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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왕돌초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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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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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스포츠에서 영감을받은 스타일링
디자인 라인은 수상 스포츠 애호가의 정신과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해부학 적으로 정확한 패턴
슈트 전체에 걸쳐 뛰어난 입체감.
 고 신축 혼합 네오프렌
혼합 네오프렌은 극도의 신축성, 편안함 및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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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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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 (강사개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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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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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상시
365 개장
일2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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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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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 010-373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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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 the Blue(블루 채택하기) 운동에 참여하
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수중 세계를 보호하세요.

© PADI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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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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글 구자광 / 발행인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살고 있다. 지구는 우리의 집과 같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그 집
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면 우리 인간들은 지구
에서 오래 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인간들이 지구의 자원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오염
된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자연에 살던 생명체들도 오염 때문에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나 대기오염, 황사 등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때문에 우
리 지구는 점점 위험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생기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계속 방관하
거나 환경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 밖에 없는 지구가 사라진다. 지금부터라도 지구 환
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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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보호

지구를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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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고,
친환경 제품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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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재활용 및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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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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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하기

동물들을 사육할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숲들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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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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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cuba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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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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월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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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상

송새인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

은상

김상영, 민경호

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동상

김예찬, 이혜은, 최혜원

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
품됩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선

김예찬, 김정인, 김현수, 민경호, 송새인,
이상협, 이승훈, 이인철, 이혜은, 윤상철,
전민석, 허세창

(가나다 순)

시상내역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다수 (광각, 접사 구분 없이)
※ 본 공모전에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분의 작품 수준이 미달한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분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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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온도 6000k / 조사각 30도(필터사용시 60도) / 사용시간 1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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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 50L DRYBAG

동상 25L DRYBAG

•권
 장 소비자 가격 : 139,000원

• 권장 소비자 가격 : 59,000원

•제
 품크기 : 80cm × 36cm × 21cm

• 제품크기 : 61cm × 41cm × 1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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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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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상
Gold Prize

송새인
Frog Fish
OLYMPUS E-M1MarkII, f/3.5, 1/200

※ 지난호 응모요강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호 부터는 광각, 접사 구분 없이
수상작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다수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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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은상
Silver Prize
김상영
하늘소갯민숭달팽이
SONY ILCE-7RM4A,
f/7.1, 1/100

은상
Silver Prize
민경호
버팔로 무리
SONY ILCE-7RM3,
f/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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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동상
Bronze Prize
김예찬
문어
Canon EOS 5D Mark II, f/10, 1/125

동상
Bronze Prize

최혜원
Yellow Goby
SONY ILCE-1, f/20, 1/200

동상
Bronze Prize
이혜은
울릉도 죽도의 수중동굴
SONY ILCE-7C,
f/3.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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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윤상철

입선 김예찬

입선 김현수

입선 민경호

입선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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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송새인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이상협

입선 이혜은

입선 이인철

입선 허세창

입선 이승훈

입선 전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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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Female Paper Nautilus with Egg Case and Red Mantle Displayed riding medium size Jellyfish – Anilao Blackwater
알집과 붉은 껍데기가 있는 암컷 페이퍼노틸러스가 중형 해파리를 타고 있는 모습 – 아닐라오 블랙워터

Wayne Jones
Australia

Born in Albany in the south west of Western Australia, I came
from an ocean heritage and spent much of my free time fishing
and exploring the sea shore. My schooling in Perth saw me
regularly diving around the local dive spots and acquiring my
open water certification at the age of 14. Here my interest in
the ocean turned to photography and, with my new Nikonos
IV in hand, attempted to capture the beauty of the marine
world. Unfortunately, this was put on hold as ‘life’ took its
course, though, after a long hiatus, I returned to diving and UW
photography after a visit to The Philippines where I also married
my beautiful wife Rina and now reside. A chance meeting with
Tim Ho and his Anilao Photo Hotel sees me now in partnership
with him in our UW photography establishment, the Anilao
Photo Academy for the past 6 years.
Now with my Canon 5DMkiv and Nauticam housing I personally
hope to encourage a deeper respect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d an appreciation for its beauty through my photography, as
well as encouraging others through education in ethical UW
photography, to carry this same message.
역사깊은 해양환경이 조성된 서호주 남서부의 알바니(Albany) 출생이
며, 어린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낚시와 해안을 탐험하면서 보냈다. 퍼
스(Perth)에서 학교를 다니며 정기적으로 주변의 다이빙 장소에서 다
이빙을 하였고, 14세에 오픈워터 다이버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바
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중사진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Nikonos IV를 들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촬영하였다. 불행하게도 나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수중사진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 오
랜 공백기가 지나고 아름다운 아내, Rina와 결혼하여 필리핀을 방문
한 후 다이빙과 수중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하여 살고 있다. Tim Ho
와 그의 Anilao Photo Hotel과의 만남으로 수중사진 시설인 Anilao
Photo Academy에서 지난 6년 동안 그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는 캐논 5DMKiv와 노티캠 하우징을 사용하면서 수중사진을 통
해 해양환경을 심도있게 이해하게 되었고, 수중의 아름다움에 감사하
며, 윤리적인 수중사진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같은 메
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Some of my resent achievements include:

다음은 최근 업적의 일부이다.
•	Top5 WPOTY 2018, 2019 Underwater Category NHM
•	2nd World Shootout “Best Five” Category 2018
•	ADEX 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2018
•	3rd 2016 Small Exotic Animals - SEA Underwater Photo Competition
•	3rd 2016 DOT – Anilao DOT UW Shootout-Photographer of TheYear
•	4th 2017 World Shootout(macro category)
•	2nd Ocean Geographic POTY – Fish portrait
Sea turtle in the coral reef
산호초의 바다거북

Commensal Shrimp in Red Algae House – Anilao
홍조류 속에 있는 공생새우 - 아닐라오

Zanzibar Shrimp on whip coral – Anilao
회초리산호 위의 Zanzibar 새우 - 아닐라오

portfolio

Wayne Jones

Hairy Shrimp Blending on red algae – Anilao
홍조류에 섞인 털새우 – 아닐라오

Yellow Pygmy Goby’s in Tube Worm House – Anilao
튜브웜 속에 있는 노란 피그미 고비들 - 아닐라오

portfolio

Wayne Jones

Blue Whale – Sri Lanka free diving
대왕고래 – 스리랑카 프리다이빙

The tail of Blue whale - Sri Lanka
대왕고래의 꼬리 - 스리랑카

Shark with sucker shark
빨판상어가 붙은 상어

portfolio

Wayne Jones

Pair of Miamira alleni Nudibranch–close focus wide angle – Anilao
Miamira alleni 갯민숭달팽이의 한쌍 – 와이드앵글 크로즈포커스 – 아닐라오

Fish schooling under the jetty
제티 아래의 물고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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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촬영가를 위한

다이빙 기술과 올바른 자세
수중에서 좋은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중촬영가는 다이버
로서 안전을 위한 숙련된 다이빙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수중환경을 보호
해야 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1. 숙련된 다이빙 기술
수중촬영가는 수중에서 안
전을 위해 숙련된 다이빙
기술을 가지는 것이 최우
선이다. 수중에서 촬영은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촬
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러다보면 가이드나 함께 한 동료들이 시야에 보이지 않고 솔로 다이빙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공기의 잔압과 무
감압한계시간을 자주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이 본인에게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촬영을 포기해야 한다.
수중촬영가는 정밀한 부력조절(Buoyancy Control)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촬영을 위한 다이빙 중에는 핀 킥(Fin Kick)을 주변을 의식하며 천천
히 해야 하며, 무의식적인 핀 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력조절 능력이 부
족하거나 핀 킥을 잘못하여 산호를 깨뜨리는 등의 환경을 훼손하는 일
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핀 킥으로 모래나 펄 지역에서 부유물을 일으키
지 말아야 한다. 되도록이면 프로그 킥(Frog Kick)이나 플러터 킥(Flutter
Kick)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중촬영가는 게이지, 옥토퍼스, 소시지 등의 다이버의 몸에 부착된 장비
는 절대로 바닥에 끌지 말아야 하고, 촬영장비가 수중생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촬영시에 차가운 수온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갑
을 착용하지 않는다. 장갑을 사용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아무것이나 손
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촬영가의 몸을 바닥에 붙여야 할 경우에는 주변을 충분히 살피
고, 몸이 바닥에 닿는 면적을 최소로 하고, 탐침봉 사용도 자제한다.

탐침봉(포인터) 사용법
● 촬영할 때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 촬영 후에 뒤로 물러나기 위해 탐침봉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데 사용한다.
● 다른 촬영가에게 피사체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사용한다.
● 탐침봉을 살아있는 산호 등의 수중생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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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촬영가로서의 올바른 자세
수중사진이나 영상의 주제는 수중생물이나 생태가 대부분이다. 평소에 수
중생물 도감이나 수중생태에 관한 서적을 이용하여 수중 생태에 관한 지
식을 많이 쌓아라. 수중생물 생태에 대한 파악이 수중생물 사진의 50%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보일 때가 언제인
지, 어디서 먹이를 먹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의 정보이다.
좋은 피사체를 발견했을 때 먼저 촬영하고 있는 다이버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준다. 내가 먼저 촬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다이빙을 하는 다른 다이버들에게
촬영이나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먼저 촬영 전 피사체가 되는 동물의 생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촬영에 임하
라. 초보 촬영가들은 피사체를 발견하면 흥분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이 카
메라를 들이대고 셔터를 먼저 누른다. 그러나 능숙한 촬영가들은 피사체
의 어떤 모습을 촬영해야 할지를 충분히 관찰하고 촬영자의 안정된 자세
를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촬영을 한다.
수중사진은 인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모습을 담는 것이 좋
다. 특별한 장면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
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는 공기의 잔압
과 무감압한계시간을 자주 체크해야 한다.
촬영을 위해 살아있는 산호위에 몸을 함부로 대거나 핀 킥으로 차는 행위
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유능한 촬영가라 할지라도 촬영에 몰두하다 보
면 실수를 하거나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항상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촬영을 위해 자연을 훼손시키거나 생물체
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포기해
야 한다.
수중촬영 공모전이나 수중촬영대회에서는 에픽룰(EPIC Rules)에 저촉되는
작품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 EPIC(Environmentally aware Photographic
Image Competition) Rules
은 수중 스틸/비디오 촬영
가들에게 친환경적인 규칙
을 적용하는 최초의 수중
촬영대회였으며, 이 후로
대부분의 수중촬영 공모전
이나 수중촬영대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EPIC Rules
을 요구하고 있다.

EPIC Rules
●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예: 부푼 복어, 먹물 문어 등)
● 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 생물을 부자연스럽거나 위험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
● 생물을 함부로 만지는 행위 (예: 산호 용종, 해마 꼬리 등)
●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 (예: 장비 끌기, 모래 차기 등)
● 미숙한 부력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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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스쿨링을 촬영하는 방법
물고기의 군집인 스쿨링이나 베이트볼은 수중사진가가 가장 좋아하는 대

35mm, 16-35mm 등과 같은 광각 줌렌즈는 좀 더 민감해서 가까이 다가가

상이다. 일반적인 원칙은 군집은 클수록 밀도가 높을수록 좋다. 황금률(the

기 어려운 물고기 스쿨링 촬영에 더 적합할 수 있다.

golden rule)은 군집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고, 가급적이면 어안렌즈를 장

물고기 스쿨링은 가능하면 자연광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광각

착하고 자연광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이다.

촬영을 위해 스트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긴 스트로브 암으로 하우징 포

물고기 군집은 산호 보미에 의해 보호되는 작은 글래스피쉬(Glass fish) 무

트 약간 뒤에 멀리 배치하고, 스트로브 방향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리, 모래 위에서 먹이를 먹는 쏠종개 무리, 산호초를 지나가는 수백 마리의

다. 카메라에 아주 가까운 스쿨링의 경우에는 균일한 조명을 위해 스트로

서젼피쉬(Surgeonfish) 무리, 수중의 허공으로 지나가는 거대한 참치 무리

보 위치와 방향을 잘 조정해야 한다.

등 다양한 수중 서식지에서 만날 수 있다.

물고기의 은빛 비늘은 스트로보 빛을 반사하므로 스트로보 강도를 낮게 설

물고기 군집중에서 트레발리나 바라쿠다와 같은 스쿨링(Schooling)은 모두

정하여 하이라이트를 피해야 한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나 어두운 빛깔의 물

같은 방향으로 조정된 방식으로 집단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취한다. 특히

고기는 빛의 반사도가 약하므로 색상을 실제로 돋보이게 하려면 스트로보

소용돌이치는 ‘토네이도’의 눈을 형성하는 스쿨링은 수중사진가가 좋아하

강도를 높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심이 얕거나 맑은 물에서는 스트로보

는 대상이다.

를 끄거나 스트로브 강도를 낮게 하는 것이 좋다.

물고기 스쿨링은 물고기 종류와 무리의 크기에 따라 접근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물고기 스쿨링의 이미지는 1/100초에서 1/250초 사이의 빠른

트레발리, 바라쿠다, 정어리 등의 큰 무리는 초근접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며, 주변 배경 물에 노출을 맞추기 위해 카메라의 f-

은 무리는 다이버가 접근하면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접근도에 따라 렌즈

스톱을 조정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스쿨링이나 스쿨링 사이의 포식자

를 선택해야 한다. 초근접이 가능한 큰 무리의 스쿨링 촬영은 초광각 어안

의 빠른 행동을 포착하려면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다. 햇살을 포착하

렌즈(예: 10.5mm, 15mm 또는 16mm)와 큰 돔포트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

거나 물고기 스쿨링의 ‘토네이도’와 같은 전형적인 실루엣을 촬영하려면 일

고 적당히 가까이 접근이 가능한 물고기 스쿨링 촬영에는 Canon 8-15mm

반적으로 과다 노출된 표면을 피하기 위해 빠른 셔터 스피드와 높은 f-스

또는 Tokina 10-17mm와 같은 어안 줌렌즈이다. 12-24mm, 14-24mm, 17-

톱이 필요하다. 수심이 깊거나 어두운 물에서 또는 느리게 움직이는 스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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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여 배경을 밝게 하는 것이 좋다.
물고기 스쿨링이 산호초나 해저에 가깝거나 바로 위에 있는 경우에는 산호
초의 멋진 부분이나 전경으로 사용할 산호를 찾아 전경에 맞게 노출값 설
정을 해야 한다. 만약 스쿨링이 상하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면 위는 밝고 아
래는 어둡다. 이때는 중간쯤에 노출을 맞추어 촬영한다.
물고기 스쿨링의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같은 지역에 머물면서 반복적인 다
이빙을 해야 하며, 좋은 시간대와 조류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최고의 자연
광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늦은 오후와 같은 시간대에 한다.
최적의 상황은 포식자가 베이트볼을 만들어 공격하는 모습, 바라쿠다나 트
레발리와 같은 단단한 토네이도의 모습, 먹이 활동 또는 짝짓기 행동 등이
다. 난파선은 종종 물고기 무리의 피난처이므로 난파선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스쿨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깔끔하게 형성된 스쿨링의 한가운데로 돌진하지
마라.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버릴 수가 있다. 스쿨링 사진은 상당한 인내심
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스쿨링의 움직임 패턴과 행동 방식을 관찰

하는 것만으로 다이빙의 긴 시간을 스쿨링과 함께 보내야 할 수도 있다.
물고기는 다이버의 버블을 무서워한다. 숙련된 사진가라면 몇 초간 숨을
참는 것이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고 물고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스쿨링의 실루엣과 같은 오버헤드
샷을 찍으려는 경우 몇 초간 숨을 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절
대 숨을 참지 말라”는 다이빙의 첫 번째 규칙에 위배되므로 초보 사진가는
주의해야 한다.
좋은 사진을 위해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물고기 스쿨링을 더 조밀한 스쿨
링으로 가두어 놓기 위해 버디와 약속하여 양쪽에서 조금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버디를 물고기 스쿨링 촬영에서 수중 모델로 이용하려면 다
이빙 전에 버디와 사용할 다양한 수신호를 정해야 한다. 사진에 다이버를
추가하면 물고기 스쿨링을 멋지게 보완할 수 있지만 다이버가 프레임의 적
당한 위치에 위치하여야 하고, 포즈도 좋아야 한다. 배경에 있는 다이버의
포즈는 다리와 핀이 상당히 똑바른 상태에서 옆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버
디의 버블 상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천천히 움직이는 큰 스쿨링의 촬영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고, 다
양한 전경과 다양한 방향의 자연광으로 다양한 구도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많은 기회가 있다. 물고기 무리에 접근할 때 인내심을 갖고 멋진 장면을 포
착하기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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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피쉬 (Banner fish)와 무리쉬 아이돌 (Moorish Idol) 구별
나비고기과(Chaetodontidae)의 롱핀 배너피쉬(Long fin bannerfish,

스쿨링 배너피쉬

Heniochus acuminatus)는 같은 속의 스쿨링 배너피쉬(Schooling

(Schooling Bannerfish)

bannerfish; Heniochus diphreutes)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도 동일하
게 생겼다. 또한 깃대돔과(Zanclidae)의 깃대돔(무어리쉬 아이돌; moorish
idol; Zanclus cornutus)과 비슷하게 생겨서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학명: Heniochus diphreutes
영명: Schooling bannerfish,
Common bannerfish, False moorish idol

이 종은 나비고기목 나비고기과의 한 종으로 열대 바닷물고기이다. 단독
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쿨링 배너피
쉬(Schooling bannerfish)라고 불린다. 일부에서는 무리쉬 아이돌(False
moorish idol)을 닮아서 가짜 무리쉬 아이돌(False moorish idol)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몸은 마름모꼴에 가깝고, 체고가 높으며, 옆으로 납작하다. 골반 근육이 뾰
족하다. 몸의 색은 흰색이고 2개의 큰 세로 검은색 띠가 있다. 검은 부분이
이마를 통해 두 눈을 연결한다. 뾰족하고 작은 입으로 주둥이에도 검은 반
점이 있다. 가슴지느러미의 기부는 흑색이고 기조는 황색이다. 등지느러미

스쿨링 배너피쉬의 특징

가 길게 늘어져 있어 노란색이다. 꼬리 뒤의 등 쪽은 노란색이다.

●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무리로 있다.

주로 수심 5~30m의 연안 암초지대에 살며, 수심 범위가 넓어서 일부 지

● 턱 선이 곡선형이다.

역에서는 수심 210m에서도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 홍해, 폴리네

●	뒷지느러미 끝이 더 작고, 각이 진다.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12개가 있다.
● 등지느러미 옆의 몸에 약간의 노란색이 있다.

롱핀 배너피쉬의 특징
 독, 쌍으로 즉 3마리 이하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
● 등지느러미가 조금 더 길다.
 둥이가 더 길고 주둥이의 반점이 더 어둡다.
●주
 에 노란색 비늘이 없으며, 가슴지느러미가 노란색이다.
●몸
● 턱 선이 직선형이다.
● 	뒷지느러미 끝이 더 길고, 둥글다. 그리고 끝 부분의 일부는 흰색이고
일부는 검은색이다. 검은색의 경계가 조금 더 높다.
●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11개가 있다.
● 노란색은 지느러미만 있다.

무리쉬 아이돌의 특징
● 몸은 원형이고 폭이 매우 좁다.
●입
 은 위에 노란색 안장과 강모 모양의 이빨이 있다.
●눈
 은 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성어의 경우에는 눈 위에 돌기가 있다.
● 코에 노란점이 있다.
● 비늘은 보이지 않는다.
● 뒷지느러미 끝 부분에 약간의 노란색이 있으며, 검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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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하와이, 그리고 일본 남부에서 케르마덱 제도(뉴질랜드)까지 인도 태
평양의 열대, 아열대 및 온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롱핀 배너피쉬

무리쉬 아이돌

(Long-fin Bannerfish)

(Moorish Idol
(Zanclus cornutus))

학명: Heniochus acuminatus
영명: Longfin bannerfish, reef bannerfish,
coachman, Gregarious bannerfish
한글명: 두동가리돔

학명: Zanclus cornutus
영명: Moorish Idol
한글명: 깃대돔

이 종은 나비고기목 나비고기과의 한 종이다. 몸은 마름모꼴에 가깝고, 체

원래는 나비고기과(Chaetodontidae)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다. 비슷한 멸종

고가 높으며, 옆으로 납작하다. 머리는 흰색이고, 눈은 검은색이고, 두 눈

된 종의 화석이 발견되고부터는 독립된 깃대돔과(Zanclidae)가 생겼다. 무

사이에 흑색 띠가 있다.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는 주둥이는 끝이 뾰족한 작

리쉬 아이돌은 깃대돔과(Zanclidae)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다.

은 입으로 앞으로 뻗어 있다. 몸의 색은 흰색과 검은색의 가로 띠무늬가

몸은 원형이고 폭이 매우 좁다. 등쪽 가시는 물고기가 성장하면서 길어지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

고 유영하는 동안 뒤쳐지는 필라멘트에서 뒤쪽으로 길어진다. 끝이 오므

지느러미는 노란색을 띤다. 배지느러미는 흑색이다. 어릴 때는 등에 흰 부

라드는 코처럼 튀어나온 관이 있다. 입은 위에 노란색 안장과 강모 모양의

분이 없다.

이빨이 있다. 몸의 바탕색은 흰색이며 검은색과 옅은 노란색 줄무늬가 번

수심 15~75m의 연안 암초지대에 살며, 동물성 플랑크톤, 저서 무척추동

갈아 나타난다. 눈은 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성어의 경우에는 눈 위에

물을 잡아먹는다. 주로 단독 또는 쌍으로 다니며 소수가 무리를 짓기도 하

돌기가 있다.

지만 큰 무리를 짓지는 아니한다. 영역은 거의 없다. 유어는 청소고기 역할

일반적으로 무리쉬 아이돌은 평평한 산호초와 얕은 물을 선호한다. 종종

도 한다. 홍해를 포함한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폴리네시아, 일본 남부에

단독으로 볼 수 있는 무리쉬 아이돌은 짝을 이루거나 때때로 작은 그룹을

서 호주 대보초 남쪽까지, 인도 태평양 분지의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서식

형성하기도 한다. 그들은 밤에 암초 바닥에 달라붙어 담갈색을 띠는 주행

한다. 제주도 연안에서도 발견된다.

성 물고기이다. 인도양, 하와이, 일본 남부 및 미크로네시아 전역, 남부 캘
리포니아 만에서 페루 남부까지 분포된다.

Juvenile common bannerfish
유어에는 노란색 꼬리와 첫 번째 검

무리쉬 아이돌은 낮과 밤의 색상이 다르게 보인

은색 띠 사이에 흰색이 거의 없다.

다. 이 사진은 밤에 보이는 색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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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전략으로서의 물고기의 군집

(Clustering)

물고기의 군집은 대체로 같은 종의 같은 나이/크기들이 무리를 짓는 것이 보

피쉬리버(Fish River)는 물고기 무리들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한쪽 방향으로

통이다. 이러한 군집은 포식자 방어, 먹이 활동, 휴식, 장거리 이동, 번식 등의

흘러가는 모습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군집성 물고기는 바위, 산호초, 모래 속
등과 같은 숨을 데가 전혀 없는 개방된 수중 공간에 주로 서식하는 종이다.

물고기 군집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물고기의 군집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군집은 크게 효율적인 먹이 찾

● 	청어(Herrings), 정어리(Sardines), 살레마(Salema), 하드헤드실버사이드

기, 집단적으로 포식자 방어와 번식 기능을 증가할 수 있다. 먹이 활동이나

(Hardhead silverside) 등의 물고기는 대체로 큰 무리를 형성한다.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모든 군집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가 개별적으

● 	바라쿠다(Barracuda), 빅아이 트레발리(Big-eye trevallies)와 같은 잭

로 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군집은 포식자에게 잡히는 기회를 줄이

(Jacks)과 스내퍼(snappers) 등의 물고기는 토네이도를 만들기도 한다.

려고 은신처 찾기의 한 형태로 보인다. 군집 그룹 내에서 특정 위치, 특히 같
은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포식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포식자는 단일 개
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밀집된 군집을 공격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게 될 수
있다. 물고기의 군집은 잠재적인 포식자를 탐지하는 능력이 증가된다. 즉 '많
은 눈(many eyes) 효과'이다.
물고기의 군집에 대해서 형태나 상황에 따라 여러 용어들이 있다.
쇼링(Shoaling)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서로의 연결 상태를 유
지하여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스쿨링(Schooling)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조정된 방식으로 집단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취한다.
베이트볼(Bait Ball)은 포식자가 먹이가 되는 물고기의 큰 무리에서 작게 떼어
내어 작은 무리로 만들어 공격하는 둥근 모양의 군집을 의미한다.
피쉬볼(Fish Ball)은 물고기가 평상시에 공(Ball) 무양의 무리를 지은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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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프헤드패롯피쉬(Bumphead Parrotfish), 레드스내퍼(Red Snapper), 씨
브림(Sea Bream), 그루퍼(Gruper) 등의 물고기는 산란을 위해 주기적으
로 군집을 이룬다.
● 	헤머헤드샤크(Hammer-head Shark), 참치(Tuna) 등의 물고기는 휴식을
위해 낮에 군집을 이룬다.
● 	스윗립스(sweetlips), 래빗피쉬(Rabbitfishes), 배너피쉬(Bannerfishes), 실
버사이드(Silversides), 글래시 스위퍼(Glassy sweepers) 등은 산호초 지
역에서 밀도와 구조가 다른 크고 작은 무리를 형성한다.
● 	쏠종개(Catfish), 컨빅트블레니(Convict Blenny) 등은 산호초나 먹(Muck)
지역에서 밀도와 구조가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 	물고기의 어린 개체인 글래스피쉬(Glass Fish)가 산호초 보미에서 무리를
지어 있다.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먹이 물고기의 군집에 대한
포식자들의 공격 전략
먹이 물고기가 군집을 이루어 방어를 한다면 포식자들은 상대적인 효과
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아주 큰 무리의 물고기는 작은 무리로 분리하
여 공격한다. 또한 느슨하게 무리를 짓는 물고기에 대해 겁을 주어 조밀
한 베이트볼(Bait Ball)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치기 개가 양의 느슨
한 무리를 조밀한 무리로 모으는 방식과 다소 유사하며, 조밀한 베이트볼
이 공격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식자들은 베이트볼
을 공격하는 데 효율성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포식자들은 먹이 물고기의 방어적인 군집의 기동을 약화시
키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도 가지고 있다. 돛새치(Sail fish)는 등지느러
미인 돛을 들어 훨씬 더 크게 보이도록 하여 빽빽한 물고기 무리를 흩어
지게 한다. 황새치(Sword fish)는 물고기 무리를 빠른 속도로 돌진하여 많
은 개체를 주둥이 칼로 베어 죽이거나 기절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환도상어(Thresher sharks)는 긴 꼬리를 강력한 채찍으로 사용하여 물고
기 무리를 겁을 주고 퍼뜨린다. 그런 다음 되돌아서서 잡아먹는다. 돌고
래(Dolphin)들은 버블 커튼(Bubble Curtain)을 만들어 정어리 큰 무리에서
일부를 떼어 내어 작은 무리를 만들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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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이빙 지역 소개

동해 왕돌초 다이빙
글, 사진 구자광 (일부 사진제공 민경호, 신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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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돌초(WangDol Reef)

경북의 울진군 해역에서 영덕군 해역까지 해안선과 평행하게 동해 해저에
후포퇴라는 높은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남북 길이 54㎞,
동서 길이 21㎞ 정도의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의 천연 어장이다. 후포퇴 중
심부에는 왕돌초라는 거대한 수중암반이 존재하며 울진군 후포항에서 동
쪽으로 약 23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왕돌초는 왕돌암이라고도 부르며, 대형 기반암 구조의 수중 암초로 남북
으로 길게 돌출된 형상이며, 크기는 남북 방향으로 6~10㎞, 동서 방향으
로도 3~6㎞로 전체 약 15㎢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 왕돌초 부근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의 대한해협을 통
하여 유입되는 쿠로시오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동해안의 깊은 수중

문희수잠수교실 보트

에서 융기된 지역으로 용승과 와류가 활발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
어 해양 생산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왕돌초가 다양한 물고기의 서식처와
해양생물의 보고가 되었다.
왕돌초에도 2003년에 높이 36m의 항로표지장치가 설치되면서, 풍속, 풍
향, 기온, 습도, 기압, 수온, 염도, 파고, 조위, 수질 자료가 측정되어 실시간
으로 전송되고 있다.

보트 뒷편에서 바라본 중간잠 등대

보트에서 바라본 중간잠 등대의 전경

참고
수산 관련학자는 해산(海山)의 꼭대기 부분이므로 왕돌해산이라 부
르는 게 적당하다고도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왕돌짬’이라 하는데,
‘짬’은 튀어나온 돌을 지칭하는 토속어다. 1858년 수로지에 왕돌초
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있고, 199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왕돌초’
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 왕돌초 바위도 남해에 있는 전설의 섬
이어도처럼 동해 어민들 간에 구전되어 왔고, ‘왕돌’이란 사람이 발
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50 |

23km

2

왕돌초의 수중과 다이빙 환경

수중환경

다이빙 방법

왕돌초의 크기는 동서로 21Km, 남북으로 54Km에 이르며, 서쪽은 급한

왕돌초는 망망대해라 1m 이상의 파고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너울이나 바

경사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동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람을 피할 곳이 없다. 해무가 예고 없이 내리고, 조류 강도도 시시각각 변

수심은 40~60m 정도이고, 봉우리 주변은 수심 5~10m 이내로 매우 낮

한다. 다이빙은 파고가 0.5m 이하이고, 바람이 약한 시기를 잡아야 한다.

다. 다이빙이 가능한 수심이라고 할 수 있는 40m 보다 얕은 수심의 지역

이러한 조건이 되는 날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은 3개의 봉우리들 근처로 국한되는데 그 면적은 약 4㎢ 정도이다.

왕돌초는 연중 조류가 강해 부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이빙을

이 왕돌초는 북쪽 봉우리(북짬, 셋잠), 중간 봉우리(중짬, 중간잠), 남쪽 봉

할 포인트를 정하면 포인트에서 조류 반대방향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우리(남짬, 맞잠)이라는 3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봉우리 중

입수를 시작해 조류를 타면서 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정확한 지

가장 수심이 낮은 지역은 등대가 있는 중간 봉우리로 가장 얕은 수심이

점에 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하강이 필요하다.

약 5~6m 정도이고, 북쪽 봉우리는 가장 얕은 수심이 약 7~8m, 남쪽 봉

착지하면 조류가 약한 바닥에 붙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한 조류에

우리는 가장 얕은 수심이 약 9~10m이다. 왕돌초의 3개의 봉우리 주변으

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끄러운 바위들로 이루어져 조류걸이를 걸만한 곳

로는 얕은 해저지형을 보이며, 복잡한 지형 기복과 많은 암반들이 산재해

이 없다. 그래서 손으로 바위를 잡고 버티거나 조류를 타고 가면서 진행해

있다.

야 한다.

왕돌초는 같은 위도에 위치한 연안과 수온 특성이 다르다. 특히, 겨울철에

다이빙 보트는 조류를 감안해서 출수지점을 예측하지만, 파도가 높고 조

는 수심 20m 지점까지 평균 13℃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30m

류의 세기와 방향 파악이 힘듦으로 모든 다이버들은 안전을 위해 소세지

이하에서는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4℃까지 낮아진다. 비슷한 위도

(SMB)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

상에 위치한 후포의 경우 겨울철 표층 수온이 10℃ 정도이며, 수심 20m이

이 없는 망망대해에서 장시간 진행이 되는 곳이기에 다이빙 전후에 보온

내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면 왕돌초 지역 표층 부근의 수온이 높다

을 위해 방풍자켓 소지는 필수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해양환경은 동해 먼 바다 환경 특성을 지니
고 있어서 연중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가 형성된다. 여름철의 경우에 연
안에서는 장마철에 탁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염도를 나타내고 있으
나, 왕돌초 지역에서는 연중 34%로 염도의 변동이 거의 없다.
왕돌초는 수심 10m까지 낮은 지역에서는 감태, 미역, 모자반 등 대형 갈
조류가 울창한 해조류 숲을 이루면서 고동 등 초식성 생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반면에, 수심 20m 부근에서는 해조류가 감소하고, 동해 연안에서 관
찰되는 부채뿔산호, 굴, 소라, 홍합, 멍게, 둥근성게, 메끈이고동 등이 많
다. 한편 40m 이상 수심에서는 해조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부채뿔산
호, 산호붙이 히드라류, 한류성 불가사리 등이 주로 관찰된다. 어류는 가
시망둑과 같은 암반 주변에 서식하는 종과 참치, 방어 등과 같은 대양을
회유하는 종으로 나뉜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어종의 군무를 쉽게 볼 수
있고, 파랑돔줄도화돔, 거북복 등 아열대성 어종과 방어류, 대구, 임연수어
등이 관찰된다고 한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왕돌초의 생물학적 특성은

왕돌초로 가는 방법
보통 울진 후포항이나 구산항에서 출발한다. 일반 보트로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 왕돌초에 고속 보트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왕돌
초로 가기 위해서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왕돌초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
는 문희수잠수교실 리조트를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다.
[문희수잠수교실] 리조트는 20인 이상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본관
마당에서는 쉬거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남녀 분리된 샤워시설과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다. 터미널에서 픽업 가능한 20인승 미니버스도 있
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다. 리조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구산
항의 내항 남서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접안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 위에서
장비를 세팅할 수도 있다. 다이빙 보트는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보트
당 승선인원은 20명이다. 보트 1대당 300마력 엔진 2개를 장착하여 고속
주행이 가능한 고무보트이다.

왕돌초의 해양생태계가 후포, 울진 지역의 동해 연안보다는 독도나 제주
도의 수중과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고 한다.

문희수잠수교실
대표 문희수
전화 010-9299-4246
주소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94

2022 July/August | 51

3

중앙 봉우리(중짬, 중간잠)

중앙봉우리는 왕돌초의 세 봉우리중 중간에 위치한 봉우리로, 이곳의 상
징인 등대가 세워져 있다. 등대가 세워져 있는 부분은 수심 11m 정도이
고, 가장 높은 봉우리는 수심 6m로 왕돌초에서 가장 얕은 부분이며, 주
변부는 수심 18m 정도로, 평탄한 지형에 암반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계곡들이 웅장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암반들 사이에 자리돔,
우럭, 돌돔, 볼락, 쥐치, 문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조금 더 진행하다보면
조개 부스러기와 자갈질 모래 퇴적물이 쌓여있는 평원이 나오기도 하고,
산봉우리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능선처럼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능선위에 자리돔 무리와 능선 사이에 숨어있는 치어 떼
들을 보는 것도 묘미이다. 또한 부시리, 방어 등의 대물 어종들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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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봉우리(북짬, 셋잠)

북쪽 봉우리는 왕돌초의 세 봉우리중 북쪽에 위치한 봉우리로 중안 봉우
리와의 거리는 1.7km이다. 봉우리 남쪽에서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앙 봉우리보다 조류가 약하고, 평균 수심이 15m 정도로 낮다.
아치지형, 협곡, 능선 등 다양한 지형으로 기암괴석 같은 바위들이 끊임
없이 나타나는데, 이를 타고 넘다보면 수심의 변화가 크다. 마치 동해안의
산 하나를 옮겨다 물에 빠뜨려 놓은 듯하다. 산봉우리를 타고 넘으며 북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점점 더 얕아져 12m 정도의 고원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는 감태군락, 소라, 성게, 멍게, 용치놀래기, 자리돔, 강담돔, 범돔,
줄돔, 문어뿐만 아니라 혹돔, 그루퍼 등 대물 어종도 종종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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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봉우리(남짬, 맞잠)

남쪽 봉우리는 중간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수심
16m에서 34m까지 비스듬히 큰 암반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수심 30m 부
근에서는 노랑색, 보라색을 띤 해면류와 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해역
에서 볼 수 있는 해송류가 있으며, 어종은 쥐노래미, 자리돔, 황놀래기 등
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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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왕돌초의 해양생물 분포 정보
무척추 동물로는 10m 이하의 수심에서 홍합과 소라, 둥근성게 등
이 많이 보이며 10m 이상의 수심에서는 우렁쉥이, 바다나리, 부채뿔
산호, 산호붙이 히드라 등이 흔하게 보인다. 어류구성에서 보면 가
시망둑 등 연중 머무는 광온성 어종이 56%, 참치와 방어 등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난류성 어종이 22%, 파랑돔, 줄도화돔, 거북복 등 아
열대성 어종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34%에 비해서는 아
열대성 어종의 비율이 낮지만 독도의 17%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다. 이와 같은 왕돌초의 생물학적 특성은 왕돌초의 해양생태계가
후포, 울진 지역의 동해 연안보다는 독도나 제주도의 수중과 비슷
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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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다이빙 지역

필리핀의 스페셜 다이빙 지역
필리핀 개요
필리핀은 필리핀해(海), 셀레베스해, 남중국해의 경계를 이루며,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있다.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은 크게 루손 섬,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 섬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큰 11개의 섬(루손, 민다나오, 사마르, 네그로스, 팔라완, 파
나이, 민도로, 레이테, 세부, 보홀, 마스바테)이 전국 면적의 96%
를 차지한다. 나머지 6,996개의 섬이 차지하는 비중은 4%이다.
필리핀 북쪽의 루손 해협 건너편에는 타이완, 서쪽의 남중국해
건너편에는 베트남이 있다. 남서쪽에 위치한 보르네오 섬 사
이에는 술루해가 있으며, 남쪽의 술라웨시해의 건너편에는 인
도네시아의 섬들이 있다. 동쪽에는 필리핀해가 있다. 대부분
섬들이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되어 있

수빅만

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빈번하다.
필리핀의 정식명칭은 필리핀 공화국(Republika ng Pilipinas)

아닐라오/보니또

이다. 수도는 마닐라(Manila)이고, 공용어로 영어와 타갈로그
어를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이라는 국명은 16세기 중엽 이
지역으로 파견된 에스파냐 탐험가 빌라로보스(Villalobos)

푸에르토갈레라
(사방비치, 베르데섬)

가 당시의 에스파냐 황태자 필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

돈솔/티카오섬/레가스피
아포리프

이다. 필리핀은 400여 년의 스페인 식민지, 40여 년의

보라카이섬

통치를 받았다. 제2차 대전 이후 독립국가로 유지해
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문화는 엄청난

롬브론섬

코론

미국 지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몇 년간의 일본
엘니도

말라파스쿠아섬

다양성을 반영해서 발전했다. 오랜 식민지의 산
물로 그들의 80%가 카톨릭 신자이며, 대부분
의 사람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
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는 영

레이테(소고드베이)

어와 타갈로그어를 병행하고

모알보알(페스카돌섬)
카빌라오섬

있다.

릴로안/오슬롭/수밀론섬

막탄섬
보홀섬
(팡글라오섬/발리카삭섬)

투바타하리프

까마귄섬
두마게테/다우인/아포섬

시차
세계표준시로는 GMT+8로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다. 예를 들면 한국이
오전 9시면 필리핀은 오전 8시이다.

전기
필리핀의 전압은 한국과 똑같이 220V에 60Hz를 사용한다. 다만,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플러그 부분이 과거 우리나라의 110V 시절의 납작한
모양의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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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오/사말섬

무비자 입국

① 건기인 겨울, 12~2월

무비자 입국을 할 때 여권 및 항공권을 제시하면 30일간 체류할 수 있

겨울이라고 불리는 12~2월은 여름에 비해서 22~28℃ 정도로 비교적 기

으며, 30일 초과 체류 시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임시방문비자(Temporary

온이 낮고 비도 적어 여행하기 좋은 시기이다. 이 시즌에는 우리나라의 초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야 한다.

가을 날씨처럼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분다. 기온이 낮다고 해도 낮
에는 티셔츠 하나로 충분하다. 다만 밤에는 약간 서늘해지므로 약간 두꺼

화폐 및 환전
필리핀의 화폐 단위는 페소(peso)이며 1페소는 100센타보(centavo)이다.

운 긴팔 옷이 필요하다. 또 건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도 태평양 동쪽 해안
지역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외국환은 모든 호텔, 대부분의 대규모 백화점, 은행, 필리핀 중앙은행의 인

② 건기인 여름, 3~5월

가를 받은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지폐는 1,000, 500, 100, 50, 20,

한국의 봄에 해당하는 3~5월은 필리핀에서는 여름이다. 5월 무더위의 낮

10페소가 있으며, 동전은 50, 25 센타보와 1, 2, 5페소가 있다. 국제적인 신

온도는 35~40℃에 이르기까지 한다. 밤에도 기온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

용카드는 주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 대개 25℃ 정도이다. 다만 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덥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공중화장실 이용

③ 우기, 6~12월

화장실을 CR 또는 컴포트룸(Comfort Room, CR)이라고 하며, 거리에는 공

대개 5월에 여름이 끝나고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최근엔 이상

중화장실이 거의 없는데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

기온 탓인지 우기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 비는 순식간에 내렸다가 그치

으며, 지저분한 편이다. 호텔이나, 카페, 백화점 등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

는 경향이 많으므로 우기 때도 보통은 우산이 필요 없고, 비를 만났을 때

이 좋다. 남성용 화장실은 ‘LALAKE’, 여성용은 ‘BABAE’라고 쓰여 있다.

잠시 쉬었다 가면 되는데 간혹 가는 비가 오래도록 내릴 때도 있다. 우기에
는 태풍을 주의해야 한다.

교통수단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항공기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섬나라의 특

다이빙 환경 & 성수기

성상 선박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필리핀의 해안 길이는 총 36,289km이고, 산호초는 34,000km2 넓이이다.

도시의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택시가 있으나 외국인들은 택시를 주로 이

많은 산호초로 둘러싸인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다이빙 환경을

용한다. 버스는 시내의 큰 도로를 주행하며 몇 개 정도의 버스회사가 똑같

제공한다.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영양분이 풍부한 해류가 집중되어 있고, 서

은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행 횟수도 많은 편이다. 택시는 검정색과 노

쪽으로는 남중국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술라웨시해가 있다. 그러므로 바다

란색 택시가 있으며, 노란색 택시보다는 검정색 택시가 저렴하다. 택시에는

속에서 2,000종 이상의 어류와 4,500종 이상의 산호가 존재한다.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국인들이 탈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리핀은 태풍이 불어오지 않은 한 1년 내내 다이빙이 가능한 지역이다. 필

거의 없으므로 택시기사에게 미터기를 켜도록 요구해 요금을 바가지 쓰지

리핀은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때는 11월에서 2월 정도이다. 이 시기가 다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택시를 가장한 강도를 조심해야 한다.

이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1~2월에 들어서면 수온은 26~27℃를

가까운 거리는 지프니나 트라이시클을 이용한다. 지프니는 정원 15명 정도

오르내린다. 차가운 수온 때문인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많은 접사생물들이

의 합승 지프이다. 화려한 페인팅과 장식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노선과 행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많은 수중생물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고 있

선지를 차체에 표시하고 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이라도 지프니의

는 진귀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수중사진가들에게는 수온이 찬 1~2

노선망은 넓게 뻗쳐 있어 도시에서 갈 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노선이 많

월이 많은 피사체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필리핀 여

다. 요금은 비교적 싼 편이며 운전사나 조수석 차장에게 직접 인원수만큼

름과 우기는 수온이 27~29℃ 정도를 유지하므로 3mm 슈트를 입어도 좋

의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트라이시클은 자전거에 오토바이 장치를 하고

으나 겨울인 1~2월의 수온은 다이빙하는 내내 26℃ 정도를 유지하므로 이

뚜껑이 있는 사이드카를 단 바퀴 3개의 교통수단으로서 도시 한복판에서

온도는 5mm를 입고도 약간 춥게 느껴진다.

는 보기 힘들고 약간 변두리로 나가야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비교적
싼 편이며, 보통 5~6명이 함께 탈 수 있다.

다이빙 리조트 & 센터
오래 전부터 한국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지역은 필리핀이다. 그

기후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비용도 대체로 적게 들기 때문이

7,107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필리핀은 섬들이 아주 넓게 퍼져 있음에도 불

다. 코로나19 판데믹 전에는 한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이빙 전문 리조트

구하고,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쾌적하다. 일 년 내내 고온 다습한 아열대

들이 필리핀 전역에 걸쳐 곳곳에 자리잡고 성업 중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

성 몬순기후이다. 계절풍의 영향에 따라 계절은 겨울, 여름과 우기로 나뉜

하여 부침이 심하다. 현재는 대부분 리조트들이 복구중이며, 새로이 생겨나

다. 다만 우리나라의 4계절처럼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 계절풍 이외에도

는 곳도 많다. 그러나 슬루씨 투바타하리프의 다이빙은 리브어보드로만 가

각 지방의 위도와 고도, 산맥 등의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결정된

능하며, 다이빙 시즌은 계절풍이 부는 몬순(Monsoon) 기간인 3월 중순부

다. 이 때문에 필리핀의 기후는 상당히 지역차가 크다.

터 6월 중순까지(3개월)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 외의 시즌은 다이빙이 불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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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 (Dugong)

부수앙가섬의 카라위트섬(Calauit)
팔라완 부수앙가섬 북쪽에 있는 카라위트섬(Calauit) 주변은 10m 내외 얇
은 수심의 산호초는 산호모래로 덮여 있고, 이 산호모래에는 수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 듀공(Dugong) 서식지로 적합하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
면 이 섬 주변에는 현재 약 30여 마리 정도 듀공이 살고 있다고 한다. 코
론섬으로 가면 다이빙센터에서 듀공 다이빙 서비스를 하고 있다.
듀공은 바다소목에 속하는 4종(듀공 1종, 매너티 3종) 가운데 하나인 대
형 해양 포유류이다. 현존하는 듀공과의 유일한 종이다. 몸의 길이는
2.2~3.4m 가량이며, 몸의 색깔은 회색이지만, 돌말류 등이 붙어서 갈색
이나 푸른색으로 보일 때도 가끔 있다. 둥글고 끝이 가느다란 몸체를 하
고 있는데, 몸 끝에는 수평으로 2갈래로 갈라지고 각 갈래의 끝이 뾰족한
꼬리지느러미가 있다. 앞다리는 둥근 지느러미처럼 생겼으며, 뒷다리는 없
다. 머리는 목이 없이 몸통과 직접 연결되는데, 강모가 많고 네모진 넓은
주둥이가 있다. 눈은 작으며, 입 둘레에 털이 있다. 코는 머리 앞쪽 끝에
있다. 듀공은 산호초가 있는 열대의 얕은 바다에 쌍으로 또는 6마리까지
무리를 지어서 살며, 길게는 10분까지 잠수해서 녹조류나 해초 등을 뜯어
먹는다. 휴식할 때는 적당한 깊이의 물속에서 머리를 물밖에 내놓고 꼬리
학명 : Dugong dugon
영명 : Dugong

만타레이 (Manta Ray)

를 세우고 있다. 홍해와 동부 아프리카에서 필리핀, 뉴기니, 오스트레일리
아 북부까지의,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투바타하리프, 티카오섬, 말라파스쿠아섬

슬루씨 한가운데 위치한 투바타하리프는 2개의 아톨(Atoll)인 북 아톨
(North Atoll)과 남 아톨(South Atoll)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아톨은 폭 8km

학명 : Manta birostris
영명 : Manta Ray

정도의 채널로 연결되어 있다. 투바타하리프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라 대물들을 볼 확률이 높다. 스팅레이, 마블레이, 이글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만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에서는 만타레이를 심
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루손섬(Luzon)의 남동부 끝인 동시에 세부섬의 바로 북쪽에는 비콜(Bicol)
지역이 있다. 이 지역에는 마스바테(Masbate)섬이 있고, 마스바테섬 북동
쪽에 있는 작은 섬이 티카오섬(Ticao)이다. 티카오섬의 만타바울(Manta
Bowl) 다이빙 지역은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세부 말라파스쿠아섬(Malapascua)으로 부터 동남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망망대해 한 가운데에 수심 22m에 모나드숄(Monad Shoal)
이라는 수중 봉우리가 있다. 이곳에 수심 20~25m 정도 수중 분지로 이
루어진 곳에 환도상어 클리닝스테이션에서 만타레이를 볼 수 있다.
만타레이는 한국에서는 머리지느러미로 돌출된 커다란 가슴지느러미의 연
장부가 쥐의 귀를 닮았다 하여 쥐가오리라고 부르고, 영어명 Manta Ray

은 천적을 피하거나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 수면 위로

는 망토와 같은 넓은 가슴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서 붙여졌다. Manta는 스

1.5m이상 튀어오를 수도 있다. 뼈대의 70%이상이 부드러운 연골로 되어

페인어 담요나 망토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만타레이는 가오리중에 가장 크

있다. 만타레이는 일반적으로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며, 온대 해

 대 9m의 가로 길이로 성장할 수 있으며, 무게는 2톤에 도달할 수 있
다. 최

양에서도 발견된다. 작은 등지느러미가 있고, 여타 다른 가오리와는 달리

다. 날개 너비는 6m가 넘는다. 생김새로는 옆구리에 눈이 달려 있고 배 밑

꼬리에 독이 있는 꼬리침이 없다. 2 0년 동안 살 수 있고, 주요 먹이는 플

에 아가미가 있다. 또한 머리지느러미가 달려 있는데 이 머리지느러미를

랑크톤이다.

이용해서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입 주위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상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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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상어 (Thresher Shark)

세부 말라파스쿠아섬

세부지역의 말라파스쿠아섬(Malapascua)으로부터 동남

학명 : Alopias pelagicus
영명 : Thresher Shark

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망망대해 한 가운데
에 수심 22m에 모나드숄(Monad Shoal)이라는 수중 봉우
리가 있다. 이곳에 수심 20~25m 정도 수중 분지로 이루
어진 곳에 환도상어 클리닝스테이션이 있다. 이른 새벽(5
시30분 정도)에 이곳에 가면 환도상어를 볼 확률이 높다.
환도상어는 몸 전체 길이의 거의 반에 달하기도 하는 낫
모양의 꼬리 때문에 환도상어라 한다. 전 세계의 온대와
열대 해역에서 발견된다. 꼴뚜기류와 무리지어 다니는 어
류를 먹는데, 먹이의 둘레를 선회하며 이들을 작은 무리로
흩뜨린 다음 공격한다. 이들은 때때로 꼬리를 사용하여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물을 세차게 때려 먹이를 놀라게 한
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세부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오슬롭(Oslob) 해변에서는 지구

고래상어 (Whale shark) 스노클링

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아침이면 모여들기 시작한 야생의 고래상어가 평균 7~8마리

세부 오슬롭, 레이테 리마사와섬, 레가스피 돈솔

가 모인다. 많을 때는 무려 20여 마리나 된다고 한다.
레이테 지역 인근에 있는 리마사와섬(Limasawa)에는 시즌(12
월~4월 사이) 때는 스노클링으로 고래상어 관찰이 가능하다.
루손섬(Luzon)의 남동부 끝인 동시에 세부섬의 바로 북쪽에
는 비콜(Bicol) 지역이 있다. 비콜 지역의 솔소곤(Sorsogon)의
알바이만(Albay Bay)에서는 돈솔 부탄딩(Donsol Butanding)
이라는 고래상어 스노클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고래상어는 몸집은 아주 크지만 성격은 매우 온순하다. 몸은
굵고 길며, 머리는 크고 조금 납작하다. 입은 주둥이 끝과 거
의 맞닿아 있다. 몸 빛깔은 등 쪽은 회색 또는 푸른색이거나
갈색이며, 배 쪽은 흰색이다. 배 위쪽으로는 흰 점과 옅은 수
직 줄무늬가 있다. 이들은 회색이나 갈색을 띠는데, 몸의 아랫
면은 색깔이 엷다. 또, 노란색이나 흰색의 작은 점과 좁은 간
격의 수직선이 뚜렷하다. 크기나 부피에 관계없이 고래상어는
작은 이빨을 가지고, 플랑크톤이나 작은 어류를 먹는다. 일반
적으로 수면 근처에서 천천히 헤엄치며, 배에 부딪히기도 하
는 둔한 동물이다. 보통 먼 바다에서 단독 또는 여러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가끔 연안에도 나타난다. 먹이는 주로
갑각류, 오징어, 플랑크톤 등 작은 물고기를 물과 함께 들이
마셨다가 여과해서 먹는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지만 주로
열대해역에 분포한다. 고래상어가 난태생(어미 몸속에서 알
이 부화돼 새끼로 어미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란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생태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고

학명 : Rhincodon typus
영명 : Whale shark

래상어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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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발리 (Trevally) 또는 바라쿠다 (Barracuda)의 스쿨링
슬루씨 투바타하리프, 보홀 발리카삭섬, 네그로스 아포섬
슬루씨 한가운데에 투바타하리프(Tubbataha Reef)가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해상환경을 보호해 온 덕분에 섬이나 리프의 자연 환경이 대체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시야가 투명하여 30~40m 이상이 보인다. 투바타하리프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라 대물들을 볼 확률이 높다. 이곳에서는
항상 트레발리나 바라쿠다 스쿨링을 볼 수 있다.
보홀 발리카삭섬(Balicasag)은 트레발리의 스쿨링과 대형 바다거북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네그로스 다우인 지역 바로 앞에는 유명한 아포섬이 있다. 아포섬 지역은 1982년부터 해양보호구역(Marine Sanctuary)으로 보호를 받아 왔으며, 수중환경
을 훼손하거나 수중생물을 괴롭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아포섬은 항상 트레발리 무리를 볼 수 있다.
빅아이 트레발리(Bigeye Trevally) 또는
잭피쉬(Jack Fish)는 우리말로 줄전갱이
류에 속하며, 그 이름처럼 눈이 큰 편으
로 은색 빚이 나는 물고기이다. 일반 다
이버들은 이와 비슷한 것을 그냥 잭피
쉬(Jack Fish)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수
리 부분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각이 약간
특징적이고, 등과 꼬리지느러미 끝이 하
얗다. 다 자라면 거의 1m 까지 크고, 보
통 떼(schooling)를 이루어 천천히 움직
여 다닌다. 이들은 거대한 무리를 이루
어 회전하면 그 모습이 웅장하다. 작은
무리일 때는 다이버가 가까이 가면 흩어
지지만 큰 무리를 이룰 때는 다이버가
무리속으로 들어가도 좀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학명 : Caranx sexfasciatus
영명 : Bigeye Trevally, Jack Fish

바라쿠다(Barracuda)는 무자비한 약탈자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포악한 바닷물고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꼬
치고기로 불리는 물고기이다. 빠르고 힘이 센 바라쿠다
는 모양이 가늘며 비늘이 작다. 등지느러미가 둘로 분
리되어 있으며, 아래턱은 튀어나와 있다. 커다란 입에
는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많이 있다. 바라쿠다는 도미,
참치, 멸치, 오징어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사는 육
식성 물고기이다. 주로 온대해역과 열대해역에서 발견
된다. 크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대서양, 카리브해, 서부
태평양에 서식하며, 몸길이가 1.2~1.8m쯤으로 종에 따
라 크기가 다양하다. 바라쿠다는 성장 속도뿐 아니라
물속에서 아래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헤엄치는
속도가 빠르다.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부레 속에 공기
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어리거
나 작은 바라쿠다는 떼를 지어 다닌다. 수천 마리가 한
학명 : Netherlands Antilles
영명 : Barrac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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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번에 다닐 때도 있다. 어떤 바라쿠다는 떼 지어 다니
다 성어가 되면 무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생활을 한다.

보홀 지역 바로 인근에는 발리카삭섬(Balicasag)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트

대형 바다거북

보홀 발리카삭섬

레발리의 스쿨링과 대형 바다거북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다거북을 포함한 거북류는 몸을 보호하는 딱지에 힘입어 포식자의 공격
으로부터 오랜 세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몸을 딱지 속에 감추고 있는 거

학명 : Chelonia mydas
영명 : Green Sea Turtle

북은 위기를 맞으면 머리, 꼬리, 발까지 딱지 안으로 움츠려 들인다. 거북
의 딱지는 등을 덮는 등딱지와 배를 가린 배딱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개 바깥층은 각질의 비늘로
되어 있고 안층은 야무지게 연결된 뼈로 되어 있다. 거북의 딱지는 몸에
맞추어 성장하고 상처를 입어도 곧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 1억7천5백만 년
동안이나 종족 보존을 가능하게 했다. 주로 따뜻한 열대 바다에 사는 바다
거북은 육지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알을 낳을 때는 먼 거리를 헤
엄쳐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다리가 지느러미 모양으로 변형되고 한두 개
의 발톱만 남아 있으며, 사지를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10분
에 6m 정도로 아주 느리고 힘겹게 움직인다. 하지만 바다 속에서는 최고
시속 70㎞의 속력을 내기도 한다.
보홀 발리카삭섬에는 주로 대형 푸른 바다거북(Green Sea Turtle)이 서식
하고 있다. 푸른바다거북은 전 세계 바다에 광범위하게 발견되어 바다거
북의 대명사가 되었다. 갑의 길이 0.7~1.2m, 몸무게 90~140kg 정도이다.
주로 해조류를 먹는다. 영명으로 Green Sea Turtle이라 불리는데 이는 이
들로부터 짜낸 기름이 녹색인데서 유래한다.

터틀헤드 바다뱀 무리

보홀 스네이크 아일랜드

스네이크 아일랜드(Snake island)는 보홀의 팡글라오섬(Panglao)에서 파밀

Blennies 및 Gobies의 알과 같은 고정된 바닥 물고기 알만을 먹는다. 뱀

라칸섬(Pamilacan)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수중 리프이다. 이곳은 거북이

이 크면 클수록 좁은 틈에 있는 Blennies나 Gobies의 알보다 노출된 지역

머리 바다뱀(Turtle headed sea snake)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곳이다.

에 있는 Damselfish 알을 먹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바다뱀은 비늘이 크

이 바다뱀은 얕은 산호초 바다에서 헤엄치는 중형 바다뱀이다. 인도네시아

고 매끄럽고 겹친다. 머리는 작고 짧으며 주둥이 상단에 밸브가 있는 콧구

에서 필리핀과 호주 북부에 이르는 암초 지역에 서식한다. 성체의 길이는

멍이 있다. 몸은 적당히 튼튼하고 꼬리는 평평하고 노를 닮았다. 등과 배

약 75~90Cm이고, 최대 103cm까지 자랄 수 있다. Turtle-headed sea

의 착색은 회색, 회갈색 또는 흑색에 가까울 수 있다. 회색으로 얼룩덜룩

snake는 거북이의 머리와 유사한 단단하고 뾰족한 주둥이에서 비롯되었

한 수많은 불규칙한 흰색 띠를 가지고 있다. 패턴이 없거나 희미한 반점이

다. 이 특징은 암초의 틈과 구멍에서 물고기 알 덩어리를 찾는 습관과 관

있는 종도 있다. 이 뱀은 한 시간 이상 물 속에 있을 수 있다. 새끼들이 물

련이 있다. 이 바다뱀은 알을 먹는 바다뱀으로 알려져 있다. Damselfish,

속에서 태어난다.

학명 : Emydocephalus annulatus
영명 : Turtle-headed sea snake,
Egg-eating sea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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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Sardinia melanosticta
영명 : Sardine, Pilchard

정어리 (Sardine) 무리

세부 모알보알, 보홀 나팔링 리프

세부 캅톤반도(Copton peninsular)의 서쪽 파낙사마 비치(Panagsama

면 Pilchard로 구분한다. 연안에서 대양에 이르는 표층에 빽빽이 무리를

Beach)의 해변 주변을 따라 다이빙사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모알보알

지어 생활한다. 봄~여름에 북상하고 가을~겨울에 남하하는 회유를 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비치를 따라 정어리 무리가 상주하고 있다.

다. 주로 봄에 알을 낳고 자유유영을 하는 어류로 변태할 때까지 수동적으

정어리는 작고 은빛이 도는 긴 물고기로서 짧은 등지느러미가 하나 있으

로 떠다니는 유생으로 지낸다. 부화 후 1~3년 만에 어미가 되고, 수명은

며 옆줄은 없고 머리에 비늘도 없다. 길이는 15~30㎝ 정도이다. 정어리를

5~8년이다.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길이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데 10cm 이하면 Sardine으로 부르고, 더 크

난파선
수빅만, 코론만
필리핀 수빅만(Subic Bay) 앞바다에는 50여개의
난파선들이 가라앉아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제2
차 세계대전 때의 난파선으로 전투함, 화물선, 경
비정, 상륙정, 증기선, 잠수함 및 항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론만(Coron Bay)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
년 9월, 미해군에 의해 격침된 12척의 일본군 전함
들이 가라 앉아 있는 곳이다. 이 침몰선들은 아주
얕은 곳에서부터 수심 40m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
어서 난파선 탐사를 즐기는 다이버들에게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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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 생물

아닐라오, 롬브론섬, 레이테(소고드베이), 다우인, 카빌라오섬, 까미귄섬, 사말섬 등

아닐라오는 접사 사진가들 사이에서 세계적 지
역으로 꼽히는 곳이며 마크로의 천국이라는 별
명을 갖고 있어 프로 사진가는 물론이며 수중촬
영을 좋아하는 다이버들이 즐겨 찾고 있다.
롬브론섬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수퍼
마크로와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이 모든 다이빙
사이트에서 서식하고 있어 많은 수중사진가들
이 찾고 있다.
접사 피사체로 유명한 기타 필리핀 지역은 레이
테의 소고드베이, 네그로스의 다우인 지역, 카빌
라오섬, 민다나오의 까미귄섬과 사말섬, 세부의
말라파스쿠아섬 인근의 갓토섬(Gato) 등이다.

학명 : Siokunichthys nigrolineatus
영명 : Mushroom Coral Pipefish

블랙워터 다이빙

학명 : Bulbonaricus brauni
영명 : Pughead pipefish

아닐라오, 롬브론

아닐라오, 롬브론 등에는 밤에 블랙워터 다이빙 서비스를 하고 있어 신비로운 수중생물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영명 : Flounder Juvenile

학명 : Argonauta argo
영명 : Paper Nauti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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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필리핀 세부 릴로안 투어기
우리는 왜 건우를 사랑하는가?
글 강바다 (PADI OWSI, 온더코너 소속강사) 사진 민경호 (PADI MI, 온더코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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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최남단, 릴로안을 향하여
“바다 씨는 다이빙 가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다이버라면 누구
나 한 번쯤은 받아보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건우'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온더코너에서 다이빙 투어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팔라우 투어, 사이판 투어 등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건
우 투어는 '세부' 또는 '릴로안'이라는 지명 대신, 리조트 이름인 ‘건우’로 통
칭하는 유일무이한 투어입니다. 그만큼 건우는 우리에게 특별하고 많은 추
억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제법 사람이 많아진 인천공항을 떠나 세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온
더코너 멤버들 24명과 함께입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덥고 습한
공기와 동남아 특유의 향기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래, 우리가 드디어 동
남아에 왔구나.”를 만끽할 새도 없이 서둘러 다시 차를 타고 장장 3시간을
이동한 끝에 마침내 건우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새벽 5시. 늦은 시간
임에도 박재성 대표님께서 마중 나와 우리를 환하게 반겨줍니다. 모두 서
둘러 짐을 풀고 잠을 청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은 잠시 접어둔 채 잠깐이라
도 눈을 붙여야 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 비비며 문밖을 나선 사람들의 감
탄사가 여기저기에서 터집니다.
건우다이브리조트는 세부의 남쪽 끝 릴로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바다보다 보존이 잘 되어있는 산호와 청량한 시야, 바라쿠다와 GT
스쿨링을 비롯한 수많은 물고기를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
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된 리조트,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 등 장점이 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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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라서 참 행복한 바다,
아포섬
첫 번째로 페이스북 포인트에서 체크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입수와 동시
에 29도 수온의 따뜻한 바다가 온몸을 감싸줍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한 시야와 오색빛깔 화려한 산호,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가 우리를 반
겨주었습니다. 마치 “어서 와, 오랜만이네.”하고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아 기
분이 들뜹니다. 출수하자마자 팀원들을 보니 역시 표정이 밝습니다. 장거
리 이동과 부족한 수면으로 쌓인 피곤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듯 눈빛
부터 달라져 있습니다. “뭐야, 여기??? 세부가 이렇게 좋았다고? 이거 체
크 다이빙 맞아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보고 나니 가이딩을 맡은 저도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바다를 즐기게 됩니다.
건우 투어의 메인 포인트인 아포섬은 지형, 산호, 대물을 골고루 접할 수 있
어 서구권에서도 아주 유명한 다이빙포인트입니다. 특히 코코넛 포인트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조류와 너울로 수면은 폭발하듯 요동치고,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비친 얕은 수심의 산호는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
다. 제가 이제까지 봐온 그 어떤 산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동쪽에서 서쪽
으로 흐르는 조류에 몸을 맡긴 채 드리프트를 즐겼습니다. 드리프트를 이렇
게 청량한 시야에서 즐겨본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
호 군락과 안티아스 스쿨링,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드
리프트를 하며 흘러가는 동안, 시선은 정면이 아니라 자꾸 뒤를 보게 됩니
다. 지나가는 모든 순간, 장면들이 황홀해서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4시
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좋은 바다가 있다니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
 부 남쪽 끝, 릴로
다. 서구권에서 온다면 20시간도 넘게 걸렸을 것입니다. 세
안 바다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참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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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기 빛, 오아시스
건우의 또 다른 메인 포인트인 오아시스는 과거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셨
던 박재성 대표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포인트입니다. 수밀론 섬의 남동쪽에
위치한 포인트로 마치 사막을 연상시키는 드넓고 황량한 모래벌판 위로
강한 조류가 몰아치고, 바라쿠다와 잭피쉬 스쿨링이 한줄기 오아시스처럼
청명하게 등장하는 곳입니다. 오아시스는 제가 잭피쉬 스쿨링을 처음 접
하고 숨이 넘어갈 뻔한 곳이기도 합니다. 강한 조류를 뚫고 나가야 하므로
보트 위에서부터 팀원들에게 발목 스트레칭을 주문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
게 합니다. 입수와 동시에 일부러 조류가 강한 방향을 향해 갔습니다. 수밀
론은 본래 조류가 강하고 물이 맑은 곳인데 오늘따라 시야가 좋지 못합니
다. 이런 환경에서 가이드는 더욱 정신이 날카로워지고 온 신경이 곤두서
게 됩니다.
대표님팀에서 먼저 잭피쉬 스쿨링을 발견했습니다. 조류가 심해 접근이 힘
들었지만, 팀원들과 ‘갈 수 있겠어?’ ‘오케이’ 사인을 주고받으며 수면 바닥
에 붙어 조심스레 접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지만 잭피쉬 스쿨링은 좀처럼 거리를 주
지 않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동하는데 멀리서 한 무리의 바라쿠다가
보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며 힘차게 얼럿을 울립니다. 모두가
힘차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
작하자 바라쿠다가 눈치를 챘는지 두 무리로 나뉩니다. 팀원들도 무리를 쫓
아 둘로 나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바라쿠다 무리와
눈이 마주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조류에 휩쓸리는
우리에게 '안녕, 이제 간다.' 인사하듯 쿨하게 퇴장하는 바라쿠다를 보내주었
습니다. 상어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오아시스에서만큼은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합니다. 그만큼 오아시스의 스쿨링은 황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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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다이버에서
이제는 강사 후보생으로
2019년 10월, 처음 건우를 알게 되고 흠뻑 빠져들었을 때 저는 50로그의
초보 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다시 건우를 방문했을 때는 PADI
강사 후보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건우 투어에서 총 12회 다이빙
의 가이딩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제주도, 울릉도, 동해에서 여러 차례 가
이딩을 진행해 보았지만 해외투어 가이딩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칫 팀원들
의 소중한 휴가를 망칠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보람된 일임을
알기에 가이딩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보고자 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건우에서 느꼈던 기쁨을 팀원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이빙 가이딩에서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앞으
로 나아갈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매 순간이 깊은 고
민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역조류를 힘차게 차고 나가자.’라고 판
단할 때는 여리여리한 여성 팀원에게 꽤 벅찬 일일 수 있겠다는 걱정도 있
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팀원들이 있
어 매 다이빙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내가
그 심한 역조류를 버티고 앞으로 나갈 줄 몰랐는데 되더라.” 웃으며 건네준
팀원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엄마 미안,
건우 밥 너무 맛있다!
다이빙을 마치고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영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
또한 건우의 아주 큰 매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수영장에
들어가 “에밀리(건우리조트 직원), 망고쉐이크, 앤 비어, 앤 라면 플리즈.”를
외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먹는 망고쉐이크는 차원이 다른 맛이라는 거 다
들 알고 계시지요? 라면은 컵라면을 주는 게 아니라 봉지 라면을 직접 맛
있게 끓여줍니다. 밥은 또 얼마나 맛있던지, 몇몇 반찬은 저희 어머니보다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엄마 미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세부 남쪽 끝 릴로안에 위치한 건우리조트는 2010년 1월 문을 열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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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UDT에서 7년 근무 후 제대하신 박재성 대표님께
서는 당시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맨땅에 1,500평에 이르는 매우 넓고 고급
스러운 리조트를 만드셨고 이제는 온더코너를 포함한 국내외 많은 다이버
의 행복한 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리조트의 작은 공간
하나도 허투루 관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히려 전보다 더 발전해있
는 리조트의 모습에 대표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END가 아닌 AND로,
새로운 시작
드디어 코로나 시국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건우에서 새로운 시작
을 열었고 앞으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
지 않아 조금은 되살아난 듯한 자연으로부터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
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던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어쩌면 우리 모두 보았
습니다. 이제 감동의 바다를 만끽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외의 따뜻한 바
다를 접하지 못하여 마음고생을 하셨을 많은 분께서 저희가 느꼈던 감동
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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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고향 같은

강원도 양양 바다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www.onthecornerdive.com) 대표강사,
PADI Master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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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터널 속 안식처였던
강원도 양양 다이빙
2022년 4월, 드디어 2년 만에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없어졌습니다. 5월 2
일,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났습니
다. 터널을 통과하여 갑자기 밝아지면, 이 또한 순간 적응하기 어려워서 오
히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조
금은 어색합니다. 그래도 이 어색함조차 잠깐이고, 곧 많은 다이버들이 더
욱 다양하고 큰 바다로 향하겠지요. 2020년 여름, 2021년 여름에는 다이
버에게 더욱 자유가 없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양양 앞바다만큼은 비교
적 이전과 동일하게, 다이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바다는 맑고 풍요로웠고,
코로나 시국에 지친 다이버들에게 안락했습니다. 10년 넘게 방문하고 있는
양양 기사문항에 위치한 38스쿠버리조트(대표 정해춘, 010-9494-4560)
에 온더코너 멤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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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북면 기사문항 앞바다
38스쿠버의 쾌적함
38스쿠버는 양양 현북면 동해대로 1280에 위치합니다. 기사문항에 밀접하
여 있기 때문에, 수면휴식시간에 편히 쉬다가 걸어 나가서 바로 보트에 탑
승할 수 있는 동선입니다. 보트 상황이 리조트 1층 TV에 중계되기 때문에
보트 탑승을 교대함에 있어 시간손실이 없고 항상 예측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25인승, 11인승 2대의 보트가 5~10분 거리의 포인트를 빠르게
운항합니다. 38스쿠버가 위치한 38마린리조트는 동해안 리조트들 중 가장
숙박시설이 좋다고 정평이 난 곳입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바로 올라가서
휴식하기 용이합니다. 엔데믹 상황에 맞추어 단체로 방문하여 투어를 진행
하기에 최적입니다.

조도 주변의 수중환경
양양 기사문항 앞바다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 참고물로서 조도가 위치한
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알보알의 페스카도르섬처럼 다이빙포인트가 조도
를 둘러쌓고 나열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조도가 파도를 막아주거나, 얕은
수심을 형성하여 주거나, 다양한 코스로 진행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조도
는 바위섬이고, 조도의 육상지형이 그대로 수중으로 연결되기에 수중에서
의 풍경 또한 이질감이 덜합니다. 바닥이 커다란 바위 위주라서 시야가 비
교적 더 확보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퍼들의 성지
기사문 해변은 최근 들어 서핑 핫스팟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수
많은 서퍼들이 해변을 가득 채웁니다. 서퍼들이 몰려서, 기사문항의 상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이 활발하여 다이버들에게도 편리
합니다. 저는 특히 곤드레산나물밥집과 가도횟집을 즐겨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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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인 다이빙포인트
아치
조도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보트로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큰 아치 1개
와 작은 아치 1개가 있기에 포인트명이 아치입니다. 아주 큰 바위들로 이
루어진 포인트입니다. 큼직한 바위들이 많은 포인트는 동해에 많습니다만,
기사문의 아치 포인트만큼 얕은 수심에 이만큼의 바위들이 있는 곳은 없
습니다. 월다이빙 기분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큰 바위들이 있고, 바위 상단
은 수심이 5m 내외라서 안전정지가 수월하며, 잘피 군락이 형성되어 있습
니다. 봄에는 모자반도 무성하고요. 38스쿠버에 투어를 가면 무조건 입수
하는 포인트입니다.

태백산맥
조도 동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너울이 동쪽에서 높게 불어오면 입수가
어렵습니다. 덕분에 포인트가 더욱 보호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날이 좋을
때, 특히 늦여름에서 가을에 입수하면 굉장한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방어
나 멸치 떼를 만나기도 하고, 파란물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양
양 바다 특유의 섭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큰 바위 하나가 전부 검
정빛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이름대로 큼직한 바위들이 산맥처럼 거칠게 물
결치며 깊은 수심으로 뻗어나갑니다. 바위들을 넘나들고, 사이사이를 휘젓
다 보면 어느새 출수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안전정지 수심에서는 숭
어들이 가까이 다가와줍니다.

샌드블럭
수심 26m 모래바닥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를
연상시킬 만큼 넓고 고요한 모래바닥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아시스처럼 사
각 인공어초들이 레고블럭처럼 쌓여있습니다. 망망대해 모래밭에 어초들이
모여 있다 보니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럭, 문어, 볼락들이
모여들고, 어초에는 섬유세닐말미잘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블루워터 상
승, 하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중급 이상의 다이버들이 방문합니
다. 간혹 조류가 강할 때도 있고, 냉수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떠한 컨디션
일지 예측이 어려운 곳이어서, 늘 입수할 때마다 설레고 짜릿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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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출구에서 다시
동해를 외치다
여름이 오면서 동시에 엔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터널 출구는 밝고, 이제
다이버들은 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도 늘 가슴 한편에는 가장 편
한 집이 있듯, 바다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온더코너 팀에게는 그
곳이 양양 38스쿠버입니다. 당장 6월말과 8월말의 주말에는 50명의 인원
으로 풀차터를 해두었습니다. 다채로우면서도 안락한, 언제나 고향같은 그
곳 바다가 엔데믹과 함께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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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숭실대 스킨스쿠버 동아리 : SSDG

배움, 추억, 친목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글, 사진 김지원 / 숭실대 스킨스쿠버 동아리(SSDG) 48기, SDI 어드벤스드 다이버

그동안 스쿠버다이빙은 내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멀게만 느껴

착, 마스크 클리어링, 호흡기 되찾기, 중성부력, 핀피봇 등 오픈워터를 따

지는 스포츠였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진 후 학교 동기들을 볼 시간이

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는 수영장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매

적었기에 색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서 동아리·학회 게시판을 보았고, 그곳

년 여름마다 바다로 여행을 갔기에 스쿠버다이빙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에서 스쿠버다이빙 동아리를 알게 되었다. 설렘 반 호기심 반으로 지원했

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 첫 수영장 교육을 갔을 때 수심 5m

고, 그렇게 48기 신입생이 되었다.

는 생각보다 깊었고 이퀄라이징도 안 돼서 수중에 들어가지 못했다. 둘째
날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스쿠버다이빙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바다 다이빙을 하기 전에 이

5월 초, 양양으로 춘계원정을 갔다. 첫 스쿠버다이빙을 했을 때 바다는 생

론교육을 진행한 뒤 수영장에서 다이빙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장비 탈부

각보다 추웠지만 수중환경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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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가 뿌듯하였다. 처음으로 동기들과 다 같이 로그북을 썼을
때는 진정으로 다이버에 한 발을 내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
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을 봤는지, 첫 바다는 어땠는지 등의 이야
기를 했는데 이 시간도 잊지 못하는 순간 중에 하나다. 춘계원정
을 다녀온 후 시험을 보고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었고 그 이후 하
계원정에서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땄다. 원정은 제주도에서 이루어
졌는데 여름의 제주 바다는 양양과는 또 다른 느낌의 물고기도 많
았고 다채로웠다. 호박돔, 자리돔, 옥돔 등 처음 들어보는 돔들, 각
양각색의 말미잘, 복어 등을 볼 수 있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
고기 떼도 볼 수 있었다. 거기서 혼자 유유자적 다니는 쏠배감펭
이 인상적이었다. 화려한 외모와 우아한 움직임에 한눈에 반했고
지금도 그 물고기를 가장 좋아해서 공모전에 나갔을 때도 쏠배감
펭을 예시로 해 작품을 냈던 적이 있다. 다만 제주 바다는 조류가

3

거셌기 때문에 조류가 심한 날은 다이빙을 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조류가 매우 심할 때 들어갔었는데 ‘순식간에 일본에 가 있을 수
있다’는 농담이 진짜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
었다. 버디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뒤로 떠내려갔을 것이다. 다 같
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끈끈한 감정이 피어올랐고 그
덕에 여행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다이빙 후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제주도 시장을 둘러보았
고 그리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2

4
1 2022년 춘계원정 제이준다이브
2 2002년 기념사진
3 1986년 독도탐사

4 2020년 양양 춘계원정
5 2002년 30주년 기념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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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G는 스킨스쿠버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배우고 자격증까지 따는 동아
리라는 점에서 다른 동아리와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신이 갖고 있는 취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동아리를 지원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도전해보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
다. 12명의 신입생이 모두 다이빙 활동이 처음이었으나, 2번의 원정을 갔다
오고 나니 바다 깊은 곳에서 능숙하게 움직였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에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특별함도
있는 것 같다.

또 우리 스킨스쿠버 동아리는 모든 기수 사람들이 다함께 원정을 갔다 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친목도모가 매우 활발하다. 특히 같은 기수 사람
들끼리는 신입생 때 춘계와 하계 원정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서
로서로 더욱 친해질 수밖에 없다. 다같이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 즐거움
은 있지만 장비도 무겁고 목숨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더 챙겨야 되
는데 이 과정에서 전우애가 생기는 거 같다. 2020년도 때 춘계를 다녀온
뒤 선후배님들과 매우 친해졌고 그것을 계기로 1학기 시험기간 때는 많은
시간을 동아리방에서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보냈다. 내가 대학
생활 때 다녀왔던 여행 중 가장 재밌고 유익했던 것은 2020년 하계원정이
다. 대학생활 2년째 동안 이렇게 긴 여행을 간 것은 처음이었는데 강사님

10기 윤주열

들도 너무 좋았고 선배님들과 동기들까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더
재미있었던 여행이었다.

20주년째 조직도 인데…
벌써 50주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네.
43기 이창현

SSDG는 저에게 항상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동아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희 동아리에서 이러한 기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45기 황하빈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할 때면
항상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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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는 SSDG 설립 50주년으로 9월 24일 토요일에 한경직기념관에서
OB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 2020년도 춘계 원정 때 12기 선
배님을 만났었는데 그 분을 실제로 뵈니까 우리 동아리가 예전부터 존속해
왔다는 걸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만남에서 예전에 다이빙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동아리의 시스템과 다이빙 환경 등 다양한 것들을 들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YB와 OB의 유대관계가 깊은 동아리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풍부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벌써 기
대가 된다. 앞으로 60년, 70년…, 쭉 우리 동아리의 역사가 계속되어 추억
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 2011년 독도탐사 단체사진
2 2011년 독도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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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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밸런스드 레귤레이터 (Balanced Regulator)
공기탱크 잔압의 변화에도 일정한 호흡저항을 유지시켜 주는 호흡기이다.
파워 인플레이터(Power Inflator)
BCD에 붙어있는 흡기장치. 레귤레이터의 퍼스트 스테이지의 중압포트에
접속하여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동적으로 탱크내의 부력확보를 위해 착용
하는 장치로 오랄 인플레이터, 파워인플레이터, 배기밸브 등이 갖추어져
있다.
오랄 인플레이터(Oral Inflator)
BCD에 붙어 있는 장치로서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BCD를 부풀리
게 하는 흡기장치이다.
호흡기 1단계와 2단계 (Regulator 1st stage, 2st stage)
공기탱크의 고압공기는 Regulator의 1단계(STAGE)와 2단계에서 주위
의 압력으로 낮아진다. 거의 모든 Regulator는 2단계로 되어 있으며, 1st
stage(1단계)에서는 탱크의 공기압을 6~9Bar(90~130PSI)의 중간압(낮은
압력)으로 감소시킨다. 2nd stage(2단계)에서는 중간압을 실제 주변 수심
압(주변압)과 동일하게 감소시켜 준다.
고압포트 (HP Port, High Pressure Port)
공기탱크의 압력으로 공기를 보내주는 포트이다. 이 포트에 게이지나 트랜
스미트 등을 연결한다.
저압포트 (LP Port, Low Pressure Port)
공기탱크의 공기압을 6~9Bar(90~130PSI)의 중간압(낮은 압력)으로 감
소시켜 보내주는 포트이다. 이 포트에 주호흡기나 보조 호흡기, BCD 호스
등을 연결한다.

BC (부력 조절기)
재킷형 BCD (Jacket Type BCD)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BCD로 보통 조끼처럼 입는 형태의 부력조절기이다.
윙형 BCD (Wing Type BCD)
백플레이트형 BCD(Back Plate Type BCD)라고도 하며, 윙형태의 블래더
(Bladder, 공기주머니)를 사용하여 공기탱크를 감싸는 형태의 부력조절장
치이다. 윙(Wing), 하니스(Harness), 백플레이트(Back Plate)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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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 (Wing)
윙형 BCD의 블래더(Bladder, 공기주머니)이다.
백플레이트 (Back Plate)
윙형 BCD의 등판으로 스테인리스스틸이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하니스 (Harness)
2인치 나일론 웨빙(Webbing)을 말하며, 백플레이트를 다이버의 몸을 감쌀
때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멜빵(Back suspenders)이라 한다.
백마운트 (Back Mount)
다이버의 등에 연결된 실린더를 사용하는 형태로 하니스(Harness)와 백플
레이트(Back Plate)가 사용된다.
사이드마운트 (Side Mount)
두개의 독립된 실린더를 다이버의 옆구리에 장착하여 더블탱크로 진입할
수 없는 공간에서도 다이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게이지
고압호스 (HP Hose, High Pressure Hose)
고압포트에 사용할 수 있는 호스이다. 게이지나 트랜스미트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호스이다.
저압호스 (LP Hose, Low Pressure Hose)
저압포트에 사용할 수 있는 호스이다. 주호흡기나 보조 호흡기(옥토퍼스),
BCD 호스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호스이다.
콘솔 (Console)
다이빙 계기류를 하나로 모은 계기 판넬로 레귤레이터의 1단계에 접속되어
있는 잔압계와 함께 수심계, 컴퍼스, 시계, 다이빙 컴퓨터 등이 세트로 구
성되어 있다.
게이지 호스 (Gauge Hose)
호흡기 1단계와 게이지를 연결하는 관이다.
호스 프로텍터 (Hose Protector)
호흡기 호스, 압력계 호스 등 고압호스의 양끝에 삽입하여 호스의 꺾임을
방지하므로 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사용한다.
트랜스미터 (Transmitter)
트랜스미터는 게이지처럼 공기탱크의 잔량을 인식하여 착용하고 있는 다
이빙컴퓨터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해 준다.

공기탱크
요크 방식 (Yoke Type)
호흡기 1단계는 탱크밸브와 강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요크 방식이라고 하
는 것이다. 요크 방식은 A-clamp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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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가 달린 나사가 있는 데 그것을 요크 스크류(Yoke Screw)라고 부
른다. 그 스크루를 이용해서 체결을 하는 방식이 요크 레귤레이터이다.
딘 방식 (DIN Type)
독일 산업 표준(Deutsche Industries Normal)으로 나사가 달려 있어서 호
흡기 1단계를 바로 공기탱크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체결장치는
없다. DIN 밸브는 유럽 산업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
으나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근래에 와서 호평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테크
니컬 다이빙에서 DIN 밸브는 필수적이다.

참고
가장 쉽게 레귤레이터의 방식을 알아보는 방법은 레귤레이터
에 O링이 있다면 그 레귤레이터는 DIN 방식이다. 반대로 탱크에
O링이 있다면 YOKE 방식이다.

BCD 인플레이터 (Inflater, 부풀리는 장치)
공기 흐름 속도(팽창/배기)를 높여 BCD에 공기를 넣고 배출하는 장치이
다.
파워 인플레이터 (Power Inflater)
공기 흐름 속도(팽창/배기)를 높여 표준 팽창/배기 제어 성능을 향상시킨
인플레이터이다.
백업 공기공급원 (Backup Air Supply)
다이버의 메인 레귤레이터 작동 불능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여분으로 갖추
어져 있는 공기공급원이다. 옥토퍼스 외에 포니보틀 등의 독립형 호흡기
시스템, 파워 인플레이터 편입형 등의 형태가 있다.
편입형 호흡기 시스템
백업 공기공급원의 한 가지로 예비 2단계의 BCD 인플레이터 호스에 편입
되어 있거나 파워 인플레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독립형 호흡기 시스템
백업 공기공급원의 한 가지로 공기부족 상황에서 시용으로 휴대하는 예비
공기공급원으로 소형의 공기탱크와 같은 독립된 시스템이다. 통상 포니보
틀(Pony Bottle)이라 한다.

DIN 방식

YOKE 방식

딘 (DIN, Deutsche Industire Normal)
독일의 산업 표준

포니보틀 (Pony Bottle)
대게 40큐빅 피트 이하 크기의 실린더로 비상용 기체
공급용 실린더를 말한다.
에어 컴프레서 (Air Compressor)
공기를 압축하여 공기탱크에 채워 넣는 기계를 의미
한다. 기체는 그 체적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기체(압
축 공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공기압 에너
지)이 있다.
포니보틀

딘 밸브 (Din Valve)
유럽에서 통용되는 밸브의 형태로 호흡기 1단계와 공기탱크가 나선형의
연결로 결합된다. 200Bar와 300Bar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성능은 같
으나 결합시 연결되는 나선의 숫자가 다를 뿐이다.
H-밸브 (H-Valve)
싱글 탱크에 두개의 독립 레귤레이터를 장착할 수 있는 밸브로 Dive Rite,
Thermo 등의 회사에서 공급한다.
K-밸브 (K-Valve)
단순히 열고 닫는 스위치만 있는 현재의 밸브로 카탈로그의 K 페이지에
있었던 이유로 얻어진 이름이다.
Y-밸브 (Y-Valve)
두개의 1단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싱글 탱크 밸브이다.
실린더 붓 (Cylinder Boot), 탱크 붓 (Tank Boot)
실린더의 바닥에 사용된 플라스틱 또는 고무재질의 덮개이다.
Entanglement hazard(인탱글먼트 해저드, 줄에 엉키는 위험)로 인해 케이
브 다이빙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타 장비
산소 측정기 (Oxygen Analyzer, 산소계측기)
기체의 성분 중에 산소의 성분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산소 감지기
(Oxygen Sensor)를 사용하며, 기체 흡입 부분, 측정 표시기, 보정
(calibration)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강 (Dead Air Space, 사공)
호흡시 두 기체의 교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기 공간을 사공(Dead Air
Space)라고 부른다. 스노클과 레귤레이터는 이러한 공기의 통로를 더 늘
어나게 해주며, 이를 인위적인 사공이라 한다. 숨을 들이쉬게 되면 폐로 흡
입되는 최초의 공기는 바로 직전의 호흡을 통하여 사공에 남아 있던 공기
가 된다. 이 공기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다.
피-밸브 (P-Valve, Pee-Valve)
드라이슈트(또는 슈트) 사용시 소변을 볼 수 있는 장치이다. Balanced
(드라이슈트용)와 Unbalanced( 슈트용)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콘돔
카테타(Condom Catheter, 외부 배뇨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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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프렌 (Neoprene)
가공된 고무로 내부에 공기가 함유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 질소를 함유하
여 보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도 한다. 드라이슈트, 슈트 등의 재질로 사
용된다.
케이터 (Gator)
드라이슈트 다이버의 무릎 아래, 발목 위를 감싸 드라이슈트 내부의 기체
가 발로 쏠리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이다.

비 핀 (Bifins)
핀(Fin)의 대다수는 한 쌍으로 나오며, 각 발에는 하나의 핀이 착용된다. 이
것을 모노 핀(Monofins)과 구별하기 위해 Bifins라고도 한다.
모노 핀 (Monofins)
모노 핀은 일반적으로 핀수영과 프리다이빙에 사용되며, 다이버의 발 모두
를 위해 트윈 풋 포켓에 부착된 단일 핀블레이드로 구성된다.

벨트 슬라이드 스톱 (Belt Slide Stop)
웨이트 스톱(Weight Stop)으로 부르기도 한다. 벨트에서 웨이트를 고정하
고 다이빙 중에 웨이트가 나일론 벨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아르곤 가스 (Argon Gas)
아르곤 가스는 무색, 무미, 무취한 가스로 질소보다 월등히 우수한 불활성
가스이다. 어떤 조건에도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이빙
에서 드라이슈트 팽창 가스로 사용되며, 드라이슈트에서 아르곤을 사용할
때 드라이슈트 단열 효과가 있다.
볼트 스냅 (Bolt Snap)
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 또는 황동(Brass)로 제작된 하드웨어로
한쪽의 끝은 링으로, 다른 쪽은 스프링이 장착된 고리가 연결되어 주로 장
비와 D-링을 연결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더블 엔더 스냅 (Double Ender Snap)
더블 엔더(Double Ender) 또는 더블 엔드 스냅 후크(Double Ended Snap
Hook)라 부른다. 이것은 볼트 스냅(Bolt Snap)이 양쪽에 달려 있다. 스쿠
버 다이빙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세서리이다.
리드코일 스프링 (Lead Coil Spring)
스프링이 사용된 연결 장치이다. BCD의 디링(D-Ring)에 장비를 연결할 때
사용된다.
핀 키퍼 (Fin Keeper)
핀 키퍼(Fin Keeper)는 발의 등과 뒤꿈치, 발의 바닥을 조여 주는 고무 제
품으로 핀과 발을 감싸 발이 핀의 발집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고정될 수 있
도록 도움을 준다. 드라이슈트 부츠의 내부를 발과 밀착시킬 때나 깊은 수
심에서 양말이 압축되어 핀의 발집이 느슨해질 때도 유용하다.

핀 키퍼

모노 핀

풀-풋 핀 (Full-foot Fins)
신발처럼 맞으며 맨발이나 부드러운 네오프렌 양말 위에 착용하도록 설
계되었다. 닫힌 발뒤꿈치 핀 (Closed-heel Fins) 또는 슬리퍼 핀(Slipper
Fins)이라고도 한다. 발 커버리지가 완벽한 대부분의 핀에는 발 주머니 내
부의 편안함과 물 배수가 용이하기 위해 발가락 개구부가 있다.
오픈-힐 핀 (Open-heel Fins)
이 핀은 발뒤꿈치 영역이 있는 발 주머니가 있으며, 핀은 일반적으로 조절
가능한 스프링(Spring)이나 스트랩(Strap)으로 발에 고정되므로 발 크기에
가변적이다. 부츠 위에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이버가 해안에서 물속으
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발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하다.
패들 핀 (Paddle Fins)
패들 핀에는 간단한 플라스틱, 복합 재료 또는 고무 블레이드가 있어 발로
차는 동안 발의 연장으로 작동한다. 일부 패들 핀에는 힘과 효율을 향상시
키는 채널과 홈이 있지만 원하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분할 핀 (Split Fins)
일부 핀은 블레이드의 중심선을 따라 갈라져 있다. 제조업체는 분할 핀이
프로펠러와 유사하게 작동하여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리프트 힘을 생성
한다고 주장한다. 핀의 패들 부분의 중심을 향해 흐르는 물은 초점을 맞출
때 속도를 증가시켜 흡입의 힘을 생성한다는 주장이다.
제트 핀 (Jet fins)
중량이 큰 고무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으로 풋 포켓의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뻣뻣한 패들 핀이다. 통풍구는 회복 스트로크 중에 물의 통과를 허용
하기 위한 것이지만 블레이드 각도로 인한 파워 스트로크 중 물의 통과를
방지하여 회복 중 에너지를 줄이고 킥 효율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제트 핀
은 1964년 Georges Beuchat에 의해 처음 설계되었으며, Jetfin의 상표명
과 디자인은 1970년대에 스쿠버프로에 의해 판매되었다.
로켓 핀 (Rocket Fins)
중량이 큰 고무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으로 발 주머니의 바닥에 통풍구
가 있는 뻣뻣한 패들 핀이다. 제트 핀과 유사하다. 로켓 핀의 제조사는
Aqua Lu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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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용어 (고급 장비)

다이빙 스페셜티
수중항법 (Underwater Navigation) 스페셜티
다이버가 수중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지를 못한다. 수중항법 스페셜티 코스에서는 나침반을 사용해서 수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교
육과정이다.
수색과 인양 (Search and Recovery) 스페셜티
수중에서 물체를 찾고 수면으로 인양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정밀부력조절 (Peak Performance Buoyancy) 스페셜티
수중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BCD와 웨이트를 조절하는 방법,
공기를 적게 쓰고 수중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선형을 유지하
는 방법, 수직자세와 수평자세를 모두 힘들이지 않고 호버링하는 방법 등
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멀티레벨 다이빙 (Multi Level Diving, 다단계 다이빙) 스페셜티
마지막 수면으로의 상승 전 여러 수심에 특정시간 머무르는 다이빙 형태
이다. 멀티레벨 다이빙의 계획, 구성, 절차, 테크닉, 문제점 및 위험성. 멀티
레벨 다이빙의 정의와 이점, 멀티레벨 다이빙 계산 방법(휠 또는 다이빙 컴
퓨터), 컴퓨터로 멀티레벨 다이빙을 하는 가이드라인, 다이빙 컴퓨터의 관
리와 보호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고도 다이빙 (Altitude Diving) 스페셜티
해발 300미터 또는 그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이빙이다. 절대 압력
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특별한 잠수표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수중스쿠터 다이빙 (DPV, Diver Propulsion Vehicle Diving) 스페셜티
수중 스쿠터는 수중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한 장비이다. 일반적
인 스쿠터와 비슷하면서도 , 방수 처리된 공간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다. 수
중 스쿠터를 이용한 다이빙이다.
사이드마운트 다이빙 (Side Mount Diving)
사이드마운트는 공기탱크를 다이버의 뒤쪽대신 어깨 아래와 엉덩이를 따
라 장착할 수 있는 BCD이다. 이것은 동굴이나 난파선의 좁은 공간의 침투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실린더 밸브에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쉽고 신뢰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공기탱크를 장착할 수 있고, 탱크는 필요
할 때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브리더 (Rebreather, 재호흡기) 다이빙
재호흡기 다이빙은 다이빙 재호흡기를 이용한 수중 다이빙으로, 제호흡기
(Rebreather)는 사용된 산소를 추가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후 다이버가
내뿜은 호흡 가스를 재순환시키는 수중 호흡 장치이다. 재호흡기 다이빙의
주요 장점은 확장된 가스 내구성, 낮은 소음과 버블이 없다는 것이다.
수중 내츄널리스트(Underwater Naturalist, 수중자연주의자)
수중 내츄널리스트 스페셜티는 수중생물의 공생, 수중 생태학, 수중 동식
물 서식지와 생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한다.
먹 다이빙 (Muck Diving)
먹다이빙은 모래사장이나 진흙으로 덮인 곳에서 하는 다이빙을 말한다. 리
프에서 볼 수 있는 울긋불긋한 산호나 해면, 물고기 떼처럼 아름다운 풍경

을 볼 수는 없지만, 모래사장이나 진흙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물체들을
보는 것이 다이빙의 묘미이다.
장비 스페셜리스트 (Gear Specialist)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에 의존적인 레저 스포츠이다. 장비 스페셜리스트
(Gear Specialist) 과정은 기본적인 장비 수리와 조절에 대한 관리 방법을 배
울 수 있다. 또한, 장비의 작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장비를 더 편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시킨다.
블랙워터 다이빙 (Black Water Diving)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수중에 밝은 전등을 20분 정
도 켜 놓으면 해양 중층에 떠다니는 수중생물들이 불빛을 보고 모여 든다.
그런 후에 다이버가 입수하여 랜턴을 비추어 나타난 생물들을 구경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다이빙을 블랙워터 다이빙(Black Water Diving)이라 하
며, 일종의 야간 다이빙이다.
블루워터 다이빙 (Blue Water Diving)
수중 지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푸른 물만 보이는 곳에서 물 중층
을 유영하며 회유성 수중생물들을 찾아다니는 다이빙을 블루워터 다이빙
(Blue Water Diving)이라고 한다.
베이트볼 다이빙 (Bait-ball Diving)
정어리(sardine)나 고등어(mackerel)들은 상어나 돌고래, 새치 등과 같은 포
식자들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한데 뭉쳐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든다. 이 모양을
베이트볼(Bait ball)이라 하며, 포식자들은 거대한 공 모양 속으로 뛰어들어
먹이를 사냥한다. 이 모습은 보는 다이빙을 베이트볼 다이빙이라 한다.
케이지 다이빙 (Cage Diving)
백상아리 등과 같이 위험한 동물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 수면공급 공기시스템(Surface Supplied Air, Hookah System)을 사
용하여 2층 데크 케이지(Deck Cage)를 사용하여 다이빙한다.
동굴 다이빙(Cave Diving, Cavern Diving)
동굴 다이빙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물에 잠겨있는 동굴에서 하는 다이
빙을 말한다. 사용하는 장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동굴 다이빙
은 대개 전문적인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동굴 다이빙은 일반적으
로 테크니컬 다이빙의 영역에 속한다. 빛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하는 캐번
다이빙(Cavern Diving)과 빛이 없는 영역에서 하는 케이브 다이빙(Cave
Diving)으로 나뉘기도 한다.
유빙 다이빙 (Drift Ice Diving)
유빙은 바람이나 해류 등의 영향으로, 해안에 정착하지 않고 표류하는 해
빙이다. 유빙사이를 다이빙하는 것을 유빙다이빙이라 한다.
솔로 다이빙 (Solo Diving)
솔로 다이빙이란 버디와 같이 다이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홀로 다이빙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솔로 다이빙은 허공에서 홀로 다이빙하거
나 다이빙 안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솔로 다이버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지정해주는 버디를 거부
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버디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다이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솔로 다이빙이란 자립적인 능력과 독립적인 다이빙을
통하여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다이버들과 전혀 모르는 짝과
다이빙하여 위험에 빠지기 싫어하는 다이버들을 위한 진보적이고 합리적
인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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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COLUMN

PADI AWARE 재단 소개
중요한 해양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공 자선 단체
작성자 Katie Thompson(케이티 톰슨)/글로벌 디렉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PADI 월드와이드

PADI는 우리의 바다, 다이빙 산업의 미래 및 전 세계 다이빙 커뮤니티에 투
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다이버
들이 균형 잡힌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증가
함에 따라 PADI 조직의 Save the Ocean(바다를 구하기) 미션에서 자연적
이고 중요한 다음 단계는 PADI AWARE 재단의 설립입니다.
PADI와 Project AWARE는 30년 이상 동안 함께 협력하여 해양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 세계의 보호를 위한 진정으로 독
특한 목소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1989년 PADIⓇ의 만들어진 환경 윤리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별도의 비영리 조직으로 전환한 Project AWAR
E는 새로운 해양 문제와 시급한 글로벌 과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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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에, PADI와 PADI AWARE 재단은 해양 보존을 위한 공동 청사진
을 발표하여, PADI의 10년간의 해양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UN의 보편적인 요구
에 동참하여, 특히 SDG14–물 아래의 삶(Life Under Water)의 이행을 지원합니
다. PADI 보존 청사진을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의제에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사람과 지구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글로벌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PADI 조직은 청사진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하는 PADI 토치
베어러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활성화하여 바다-구하기 이니셔티브
에서 광범위하고 또 지역적으로 참여하는 인적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PADI AWARE 재단은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커뮤니티 후원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바다를 구하
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역 차원에서 수천 가지 방식으로 함께 행동해야 하므
로, 이러한 보조금은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에 지역 해양 보호 이니셔티브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PADI AWARE 재단의 글로벌 디렉터인 Danna Moore(다나 무어)님은 “커뮤니티
후원금 프로그램은 글로벌 해양 보존을 위한 지역 활동을 추진하려는 재단의 새
로운 사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UN 행동 10년과
연계된 글로벌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면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직접 해결하는 우
리 모든 작업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PADI의 사명을 더욱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PADI AWARE 재단은 해양 쓰레기,
기후 변화, 해양 서식지 손실 및 취약한 종 보호와 같은 주요 해양 위협을 해결하
는 새로운 보존 프로그램, 활동가 운동, 공공 봉사 활동, 코스 및 파트너십을 확
장하고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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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2022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우정사 HOLLIS의
WING SYSTEM 모델을 소개합니다.

ST WING SYSTEM SET

DT WING SYSTEM SET

[ WING ]
360도 테이퍼드 디자인은 수평 트림 자세와 수
면에서의 편안한 자세를 유도하여 기존 윙에 비
해 더욱 뛰어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재질 : HD 라미네이트 1680D 코듀라(외부) /
420 나일론 블래이더(내부)
K-Style 인플레이터, 운반용 손잡이 포함
ST22 : 부력 10kg/22lbs, 싱글탱크용.
ST35 : 부력 16kg/35lbs, 싱글탱크용.
DT50 : 부력 23kg/50lbs, 더블탱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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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22 WING

ST 35 WING

DT 50 WING

[ HARNESS ]

[ BACK PLATE ]

SOLO와 ELITE 2가지 타입으로 제공되는 하네스는 편안한 착용감

따뜻한 환경이나 여행용으로 적합한 알루미늄 백 플레이트와 더 차

과 뛰어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가운 환경에서 적합한 스테인리스 백 플레이트, 2가지 타입이 제공
됩니다.

SOLO

STAINLESS BACK PLATE 2.0

• ANSI 304 스테인리스 스틸
•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원피스 하네스
시스템은 잠재되어 있는 에러를 제한

• 긁힘 방지를 위한 샌드블라스트 마감

• 스테인리스 D-링과 CAM BAND 버클이 포함

• 레이저 절단 및 CNC 굽힘

ELITE 2

• 부식 방지를 위한 전자 연마 및 화학적 피막 가공

ALUMINUM BACK PLATE 2.0

• 조절 가능한 어깨패드에는 각각 3개의 스테인리스 D-링이 부착

• EN AW 6061 알루미늄

• 모든 하드웨어 허리 버클은 316 “해양 등급” 스테인리스 스틸

• 부식 방지를 위한 경질 알루마이트

•조
 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과 퀵 릴리스 버클은 장비의
손쉬운 탈착을 제공

마린 블랙 가공
• 레이저 절단 및 CNC 굽힘

(주)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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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코엑스-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7월부터 운영 재개
항공사 탑승 수속은 중단 상태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도심공항이 7월 1일부터 서울 삼성
동 코엑스와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오가는 리무진 버스의 운행을 재개한다. 도심공항은
6103번 리무진 버스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강남 노선의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2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으며, 당분간 차량 5대로 하루 왕복 15차례 운행하면서 서서히
증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도심공항터미널을 통한 항공
사 탑승수속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지난 5월30일 운영 재개

인천공항 직통열차
지난 5월 30일부터 운행 재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문을 닫았던 서울역도심공항터미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무정차로 연결하는 인천공항 직통열차가 지난 5월 30일부터

널은 5월 30일부터 인천공항 출국 여객을 대상으로 사전 탑

재개되었다. 직통열차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었다.

승수속, 출국심사, 환전 등의 서비스를 재개했다.

공항철도에 따르면 6량 편성의 직통열차는 서울역행 기준 오전 5시 15분 첫차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시스템이 오는 연말까지 인

시작으로 오후 10시 40분 막차까지 하루 26차례(상하행 52차례) 운행한다. 서울

천국제공항과 동일한 기종으로 교체된다. 운영 체계는 기존

역에서 터미널1까지는 43분, 터미널2까지는 48분이 소요된다.

과 다를 바 없지만 이날 양측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설

5월 12일부터 도입한 직통열차 승차권 예약발매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

치된 외국산 탑승수속 시스템(SITA)를 인천공항이 자체 개발

든 온라인으로 직통열차 승차권을 예약하고,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한 QR승차

한 공용여객처리시스템(AIRCUS)으로 교체하기로 하면서 연

권으로 탑승하면 된다.

말께 인천공항과 같은 방식으로 체크인이 가능해 지게 된다.

아울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6개 항공사가 입주해 탑승수속과 출

AIRCUS는 탑승권과 수하물 태그 발권 등 항공사 체크인과

국심사가 가능한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QR승차권으로 탑승수속 구역을

탑승수속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운영시스템이다. 서울역 도

자유롭게 출입하고 항공기 출발시간에 맞춰 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단 도심공항

심공항터미널에 AIRCUS가 도입되면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시

터미널을 이용하려는 여행객은 비행기 출발시간 3시간 전에는 체크인해야 한다.

스템과 같아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인

공항철도는 또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열차 최고 운행속도

천공항은 밝혔다.

를 현재 시속 110㎞에서 시속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30일부터 서울역 도심

150㎞까지 높이고, 서울역에

공항 터미널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삼성역, 광명역 터미널

서 인천공항까지 소요시간을

의 재오픈 시점을 정하지는 못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광명

30분대(43분→39분)로 줄일

역과 삼성역은 재개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항공 수요

계획이다.

회복에 따라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운영 재개에 나설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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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International
Dive Expo (PHIDEX) 2022
필리핀 국제 다이브 엑스포 2022
DOT’s Philippine International Dive Expo (PHIDEX) returns to
Manila in August 2022. MANILA -- Time to gear up and get diveready as the Department of Tourism (DOT) stages the Philippine
International Dive Expo (PHIDEX), the country’s largest platform
for the diving community, on August 19 to 21, 2022 at the SMX
Convention Center in Pasay, Manila.
PH I DE X's t h i rd e d it ion se ek s to cont i nue t he na r rat ive of
conservation, community, and convergence within the diving
community through the theme “Back into the Blue: One with the Sea”.
The expo will also showcase the Philippines’ readiness to welcome
dive tourists from all over the globe, gathering local and international
dive industry experts, dive tour operators, and partner dive businesses
to share their ideas and experiences.
“The entry of international travelers is a welcome development that
will lead to growth in the travel and tourism sector, restoration of
jobs, and the generation of much-needed revenue for tourism-related
enterprises and communities. We are optimistic that these economic
benefits will also extend to dive destinations around the country. The
country remains a leading dive destination, which tourists all over the
world are eager to visit after a long wait of two years,” said Tourism
Development Undersecretary Woodrow C. Maquiling, Jr.
“The DOT hopes to encourage divers to practice sustainability
every time they dive to preserve the country’s seas. Sustainable
diving practices are a huge part of the reason why the country’s dive
destinations continue to operate despite challenges brought by the
pandemic,” Undersecretary Maquiling added.

관광청(DOT)의 필리핀 국제 다이브 엑스포(PHIDEX)가 2022년 8월 마닐라에서 개최됩니
다. 마닐라 -- 관광청(DOT)이 2022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SMX
컨벤션센터에서 다이빙 분야를 위한 필리핀 최대 플랫폼인 필리핀 국제 다이브 엑스포(The
Philippine International Dive Expo, PHIDEX)를 개최함에 따라 장비를 준비하고 다이빙을 시
작할 시간입니다.
제3회 PHIDEX는 “Back into the Blue: One with the Sea”라는 주제를 통해 다이빙 커뮤니티
내에서 보존(conservation), 산업계(community) 및 집중(convergence)에 대한 이야기를 계
속하려고 합니다.
또한 엑스포에서 필리핀이 전 세계의 다이빙 관광객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국내외 다이빙 산업 전문가, 다이빙 투어 운영자 및 다이빙 비즈니스 협력자 등을 모아 아이
디어와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관광개발차관인 Woodrow C. Maquiling, Jr. 씨가 “해외 관광객의 입국은 여행 및 관광 부문
의 성장, 일자리 회복, 관광 관련 기업 및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이점이 전국의 다이빙 목적지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낙관합
니다. 이 나라는 2년의 긴 기다림 끝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열망하는 최고의 다
이빙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Maquiling 차관은 “관광청(DOT)은 다이버들이 이 나라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다이빙할 때
마다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를 희망합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빙 관행은 대유행
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다이빙 목적지가 계속 운영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

PHIDEX is the only dive show in the world that combines in one
event a Dive Travel Exchange (TRAVEX), a business-to-business
(B2B) meeting program for local and international dive operators,
dive conference and seminars, and familiarization tours to top
and emerging Philippine dive destinations. Exhibition booths will
showcase dive resorts and centers in different destinations, as well as
top-rated dive gear and equipment.

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hrough conferences,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learn
about new dive destinations developed during the pandemic, product
updates from key dive destinations, as well as up-to-date underwater
photography gear showcases. International dive operators will also
get to inspect and assess top and emerging dive destinations such
as Anilao, Bohol, Camiguin, Coron, Dumaguete, Malapascua,
Moalboal, Puerto Galera, Southern Leyte, and Ticao Island through
familiarization tours.

입니다.

At least 100 local and international dive buyers and media from
the Philippines, US, France, Italy, Spain, Germany, Korea, Japan,
Thailand and Singapore, are expected to attend the expo. Meanwhile,
activities such as Dive TRAVEX and Dive Conference will be
accessible online for participants unable to attend due to international
border restrictions.
Registration as consumer and trade visitors and exhibition booth
reservation will open on June 24, 2022 through https://register.
phidex.asia/.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the PHIDEX activities,
follow Dive Philippines on Facebook (https://www.facebook.com/
DOTdivephilippines) and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
dotdivephilippines/) or email the PHIDEX Organizing Committee at
phidex@tourism.gov.ph.

PHIDEX는 Dive Travel Exchange(TRAVEX), 국내외 다이브 운영자를 위한 B2B(기업간) 회
의 프로그램, 다이브 컨퍼런스 및 세미나, 그리고 떠오르는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목적지의
팸투어를 하나의 이벤트로 결합한 세계 유일의 다이브 전시회입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최고
급의 다이빙 장비 및 부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지의 다이빙 리조트 및 센터를 선보일 것

참가자들은 최신 수중사진 촬영장비 전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를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새
로 발굴된 새로운 다이빙 목적지, 주요 다이빙 목적지의 상품 업데이트에 정보도 얻게 됩
니다. 해외 다이빙 운영자는 팸투어를 통해 Anilao, Bohol, Camiguin, Coron, Dumaguete,
Malapascua, Moalboal, Puerto Galera, Southern Leyte 및 Ticao Island와 같은 최고 및 새
로운 다이빙 목적지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필리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 온 최소 100
명의 국내외 다이빙 바이어와 미디어가 엑스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Dive
TRAVEX 및 Dive Conference와 같은 활동은 입국제한(international border restrictions)으
로 인해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및 무역 방문자 등록 및 전시 부스 예약은 2022년 6월 24일에 오픈하는 https://
register.phidex.asia/를 통해 시작됩니다. PHIDEX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cebook
(https://www.facebook.com/DOTdivephilippines) 및 Instagram(https://www.instagram.
com/dotdivephilippines/)에서 Dive Philippines를 팔로우하거나 PHIDEX 조직위원회에 이메
일(phidex@tourism.gov.ph)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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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에 독성해파리(관해파리) 출현, 주의 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여름철을 앞두고 올해도 다양한 독성해
파리가 우리나라 연근해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과원의 청취조사
에 의하면, 지난 5월 26일 제주해역(차귀도, 제주항)에서는 독성이 매
우 강한 관해파리가 출현하고 있으며, 7월경에는 남해안 및 동해 연안
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파리에 쏘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해수나 식염수로
씻고, 통증이 심하거나 호흡 곤란 증세가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상처 부위를 수돗물로 씻으면 오히려 상
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파리 출현정보는 수과원 누리집(www.nifs.go.kr)에
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파리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
나 해파리 신고 웹(www.nifs.go.kr/m_jelly)이나 수
과원(☎051-720-2223, 2233), 관할 지자체 또는 해
경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 및 해수욕장에 배부할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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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 출현하는 관해파리 >

수중사진의 모든 해법!

제주수중사진학교
www.uw4to.com
(구.황스마린포토서비스)Since 2001

매월 수중사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황윤태의 수중사진 세미나

수중사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맥(脈)을 잡아 드립니다.

강의내용
* 제주수중사진학교 정규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강의
1. 카메라와 스트로브 메커니즘의 이해
2. 마크로 및 와이드 촬영의 노하우
3. TTL 및 매뉴얼 싱크로 능숙한 사용법
4. 작품사진 촬영의 노하우
5. 이미지 후보정의 핵심(포토샵)
6. 수중사진관련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참가자격 다이빙 C-Card와 수중카메라 소지자(기종 불문)
일시 및 장소 매월 1회(7시간 강의), 서귀포
참가비 30만원
준비물 촬영장비, 질문사항, 자문 필요시 본인 작품.
실습다이빙 희망자 한정 다음날 2회 문섬 다이빙 후 디브리핑
참가인원 선착순 10명
참가자 특전 단행본 1권 증정 (F32 수중사진집 - 마린 오딧세이, 정가 7만원)

제주수중사진학교 황윤태 대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uw4to.com)의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 제주수중사진학교 대표 황윤태 (010-3694-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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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국 해변의 해양쓰레기 줍깅에 함께 참여해요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
런스(7IMDC)*’를 홍보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해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연안정화행
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The 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7IMDC)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 개최 기념 ‘전국 해변 줍깅*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해양환경공단과 민간단체 ‘와이퍼스**’에서
함께 진행한다. 6월 25일(토)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IMDC 행사가 열리는 9월까지 매월 1회씩 전국 주요 해변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줍깅: ‘줍다+달리기(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 국내 연안정화 민간단체로 현재 4천여 명이 팔로우하는 환경 캠페인 커뮤니티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는 1984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해양
폐기물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이번 7차 콘퍼런스는 해양수산부
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부산에서 개최한다. 미국외 지역에서
는 최초로 개최되며 해양폐기물 분야의 민·관·학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
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결과 총 110개 발표 세션에서
900여개의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가 확정되어, 이전 회차와 비교*하여
최근 해양폐기물에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차 콘퍼런스 시(‘18, 샌디에고) 74개 세션에서 580여개 발표 진행

한편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갑, 집게 등 활
동에 필요한 물품이 현장에서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간단한 안내교육을
받은 후 해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나 어업폐기물 등을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된 해변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느 해변에서든 개별적
으로 연안정화활동을 하고 ‘클린스웰*’ 어플을 통해 활동내역과 증빙사진
을 첨부하여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새활용 제품,
패션브랜드 협찬 상품 등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최초로 기획한 미국 비영리단체 ‘오션 컨버전시’에서
전세계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쓰레기 수거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6월 15일(수)부터 7월 4일(월)까지 ‘해양폐기물 새
활용 제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해양폐기물을 재
활용해 만든 의류, 생활용품 등 제작 완료된 기성품이 출품 대상이며, 상
품성, 창의성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심사결과에 따라 총 3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국 해변 줍깅 캠페인’과 ‘해양폐기물 새활용 제품 공모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바다가꾸기 플랫폼(www.cares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줍깅 캠페인은 와이퍼스 인스타그램 계정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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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줄이기 운동 ‘바다가꾸기 플랫폼’으로 모두 모여라!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반려해변 관리, 후원매칭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활동 수요를 콘텐츠,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과 매칭시켜주는
‘바다가꾸기 플랫폼’을 지난 6월 10일(금)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쓰레
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플로깅*, 연안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해양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이
루어져 그 효과가 분산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정보 공유 부족으로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적합한 활동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효과적인 해
양환경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바다가꾸기 플랫폼(www.caresea.or.kr)을 구
축하였다.
* 플로깅(plogging):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
덴어 plocka upp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jogging의 합성어

바다가꾸기 플랫폼은 단체, 기업, 개인 등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등
을 제안하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여주체를 모집하고 연계하여 함께 활
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동 주체
별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예
를 들어 바닷가 플로깅 같은 활동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라면 바다가꾸기 플
랫폼을 통해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물품 후원을 받거
나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활동

< 바다가꾸기 누리집 이용 화면 >

이 끝난 이후에는 누리집에 활동 결과를 등록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사
한 활동에 참여하고, 해양 쓰레기 저감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어 있다.

국외여행인솔실무

관광·호텔 마케팅론[제3판]

최윤근외/324쪽/20,000원
• 국외여행인솔자란?
• 국외여행인솔자의 기본지식
• 공항 및 출입국수속
• 출장준비업무
• 출국업무
• 탑승 및 기내업무
• 입국업무
• 현지행사 진행업무
• 귀국업무
• 위기관리 업무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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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주문 스쿠바미디어(02-778-4981)로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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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보호·홍보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

수산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2등상인 생물사랑상(그림 2점, 웹툰 1

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일(수)부터 9월 23일(금)까지 “2022년 해양생물

점)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 상장과 상금 6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관심과 보호가 필

또한, 갯벌사랑상 9명, 바다사랑상 15명, 고래사랑상 28명 등 수상자에게

요한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생물”을 주제로 그림과 웹툰(4컷 만화) 등 2

도 해양환경공단이사장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개 부문에서 공모가 진행된다. 그림 부문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웹

수상작은 해양박물관, 철도역사 등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해양수

툰 부문은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해양환경

산부 블로그 및 해양환경정보포털 등 온라인 게시, 작품집 발간 등을 통

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 이하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온라

해 해양보호생물 보호·보전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

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주제인 해양보호생물 관련 세부 정보는 해양환경

응모된 작품들은 주제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각 분야 전

정보포털의 “해양보호생물 지정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0점(그림 42점, 웹툰 18점)이 선정되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853-4323) 또는 해양환경공단(051-400-

고,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12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

797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 부문별 최우수작인 해양사랑상(그림 1점, 웹툰 1점) 수상자에게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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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흑범고래, 향고래, 범고래 등 희귀고래 다수 출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봄에 동해에서 실시한 고래 목시조사*에

수과원 고래연구센터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24일간 실시한 조사

서 그동안 거의 보이지 않았던 흑범고래, 향고래, 범고래 등 희귀고래를 발견

에서 총 8종 39군 2,298마리의 고래들을 관찰했으며, 그중에는 흑범고래, 향

했다고 밝혔다.

고래, 범고래 등도 발견됐다. 고래연구센터는 1999년부터 매년 고래 목시조

* 목시조사 : 조사해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조사선을 운항하면서 배 위에서 눈(망원

사를 해오고 있지만 이번처럼 희귀고래가 동시에 출현한 적은 없었다고 전

경)으로 관찰한 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개체수를 추정하는 방법

했다.

■ 흑범고래(4∼6m)는 몸 전체가 흑색에 몸체가 가늘고 길며, 뒤로 휘어진 작은 등지느러미와 ‘ㄴ’자로 휘어져 있는 가슴지느러미가 특징으로 다른 고
래와 쉽게 구별된다. 흑범고래가 이번처럼 대규모(250여 마리)로 무리를 지어 발견된 것은 2005년도에 700여 마리가 발견된 이후 약 17년 만이다.

흑범고래(False killer whale)

2022년 동해 목시조사에서 발견된 흑범고래 사진

■ 향고래(11∼18m)는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최대 18m까지 자란다. 향고래는 머리가 매우 커서 몸길이의 1/3에 달하며, 최대 80분 동안 수심
2,200m 이상까지 잠수할 수 있다.

향고래(Sperm whale)

2022년 동해 목시조사에서 발견된 향고래 사진

■ 범고래(8∼10m)는 광택 있는 흑백의 채색에 높고 넓은 직립한 등지느러미와 높은 체고가 다른 고래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리를 지어 서
식하며 자신보다 덩치가 큰 다른 고래나 상어까지 잡아먹기 때문에 킬러웨일(Killer Whale)이라는 영명을 가지고 있다.

범고래(Killer whale)

2022년 동해 목시조사에서 발견된 범고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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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 약 300마리 백령도에 서식 확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백령도 해역에 약 300마리의 점박이물범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은 1∼3월 중국 보하이만·랴오둥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에 남쪽으로 이
동해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북쪽으로
이동한다.
지난해 수과원 고래연구센터는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서식실태 조사에서
수집한 점박이물범의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297마리인 것을 확
인했다. 이 중 26마리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백령도 해
역에 계속 출현하고 있어 백령도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서는 아직 안정
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박이물범의 얼굴과 몸통에

학명: Phoca largha
영명: Spotted seal
한글명: 점박이물범

있는 반점 모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사람의 지문과
같이 개체별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고래연구센터에서는 인공지능 프

크기는 성체가 (몸길이) 수컷 1.7m, 암컷 1.6m, (체중) 80~130kg, 출생 시:

로그램을 이용해 사진에 찍힌 모든 점박이물범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개체

평균체장 80cm, 평균체중 10kg이다. 평균수명 30~35년이다. 몸 색깔은

를 구별하고 있다.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산재해 있다. 백령도에 서식
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3월 중국 보하이만ㆍ랴오둥만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
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ㆍ랴오둥만으로 이동한다.
주로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는다. 1940년대 황해 전체에 약 8,000
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죽·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
로 1980년대에 2,300마리로 급감하고 2000년대 이후 약 1,500마리 미만
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분포는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캄차카반
도, 베링해, 알래스카 연안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낸다.
-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양수산부, 2007)
-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환경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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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
297개체식별사진
식별사진
점박이물범 297개체
BSS2006013 BSS2006020 BSS2006022 BSS2007044 BSS2007073 BSS2007084 BSS20207086 BSS2007088 BSS2007093 BSS2007100 BSS2007114 BSS2007130 BSS2007131 BSS2007134 BSS2007149 BSS2007152 BSS2007159

BSS2008029 BSS2008039 BSS2008068 BSS2008074 BSS2008090 BSS2008101 BSS2008152 BSS2008155 BSS2008158 BSS2019002 BSS2019003 BSS2019014 BSS2019016 BSS2019020 BSS2019023 BSS2019025 BSS2019027

BSS2019028 BSS2019029 BSS2019038 BSS2019039 BSS2019040 BSS2019045 BSS2019048 BSS2019049 BSS2019052 BSS2019053 BSS2019056 BSS2019061 BSS2019062 BSS2019064 BSS2019065 BSS2019066 BSS2019068

BSS2019071 BSS2019072 BSS2019073 BSS2019075 BSS2019077 BSS2019079 BSS2019080 BSS2019083 BSS2019085 BSS2019088 BSS2019089 BSS2019090 BSS2019092 BSS2019093 BSS2019096 BSS2019097 BSS2019102

BSS2019105 BSS2019111 BSS2019112 BSS2019114 BSS2019117 BSS2019122 BSS2019128 BSS2019131 BSS2019137 BSS2019139 BSS2019140 BSS2019149 BSS2019159 BSS2019171 BSS2019174 BSS2019175 BSS2019182

BSS2019183 BSS2019192 BSS2019197 BSS2019203 BSS2019204 BSS2019205 BSS2019206 BSS2019210 BSS2019220 BSS2019221 BSS2019226 BSS2019227 BSS2019236 BSS2019238 BSS2019245 BSS2019261 BSS2019296

BSS2019297 BSS2019299 BSS2019309 BSS2019313 BSS2019314 BSS2019315 BSS2019321 BSS2019332 BSS2019343 BSS2019351 BSS2020005 BSS2020010 BSS2020014 BSS2020025 BSS2020030 BSS2020044 BSS2020052

BSS2020057 BSS2020072 BSS2020075 BSS2020076 BSS2020087 BSS2020091 BSS2020092 BSS2020094 BSS2020099 BSS2020131 BSS2020141 BSS2020142 BSS2020144 BSS2020146 BSS2020155 BSS2020157 BSS2020185

BSS2020197 BSS2020204 BSS2020207 BSS2020210 BSS2020221 BSS2020237 BSS2020254 BSS2021001 BSS2021002 BSS2021003 BSS2021004 BSS2021007 BSS2021008 BSS2021009 BSS2021011 BSS2021012 BSS2021013

BSS2021014 BSS2021015 BSS2021016 BSS2021017 BSS2021018 BSS2021019 BSS2021020 BSS2021021 BSS2021022 BSS2021023 BSS2021024 BSS2021025 BSS2021026 BSS2021027 BSS2021028 BSS2021029 BSS2021031

BSS2021032 BSS2021033 BSS2021034 BSS2021035 BSS2021036 BSS2021037 BSS2021038 BSS2021039 BSS2021040 BSS2021041 BSS2021042 BSS2021043 BSS2021044 BSS2021045 BSS2021046 BSS2021047 BSS2021048

BSS2021049 BSS2021050 BSS2021051 BSS2021052 BSS2021053 BSS2021054 BSS2021055 BSS2021056 BSS2021057 BSS2021058 BSS2021059 BSS2021060 BSS2021061 BSS2021062 BSS2021063 BSS2021064 BSS2021064

BSS2021065 BSS2021066 BSS2021067 BSS2021068 BSS2021069 BSS2021070 BSS2021071 BSS2021072 BSS2021073 BSS2021074 BSS2021075 BSS2021076 BSS2021077 BSS2021078 BSS2021079 BSS2021081 BSS2021083

BSS2021084 BSS2021085 BSS2021086 BSS2021087 BSS2021088 BSS2021089 BSS2021090 BSS2021091 BSS2021092 BSS2021093 BSS2021094 BSS2021095 BSS2021096 BSS2021097 BSS2021098 BSS2021099 BSS2021100

BSS2021101 BSS2021102 BSS2021103 BSS2021104 BSS2021105 BSS2021106 BSS2021107 BSS2021108 BSS2021109 BSS2021110 BSS2021113 BSS2021114 BSS2021115 BSS2021116 BSS2021117 BSS2021118 BSS2021119

BSS2021121 BSS2021123 BSS2021124 BSS2021125 BSS2021126 BSS2021127 BSS2021128 BSS2021129 BSS2021130 BSS2021131 BSS2021132 BSS2021133 BSS2021134 BSS2021135 BSS2021136 BSS2021137 BSS2021138

BSS2021139 BSS2021140 BSS2021141 BSS2021142 BSS2021143 BSS2021144 BSS2021145 BSS2021146 BSS2021147 BSS2021148 BSS2021149 BSS2021150 BSS2021151 BSS2021152 BSS2021153 BSS2021154 BSS2021155

BSS2021156 BSS2021157 BSS2021158 BSS2021160 BSS2021161 BSS2021162 BSS2021163 BSS20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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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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이빙

:
:
:
:

2022년
2022년
2022년
2022년

경기

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9월 23일(금요일) ~ 25일(일요일)
10월 14일(금요일) ~ 16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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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31-75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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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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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굿다이버

제주/서귀포

다이버스 (DIVUS)

충남

김동한

정혜영

유상규

블로그: naver.com/joydivejeju
E: joydivejeju@naver.com
T: 070-4548-2345
010-9619-1659
168 Bout, Lapu-Lapu City,
6015 Cebu,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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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간서로 41

(1동 201호 다이버스)

아쿠아스쿠바

제주/경기

제주바다하늘

충남 아산시 신정로 664,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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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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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9월 23일(금요일) ~ 25일(일요일)
10월 14일(금요일) ~ 16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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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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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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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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8-20, 1층
02-422-6910 /010-5216-6910

임용우 CD

스쿠바인

서울 강동

김용진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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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김수열 CD
서울 중구 동호로 361, 삼성골드캐슬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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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센터
지역

상호

주소

전화

노마 다이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61, 삼성골드캐슬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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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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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16-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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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3길 20

064-7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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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DIVING

PADI Asia Pacific
2022 PADI 멤버포럼 – 서울 & 제주

2022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 서울 & 제주

2022년 6월 11일(토) 오후 3시~5시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2022년 6월 14

2022년 6월 11일(토) 오후 5시~6시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2022년 6월 14

일(화) 오후 3시~5시까지 제주 빠레브 호텔에서 토마스 크네들릭(테리토리 디

일(화) 오후 5시~6시까지 제주 빠레브 호텔에서 토마스 크네들릭(테리토리 디

렉터),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 정혜경(지역 트레

렉터), 김부경(한국 마켓 매니저), 김진관(한국 지역 매니저), 정혜경(지역 트레

이닝 컨설턴트)에 의해 2022년 PADI 멤버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멤버 포럼

이닝 컨설턴트)에 의해 2022년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및 코스디렉터 라운

은 팬데믹 이후 한국의 멤버들을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며,

드 테이블 미팅이 진행되었다. 국내외 PADI 코스디렉터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2021년 비즈니스 결과 보고와 트레이닝 업데이트 및 새로운 마케팅 허브, 다이

참가하였으며, 산업 주도하기 – 기회들을 수집하기, PADI 프로 프로그램들 마

브 가이드, 어드벤쳐 앱, 위험 관리, PADI AWARE 업데이트가 소개되었다. 지

케팅 – 성과 분석하기, 행동하기 – 다른 기회들”의 주제를 다루며 팬데믹 이

난 24개월 동안 보내주신 지원, 회복력, 적극성에 대해 PADI 멤버들에게 감사

후 기회들에 대해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의 말을 전하고 PADI의 가치 제안과 필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업데이트에 참가한 모든 국내외 PADI 코스디렉터님들과 원활한 업데이트 진

또한 새로운 PADI 미션을 발표와 함께 미션 허브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

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런칭하고 최신의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 제품 및 테크놀로지에 대한 업데이
트가 소개되었다. 2022년 비지니스 지원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었으며 참가해 주신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
년에도 PADI 아시아 퍼시픽은 PADI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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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강사 시험 → 2022년 6월 17~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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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더 블루 제주” 및 “서귀포 다이
브 센터”에서 2022년 6월 17~19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이한솔, 양시, 김용준, 신준하, 김민경, 손수덕, 김태양, 김
재호, 차인걸, 최민성, 고동영, 안태근, 최영인, 이준규, 김순태, 송우석 총 16명
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코로나로 인
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절차를 통해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강
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
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더 블루 제주 호텔” 및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텝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신규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o 에브리데이 다이브 (S-28689)
대표 : 원준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16번길 7
전화 : 010-3899-7889
o 영진 아쿠아존 (S-28690)
대표 : 김창문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길 116
전화 : 010-9058-9933
o JK 스쿠버 (S-28676)
대표 : 지우형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48, 2층
전화 : 010-8772-9393

PADI 강사 시험 → 제주 2022년 6월 24~26일

o 헤이다이버스 (S-28696)
대표 : 조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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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20, 3층 302호

브 센터”에서 2022년 6월 24~26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화 : 010-9188-7887

이번 강사 시험에는 김순호, 김준석, 홍재율, 김지안, 김병직, 임재만, 김상우,

o 드래곤 다이브 아카데미 (S-28714)

정재흠, 김주홍, 임재흥, 조서연, 최흥래, 김필성, 박준영, 전금재, 석경훈, 윤선

대표 : 강성원

영, 김진석, 최명성, 이환, 김태현, 박정수, 허수영, 오석원, 안정준, 신동인, 김연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201호

재, 김태훈, 임수정, 최민성, 신준하, 김용준, 김태양, 전재영 총 34명의 강사 후

전화 : 010-6629-6611

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 후보생 증가
로 인해 쾌적한 공간인 빠레브 호텔 세미나 룸에서 강사 시험이 진행되었다.

5스타 센터 업그레이드

강사 시험관으로는 김부경, 김진관, 정혜경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o 코지 다이브 (S-27811)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대표 : 이한나루

역할을 담당 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며, 다시 한

주소 : 제
 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

남성로128번길 1-3

을 배출 하신 PADI 코스 디렉터님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화 : 010-3302-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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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프로 사이트의 마케팅 허브에서 제공되며 추가적인 언어 버전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로 코스들을 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툴킷을 다운로드하고 오늘 시작하세요!

PADI 미션 허브
해양 행동을 위한 PADI 청사진은
인류와 해양 사이의 균형을 이루
도록 고안되었지만, 수면 위아래
에서 보다 건강한 행성을 만드는

2022년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 인류와 바다의 연결을 축하하기

데 중요한 토치 베어러들의 글로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PADI는 인류와 바다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축

벌 커뮤니티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 행사에 다이버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PADI 멤버들은 다이빙 커뮤니티

PADI 미션 허브로서, 여러분의 지역 다이브 사이트는 다이버들을 위한 실질적

의 다양성을 축하하고 우리 지역 커뮤니티와 우리가 다이빙하는 바다 사이의

인 보존 접점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다이빙 커뮤니티에 희망과 행동을 불어

연결을 육성하는 이벤트 –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 개최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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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다른 장소는 아직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장소가 지역

색하고 바다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비즈니스와 일부 제한된 여행을 위해 오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미션 허브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이 어떻든, PADI 우먼스 다이빙 데이는 지역 다이빙 커뮤니티와 연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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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여러분과 함께 다시 다이빙하기 위해 그들을

hub/

환영하거나, 또는 온라인 이벤트를 위해 다이버들을 모으는 것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안전 가이드라인은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범적 케이스
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이빙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인류와 바다의 균형을 이루
기 위해 도움을 주고, PADI 여성 다이브 데이를 해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
한 다이빙의 날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 드립니다.

강사 시험(IE) 안내
●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요일) ~ 28일(일요일)
●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요일) ~ 25일(일요일)
●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요일) ~ 16일(일요일)
●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요일) ~ 18일(일요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으며 세부 일정은 IE 캘린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PADI 다이빙 페스티발 – 제주
일시: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장소: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문의: 전국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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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DI 블로그
https://blog.padi.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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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의 참가 문의:

중요 연락처 정보 (Important contact Information)

김부경 (bookyung.kim@padi.com)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 유치 캠페인내

● 테리토리 디렉터 Thomas.knedlik@padi.com.au

전 세계적으로 PADIⓇ 프로페셔널에 대한 수요는 매일 PADI 구인/구직 보

● 한국 마켓 매니저 bookyung.kim@padi.com.au

드에 게시되는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보드는

● 한국 지역 매니저 jimmy.kim@padi.com.au

PADI 프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섹션 중 하나로, 매달 평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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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 페이지 뷰를 기록합니다. PADI Pro가 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 지역 트레이닝 컨설턴트 sophia.jung@padi.com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페셔널-레벨의 코스를 채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

● 회계부서 매니저 alan.li@padi.com.au

기는 없었습니다.

● EFR emergencyfirstresponse@padi.com.au

PADI 멤버들은 또한 새로운 프로 유치 마케팅 툴킷을 사용하여 새로운

● 품질 관리 부서 qa@padi.com.au

“This is …”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툴킷에는 다이브마스터 및 강

● 다이빙 사고 incident@padi.com.au

사-레벨 코스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 및 사용자 지정 가능한 캠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팀 코리아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에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 유치 마케팅 툴킷은 이제 P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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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응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세요!
응급 상황 관리자가 되세요.

EFR 응급 처치 코스는 성인, 어린이와 영아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 처치에 관한
내용과 자동 외부 제세동기 트레이닝과 응급상황의 산소 제공에 대해 다룹니다.

이 코스는 일반인이 응급 의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신
감을 키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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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초급교육부터 강사 교육,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전 과정 한글 교재와 풍부한 경험의 강사진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SDI.TDI.ERDI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054-262-7809
010-2504-0459
dive11@naver.com
www.dive1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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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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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포항

경북 영덕 축산

서울, 강원

김동훈/Dive Eleven

이성호/다이브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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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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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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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서울, 수원

필리핀 모알보알/보홀

이주언/고성 스쿠바

권혁기/DIVEBRO

김동준/클럽하리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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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900-8259
yamasg@hanmail.net
www.teamccr.net
플러스친구: Team CCR(팀
씨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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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서울,경기

인천 송도

백승균/TEAM CCR

변이석/SM다이빙

김현우/현대자동차&울산아쿠아텍
010-3674-3501
sunuri@hyundai.com
카톡: sun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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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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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필리핀 세부

권혁철/현대자동차 전주공장
032-833-3737
010-6237-6641
dive.tech.korea@gmail.com

www.divetechkorea.com

인천 송도

김수은/Tech Korea

오석재/제이스쿠버

윤웅/망고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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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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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신명섭/청춘 다이브

강금남/광주베스트 스킨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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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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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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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부산

필리핀 아닐라오

신창훈/MK다이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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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헌/축산항 푸른바다 리조트

하상훈/이지다이빙&(주)대한마린산업

강재철/DiveX scuba resort

DI.ERDI 강사 트레이너 과정
Instructor Trainer Workshop
일정: 2022년 7월 11일(월) ~ 18일(월)
문의: 070 8806 6273 / www.tdis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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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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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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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강원

서울

경북 포항

이웅재/블루버블다이브

김종문/스쿠버놀이터

이충환/블루오션스킨스쿠버

010-9520-0038
heoyoungdo@naver.com
mobydickdive.co.kr
카톡:victor10349

010-9135-3215
X-trim1@naver.com
www.xtrim.co.kr
카톡:1127kkh

010-2677-1209

제주도

인천

서울

허영도/모비딕

김기현/엑스트림스쿠버아카데미

mantacrew_official@naver.com

www.mantacrew.com
카톡:@만타크루

박시진/만타크루

010-5163-0920
033-637-6716
Pjm6953@naver.com
카톡:lwj2225

010-8924-2892
nicetg7@naver.com
instagram: shuai_korean
카톡:divetoday

010-8858-1818
09diver@naver.com

강원도 고성군

대구/제주

경북 영덕

박주명/문암다이브리조트

김태기/다이브투데이,이디다이브

010-3524-5175
054-251-5175
onejamsu@naver.com

010-9424 -2542
scuba-tek4u@naver.com
카톡: DK-dive

경북 포항

청주

김광호/원잠수아카데미

김동경/DK다이브&수상한물고기

010-8941-6378
02-442-6536
Lscubaclub@naver.com
lscubaclub.com
카톡: Lscubaclub

010-3771-1732
siteyoo@naver.com
www.scubasam.co.kr
카톡: siteyoo

서울

서울, 경기, 인천

이창희/Lscubaclub

이철민/강구스쿠버리조트

유삼준/쌤다이브아카데미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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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P 센터 등록하고
DIVE SHOP에서 C-card를 직접 발급하세요.

다이브 센터

디자인 해드립니다. 본부로 연락하세요

ww.tdisdi.co.kr / hq@tdisdi.co.kr / 070 8806 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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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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ITW)을 진행할 예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다.

기간에 유의해주세요.

일정 : 2022년 7월 11일(화) ~ 2022년 7월 18일(화)
장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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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사무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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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자리했던 태전동 사무실을 떠나 송정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합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싶은 강사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니다. 더 넓고 쾌적한 창고와 사무실에서 강사님들을 돕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69번길 20,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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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장애인 스쿠버(Scubility) 강사 과정

SDI.TDI.ERDI.PFI는 2022년 6월 30일(목)에서 7월 8일(금)까지 제주 바다목

일정 : 2022년 7월 9일(토)

장다이브센터에서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 : 제주 예정

장학생 강사 과정은 한국 다이빙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7년 1기를 시작으로 2021년 15기까지 진행되어 온 SDI.TDI.ERDI.PFI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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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품

2. 스포츠 관련학과 전문대 재학생(만 18세 이상~28세 이하)

SDI 체험 다이빙 브로셔(예정)

3. 국제 공인 다이빙 교육 기관의 다이브마스터 등급 이상

SDI 체험다이빙 브로셔가 출시된다. 스쿠버다이빙을 이미지로 쉽게 설명하

(혹은 과정 시작 전까지 취득 예정자)
4. 국제 공인 기관의 유효한 CPR, 응급처치, 산소처치 인증

는 자료로 12면(표지포함)의 양면 인쇄이다. 갱신 강사에 한해 일정량 무료
제공 예정이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5. 다양한 환경과 수심에서의 최소 100회 이상의 다이빙 경력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 본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SDI.TDI.ERDI.PFI 한국본부
전화 : 070-8806-6273 / 이메일 : hq@tdisdi.co.kr

SDI KUKA 맨투맨 출시
SDI 이국화 강사(#25937)
와 콜라보레이션한 티셔
츠가 맨투맨으로도 출시
되었다.
색상: 차콜, 재질: 면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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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 provide
provide the
the highest
highest level
level of
of Fun,
Fun, Service
Service
and
and SCUBA
SCUBA Education
Education

We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Fun, Service
and SCUBA Education
2022 July/August | 119

NEWS IN DIVING

PDIC/SEI/YMCA
2022년 제1회 서울YMCA-더블K 배
프리다이빙(다이나믹 챔피온쉽) 대회 개최
2022년 6월 12일(일), 서울YMCA-PDIC 본부는 민간자격 등록과(해양
수산부) 프로그램 도입을 기념하고 전국적 수중스포츠 영역 부문에

는 트로피,상금,메달(상장)이 수여된다. 해양경찰청을 비롯하여 남해지방
해양경찰청,한국해양구조협회,서울YMCA,대한인명구조협회가 공동 주
관하며 이마트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후원한다.
문의 : 032-835-2447

YMCA프리다이빙의 보급을 통하여 해양안전과 건전한 해양스포츠 활
성화를 위하여 제1회 서울YMCA-더블K 배 프리다이빙(다이나믹 챔피온
쉽)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운영과 공동주관 (주)서브원 더블-K 소속의
AIDA 국제 심판 자격이수자, 세이프티 12명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
여 수고해 주셨으며 강성준 코스디렉터의 주관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마
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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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트레이너는 모든 다이버 및 강사 레벨양성 및 평가까지 할 수 있
는 교육의 최상위 등급이다. 한국본부 기준 만27세 이상 스쿠버 강사 경

2022년 7월6일(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해양경찰청은 민·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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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술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도모 및 새로운 구조기술 대한

지원할 수 있다.

경험과 정보고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2022년 민간구조 경진대회를

일시 : 2022 8/8(월) ~ 8/19(금)

개최한다. 경기 종목은 비치플러그, 런스윙런, 비치스프린트, 서프레이

장소 : SE-PDIC 아시아&코리아 본부

스, 레스큐튜브레스큐, 보드레이스리더 6종목으로 운영되며 입상자에게

문의 : 010-44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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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DIC 스페셜티다이빙 & 프리다이빙 교환 과정 개최

SE-PDIC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인가

SE-PDIC 아시아 본부에서는 2022년 7-8월 스페셜티 다이빙 강사과정

SE-PDIC 아시아&한국본부에서는 권역별 지욕교육센터 인가를 위한

을 개최한다. 앞으로 어드밴스드 이상의 과정을 시행시에는 응급처치&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ITTD) 과정을 시행한다.

심폐소생술, 구조잠수, 딥다이빙 등의 다양한 특수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SE-PDIC 지역교육센터 담당인 코스디렉터 및 강사트레이너디렉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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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양성코스 운영 권한을 가진 강사트레이너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교

육자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육운영 과정의 최상급 레벌로서 행정 및 교육운영의 모든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 드라이슈트 & 장비서비스 강사 강습회

문의 : SE-PDIC ASIA&KOREA 010-4440-1339

- 일정 : 8/11(목) 09:30~18:30
- 장소 : 본부 강의실

양양군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 위한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 강습회 개최

* First Aid & CPR 강사과정
- 일정 : 8/12(금)
- 장소 : 본부 강의실

2022년도 서울YMCA 인명구조요원 및 강사 양성 강습회-YMCA시민

* 프리다이빙 교환 과정(리더쉽 과정)

안전센터 동부지역(원주/강원)에서는 양양군 관광과 해수욕장운영부에

- 일정 : 8/13(토)~14(일)

서 주관하는 양양군 및 마을해수욕장의 수상인명구조요원 채용을 위한

* 참가신청 : 010-4440-1339

YMCA인명구조요원 위탁사업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양양군문화복지회
관 수영장에서 6월18일(토)부터 7월3일(일)까지 15명의 수상안전 관련
종사자, 일반인,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
다. 이규진, 박태신, 김광진 강사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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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록스 다이버

-18m

딥 다이버

-30m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40m

EANx Diver
Deep Diver

레저
다이빙

Advanced EANx Diver

테크니컬
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버
Technical Diver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동굴)
CAVE(

ECK

(침몰

선)

Rebreather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120m

Trimix Diver

WR

-50m

Expedition Trimix Diver

(재호흡기)

“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
퍼실리티-----------------퍼실리티-----------------IANTD
IANTDKOREA(서울
KOREA(서울02-486-2792)
02-486-2792)
DIVE
DIVELUDENS(성남
LUDENS(성남010-4612-7374)
010-4612-7374)
MERMAN(서울
MERMAN(제주010-5053-6085)
010-5053-6085)
OK
OK다이브
다이브리조트
리조트(속초
(속초010-6215-1005)
010-6215-1005)
The Ocean(서울 070-4412-0705)
SCUBA LINE(당진 010-2036-4080)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The Ocean(서울 070-4412-0705)
굿 다이버(제주 010-3721-7277)
강촌스쿠버(강촌
010-3466-4434)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굿 다이버(제주
꿈구는
고래(제주010-3721-7277)
010-9660-9434)
그랑해양
블루(양양
010-7380-0078)
남애
캠프(남애
010-8969-0880)
뉴서울
풀(광명
010-3732-4942)
꿈꾸는다이빙
고래(제주
010-9660-9434)
리쿰
010-3542-5288)
남애스쿠버(서울
해양 캠프(남애
010-8969-0880)
마리오
010-7526-4255)
뉴서울스쿠버(대구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마린 파크(서울 010-3398-8098)
리쿰 스쿠버(서울 010-3542-5288)
바다야 스쿠버(제주 010-4756-5124)
마리오 스쿠버(대구 010-7526-4255)
수중산책(제주 금능 010-3008-4739)
수중산책(제주
금능 010-3008-4739)
씨텍(부산
010-2860-8091)
씨텍(부산
010-2860-8091)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아쿠아프로(서울
010-5306-0189)
아팩스코리아(속초
010-5317-8748)
아쿠아프로(서울 010-5306-0189)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아팩스코리아(속초
010-5317-8748)
칸익스트림(서울
스쿠버 리조트(인구
010-8716-1114)
010-3891-1391)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테코(성남 031-776-2442)
호승잠수 리조트(포항 054-256-2566)
호승잠수
해원
다이브리조트(포항
리조트(강릉054-256-2566)
010-5144-1155)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010-5144-1155)

베트남
필리핀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베트남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필리핀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사이판
엉클 J 다이버스(010-2760-7223)

강사-------------강사-------------강길영(EANx)
(EANx)
강경택
고대호
강승민(Technical)
(EANx)
고승우
EANx)
고대호(Adv
(Technical)
고학준
고석일(EANx)
(EANx)
곽상훈
EANx)
고학준(Adv.
(EANx)
곽윤혁
곽윤혁(Adv.
(Adv.EANx)
EANx)
권경호
권병환(EANx)
(EANx)
권다의
권정웅(EANx)
(Adv. EANx)
권병환 (EANx)
권진모 (EANx)
권유진 (EANx)
김대범 (EANx)
권정용 (EANx)
김대철 (EANx)
권진모 (EANx)
김동원 (Adv. EANx)
김광호 (Adv. EANx)
김동혁 (EANx)
김대철 (EANx)
김민석(Adv.
(Adv.EANx)
EANx)
김동배
김봉관(Adv.
(EANx)
김동원
EANx)
김상길(EANx)
(Adv. EANx)
김민석
김상훈(EANx)
(EANx)
김봉관
김성영(Adv.
(EANx)
김상길
EANx)
김성일(EANx)
(EANx)
김상윤
김상훈
김성준(EANx)
(Technical)
김성목
김수연(EANx)
(Adv. EANx)
김성영
(EANx)
김승윤 (EANx)
김성일
(EANx)
김영석 (EANx)
김성진
EANx)
김영선(Adv.
(EANx)
김수연
김영중(Adv.
(Adv.EANx)
EANx)
김영규
김영진(Adv.
(Adv.EANx)
EANx)
김영목 (EANx)
김용식 (Adv. EANx)
김영석 (EANx)
김재만 (EANx)
김영원 (EANx)
김정수 (EANx)
김영중 (Adv. EANx)
김정연 (EANx)
김영진 (Adv. EANx)
김종일 (EANx)
김영진 (EANx)
김진성(Adv.
(Adv.EANx)
김용식
EANx)
김하람(EANx)
(EANx)
김용환
김현중(Technical)
(EANx)
김일수
김현태(EANx)
(EANx)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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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미(Adv.
(EANx)
성용경
EANx)
신길용(EANx)
(EANx)
송성환
송윤상
EANx)
신연수(Adv.
(EANx)
송종석
신명철(EANx)
(EANx)
송태민
신상규(EANx)
(Adv. EANx)
송현미
신종수(EANx)
(Adv. EANx)
신동연
신준섭(EANx)
(EANx)
신명철
(EANx)
신중현 (EANx)
신상규
(Adv.
EANx)
안종달 (EANx)
신연수 (EANx)
안천희 (EANx)
신종수 (Adv. EANx)
안태규 (EANx)
심현경 (EANx)
양수근 (EANx)
안종달 (EANx)
양용석 (EANx)
안천희 (EANx)
염동화 (EANx)
안태규 (EANx)
염성일(Adv.
(Technical)
양명호
EANx)
오미숙(Adv.
(Adv.EANx)
EANx)
양민수
용성규
(Adv.
양성호 (EANx)EANx)
우대희(EANx)
(Adv. EANx)
양용석
유기정(Adv.
(Adv.EANx)
EANx)
양인모
유재종(Technical)
(EANx)
염성일
염태환
EANx)
윤두진(Adv.
(EANx)
오미숙
윤의근(EANx)
(Adv. EANx)
우대희
EANx)
윤재원(Adv.
(EANx)
유기정
이건웅(Adv.
(Adv.EANx)
EANx)
유재종
이광호(EANx)
(EANx)
윤병하
이근모(EANx)
(EANx)
윤상조
이남길(Technical)
(CCR JJ-CCR)
윤성환 (EANx)
이대균 (Adv. EANx)
윤지웅 (EANx)
이동준 (EANx)
윤형만 (EANx)
이문용 (EANx)
이광호 (EANx)
이미숙 (EANx)
이근모 (EANx)
이상돈 (EANx)
이대균 (Adv. EANx)
이상욱(EANx)
(EANx)
이동준
이상범(EANx)
(EANx)
이문용
이상준(EANx)
(EANx)
이미숙

이상현 (EANx)
(EANx)
이상욱
이성남 (EANx)
(EANx)
이상준
이상희
EANx)
이승범 (Adv.
(EANx)
이신우
이신우 (CCR
(CCR JJ-CCR)
JJ-CCR)
이영권
이영권 (EANx)
(EANx)
이영섭
이용희 (EANx)
(EANx)
이용희
이웅규 (EANx)
(EANx)
이웅규
(EANx)
이원희 (EANx)
이원희
(EANx)
이은향 (Adv. EANx)
이은향 (Adv. EANx)
이의진 (EANx)
이일규 (EANx)
이일규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이정화 (EANx)
이주현 (CCR JJ-CCR)
이주헌 (Adv. EANx)
이진석 (CCR
(EANx)
이주현
JJ-CCR)
이호준 (EANx)
(EANx)
이한준
임
안
(Adv.
이호준 (EANx)EANx)
임길봉 (EANx)
(EANx)
임길봉
임용한
(EANx)
임
안 (Adv.
EANx)
장갑석 (EANx)
(EANx)
임영석
장재용 (Adv.
(Adv. EANx)
EANx)
임용한
장갑석
장현서 (EANx)
(Adv. EANx)
장두기
전병주 (EANx)
(EANx)
장성주
전환운 (EANx)
(EANx)
장재용
정경원 (Adv.
(Adv. EANx)
EANx)
장현서
EANx)
정동옥 (Adv.
(EANx)
전환운
정병국 (EANx)
(Adv. EANx)
정경원
EANx)
정석환 (Adv.
(EANx)
정동옥 (EANx)
정순민 (EANx)
정동진 (EANx)
정용훈 (EANx)
정병국 (Adv. EANx)
정재홍 (EANx)
정석환 (EANx)
정해진 (EANx)
정세희 (EANx)
제정민 (EANx)
정순민 (EANx)
조문신 (EANx)
(Adv. EANx)
정승규
조민구 (EANx)
(Adv. EANx)
정용진
조선구 (Adv.
(Adv. EANx)
EANx)
정재용

조성우 (Adv.
(EANx)
정재홍
EANx)
조승원 (EANx)
(EANx)
정해진
제정민
조 완 (EANx)
조문신
지혜자 (Technical)
(Adv. EANx)
조민구
EANx)
진호산 (Adv.
(EANx)
조성우
차종길 (EANx)
(Adv. EANx)
조승원
차홍근 (EANx)
(Adv. EANx)
주광철
최경호 (EANx)
(Adv. EANx)
지혜자 (Adv. EANx)
최광태 (EANx)
진호산 (EANx)
최수영 (Adv. EANx)
차종길 (Adv. EANx)
최승천 (Adv. EANx)
차홍근 (Adv. EANx)
최승호 (Adv. EANx)
최경준 (Adv. EANx)
최용수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우영 (Adv.
(Adv. EANx)
EANx)
최수영
최원석 (Adv.
(EANx)
최승천
EANx)
최재영 (Adv.
(Adv. EANx)
EANx)
최승호
최태현 (Adv.
(Adv. EANx)
EANx)
최용수
한길형 (Adv.
(Normoxic
최우영
EANx)Trimix)
한송희 (Adv.
(EANx)
최재영
EANx)
허남길 (Adv.
(EANx)
최종인
EANx)
최준환
허득무 (EANx)
(EANx)
최태현
EANx)
허준영 (Adv.
(EANx)
한길형
Trimix)
현성민 (Normoxic
(EANx)
한송희
현송희 (EANx)
(EANx)
허득무
황종규 (EANx)
(Adv. EANx)
허준영 (EANx)
홍상흥
(EANx)
신규강사-------------황일권 (Technical)
금동휘 (EANx)
황종규 (Adv. EANx)
김기상 (EANx)
김동완 (EANx)
박철웅 (CCR JJ-CCR)
장승우 (Adv. EANx)
정우인 (EANx)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하남지식산업센터(ITECO) 358호
전화: 02-486-2792
팩스: 02-486-2793
http://www.iantd.kr
E-mail: iantd@iant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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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 TRAINER

홍장화

TRIMIX ITT
010-3724-5865

김강태

Technical IT
010-3111-0705

서일민

Adv. EANx IT
010-8969-0880

오현식

Adv. EANx IT
010-5327-4579

이호석

Technical IT
010-6354-0559

정철희

Adv. EANx IT
010-3466-4434

강덕권

Adv. EANx IT
010-9611-1699

김창환

Technical IT
010-3008-4739

서재환

Adv. EANx IT
010-2860-8091

유근목

Technical IT
010-9109-2802

이홍석

Adv. EANx IT
010-8988-0254

최임호

Adv. EANx IT
010-9221-9899

강신영

Adv. EANx IT
010-9221-2443

김흥래

Adv. EANx IT
010-7380-0078

송한준

Adv. EANx IT
010-5225-3182

윤병하

Adv. EANx IT
010-2036-4080

이효진

Adv. EANx IT
010-4900-9332

한승곤

Adv. EANx IT
010-3376-7078

강영철

Adv. EANx IT
010-5332-4982

박진수

Adv. EANx IT
010-2591-1969

심재호

Adv. EANx IT
010-5317-8748

이민호

Adv. EANx IT
010-8967-8283

임형진

Adv. EANx IT
010-6640-3405

홍상흥

Adv. EANx IT
010-3276-1438

고석태

Technical IT
010-6774-2408

박진영

Technical IT
010-8556-7529

안승철

TRIMIX IT
010-2797-1381

이원교

Adv. EANx IT
010-3542-5288

정영환

Adv. EANx IT
010-2564-5656

황영민

Technical IT
010-3121-6748

곽상훈

Adv. EANx IT
010-5252-0110

서상우

Technical IT
010-2915-7869

오현석

Adv. EANx IT
010-6215-1005

이춘근

Adv. EANx IT
010-7139-0528

정용락

Adv. EANx IT
010-2200-1231

황영석

Technical IT
010-755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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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TD KOREA
IANTD 개해제

테크니컬 강사 과정 및 다이버 과정

22년 5월 14일에 2022년 IANTD 개해제를 강원도 동산항 그랑블루에서 실시

22년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테크니컬 다이버 과정 및 테

하였다. 13일 저녁에 모여서 그랑블루의 김흥래 트레이너가 준비해주신 소머

크니컬 강사 과정을 실시하였다. 테크니컬 강사 과정에는 윤병하 트레이너가

리와 울진에서 올라온 생선 김치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본부에선 준비

참가하였고, 다이버 과정에는 홍상흥 트레이너, 곽상훈 트레이너가 참가하였

한 소고기와 같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14일 아침식사는 신풍해장국에

다, 박진영 트레이너는 스텝으로 참석하였다. 홍상흥 트레이너가 서귀포의 다

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10시부터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개해제의 축문은 이홍

이빙숍에 속해 있어서 서귀포 부근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15일 저녁에 법환

석 트레이너가 낭독하였고, 비가 내릴거라는 일기 예보가 있어지만 다행히 화

항에 있는 오션케어에서 더블 실린더와 스테이지를 가져와서 홍상흥 트레이

창한 날씨로 무사히 개해제를 마칠 수 있었다. 개해제를 마치고 1회의 다이빙

너가 있는 다이빙 숍에 모여 장비 조립 및 감압용 실린더를 블랜딩하였고, 실

을 실시하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린더 충전은 서귀포항에 있는 버블버블 탱크에서 실시하였다 장비 이동은 박
진영 트레이너가 가져온 포터를 이용하여 장비 이동을 편안하게 실시할 수 있
었다. 16일부터 보목항 부근의 수영장에서 제한수역 연습을 마치고 보목리 볼
래낭개의 배를 이용하여 숲섬 부근에서 다이빙을 하였다.
처음에는 수심 30미터에서 스테이지 운영에 관해서 다이빙하면서 딥다이버
과정을 실시하였다 총 3회의 과정을 마치고 40미터로 수심을 변경하여 어드
밴스드 EANx에 필요한 기술 및 절차를 실시하였다. 딥다이버와 어드밴스드
EANx 다이버 과정을 같이 진행하면서 6회의 다이빙을 마치고 테크니컬 다이
버 과정으로 수심 50미터까지 다이빙하였으며 실린더는 보텀믹스로 공기를
사용하였고, 감압용 실린더는 EAN50와 산소를 사용하여 감압이론 및 절차를
윤병하 트레이너가 진행하였다. 테크니컬 다이버 과정은 다이빙 시간이 부족
하여 추가로 다이빙을 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쳤다.

IANTD 강사 평가
22년 6월 1일 IANTD 코리아 본부 사무실에서 강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김흥
래, 서일민, 서상우 트레이너에게서 교육받은 강사 후보 5명이 참석하였고, 스
텝으로 서일민 트레이너, 서상우 트레이너, 황영석 트레이너가 참석하였다. 본
부를 하남으로 이전하고 처음 실시하는 평가였지만 진행에 문제가 없었고, 서
류 점검 후 학과 강의 발표, 제한수역 발표 후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올림픽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였다. 개방수역 평가는 본부로 돌아
와서 실시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트레이너들을 통해서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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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 갈레라 + 베르데섬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단 한분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최신의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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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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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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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PALAU

I♥PALAU Dive Resort
전화
현지

070-7436-3308
+ 680-77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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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특징
대형 스피드보트를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친절한 강사진으로 안전한 다이빙 진행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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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
㈜우정사, 2022 부산 지역 세미나 개최
㈜우정사는 지난 5월 24일 ‘2022 신상품 소개 및 마케팅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 경남 지역의 업체 대표 및 직원,
소속강사들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 호메르스 관광호텔 호메
르스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신상품 소개 및 마케팅 세미나는 신명철 대표이사의 인사말
을 시작으로 김동윤 사원의 ‘2022 ㈜우정사 신상품 소개’, 이종
석 부장의 ‘㈜우정사 정책 및 마케팅 세미나’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정사는 세미나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전세계적 이슈뿐
만 아니라 TUSA, ATOMIC, OCEANIC, BARE, LIGHT&MOTION,
HOLLIS, SHARKSKIN 7가지 브랜드에서 총 18개의 신제품을 소
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집중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해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의 전시
또한 함께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올 해 신제품들을 눈으로 살
펴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정사에서 진행되는 ‘2022 신상품 소개 및 마케팅 세미나’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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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 Caribbean Bay 포토 콘테스트 출품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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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아

김일수

나명배

류시욱

박태정

백승연

서혜란

송순재

오정민

오혜연

윤솔

전현우

이현석

이호동

조은영

조성민

강정아

김선영

김달현

김남현

김초롱

노혜인

김봉래

김종선

문성주

박고은

박미나

김은미

문용배

박영희

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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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심길용

엄해민

양재호

안미화

오형석

송은하

이세련

이아람

윤혜란

정고은

신도연

이지영

이경하

석진우

길윤식

박현석

유삼준

류시욱

손동진

윤태혁

정수환

정다훈

박유림

이지훈1

이지훈2

장준희

문용배

박영희

박예은

최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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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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라파즈&카보풀모- 1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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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석 라파즈&카보풀모- 2주차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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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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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데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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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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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투어 2024년 투어 리스트
2024년 7월
프렌치폴리네시아 / 타이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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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코모도
-

승선 : 2023년 8월 6일
하선 : 2023년 8월 12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Raja Manta
금액 : 2,520불 (입 장 료 /유류세/팁 별도)

승선 : 2024년 7월 28일
하선 : 2024년 8월 3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5일 필요
보트 : 아쿠아티키3
금액 : 3,500불 (입 장 료/팁 별도)

2024년 8월
프렌치폴리네시아 / 타이티
-

승선 : 2024년 8월 3일
하선 : 2024년 8월 16일
일정 : 13박 14일
휴가 : 평일 10일 필요
보트 : 아쿠아티키3
금액 : 3,500불 (입 장 료/팁 별도)

2023년 8월 코모도
2022년 12월 라자암팟
-

승선 : 2022년 12월 22일
하선 : 2022년 12월 29일
일정 : 7박 8일
휴가 : 평일 7일 필요
보트 : NEW WHITE MANTA
금액 : 3,330불 (유류세/팁 별도)

하니투어 2023년 투어 리스트
2023년 1월 라자암팟
-

승선 : 2023년 1월 22일
하선 : 2023년 1월 29일
일정 : 7박 8일
휴가 : 평일 3.5일 필요
보트 : New White Manta
금액 : 3,500불 (유류세/팁 별도)

-

승선 : 2023년 8월 13일
하선 : 2023년 8월 19일
일정 : 6박 7일
휴가 : 평일 4일 필요
보트 : Sea Safari 챙호
금액 : 2,820불 (유류세/팁 별도)

2023년 9월 추석
갈라파고스 풀챠터 리브어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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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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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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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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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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The Divng Season Chart
다이빙 성수기

국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북마리아나
미크로네시아

호주
인도양
남태평양
미국
갈라파고스
코코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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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다이빙 가능시기

11

12

※ 이 자료는 현지 기후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천을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심으로 돌아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

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

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

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

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

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

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

의 관찰기를 적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

서이다.

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4쪽·값 15,000원

값 10,000원

도서주문 스쿠바미디어(02-778-4981)로 연락하시면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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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이빙 지역
고성/속초
스쿠바다이버
2022년 9/10월호

스쿠바다이버
스쿠바다이버
2020년 7/8월호 2022년 5/6월호

남대천

양양/강릉

춘천
칡소폭포

강릉
동해/삼척

스쿠바다이버
2022년 5/6월호

서울
인천

강원도 고성

스쿠바다이버
2020년 5/6월호

울릉도
울진/영덕

왕돌초
스쿠바다이버
2022년 7/8월호

격렬비열도

스쿠바다이버
2020년 9/10월호

동해(East Sea)

대전

외연열도
스쿠바다이버
2021년 5/6월호

십이동파도

포항

군산

포항/경주

대구

고군산군도

창원

광주
통영

부산
거제

목포

홍도

통영
남해

스쿠바다이버
2021년 1/2월호

스쿠바다이버
2021년 3/4월호

강릉 해중공원

가거도

거문도/백도
추자도

스쿠바다이버
2021년 7/8월호

북제주
스쿠바다이버
2022년 1/2월호

성산/우도

스쿠바다이버
2021년 11/12월호

금릉/비양도
화순/모슬포
스쿠바다이버
2021년 11/12월호

서귀포(문섬, 범섬, 섶섬)
스쿠바다이버
2021년 9/10월호

제주도 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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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돌초

남해

독도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호

독도

안전 다이빙을 위한 지켜야 할 사항
❶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한다.
 강을 할 때는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❷하

바닥 근처에 다다르면 중성부력을 맞추어 산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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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후에 고도가 높은지대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탑승을 한다.

 이빙은 허용 한계 수심을 지키고,
❸다

 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하고 수중생물이나
⓭다

 이빙 중에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❹다

 이빙 장비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⓮다

 이빙 중에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❺다

 이빙 중에는 현지 가이드나 인솔 강사의 지시를
⓯다

 기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❻공

 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한 채로 일반 공기를
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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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❽수

수면에 보트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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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생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오보홀을 한다.

잘 따른다.

사용하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빙할 때에 보조호흡기나 컴퓨터를 늘어뜨리지
⓲다
않도록 몸에 바짝 붙인다.

⓳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소에 운동하여 체력을 키운다. 특히 다리의 힘을
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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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벨리즈

먹다이빙과 크리터다이빙

바하마제도
터크스엔케이커스 제도
케이만군도
도미니카
보네어

코코스섬
말페로섬
갈라파고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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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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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해
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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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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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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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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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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세계 최고의 다이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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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리조트

만타의 고향

최고의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비용 2,400,000원~

괌

비용 1,700,000원~

비용 2,400,000원~

일정 5박6일~

비용 1,700,000원~

일정 4박5일~

일정 6박7일~

시즌 연중(성수기 12~4월)

일정 4박5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맑은 물에서 하는 난파선 다이빙으로 건기에는

시즌 연중

특징 사이판은 맑은 물이 압권이다. 이글레이 클리닝

특징 얍(Yap)은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100m 이상의 난파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특징 괌은 맑은 물이 특징이며, 제1차 세계대전 때

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의 즐

외해의 거대한 상어 무리를 만날 수 있다. 만타 짝짓

심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도카

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등을 즐길 수 있

기(Mating) 시즌인 1~2월에는 수많은 만타레이의

호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

이마루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다. 그리고 티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

퍼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의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호

판을 즐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호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호, 2018년 5/6월호

C

M

Y

CM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호

MY

남태평양

Sou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호주
호텔+다이브센터

Australi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샤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

물고기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난파선

피지

대보초/코랄씨

용갈라렉

비용 2,500,000원~

비용 3,000,000원~

비용 3,0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6박7일~

일정 6박7일~

시즌 4~10월 (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시즌 연중(6~7월 밍크고래 시즌)

시즌 연중

특징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Great

특징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GBR)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퀸

Barrier Reef, GBR) 남쪽지역에 위치한 용갈라렉은

즐랜드주 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다. 호주 대보초에

난파선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해양생물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다인 코랄씨의 오스프레이리프(Osprey Reef)도 수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호

가장 좋은 시야)

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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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지 다가오는 타이거샤크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한

통가

서 코드홀 다이빙이 가장 유명하고, 대보초의 먼 바

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비용 2,800,000원~

중환경이 황홀하다.

겸비한 곳이다.

일정 7박8일~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호

시즌 7~10월
특징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쉼터로 돌아

리브어보드

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때 묻지 않은 다이빙 지역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솔로몬제도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비용 3,000,000원~
일정 7박8일~
시즌 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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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는 놀라울 정도

폴 고갱이 사랑한 섬, 타히티

로 다양하면서도 멋진 열대성 다이빙 환경을 제공한

프렌치폴리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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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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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 and South America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바다사자 무리와 춤을

바하캘리포니아(라파즈/코테즈해)

돌고래, 만타레이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

바하캘리포니아(소코로섬)

비용 6,500,000원~

비용 6,500,000원~

일정 11박12일~

일정 11박12일~

시즌 11~6월

시즌 11~6월

특징 라파즈(La Paz)와 코테즈해(Sea of Cortez)는

특징 멕시코 소코르섬(Socorro)은 리브어보드 승선

바다사자와 어우러져 다이빙을 한다. 시기를 잘 맞추

후 꼬박 하루를 항해를 해야 만나는 작은 무인도로

면 엄청난 무리의 모블라(Mobula)를 만날 수 있다.

유네스코 해양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이버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9/10월호, 2020년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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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돌고래와 춤을…

다윈의 진화론의 기반이 된 곳

하와이/코나

에콰도르의

비용 4,000,000원~

비용 9,000,000원~

일정 8박9일~

일정 10박11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베스트 시즌)

특징 하와이 코나 다이빙은 야간에 실시하는 만타레

특징 갈라파고스 제도는 다윈의 ‘진화론’의 기반

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압권이고, 돌고래,

이 된 곳으로, 우리 다이버들에게 꿈의 여행지이다.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있다.

거대한 바다거북, 이글레이, 만타레이, 마블레이, 카

불샤크와 함께

베이트볼 다이빙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호

우레이, 몰라몰라, 고래상어, 망치상어, 바다이구아

바하캘리포니아 (카보풀모)

바하캘리포니아 (막달레나베이)

비용 6,500,000원~

비용 6,500,000원~

일정 11박12일~

일정 11박12일~

시즌 000000

시즌 11~6월

특징 카보풀모(Cabo Pulmo)는 중미의 태평양 지역

특징 멕시코 산카를로스 앞에 위치한 막달레나베이

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산호초로 유명하다. 이곳에

(Magdalena bay)는 태평양에 접해있는 연안으로

는 대형 그루퍼, 잭피쉬, 스팅레이, 바다거북 등을 볼

수많은 청새치와 돛새치, 바다사자들이 정어리 무리

수 있으며, 때로는 여러 종류의 상어뿐만 아니라 불

를 사냥한다. 운이 좋으면 오르카(Orca, 범고래), 혹

샤크도 볼 수 있다.

등고래, 등을 볼 수도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0/0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호

갈라파고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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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코로섬

코르테즈해

갈라파고스제도

리브어보드

망치상어의 섬

코스타리카의

코코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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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섬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백상아리 케이지 다이빙

대물들의 만남이 보장되는 곳

콜롬비아

막달레나베이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4년 7/8월호

멕시코 과달루페섬

말페로섬

비용 6,500,000원~

비용 6,500,000원~

일정 11박12일~

일정 7박8일~

시즌 6~11월

시즌 6~11월

특징 콜롬비아 본토에서 500㎞ 떨어진 말페로

특징 과달루페섬은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반도

(Malpelo)섬은 200~300 마리의 망치상어와 수백

서쪽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태평양에 위치한 작

마리의 실키샤크와 함께 유영한다. 또한 고래상어,

은 화산섬이다. 케이지 다이빙으로 수십마리의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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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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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달루페섬

중남미(대서양)

Central and South America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케이브 다이빙

물속에서 악어를 만나는 곳

유카탄반도의 세노테

쿠바

비용 3,800,000원~

비용 다양

일정 7박8일~

일정 다양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멕시코의 유카탄반도는 세노테가 유명하다. 캐
세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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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였지만 현재 세계에서 새로운 다이빙 지역의 슈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퍼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한 번의 다이빙에서 최대 6

대서양 물고기와의 조우

종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악어를 만날 수 있는

유카탄반도의 코즈멜섬

곳이기도 하다.

케이만제도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5/6월호

비용 다양

비용 3,800,000원

카리브해

일정 다양

일정 7박8일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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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즈멜섬

쿠바

특징 쿠바는 오랫동안 배일에 가려져있던 다이빙 목

시즌 연중(성수기 4~11월)

망치상어를 바로 눈앞에

특징 카리브해에서도 발군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케

바하마제도

이만제도는 400개 이상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른 대서양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두꺼비고기

비용 다양

케이만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엔젤피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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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다양

나는 즐거움이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3/4월호

시즌 연중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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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어보드

관찰할 수 있으며, 스파이니 랍스터의 행진도 볼 수

카리브해의 대보초

있다. 망치상어를 눈앞에서 볼 수도 있다.

벨리즈 불루홀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7/8월호

호텔+다이브센터

대서양의 무덤

노스캐롤라이나
비용 다양

비용 3,800,000원~

일정 다양

일정 7박8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이곳은 대서양의 무덤(Graveyard of the

특징 벨리즈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BR)

Atlantic)이라 불리는데 16세기에 1,000척이 넘는 배

벨리즈

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산호초 지대로 우주

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샌드타이거샤크(Sand

에서도 보이는 그레이트 블루홀(Great Blue Hole)이

Tiger Shark)의 무리를 볼 수 있다.

있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1/2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9/10월호

바하마제도

유럽

Europe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지중해

아드리아해

몰타

크로아티아

비용 다양

비용 다양

일정 다양

일정 다양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몰타(Malta)는 지중해의 중앙부에 위치한 남유럽

특징 아드리아해의 크로아티아에 있는 대부분 섬들

의 작은 섬나라이다. 이곳에서는 석회암 동굴을 비롯

은 무인도라서 완전히 색다른 다이빙 경험을 추구하

하여 난파선과 난파선 주변을 배회하는 바라쿠다 무

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멋진 다이빙의 천국이라 할

리들과 지중해의 덩치가 큰 그루퍼 등을 볼 수 있다.
몰타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호

수 있다. 이곳에는 돌고래, 희귀한 거대한 홍합 등이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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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다이브센터

호텔+다이브센터

포르투칼

스페인

아조레스제도(아소르스)

카나리아제도

비용 다양

비용 다양

일정 다양

일정 다양

시즌 연중

시즌 연중

특징 평균 40m가 넘는 시야와 매우 다양한 생물이

특징 스페인의 카나리아 군도는 아프리카 북서쪽 해

있는 섬으로 청새리상어(Blue Shark), 만타레이 등과

안인 대서양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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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1년 5/6월호

과 지중해 해양생물 종과 섬 자체에 고유한 일부 해
아조레스제도

양생물 종을 볼 수 있다.

카나리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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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emark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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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845-3122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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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빙
요트로 하는 다
은
같
드
보
어
•리브

40명 탑승

•대형 다이빙풀 보유 가로 16m, 세로 12m, 수심 4m

•최고급 레스토랑

Cabana

막탄섬에서 소문난 맛집

Ocean View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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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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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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