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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L & 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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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스포츠에서 영감을받은 스타일링
디자인 라인은 수상 스포츠 애호가의 정신과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해부학 적으로 정확한 패턴
슈트 전체에 걸쳐 뛰어난 입체감.
 고 신축 혼합 네오프렌
혼합 네오프렌은 극도의 신축성, 편안함 및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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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6년의 코스디렉터가 호주, 태국,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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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강사시험) 2022.12.16~18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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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상시
365 개장
일2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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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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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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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22년 9/10월호 통권 211호
Bi-Monthly Dive Magazine「scuba diver」
2022 September/October (VOL.211)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수기
• 교육단체의 행사,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수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EDITORIAL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발행인·편집인 Publisher•Editor-in-chief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구자광 Jagwang Koo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편집디자인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김동규 Donggyu Kim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일러스트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김병용 ByeongYong Kim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교정 교열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박은성 Euns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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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법률
민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안민)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물 제작 등 저작인접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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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

이젠 전자잡지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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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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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잡지 주소
www.sdm.kr
위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쿠바다이버> 매거진의 모바일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1987년 11월 27일
인쇄·제본
전광인쇄정보 (주)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김수열, 김은종, 김진관, 민경호, 정현진

Imran Ahmad

정기구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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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월호 구입 안내)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72,000원

60,000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의 정기구독을

2년(12회)

120,000원

108,000원

원하는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10년(60회)

720,000원

500,000원
(사은품 증정)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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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과월호 요금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단, 일부 과월호는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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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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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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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월간 스쿠바다이버」는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2년 5년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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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신청

02 - 778 - 4981

www.scubamedia.co.kr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EDITOR’S COLUMN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첫 해외 다이빙
글 구자광 / 발행인

해외다이빙 여행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2년 6개월간의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이동이 제
한되어 자유롭지 못해 억눌렸던 수요자들이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 다투어 다이빙투어
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출국을 했다가 입국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2022년 9월 3일 0시부터 입국하기 전에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가 폐지되고, 입국 후 24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유지된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의 비용부담
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나지 않자 여행업계가 제기한 비용부담과 검사결과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다. 이런 조치로 심리적인 부담감이 사라지자 망설이던 수요층
들이 앞 다투어 예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다이빙 여행사들도 판데믹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다이빙 여행을 진행하기도 하고, 해외 다이
빙투어를 갈망하는 다이버들에게 새로운 다이빙 상품들을 기획하고 모객을 하고 있다. 유명
한 다이빙 지역은 적어도 2~3년 전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고도 한다. 침체되었던 다이빙
업계가 새로운 활기를 되찾으며 다이빙투어라는 수혈로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다.

본인도 지난 8월초에 판데믹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데라완제도로 리브어보드 다이빙 취
재를 다녀왔는데 일행들 모두 모처럼의 다이빙여행이라 그런지 유난히 더 환한 모습으로 다
이빙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절차도 코로나로 인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것이 있으니 여행하는 지역의 입국과 관련된 절차를 사전에 체크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
비해야 한다. 오랫동안 준비한 다이빙 여행이 준비가 소홀하거나 관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즐거움으로 가득차야 하는 여행을 우울하게 보낼 수 있으니 사전에 몇 가지는 반드
시 체크하고 여행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오랜만에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은 사전에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
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또한 다이빙 여행지에서도 약간의 몸이 어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니
반드시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각국이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다이빙을 여행하는 지역은 열악한 환경이 많으
니 지역의 풍토병이나 새로운 질병도 조심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상비약은 반드시 준비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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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W. Ishak

셋째, 해양생물에 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평온했던 바다가 다시금 다이
버들로 번잡스럽게 되면 해양생물들이 예민해진다. 해양생물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더 풍요로운 바다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진정한 다이버라면 그들이 사는 공간도 존중해
주고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며 다이빙을 했으면 한다.

넷째, 일각에서는 바다가 안식년을 거쳤으니 많이 건강해졌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
상 가보니 온난화로 인한 백화현상으로 산호가 많이 파괴되었고, 어딜 가나 육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들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흩어져 있었다. 다이버라면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나
해양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버들이 다이빙 여행을 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을 탈피하여 바다의 다양한 볼거리와
해양생물을 관찰하며 그들의 생태계와 삶의 방식을 배우며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드
는 하나의 과정이다. 바다속에 살고 있는 아주 미세한 해양생물이라도 하나의 생명체이며,
존재자체만으로도 다이버에게 기쁨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다시
또 시작된 다이버들의 행진을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도록 바다의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
껴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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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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월호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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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상

전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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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

김예찬, 이수학

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동상

양묘진, 윤상철, 윤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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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이승훈, 이정우, 이혜은, 전민석,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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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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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희
바라쿠다 무리
NIKON D850, f/18, 1/100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은상
Silver Prize
김예찬
숨이게
OLYMPUS TG-3,
f/4.9, 1/100

은상
Silver Prize
이수학
난파선
NIKON D850, f/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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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동상
Bronze Prize

동상
Bronze Prize

양묘진
만타레이와 다이버
SONY ILCE-6000, f/7.1, 1/100

윤현아
기생충이 붙은 고비
OLYMPUS TG-3, f/4.5, 1/250

동상
Bronze Prize
윤상철
산호초와 다이버
SONY ILCE-7RM3,
f/1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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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Ⅰ 입선부문

입선 김정인

입선 이승훈

입선 이정우

입선 전민석

입선 조아라

입선 이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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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작가 소개

Yunis posed for a shot with a huge hard coral formation in the deeper part of Gorontalo, Indonesia.
This is an area where the famous Salvador Dali corals are found.
Yunis는 인도네시아 고론탈로(Gorontalo)의 더 깊은 지역에서 거대한 경산호 모양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했다.
이곳은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 산호가 발견되는 지역이다.

Imran
Ahmad
Singapore

Imran Ahmad is one of Asia’s most celebrated and internationally

Imran Ahmad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수중

published underwater photographers. He has been capturing the

사진가 중 한 명이다. 그는 25년 넘게 파도의 아래위를 넘나들며 생명의 장엄

magnificence of life both below and above the waves for over 25 years. His

함을 포착해 왔다. 그의 작품은 National Geographic, Edition Fifty Fathoms,

work has been published in National Geographic, Edition Fifty Fathoms,

Straits Times 및 전 세계의 많은 주요 출판매체에 게재되었다.

Straits Times and many leading publications around the world.

그는 전문가로서 책임의 일환으로 Nikon, Blancpain, SEACAM, Mares 및

As part of his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mran has been the brand

Ocean Artist Society와 같은 주요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

ambassador for major brands such as Nikon, Blancpain, SEACAM, Mares,

부분의 시간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진촬영대회에서 심사와 강연을 하고,

and the Ocean Artist Society. He spends much of his time travelling

예술가로서의 자세를 지키고 출판매체에 수중사진을 홍보한다.

the globe judging photo competitions giving lectures, presentations

교육자로서 능력을 타고난 그는 사진으로 영감을 받은 경험들을 활동적으로

and promoting photography in all its aspects, both as an art form and

강연하고 있다. 타고난 열정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

documentation medium.

로 잘 알려져 있고, 자연과 관련된 사진은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감각으로 명

In his capacity as an educator, Imran Ahmad is a dynamic lecturer and

성을 얻었다. 대학이나 사설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도 자

speaker with experience in fast-paced and photographically inspired

주 초청되어 젊은 세대와 인생과 자연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다.

environments. He is well-known for his unique energetic style which

영국의 미들섹스대학교에서 영화제작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인

blends his natural passion with real world experiences, and has gained a

된 트레이너이기도 하다.

reputation for his practical and insightful approach to nature photography.
Imran is frequently invited to conduct workshops for universities, private

https://www.facebook.com/IMP.ESCAPEINC

agencies, as well as non-profit organisations, where he shares his passion

https://www.instagram.com/escapeincphotography

for life and nature with the younger generation.

Email: imp@escapeinc.com.sg

Imran graduated with a Bachelor of Arts in Film making from Middlesex
University, United Kingdom, and is also a Certified 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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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some would say that Manado is famous for its wall dives. There’s a place in the mountain, where you’ll find a mini cenotes.
With the right lens and mind, you can let your imagination run wild. Uluna, North Sulawesi
일부 사람들은 Manado가 월 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이라 한다. 산에 작은 세노테가 있는 곳이다.
올바른 시각과 정신으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울루나, 북술라웨시

Unexpected treasures, just before sunsets the blacktip sharks comes out to hunt and if your patience enough, they will come close to you.
예상하지 못한 보물, 해가 지기 직전에 블랙팁샤크가 사냥을 하러 나오니 잠시 기다리면 가까이 다가온다.

portfolio

Imran Ahmad

The Sleeping buddha… A place where the gods relax. Matahari Tulamben
잠자는 부처… 신들이 쉬는 곳. 마타하리 툴람벤

A panaromic images consisting of 6images to capture this very beautiful hanging reef on steroids. Maldives
6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파노라마 이미지로 매우 아름다운 매달린 산호초를 스테로이드에 담았다. 몰디브

Sharks are friends. Bahamas
상어들은 친구이다. 바하마

A delicat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sharks. Bahamas
남자와 상어의 미묘한 관계. 바하마

portfolio

Imran Ahmad

Electrifying, just staring into the water.
A relaxes your senses and entices you at the same time. Misool, Raja Ampat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의 감각을 이완시키고 동시에 당신을 유혹한다. 미술섬, 라자암팟

Bokehlicious: Early days of shooting Reverse Ring Macro in Anilao.
Had the honor of making this very tiny frogfish famous.
보케리셔스: 아닐라오에서 리버스 링 매크로 촬영 초기.
아주 작은 프로그피쉬를 유명하게 만드는 영예를 얻었다.

portfolio

Imran Ahmad

Yin and Yang of underwater photography.
Sometimes I see more than just a coral.
Alam Anda, Bali
수중사진의 음과 양.
때로는 산호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알람 안다, 발리

The hermit crab shot with the Reverse Ring Macro. The techniques changes the way we shoot macro.
Focusing on what needs to be in and out of focus and with a dash of creativity. Lembeh Strait.
리버스 링 매크로로 촬영한 소라게. 이 기술은 매크로 촬영 방식을 바꾼 것이다.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창의성이 필요하다. 렘베해협

수중사진 칼럼

역광이 그려내는 빛의 윤곽

실루엣 사진 촬영하기
실루엣(Silhouette)은 보통 밝은 배경 앞에 있는 피사체의 어두운 이미지를

실루엣 이미지는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진과는 조금

말한다. 실루엣 사진은 대조적인 밝은 장면 앞에서 피사체의 어두운 윤곽

다르다. 일반적인 사진을 촬영할 때 사진가는 대부분 조명을 조절하여 그

선을 보여준다. 피사체를 일부러 역광 상태에서 노출을 적게 주고 촬영하

림자를 더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실루엣 사진 촬영의 경

여 그 피사체의 형태만이 검게 나오게 한 사진이다.

우에는 그림자를 최대한 깊고 어둡게 만들어야 한다.

수중에서 실루엣 사진은 수면을 향해 쳐다보면 스넬 창(Snell’s Window)이

피사체의 뒤쪽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 피사체 주위에 빛의 윤곽이 생겨 마

보인다. 스넬 창에 피사체를 넣고 실루엣 촬영이 가능하다. 또 다른 장소는

치 피사체의 내부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강한 역광으

동굴이나 난파선 속에서 밖을 보면 밝은 창이 보인다. 이때 피사체를 창속

로 피사체가 새까만 실루엣이 되지 않도록 노출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한

에 넣고 실루엣 촬영이 가능하다. 대체로 수중은 수면 쪽이 밝은 곳이다.

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전면에서 스트로브로 부드러운 확산광을 비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보여주는 실루엣 촬영은 빛의 원리를 잘 알아

추고 비교적 광량이 적은 부분을 기준으로 노출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

야 구사할 수 있는 사진 기법이다. 상대적으로 밝은 역광의 배경 속에서 주

렇게 하면 밝은 배경부분은 노출과도가 되어 빛나는 분위기의 사진을 얻을

피사체를 노출부족으로 촬영하여 그 형태와 외곽의 선만을 표현하는 기법

수 있을 것이다.

을 말한다. 즉 피사체 표현의 디테일이나 질감은 표현되지 않고 그림자를

실루엣 촬영은 일반적인 촬영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역광으로 비치는 피사

찍은 듯한 사진이다.

체를 직접 찍어야 하기 때문에 빛이 강하게 비치는 배경에 노출을 측정하

실루엣 사진에서는 디테일이 많이 사라지고 조금 더 신비롭고 감성적으로

고 피사체를 촬영한다. 역광으로 인한 노출 차이를 응용한 것이다.

느껴진다. 실루엣 사진은 외곽선만으로 표현되니 형태가 강하고 모양이 뚜

역광이라고 무조건 실루엣이 잘 나오는 건 아니고 피사체가 빛의 면에 정

렷한 피사체가 좋다.

확하게 위치해야 실루엣이 잘 나온다. 밝은 면안에 피사체를 넣으면 깔끔

38 |

대체로 실루엣에는 전체 실루엣과 부분 실루엣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
체 실루엣은 피사체가 완전히 어둡고 밝은 광원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실루엣은 피사체의 형태와 선명하고 밝은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스
트로브는 반드시 끄고 촬영해야 한다. 부분 실루엣은 피사체의 한 면에 약
간의 빛이 있고 다른 한 면은 어두운 것을 말한다. 스트로브 빛이 멀리 가
지 않으니 먼 피사체는 어둡게 하고, 가까이 있는 피사체는 스트로브 빛으
로 밝게 하여 촬영하면 부분 실루엣이 만들어진다. 부분 실루엣은 약간의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부분 실루엣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 실루엣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실루엣 상황을 만든 다음 배경에 노출을
맞추거나, 혹은 더 어둡게 촬영하면 실루엣 사진이 나온다. 배경에 밝기를
살짝 맞추면서 조금 더 어두운 느낌으로 촬영하면 된다. 수동모드에서 배
경에 노출을 맞추거나 자동모드라면 노출보정을 –1, -2 혹은 스폿측광을
이용하면 된다.
실루엣 촬영을 구상할 때 먼저 사진에서 강조할 형태와 각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멀리 있는 실루엣과 피사체의 실루엣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촬영하는 게 좋다. 피사체의 최대한 많은 부분이 ‘빛의 면’ 속에 포함되도록
위치시킨다. 실루엣은 사물의 입체감을 없애고 평면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참고

실루엣(Silhouette)

실루엣 사진은 영어로 Shadowgraph라 불리우며 18세기 말에 극단적인
절약을 부르짖으며, 초상화도 검은색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재무상 실루엣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보정은 대비를 살짝 높이고, 채도만 살짝 올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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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사진 칼럼

디지털 사진의 후보정 기법 ①

크로핑(Cropping) 또는 트리밍(Trimming)
크로핑(Cropping) 또는 트리밍(Trimming)은 사진의 주제를 확대 및 강조
하기 위하여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자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촬영 직전
에 파인더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촬영된 원화를 포토샵과 같
은 사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작업은 현실을 이미
지화한 사진에서 찍으려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내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사진에서 불필요한 여백을 잘라 없애고 사진에
서 보여주려는 것을 확대 및 강조하는 것이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뷰파인더를 통해 촬영 대상을 살펴보며 구도를 잡는
다. 이때 몸을 움직여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절하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줌
렌즈를 이용해 초점거리를 다양하게 조절해 촬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촬
영할 때는 구도를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 지저분한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사진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배경의 일부를 잘라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로사진을
세로사진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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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중생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에는 원하는 구도로 사진

하지만 수중사진가라면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에는 완벽한 구도로 촬영하

을 촬영할 수 없어 빠르게 구도를 잡아 촬영한 다음에 크로핑하는 방법을

도록 노력해야 한다. 크로핑 작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자신의 감각

사용하기도 한다.

으로 훌륭한 구도를 설정해 신중하게 촬영을 해야 한다.

촬영된 사진에서 중심(주제)을 부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참고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인 앙리 까르띠에 브레

면 원본보다 더 훌륭한 사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 개의 사진 원판을

송(Henri Cartier Bresson, 1908~2004, 프랑스 사진작가)은 “사진가의 역

가로 또는 세로로 자르기도 하고, 주제가 되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할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끝이 난다.”고 했다. 보정으로 원본을 훼손하

각도로 사진을 잘라 여러 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시도가 때로는 작품

는 것은 사진을 죽이는 일로 간주했다. ‘포토샵’이 보편화된 현 시대에는

성 있는 사진으로 변화해 사진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진을 배우는 입장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
해 볼 문구이다.

불필요한 여백 잘라내기

디지털 사진의 후보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사진 후보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후보정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후보정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어쨌든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본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카메라는 똑같은 조건으로 찍어도 카메라 종류
마다 다르게 찍히고, 필름 카메라 시절에도 암실에서 작업하는 자체가
후보정이라 간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진을 원본 사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사진 후보정이란 촬영한 사진에 뷰파인더를 통해 처음 느
꼈던 분위기와 형상을 조금 더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고, 포토샵 기능이 향상되면서 촬영

빛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사진이라는 고유한 개념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 사진을 후보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듯하다. 사

범위에서 불필요한 것을 지우거나 특정한 색을 강조하여 사진을 좀 더

람이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카메라는 사진에서 빛과 색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사진 합성이나 왜곡은 사진 후보정

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에서 사실과 가깝게 표현하

영역이 아니고 미디어아트(Media Art) 또는 그래픽 아트(Graphic Art)

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후보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의 눈은 밝은

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을 촬영할 때 뷰파인더를 통해 본 내용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카메라는 밝은 부분에 초

과 너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점을 맞추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두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전

실제로 사진가들은 후보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체적으로 밝아지는 한계가 있다. 눈으로 보는 색상과 카메라를 통해

후보정이 필요 없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된다. 촬영

나오는 사진의 색상은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색온도가 잘 맞지 않으

하는 순간 최적의 빛의 세기와 구도,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 보다 더 신

면 특정한 색이 과장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중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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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목

(Salmoniformes)

연어목은 담수와 해수 모두에 살고 있으며, 송어, 연어, 열목어 등이 포함
되는 1,000여 종의 매우 다양한 물고기 무리이다. 연어목 하위속으로 연어

연어

속(Oncorhynchus) 14종, 열목어속(Brachymystax) 3종, 송어속(Salmo) 29

연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다. 몸길이는 70㎝ 정도이고,

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몸은 원통형이며 머리는 원추형이다. 체형은 송어와 비슷하나 몸의 폭이

연어목어류는 일반적으로 작아서 길이가 15㎝ 정도이나 가장 큰 종은 2m

약간 좁다. 몸의 색상은 등쪽이 흑청색이고 배쪽이 은백색이다. 등지느러

정도에 이른다. 연어목의 송어류와 연어류 같은 포식성 어종들은 재빨리

미 뒤에 기름지느러미가 있고 바다에 서식할 때는 은백색을 띠고 있다. 부

헤엄치고 돌진할 수 있도록 적응되어 있다. 이들은 몸이 가늘며 끝으로 갈

화 후에는 수서곤충들을 먹고 바다로 나가면 갑각류 어류, 두족류 등을 먹

수록 가늘어지고, 꼬리는 크며 추진기관과 키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는다. 산란기는 10~11월이며 태어난 하천으로 올라와 하천바닥을 파고 알
을 낳고 죽는다. 산란기의 연어는 혼인색인 구름 모양의 홍색 반문이 생기

참고

귀소성

고, 수컷은 주둥이도 돌출한다. 우리나라 동해 이북의 연안 및 주로 강릉

연어목의 송어류와 연어류의 행동적 특징은 이들의 귀소 본능이다. 이

이북의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서식한다. 일본 북부, 오호츠크 해, 알래스

들은 냇물에 산란을 하며, 부화하면 무리를 지어 바다로 수천㎞를 이

카 등에도 분포한다.

동한 후에 거기서 일반적으로 1~3년간 머무르며 자란다. 그 뒤 이들
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에 의해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
아가는 길을 찾는다. 이들은 귀소성이 특출하여 어떤 때에는 3m 이상
되는 폭포를 뛰어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위험 끝에 생존
한 것은 정확하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산란하여 새로운 세
대를 탄생시킨다.

학명: Oncorhynchus keta
영명: Salmon
한글명: 연어

42 |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열목어
열목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눈에 열이 많다고 해서
‘열목이’ 혹은 또 다른 이름인 ‘열목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다. 크기는
약 20~40cm 정도이다. 몸은 가늘고 긴 편이며 옆으로 납작하다. 체색은
황갈색 바탕에 등쪽은 암청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에 가깝다. 배지느러미
가 있는 복부를 제외하고는 몸의 측면과 등쪽에 작은 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열목어는 봄에 산란을 위하여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여름에는 차가운 수
온을 찾아다니다가 늦가을이 되면 하류로 내려와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다시 상류로 올라온다. 물이 아주 맑으며 수온이 약 20℃ 이하인 상류지역
에서 작은 물고기, 곤충 및 작은 동물 등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3~4월이
학명: Oncorhynchus masou
영명: Trout
한글명: 송어

며 수온이 약 5~6℃가 되면 유속이 완만한 여울과 소(沼)의 중간부분에서
자갈을 파고 산란을 한 다음 묻어서 보호한다. 어린 새끼들은 유속이 완만
한 곳의 가장자리에서 떼를 지어 유영생활을 한다.
그리고 산란장으로 쓰일 수 있는 장소 즉, 물이 느리게 흐르고 자갈이 깔

송어
송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하천과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이다. 크기는
40~50cm 정도가 가장 흔하며, 60cm 이상인 개체도 있다. 송어는 연어
및 곤들매기와 가까운 관계다. '송어'라는 이름은 마치 송어의 살결이 소나
무의 결을 닮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몸은 연어와 비슷하나 연어보다
둥글고 작으며 약간 납작한 편이다. 비늘은 작고, 주둥이는 연어보다 둔하
다. 등쪽은 짙은 청색이고, 약간의 작은 흑색 점이 흩어져 있으며, 몸의 양
옆은 은백색이다.

려 있는 곳이라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칡소폭포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열목어는 환경오염과 지구의 기온 변화로 인하여 그 서식지
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희귀종이다. 국내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
동강, 한강, 낙동강 상류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만주와 시베리
아에도 분포한다.
열목어의 서식지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제73호, 제74호)로 지정되어 있
고, 환경부 야생동식물로도 보호되고 있다. 낙동강과 정선군 고한읍의 서
식지가 각각 천연기념물 제74호와 제73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의
개체는 현재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

번식기에는 수컷은 주둥이가 연장되고 몸 측면에 복숭아색의 불규칙한 무
늬가 나타난다. 어렸을 때는 몸의 양옆에 10개 내외의 크고 둥근 흑색 반문
이 있는데 바다로 내려갈 때가 되면 이 반문은 모두 없어진다. 그러나 어린
송어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하천에 남아 있게 된 육봉형 또는 하천잔류
형의 경우에는 몸의 양옆에 있는 반문이 일생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동해에서 사할린, 오호츠크 해까지 회유하며, 새우류와 작은 물고
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는 9~10월이며, 7~9월 사이에 비가 와서 강
물이 불어나면 강물을 거슬러 산란기까지 깊은 곳에서 기다린다. 암컷이
여울의 자갈을 꼬리지느러미로 파낸 다음 수컷과 함께 산란과 방정이 이
루어지며, 알은 바로 묻어서 보호한다.
한국의 동해와 동해로 흐르는 일부 하천에 분포하며, 북한, 일본, 사할린,
연해주 등지에도 분포한다.
대부분 송어는 강이나 호수 같은 민물에서 살지만, 일부 송어는 바다에서
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지개 송어는 일생을 민물에서 살기도 하고, 아
니면 강에서 태어나 자란 후 바다에서 2~3년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다시
강으로 오기도 한다. 이런 회유성(강해형) 송어에는 무지개송어(Rainbow
Trout, Steelhead)가 있고, 바다에 다녀오지 않아 어릴 때의 체색이 남은
하천잔류형(육봉형) 송어에는 산천어(Masou salmon, Cherry salmon)가
있다.

학명: Brachymystax lenok
영명: Manchurian trout
한글명: 열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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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부레 (Swim bladder, Air bladder)
부레는 경골어류의 몸속에 위치한 공기주머니로서 어류가 물속에서 상하로

때는 공기를 분비해 부레를 부풀리고, 가라앉고 싶을 때는 뒷부분에서 공기를

이동하는 데 쓰이는 부력 기관이다.

흡수하여 부레의 부피를 줄인다. 이러한 혈관망의 작용으로 물고기는 바다 속

어류의 부레는 체강 내에 있으며, 소화관이 바깥쪽으로 돌출하여 생긴 기관

에서 자유자재로 정교하게 위아래로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다. 주로 산소와 같은 가스가 들어 있으며 부력조절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이 외에도 부레는 평형감각, 청각에도 관련이 있으며 소리를 내는 기관으

어류가 떠오르거나 가라앉지 않고 일정한 깊이에 머물 수 있게 한다.

로 사용되기도 한다. 연골어류 중에서 상어는 부레를 가지지 않는 대신 몸의

부레는 앞과 뒤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되도록 중간이 잘록하게 된 풍선 모

25%를 차지하는 간을 가진다. 간은 지방질로 이루어져 물보다 비중이 작기

양으로 되어 있다. 앞부분에는 동맥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망을 이루고 있

때문에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외에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으며, 산소를 저장하고 분비하는 괴상한 혈관망이 있어서 물고기가 뜨고자 할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물속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부레의 메커니즘

부레가 없는 물고기

수중에서 수압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증가한다. 밀도는 수압에 비례하므

먹장어, 칠성장어 등과 같은 무악류와 상어, 가오리 등과 같은 연골어류는

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의 밀도는 더 커진다. 만약 어떤 물체를 어떤 유

부레가 없다.

체에 떨어뜨린다면 물체의 중력과 유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인 부력의 작
용에 의해 물체가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한다. 그런데 부력은 유체의 밀
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어류는 깊은 물속에서 더 큰 부력을 받는다. 이러한

참고
어떤 종의 경우는 가스 대신 기름이 차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귀
와 연락되어 청각이나 평형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한 예로 잉어

메커니즘에 의해 물속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물고기는 부레 속의 공

류에서 볼 수 있는 베버기관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소리를 내는 역할도

기를 빼내어 물고기의 비중을 크게 한다. 그러면 물고기의 무게(중력)가 증

하는데 이때는 부레가 직접 소리를 내는 기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공

가하므로 깊은 곳의 부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물속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명실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원시어류 중에는 부레

하는 물고기 역시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부레 속에 공기를 채워 비중을 작

가 부침조절기관 대신 허파나 호흡보조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게 해서 부력이 약한 곳, 즉 상대적으로 얕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머
니 속의 가스는 산소와 질소,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인데 혼합비는 공기와
다르고 또 종류나 서식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담수에 사는 어류의 경우에

경골어류 : 부레가 있다

는 산소의 비율이 적으나 해수에 서식하는 어류는 깊은 곳에 살수록 더 높
은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 방출한다.
경골어류의 부레에는 앞쪽에 괴망이 있어 산소를 분비하여 공기를 만들

산소분비부

고, 뒤쪽에서는 산소를 흡수하여 공기를 줄인다.

괴망

연골어류 : 부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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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흡입부

다이버가 알아야 할

수중생태이야기

경골어류

연골어류

2022 September/October | 45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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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ao Island
Bicol Region In Philippines

필리핀 비콜지역

티카오섬 다이빙
글/사진 구자광

이 기사는 <필리핀 관광부>가 실시한
팸투어에 초청받아 취재된 내용입니다.

This article was reported at the invitation of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
for a Fam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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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콜 지역의 타카오섬
필리핀 여행 정보

필리핀의 비콜 지방(Bicol Region)은 루손섬 남동부에 있는 지방으로 중
심 도시는 레가스피 (Legazpi)이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원뿔형 화산
으로 불리는 높이가 2,462m인 마욘화산(Mayon)이 있다. 티카오섬(Ticao
Is.)은 비콜 지방(Bicol Region)의 마스바테주(Province of Masbate)에 속
하는 작은 섬이다. 비콜 지방은 동쪽으로는 필리핀 해, 서쪽으로는 시부
얀 해, 남쪽으로는 비사얀 해와 접한다.

시차 : 1시간차(예, 한국 11시, 필리핀 10시)
통화 : 페소(Peso)
언어 : 영어
비자 :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필
리핀 이민법상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 없
이 입국(체류기간 30일)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단위의 연
장이 가능하다. 단,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
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기후 :	필리핀 건기는 12월에서 4월까지이다.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필리핀 여행의 최적기이다. 우기는 대략
5월부터 11월까지 긴 편이지만, 동남아 지역 특성상 필리핀
의 우기는 한국의 장마 기간과는 많이 다르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기본이며, 짧게 1~2시간 소나기가 오는 수준이라
여행하기에 별 부담이 없다.

전기 : 100/110/120V
콘센트 2구

48 |본 마욘화산(Mayon)
하늘에서

전기/전압 110V

티카오섬으로 가는 방법
티카오섬에 가려면 마닐라국제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레가스피에 있
는 비콜국제공항 또는 마스바테섬에 있는 마스바테공항을 통해 갈 수
있다.
① 레가스피의 비콜국제공항에서 부란항(Bulan Port)으로 자동차로 약
3시간 이동한 후에 부란항에서 다시 보트(정기운항선 페리)를 타고 1시
간 30분정도 가면 티카오섬(San Jacinto)에 도착한다. San Jacinto항에
서 리조트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비콜국제공항 / 레가스피

② 마스바테공항에서 마스바테항(Masbate Port)까지 트라이시클로 20

마스바테공항

분 정도 이동한 후에 마스바테항에서 다시 보트(정기운항선 페리)로 40
분 정도 이동하면 티카오섬(Lagundi)에 도착한다. Lagundi항에서 리조
트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마닐라

국내선 (80분)

바탕가스

비콜국제공항
(레가스피)

민도루섬

국내선 (80분)
자동차 (3시간)
부란항

라군디항
마스바테공항

선박 (90분)
산야신토항

선박 (40분)

보라카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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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오섬의 다이빙 환경

티카오섬 다이빙은 크게 3지역으로 나뉜다. 첫째로 티카오섬 동쪽에는 만
타레이를 비롯하여 환도상어, 망치상어, 타이거샤크 등과 같은 대형 물
고기를 볼 수 있는 만타 바울 쇼울이 있고, 둘째로 티카오섬 북쪽 지역에

돈솔 고래상어 스노클링

는 보트로 약 45분 걸리는 작은 섬들이 있다. 이 섬들 중에 산미구엘(San
Miguel)과 우독(Udoc)이라는 두 섬 주변에는 월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산호초와 마크로 생물로 유명하다. 셋째로 Ticao Island Resort
에서 5~15분 거리에 있는 탁투간 베이(Tacdugan Bay)의 산호초에서는
마크로 생물들이 많다. 이곳은 체크 다이빙이나 야간 다이빙에 좋은 다이
빙 장소이다.

노스 티카오

다이빙 성수기

탁두간베이

타카오섬에서 좋은 날씨와 잔잔한 바다의 최고의 다이빙 조건을 원하면

만타바울쇼울

3월에서 5월까지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11월에서 2월까지 방문하는 것
은 바다가 조금 거칠지만 고래상어(Whale Sharks)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이다. 만타레이(Manta Rays)는 년중 볼 수 있지만 환도상어

다이빙 방법

(Thresher Sharks)는 7월에서 10월까지만 볼 수 있다

티카오섬은 한국인 리조트는 없고, 오직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다이빙리
조트 하나만 있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리브어보드도

타카오섬의 계절별 마린 라이프
시기
11~1월

2월

3~6월

7~10월

기후

수중생물

우기, 비가 많고

Manta Rays &

바람이 세다

Whale Sharks

봄, 우기에서

Manta Rays &

건기로 가는 변환기

Whale Sharks

여름

맑고 가끔 비

Manta Rays &
Whale Sharks
Manta Rays &
Thresher Sharks

수온

기온

26–28℃

27–29℃

있다.

① 다이빙 리조트 이용
•Ticao Island Resort http://www.ticao-island-resort.com/

26–28℃

27–29℃

이 리조트는 탁두간베이 안쪽에 위치한 티카오섬의 유일한 다이빙리조
트이고, 다이빙센터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다이버는 리조트에서 머물

28–30℃ 28–32℃

면서 방카보트를 이용하여 데이트립으로 다이빙을 한다. 이곳은 특이하
게도 픽업 비용을 1인당으로 받고 있으며, 5+1 FOC를 적용한다.

28–30℃ 28–30℃

② 리브어보드 이용
•Solitude One호
이곳은 부정기적으로
리브어보드가 운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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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돈솔(Donsol)은 비콜 지방의 솔소곤주(Province of Sorsogon)

돈솔의
고래상어
스노클링

에 속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솔소곤의 알바이만(Albay Bay)에서는 돈솔 부탄딩(Donsol
Butanding)이라는 고래상어 스노클링을 체험할 수 있다. 돈솔 마을 앞바다에 계절에 따라 고래
상어가 좋아하는 플랑크톤이 많다고 한다. 이 플랑크톤이 12월 말부터 1월 정도에 많아져서 5
월이 가까워지면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고래상어 시즌을 보통 12월에서 5월 사이까지로 본
다. 하지만 이 6개월 내내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고래상어를 볼 확률이
높은 성수기는 2월부터 4월까지(3개월)이다.

2022 September/October | 51

3

티카오 지역의 다이빙사이트

만타 바울 쇼울 (Manta Bowl Shoal)
필리핀 세부섬의 바로 북쪽에 마스바테(Masbate)섬이 있고, 마스바테

만타바울은 수심이 14~29m 정도이고, 약 70,000~80,000㎡ 넓이로

섬 북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 티카오섬(Ticao Island)이다. 티카오섬 인근

남북으로 약 400m, 동서로 약 300m 정도의 타원형으로 된 평지를 이

에는 만타레이를 항상 볼 수 있는 만타 바울 쇼울(Manta Bowl Shoal)이

루는 수중 아톨이다. 이곳에는 7개의 다이빙사이트가 있는데, 수심이 얕

있다.

은 곳에는 경산호와 연산호가 덮여 있으며, 깊은 곳에서는 돌, 모래 및

만타바울은 솔소곤(Sorsogon) 지방과 마스바테 지방의 티카오섬의 경

산호 잔해가 더 많이 보인다.

계에 좁은 수로인 Ticao Pass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흐르고 있는

이곳에는 만타레이 클리닝스테이선(Manta ray Cleaning Station)이 있어

Ticao Pass와 Burias Pass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일정한 해류로 유명

 년 내내 볼 수 있다. 그러나 환도상어는 11월에서 시작하
만타레이를 일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Ticao Pass의 해류는 만타레이, 고래상어, 환도

여 6월까지만 볼 수 있고,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는 계절은 11월에서 6월

상어, 헤머헤드샤크, 타이거샤크 등과 같은 다른 원양성 어류의 길목이

까지이다.

된다. 계절에 따라 이러한 대형 어류들을 볼 수 있다.

Entry

Exit

West
Tuna Alley

Manta Low
Tamis Rock

Shark Apartment
R.A.C. Point

Runway
Manta High

South

North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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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 Point
만타바울 지역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이트이다. 다이버가 조류로부터
숨어서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많은 바위, 능선 및 짧은 월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심 14~16m에서 만타바울의 가장 얕은 부분으로 만타레이
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고래상어가 지나가기도 한다. R.A.C. Point라는
명칭은 이 지역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인 Rico A.
Calleja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자료에는 이곳을 ‘Rock
Point’라고 쓰여 있는데 잘못된 이름이다.

Tuna Alley
이곳은 만타바울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은 18m이다. 점진적으
로 25m 아래로 이어지는 선반(Ledges)이 있다. 돌과 경산호가 이 지역
을 덮고 있다. Skip Jack Tunas(Oceanic Bonito)의 거대한 무리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무리가 지나가면 고래상어를 볼 확률이 높다.

Manta High
만타바울의 동쪽에 위치하고, 평균 수심이 20m, 최대 수심은 25m이다.
경산호와 연산호가 전체를 덮고 있어 많은 산호초 물고기들이 어우러져
있다. 수심이 깊은 부분은 주로 산호와 바위와 모래가 섞여있다. 이곳에
는 만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이 있어 만타레이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

Manta Low
이곳은 만타바울의 서쪽 부분에 있으며, Manta High 환경과 비슷하다.

Shark Apartment
Shark Apartments는 R.A.C. Point 뒤에 있다. 거대한 바위와 산호 머리
아래에서 블랙팁샤크나 화이트팁샤크를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경산호
와 연산호로 덮여 있고, 리프피쉬의 무리가 있어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수심은 18-20m이다.

Tamis Rock
만타레이와 환도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클리닝스테이션으로 가파른 모래
사면 근처에 위치한 느슨한 모래 잔해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 종류의 리
프피쉬가 서식하는 암석과 경산호로 되어 있다.

Runway
이곳은 Manta High와 Manta Low 사이의 만타바울 북쪽에 위치하고 있
다. 부드러운 모래와 잔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파른 모래 사면 근처에
있다. 이곳에서는 만타레이가 하강하여 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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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티카오 (North Ticao)
티카오섬(Ticao)의 북쪽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산미
구엘섬(San Miguel)과 우독섬(Udoc) 주변에 좋은 17개의 다이빙사이트
가 위치하고 있다. Mababoy섬과 산미구엘섬 사이에는 Lapus Lapus라
는 작은 바위섬도 다이빙이 가능하다. 산미구엘섬은 Haleya 국립공원으
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리조트에서 방카보트로 약 45분 정도 걸린다. 이곳은 비성수
기에는 서풍이 강하게 불어 서쪽에 위치한 사이트는 파도가 높아 다이
빙이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미구엘섬

이곳에 위치한 각각의 다이빙사이트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
반적으로는 월다이빙을 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산호로 덮여 있고 매크로
생물이 많다. 우독섬은 수면에서 5~10m 떨어진 난간으로 둘러싸인 암
석으로 된 섬이다. 주로 월, 그리고 완만한 슬로프와 점차 가파른 슬로
프가 섞여 있다. 다이버는 최대 수심 3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Bobby’s Wall
Abes Hole
GL’s Garden
Classroom
Tres Marias
Hole In The Wall

Nell’s Reef

Bicol Express

Abelinos
Udoc Wall
Salad Bar

Cagp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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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s Hole / San Miguel섬
안쪽에서 동쪽을 향했을 때 거대한 구멍이나 캐번이 오른쪽 구석에 있
다. 반쪽은 잠겨있고 많은 박쥐와 칼새(Swiftlet) 집이 있는 나머지 반쪽
은 수면 위에 있다. 코브의 반대편 근처에는 Bobby’s wall이 있다. 모래
사면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면 바위 구조물로 되어 있고, 물고기와 산호
로 가득 찬 월을 만나게 된다.

Nell’s Reef (Lapus Lapus East) / Lapus lapus섬
섬의 동쪽은 바위 형태, 선반 및 바위로 된 가파른 슬로프가 특징이다.
이것은 조류로 인해 매우 다채로운 곳이다.

Hole In The Wall (Lapus West) / Lapus lapus섬
입수 지점의 바닥은 5~8m이고 바위와 산재된 암석으로 이루어진 선반
이 있다. 드롭오프 직전에 선반과 짧은 월이 있다. 드롭오프에는 다양한
해양생물로 덮여 있다. 각종 누디브랜치들이 많다.

Bobby’s Wall / San Miguel섬
산미구엘섬 북쪽의 멋진 다이빙사이트로 모래 사면, 선반, 산호초 벽, 가
파른 경사, 암벽 및 동굴과 돌출이 있는 깎아지른 월이 섞여 있다. 프로
그피쉬, 해마, 콜맨쉬림프(Coleman shrimp), 거미게(Spider crab), 벤디

Bicol Express / Lapus lapus섬
난간, 가파른 바위로 된 슬로프 및 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 모양, 색
상 등이 다양한 산호초와 산호초 물고기로 가득 차 있다.

드 파이프피쉬(Banded pipe-fish), 각종 누디브랜치 등의 희귀하고 특이
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

Udoc Wall / Udoc섬
입수 지점은 5m 수심의 선반으로 하얀 모래이다. 가파른 경사면과 월을

GL’s Garden / San Miguel섬
산미구엘섬의 남쪽에 위치하며, 입수 지점은 Halea라고 불리는 코브 내

따라 흩어진 바위가 있는 월이다. 리프피쉬들이 어우러진 연산호 정원이
다.

부에 있다. 경사진 모래밭, 선반 모양의 돌, 작은 월로 이루어져 있고, 연
산호, 경산호로 덮여 있다.

Abelinos / Udoc섬
우독섬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입수 지점은 아름다운 암석 지형과 월이

Tres Marias / San Miguel섬

있는 5m 높이의 산등성이이며, 주로 산호초로 되어 있다.

산미구엘섬의 남쪽 끝에 위치하며, 드롭오프 근처에 있는 3개의 커다란
바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가파른 바위로 된 슬로프, 모래 사면,

Salad Bar / Udoc섬

선반과 자갈 슬로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강한 조류 때문에 산호

우독섬 남서쪽에 위치한다. 일 년 중에 특정한 달에 사이트의 하단은 해

가 무성하다. 연산호와 경산호가 덮여 있다.

조류로 덮여 있다. 평범하지 않은 동물들을 바위와 잔해에서 볼 수 있다.

Classroom / San Miguel섬

Kaon Cove / Ticao섬

산미구엘섬 서쪽에 위치하며, 모든 레벨의 다이버들에게 이상적인 사이

이곳은 모래 사면이 해변에서 시작하여 채널에 대해 매우 가파르게 내려

트이다. 비치다이빙을 위한 작은 해변이 있다. 해변에서 20m 너비의 난

간다. 바닥에서 장어, 고비, 베도라치, 프로그피쉬, 각종 누디브랜치 등을

간이 있다. 다이빙사이트는 월과 가파른 슬로프가 특징이다. 대부분이

발견할 수 있다. 다이버는 얕은 곳에서 시작하여 15m까지 내려갈 수 있

산호로 덮여 있고, 푸질리어, 스내퍼, 레인보우런너(Rainbow Runners)

으며, 최대 3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모래로 된 슬로프는 계속해서 채널

등의 무리는 월을 따라 유영하고 있다.

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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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두간 베이(Tacdugan Bay)
티카오 아일랜드 리조트 바로 앞에는 탁두간 베이(Tacdugan Bay)가 있
다. 이곳은 3개의 다이빙사이트로 구분되고, 티카오 아일랜드 리조트
에 머무는 다이버가 다이빙하기에 좋다. 위치가 리조트에서 보트로는 약
5~15분 정도 걸리므로 비치다이빙을 하기에는 너무 멀다. 전체적으로
암석과 모래나 진흙으로 된 바닥으로 주로 마크로 생물을 보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체크 다이빙이나 나이트 다이빙을 하는 곳이다.

리조트에서 바라본 탁두간베이

Pasil Reef
Bariw

티카오 아일랜드 리조트

Ulans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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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ns Rock
티카오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암석과 모래바닥으로 되
어 있고, 상단은 연산호와 부채산호로 덮여 있다. 암반 지역은 수심
14m 정도이다. Sweet-lips, Banner-fish, Trumpet-fish, Fusilier, Sea
cucumber, Sea slugs 등이 많다.

Bariw
Tacdugan Cove의 오른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산호초와 하얀 모래바
닥은 수심 14m 정도가 된다. 이곳에는 Frog-fish, Leaf-fish, Octopus,
Bob-tail squid, 각종 Nudibranch 등을 볼 수 있다.

Pasil Reef
티카오 아일랜드 리조트 앞에 위치하며, 흰 모래바닥과 경산호와 연산
호로 덮여 있다. 얕은 암벽의 나머지 부분은 주로 바위 같은 모래와 잔
해이다. 평균 수심은 14m이다. Parrot-fish, Banner-fish, Damsel-fish,
Angel-fish, Sea Cucumber, Sea Slugs 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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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Derawan Island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데라완제도 다이빙
글, 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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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말레이시아

데라완제도

인도네시아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이곳은 260여종의 산호들과 놀라운 거대거북, 돌고래, 만타레이, 듀공, 바라쿠다, 흉
상어, 수염상어, 독이 없는 해파리, 그리고 종종 고래와 같은 대형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상알라키섬은 세계적으로도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일대에서 모여든 엄청
난 수의 바다거북은 곱디고운 이곳의 흰 모래에 구멍을 파고 알을 묻는다. 매일 바다거북과 함께 유영
을 하거나 그들이 모래에 알을 낳은 장면까지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카카반섬은 안쪽에 염수호가 있다. 이 호수에 서식하는 해파리는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며 차츰 독이
없는 형태로 진화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팔라우와 카카반섬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2022 September/October | 63

1

데라완제도(Derawan Islands)
인도네시아 여행 정보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
부 연안의 동-칼리만탄(East-kalimantan)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31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라완섬, 마라투아섬, 카카

시차 : 우리나라와 자카르타는 2시간, 데라완제도의 시차는 1시간

반섬 및 상알라키섬 등의 주요 섬들이 모래 해변과 함께 크고 작은 산호섬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오후 2시면 데라완제도는 오

들로 형성한다.

후 3시가 된다.

비자 :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은 30일간 무비자이다.

데라완제도 주요 다이빙지역

전기 : 100v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기

데라완(Derawan)섬

위한 11자형 플러그가 필요하다.

마라투아(Maratua)섬

전기/전압 110V

카카반(Kakaban)섬
상알라키(Sangalaki)섬

Mabul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Kapalay
따와우

셈포르나

Sipadan

시파단
타라칸

인도네시아

베라우

데라완제도

Derawan

Maratua

깔리만탄

Kakaban

Sangalaki
발릭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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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라완제도로 가는 방법
① 탄중바투항에서 승선
- 인천공항 - 자카르타공항 - (2) - 발릭파판공항 - (1) - 베라우공항 - (2)
- 탄중바투항
- 인천에서 자카르타(또는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발릭파판공항
(Balikpapan)으로 간다. 발릭파판공항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베라우
(Berau) 칼리마라우공항(Kalimarau)으로 간다. 칼리마라우공항에서는 탄중
바투(Tanjung Batu)에 위치한 부두까지는 자동차로 약 2.5시간 정도가 소
요된다.

발리파판공항

② 타라칸항에서 승선
- 인천공항 - 싱가포르공항 - 타라칸공항 - 타라칸항
- 인천공항 - 자카르타공항 - (3시간) - 타라칸공항 - (30분) - 타라칸항
- 자카르타(또는 발리 또는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타라칸공항(Tarakan)으
로 간다. 타라칸공항은 인도네시아 북-칼리만탄의 타라칸섬에 있는 공항이
다. 타라칸공항에서 타라칸항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베라우의 칼리마라우공항(Kalimarau)

인천공항

PHILIPPINES
1
6시간

MALAYSIA

3시간

2

타라칸
베라우

싱가포르

3

국내선 1시간
국내선 3시간

7시간

발릭파판
국내선 2시간

INDONESIA
마카사르

자카르타
1 인천 - 싱가포르 - 타라칸
2 인천 - 자카르타 - 타라칸

발리(덴파사르)

3 인천 - 자카르타 - 발릭파판 - 베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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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라완제도의 다이빙 환경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

다이빙 방법

부 연안(동칼리만탄(Kalimantan East)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이지역의 다이빙 방법은 리브어보드를 이용하거나 다이빙리조트를 이용할

데라완, 마라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수 있다.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지역은 자바 북쪽과 술라웨시 서쪽에 위치한 보르

① 다이빙 리조트 이용

네오 대륙의 일부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다이빙 지역인 시파단섬

다이빙리조트를 이용하려면 베라우의 칼리마라우(Kalimarau)공항이나 타라

(Sipadan)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산호 삼각지대(Coral Triangle)의

칸공항으로 가야 한다. 베라우의 칼리마라우(Kalimarau)공항에서는 자동차

일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로 탄중바투항까지 약 2시간 이동한 다음 쾌속정을 타고 데라완섬까지 약

데라완제도는 광대하고 다양한 산호초 다이빙, 월다이빙, 동굴 다이빙을 할

45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타라칸공항에서는 타라칸항까지 30분 이동한

수 있고, 다양한 상어류와 가오류, 만타레이, 고래상어 및 매크로 생물들을

다음 쾌속정을 타고 데라완섬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이동해야 한다.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바라쿠다의 큰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바다거북 산란지가 있어 바다거북들과 함께 다

•DERAWAN DIVE LODGE http://www.derawandivelodge.com/

이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독이 없는 해파리가 살고 있는 젤리피
쉬 레이크가 있다.

DERAWAN
MARATUA ATOLL
KAKABAN

② 리브어보드 이용
데라완제도의 리브어보드는 사전에 약속된 타라칸공항이나 베라우공항으
로 가면 된다. 공항에서 리브어보드까지는 리브어보드회사에서 픽업 서비
스를 한다.

SANGALAKI

•New White Manta호 http://www.whitemanta.com/

다이빙 성수기
데라완제도는 기온은 21~32℃이고, 수온은 28~30℃이다. 다이빙은 1년
내내 가능하다. 최상의 다이빙 조건은 4~11월까지로 특히 5~9월이 최적
기이다. 우기철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불안정한 기후조건과 상대적으로 짧
아지는 가시거리가 단점이다. 가시성은 계절별로 차이가 나며, 최저 3m, 평
균 약 20m, 최대 30m이다. 육지에서 가까운 섬일수록 일반적으로 가시성
이 낮고, 반대로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가시성은 좋아진다. 육지에서 가까운
데라완섬은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 상알라키섬은 해안에서 조금 더 멀리 떨
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으며, 카카반섬과 마라투아섬은 육지에서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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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a Ampat Aggressor호 https://www.aggressor.com/

바간
고래상어
다이빙

바간(Bagans)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어업 플랫폼을 사용하여 현지 어부들은 한 번에 수백, 때
로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다. 고밀도의 어류와 어유는 플랑크톤과 물고기를 끌어
들이고, 플랑크톤은 차례로 고래상어(Whale sharks)를 끌어들인다. 고래상어가 바간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도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래상어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모여든다. 고래
상어 관광을 할 수 있는 바간은 데라완섬의 리조트에서 쾌속정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그러나
바간은 떠 있는 플랫폼이므로 때때로 물고기를 따라 이동한다. 남풍이 부는 6월 중순에서 9월 중
순에는 바간과 고래상어가 약 10km인 탈리사얀(Talisayan)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
곳은 데라완섬에서 배로 2시간 거리이다. 바간 아래에서 하는 고래상어 다이빙은 인도네시아 서파푸아(Papua West) 지역의 첸데라와시베(Cenderawashih Bay), 트리톤베이(Triton Bay)에서도
하고 있다.

참고
바간(Bagan, Traditional Fishing Structure)
바간(Bagan) 또는 바강(Bagang)은 인도네시아가 원
산지로 가벼운 낚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물과 조명
을 사용하는 낚시 도구(리프트 네트)이다. 바간은 물
고기, 오징어, 새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떠서 며칠 또
는 몇 달 동안 바다에 머문다. 잡은 물고기는 다른 보
트를 사용하여 육지로 운송된다. 바간은 그물, 판잣집
(직물 또는 나무 재료로 만들어지며, 바간에서는 물고
기를 밤에만 잡는다. 특히 어두운 날에는 조명을 사
용하기도 한다.

Michael W. Is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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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라완제도의 다이빙사이트

데라완섬(Derawan Is.)

데라완섬은 탄중바투 부두에서 보트로 1시간 정도의 거리, 타라칸 부두에
서 보트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이 섬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부드럽고 하얀 백사장, 맑고 푸른 바
다, 그리고 수심 5m 에는 산호초까지 아름다워 그야말로 멋진 자연경관
을 자랑한다. 게다가 산호초 속에는 460여 종의 해양생물들이 사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다. 육지에서 가까워 가시성은 그리 좋지 않다. 이곳의 주
요 다이빙은 얕은 5m의 부두의 제티 근처에서 마크로 생물을 보는 것이
다. 씨드래곤(Sea Dragons), 고스트파이프피쉬(Ghost Pipefish), 프로그피
쉬(Frogfish), 불루링옥토퍼스(Blue Ring Octopus), 할리퀸쉬림프(Harlequin
Shrimp), 타이거쉬림프(Tiger Shrimp), 리본일(Ribbon Eel), 죠피쉬(Jaw
Fish), 누디브랜치(Nudibranchs) 등과 같은 매크로 생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희귀종인 사토미피그미해마(Satomi Pigmy Seahorse)가 발견
된 곳이기도 하다.
Sea Garden 사이트는 수심이 10m 정도 되는 리프이고, Blue Trigger Wall
사이트는 트리거피쉬(Tooth Triggerfish)가 서식하고 있다.

Sea Garden

Ligh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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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Trigge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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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알라키섬

상알라키섬(Sangalaki Is.)
Manta Cleaning Station

데라완섬에서 보트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사장으로 둘러싸인 상알라키섬이 있다. 이 섬에는 다이빙리조트

Manta Parade

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폐업을 했다. 현재 바다거북 보존센터만 있다.
이 섬은 얕은 환초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경산호와 연산호가

Manta Avenue

Manta Tun

Eel Ridge

서식하고 있어 크고 작은 해양생물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다이빙사
이트는 다양한 크기와 모래바닥으로 된 일련의 능선이며, 서쪽으로 갈수
록 수중 지형이 평평해진다.
Coral Garden, Turtle Town 및 Sandy Ridge 사이트는 모두 상갈라키섬
의 남서쪽에 있으며, 작은 산호초와 바닥이 모래로 된 슬로프이다. 경산
호, 회초리산호, 부채산호 및 다채로운 리프피쉬와 그린터틀 등을 볼 수
있다. Lighthouse 사이트는 산호모래로 된 바닥으로 2개의 작은 나무 보
트 잔해가 있다. 프로그피쉬(Frogfishes), 고비(Gobies), 스콜피온피쉬
(Scorpionfishes), 만다린피쉬(Mandarin Fish). 죠피쉬(Jawfishes), 리본일
(Ribon Eel), 누디브랜치(Nudibranchs) 뿐만 아니라 대왕조개(Giant Clams)
를 볼 수 있다.
상알라키섬 주변을 짙푸른 빛으로 물들이는 깊은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번
성하는 계절이 되면 만타레이(Manta Rays)의 큰 무리가 먹이를 찾아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상알라키섬은 데라완제도 일대를 지나가는 만타레이를
포착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음력 보름날이 만타레이를 보
기에 가장 좋다고 한다. 만타레이를 보는 곳은 섬의 북쪽과 동쪽에 클리닝
스테이션이 있는 Manta Avenue, Manta Parade, Manta Run 사이트 등이
다. 여기에서 만타레이는 여러 방향에서 유영하여 날개 끝이 일정한 간격
으로 표면을 부수고 주위를 도는 것이다. 이곳 만타레이들은 수면 가까이
에서 유영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실제로 스노클링으로 만타레이를 보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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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
Sandy Ridge
Turtle Town

The Rockies
Channel Entrance
Coral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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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
보존센터
방문

상알라키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거북의 주

FOUNDATION’
이 있다. 나무로 지어놓은 바다거북

요 산란지이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그린터

보존센터에서는 갓 부화한 바다거북의 새끼를 보

틀(Green Sea Turtle)과 혹스빌터틀(Hawksbill Sea

호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바다로 방사한다. 이곳은

Turtle)의 가장 거대한 서식지이며, 매일 바다거북

관광객 방문이 가능하다.

과 함께 유영을 하거나 그들이 모래에 알을 낳은
장면까지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가루처럼 고
운 모래가 깔린 백사장은 바다거북이 가장 선호
하는 산란지이다. 백사장 모래 속에 알을 낳은 바
다거북은 사파이어처럼 푸른 상알라키의 산호초
를 향해 유유히 걸어 돌아간다. 부화한 아기거북
(Hatching Baby Turtles)들이 바다를 향해 질주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세계야생생물기금
의 지원을 받아 바다거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
난 2000년, 상알라키섬에 설립된‘SEA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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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반섬(Kakaban Is.)
카카반섬(Kakaban)은 상알라키섬에서 보트로 30분 거리에 있다. 이 섬은

Sea Wall
Garden

해안의 가장자리까지 빽빽한 정글로 덮인 석회암 절벽이 있는 매우 가파
르다. 섬 주변은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변이 많지 않다. 월

Bluelight
Cave

은 수심 180m 정도로 떨어지고, 해류는 상승조류, 하강조류 및 역방향으
로 강할 수 있다.
카카반섬 주변은 멋진 월다이빙이 압권이다. 카카반섬에서 월다이빙을 하
다보면 바다거북, 바라쿠다와 잭피쉬 무리, 그레이리프샤크, 환도상어, 레
오파드샤크 등을 볼 수도 있고, 드물게 해머헤드샤크(Hammer-head
Sharks)를 볼 수도 있다.
Barracuda Point는 급경사로 된 월로, 트레발리 및 바라쿠다 무리와 같은
대형 원양어류들을 볼 수 있다. Blue light Cave 사이트는 경험 많은 다이
버만을 위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동굴을 빠져나가기 위해 꽤 깊은 곳으로
다이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굴은 벽 상단(깊이 2m)의 구멍에서 시작하여
좁은 굴뚝을 통해 내려간다. 약 21m에서 굴뚝은 바닥이 30m인 큰 동굴로
열린다. 동굴 천장을 따라 약 120m를 유영한다. 동굴 출구에 이르면 바다
의 푸른빛이 보인다. 출구는 벽에 세로로 길게 갈라진 크랙(Crack)으로 너
비는 약 2m, 높이는 44m이다. 64m에 또 다른 출구가 있다. 월에서 다이
빙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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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cuda
Point

The Wall

젤리피쉬
레이크
스노클링

수천 년 전에 지각에 가해진 압력이 작은 환초를 해수면 위로 밀어 올렸고, 그 바람에 카카반섬
안쪽에 해수면보다 약간 높은 젤리피쉬 레이크가 생겨났다. 이 호수에 서식하는 해파리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살아가며 차츰 독이 없는 형태로 진화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팔라우와 카카반섬에
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물은 이제 민물인 빗물에 소금물이 섞인 물이 되었다. 해파리
는 4종이 살고 있다. 바닥은 해양 녹조류로 덮여 있다. 여기에는 해삼류, 고비류, 말미잘, 멍게류,
갑각류, 갯지렁이, 주황색 보라색과 노란색의 조개 등과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다. 호수의 깊이는
최대 17m로 시야는 좋지 않다. 해변에서 호수까지는 나무로 된 바닥과 계단으로 되어 있고, 도

Jellyfish lake,
해파리 호수

보로 약 10분이 소요된다. 팔라우와는 다르게 이곳은 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티에서 멀리
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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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House

마라투아섬(Maratua Is.)

Gorgonzola
Lumantang
Fantasy Wall

마라투아섬(Maratua)은 샌달우드섬(Sandalwood)이라고도

Turtle Bay
Small Fish Country
Big Fish Country
Leo Wall
Leo Point
Midnight
Snapper Run
Channel 1
Sea Wall

불리며, 상알라키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다. 이 섬은 여러 마
을이 있는 거대한 아톨(Atoll)로 된 큰 섬이다. 아톨은 일부만
둘러싸고 나머지는 남쪽에 두 개의 작은 섬이 포함된 리프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쪽은 바위 월과 산호초가 있다. U자 모
양 같은 마라투아섬은 넓은 백사장과 맹그로브 숲이 펼쳐져

Sea Wall Garden

있다. 코코넛크랩(Coconut Crabs)과 유사한 매우 희귀한 종

Coral Mountain Bay
Channel 2

의 서식지이다.

Fusilier Aley
East Wall

Nunukan Express
Pandoga Point
Sleeping Turtle

76 |

2022 September/October | 77

사진 이슬아

마라투아섬은 거대한 아톨로 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안과 밖을 연결하

개의 동굴이 있으며, 아직도 조사되지 않은 수백 개의 동굴이 있다고 한다.

는 채널은 멋진 조류 다이빙을 할 수 있다. 강한 해류가 흐를 때는 초보 다

Big Fish Country 사이트는 아톨 내부와 외부 바다를 연결하는 큰 채널 입

이버에게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마라투아섬 옆의 해협은 길이가 1m에 달하

구에 있다. 채널 자체는 문자 그대로 매우 강한 해류에 의해 깨끗하게 휩

는 바라쿠다가 수백에서 수천 마리까지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라투

쓸러 가고 가장자리만 멋진 산호로 덮여 있다. 다이빙은 일반적으로 바깥

아섬 주변에서 쉐브론바라쿠다(Chevron Barracudas)라고 부르는 블랙핀

쪽 리프에서 시작되며 해류에 휩쓸려 채널로 들어간다. 채널 입구에서 여

바라쿠다(Black-Fin Barracudas)의 거대한 무리가 토네이도(Tornados)를

러 종류의 리프샤크, 투나, 트레발리 및 바라쿠다 무리 등과 같은 큰 원양

만든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모래 패치가 있는 가파른 경사이다. 이곳의 산

생물을 볼 수 있다. Shark City 사이트는 아톨의 채널이기도 하다. 귀상어

호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다. 마라투어섬 해역에서는 바다거북(Sea Turtle),

와 이글레이를 볼 수 있다. 두 다이빙사이트 모두 물때를 맞혀 다이빙을

이글레이(Eagle Ray), 트레발리(Trebally), 리프샤크(Reef Shark), 환도상어

해야 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다이빙사이트는 마라투아 섬의 북동쪽에 위치

(Thresher Sharks), 레오파드샤크(Leopard Shark) 등을 볼 수 있다. 운이

있다. 다이빙사이트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바다거북, 나폴레옹피쉬,

좋으면 귀상어(Hammer-head Shark)도 볼 수 있다. 이 섬에는 적어도 13

범프헤드패롯피쉬, 이글레이, 스팅레이, 리프샤크 등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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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3년 만에 열린 바로 그 바다,

비현실의 극단

필리핀

1년에 단 3달만 열리는 바다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 화폐 중 가

투바타하리프
글, 사진 민경호 (온더코너 대표, PADI Master Instructor)

장 고액권인 1,000 페소 지폐에 크게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즉, 필리핀
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매년 3월 말경 ~ 6월 말경까지만 공개되
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하며 군대에서 관리합니
다. 바로, 투바타하 리프입니다. 코로나 시국은 자유에 제한이 걸린 기
간을 의미합니다. 국가간 이동이나 사람의 군집에 제한이 있었던 기간
이고, 2020년 3월 초순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겪
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바타하 리프는 2019년 6월 중순경부터 2022년
4월 중순경까지 3년 동안 다이버의 출입이 없었던 것입니다. 1년에 단
3달만 열리던 바다가, 추가로 3년의 휴식기를 가졌다는 것은 다이버의
환상을 극대화하기 충분합니다. 코로나 시국의 끝자락인 2022년 5월
마지막 주에 스텔라마리스 리브어보드에 승선하였습니다. 온더코너 멤
버 21인으로 풀차터를 하였고, 전체 일정의 수립과 포인트 선정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나이트다이빙은 전혀 하지 않고 새벽부터 시작하여 20
회의 다이빙 전부 밝을 때 메인스팟에서만 했습니다.
투바타하 리프는 정보가 적고, 접근성이 덜한 바다입니다. 운행하는 보
트가 많지 않고, 예약경쟁이 치열하지요. 투바타하 리프에 대한 국내 최
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파인드블루(www.findblue.co.kr)를 통하여 해
당 리브어보드를 예약하였고, 일정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상세하게 받
았습니다. 투바타하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큰 바다인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저의 구체적인 요구를 보트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닫혀 있었던 바다에
방문한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투어에서 실제로 비현실적 경험들이 가득
히 이어졌습니다.

80 |

술루씨(Sulu Sea)의
생태가 집중되는 곳
투바타하 리프는 가장 가까운 항구인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 12시간 이상
을 배로 달려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술루씨(Sulu Sea) 망망대해에 바람 피
할 곳도 없이 홀로 위치한 곳입니다. 주변은 온통 깊은 바다이고, 오직 투
바타하 리프만이 2개의 아톨로 나뉘어(North Atoll, South Atoll) 우뚝 솟아
있습니다. 드넓은 대양의 생태가 투바타하 리프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다이버를 위한 낙원과도 같습니다.
두 개의 아톨은 각각 매우 광활하여, 당연하게도 아톨의 끝단에서 반대편
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아톨에서 다른 쪽 아톨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모래둔덕 외에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여, 온통 사방이 수
평선이고, 따라서 바람을 피할 곳조차 없으며, 모든 보트는 앵커링이 금지
되어 있고 오직 설치된 무어링 부이에 배를 묶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투바
타하에서는 풍경이 늘 수평선인 것이고, 이는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었습니
다. 일주일 동안 수평선을 아득히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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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북쪽 아톨(North Atoll)
노스 아톨 중에서도 북동쪽 끝단에 위치한 샤크에어포트는 맑은 시야, 풍
부한 어종, 만타와 바라쿠다 같은 대물들, 드넓은 산호밭 등으로 아주 유
명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슈퍼 드리프트 다이빙이 가능하여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70분의 다이브타임 중 50분 이상을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비현실 그 자체의 장소입니다. 첫 다이빙을 꼭 이곳에서 하고 싶
었고, 출항 직후부터 보트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입수 직후에 바로 앞
에서 만타를 만났고, 이어서 상어, 바라쿠다, 잭, 서전, 나폴레옹, GT 등이
줄지어 나타났으며, 연산호 군락마다 거북이가 쉬고 있었습니다.
샤크에어포트와 인접한 곳으로 씨팬앨리가 있습니다. 월에 씨팬이 가득하
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의 얕은 수심 산 호군락은 굉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호 군락 위로 거대한 먹구름처럼 잭피쉬들이 내려앉았고, 다이버
들이 다가가면 장예모 감독의 영화 “영웅”의 마지막 장면처럼 하늘을 뒤덮
는 화살마냥 한참 동안 쏟아집니다. 외해 깊은 곳, 30m 이상의 수심에서는
벳피쉬들이 번쩍입니다.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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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아톨의 서쪽 중단에 위치한 말라얀렉은 얕은 수심에 난파선이 거짓말
처럼 평화롭게 누워있습니다. 잊혀진 도시 같기도 하고, 마치 산업혁명 당
시의 잔해 같기도 합니다. 이곳 얕은 수심의 버팔로 스쿨링은 정말 비현실
적이었습니다.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눈앞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계속하
여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잭피쉬 스쿨링이 은빛 강처럼 흘러가고,
안전정지를 하려는데 만타가 지나갑니다. 출수할 때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꿈이 아닌지 확인하였습니다.
노스 아톨 남단에 위치한 레인져 스테이션은 투바타하에서 가장 멋진 경산
호 군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틈 없
이 빼곡한 뿔산호 군락이 굉장합니다. 그 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휘날리고,
햇살은 꽂힙니다. 다이버에게 행복감을 주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수온이
31도에 이르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건강히 버티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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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이 휘몰아치는
남쪽 아톨 (South Atoll)
저는 새벽다이빙을 좋아합니다. 일출과 함께 깨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서,
전신의 감각을 열어 태동하는 아침 바다를 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바
타하 투어에서도 역시 늘 일출 시점에 입수했습니다. 사우스 아톨 북서쪽
에 위치한 코옥의 새벽 다이빙이 특히 좋았습니다. 짙은 물색과 아침바다
의 에너지가 벅차게 몰려왔습니다. 코옥은 코너 형태의 직벽을 30도 수온
의 푸른 물이 끌어안듯 감싸고 있고, 시선은 깊은 바닥끝까지 아찔하게 닿
습니다. 장엄한 직벽을 가득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잭피쉬가 휘몰
아치고, 블루워터에는 바라쿠다도 있습니다. 마치 또한 당연하다는 듯이.
사우스 아톨 동쪽 중단에 위치한 델산렉은 투바타하 모든 포인트 통틀어
서 가장 기대가 컸던 곳이고, 실제 다이빙은 그 기대를 넘어섰던 곳입니다.
델산렉은 다이버에게 천국인 곳입니다. 모든 종류의 수중생물들이 소용돌
이치고, 맑은 시야와 직벽, 얕은 수심의 빼곡한 산호밭까지, 원하는 전부
가 그곳에 있습니다. 입수하면 깎아지는 직벽에서 배너피쉬의 춤으로 시작
하고, 바라쿠다는 갑자기 수면에서부터 쏟아지다가, 어리둥절 하는 사이에
블루워터를 가득 채우며 내려갑니다. 잭피쉬 스쿨링도 당연하다는 듯 나
타납니다. 안전정지를 하는 발밑에서 갑자기 분수처럼 솟구치다가, 거대한
팽이처럼 돌아가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출수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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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지나가는 돌고래 무리도 만났습니다. 급하게 찍느라 수중에서는 겨
우 형체만 담아낸 정도이지만, 일행들의 환호성이 수평선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스 아톨 남단에도 뿔산호 군락이 굉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가 산호인 스태그혼 포인트입니다. 뿔산호 군락이 아이스크림콘처럼 수중
언덕에 쌓여서 올라가고, 그 앞에는 잭피쉬 스쿨링이 소용돌이치다가 다이
버 앞으로 선물처럼 쏟아집니다. 마치 일부러 쇼를 해주는 듯한 인상입니
다. 해지기 전 입수하였기에, 산호 리프가 점점 따스하게 물들어가는 모습
이 알 수 없을 위안을 주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비현실의 향연
마지막 다이빙은 씨팬앨리에서 했습니다. 거울 같은 수면 위에 강렬한 햇
빛이 내리 꽂히면, 수중에서 햇살이 무지갯빛으로 일렁입니다. 물고기들의
은빛 몸도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가는데, 그 풍경이 몹시도 비현실적이었습
니다. 실은 투바타하에서 이것이 당연한 현실인데,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
과하며 인이 박힌 저에게만 비현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삼 많은 위안
과 감명을 주는 다이빙이었습니다.
바다에는 시간의 자취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멀리서 새로운 빛이 밀려오며
검푸른 바다를 열고 낮에는 자글거리는 빛가루들이 수면에서 물비늘로 부
서지며, 저녁에 그날 하루가 단풍처럼 물들며 내려앉을 뿐, 항상 새로운 빛
과 바람이 서로의 자리를 차지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새로
움에 이끌려 바다로 향하나 봅니다. 이제 다시 바다처럼 새로운 날들입니
다.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려가는 일상의 하루하루에 바다의 새로움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투바타하의 저녁노을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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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Story

Komodo & Nusa Penida,
Indonesia 2022.07.15~29
글, 사진 정현진 (노마다이브 소속 PADI강사)

7월 15일

인천에서 출발

바뀐 비행기 일정이 우리에게 이번 여행의 시작을 알렸다. 왠지 이번 여행
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인천공항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중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집이라고 했다. 그때 완전히 깨달았다 이번 트립도
스펙터클한 트립이 될 거라고. 어떻게 서둘러서 공항에 도착해 일행 모두
무사히 비행기 시간에 맞춰 탈 수 있었다.
7시간 비행 끝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다. 자카르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7월 16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라부안바조(Labuanbajo)에 도착했다.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라부안바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나름 다운타운으로 가
서 주말 밤에 열리는 플리마켓도 구경하고 뷰가 멋진 맛집에도 갔다. 다들
벌써 지쳐서 이미 다이빙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날처럼 느꼈다고 한다.

7월 17일

Komodo

항구로 이동해 딩기보트를 타고 리브어보드가 있는 곳으로 갔다. 드디어,
한국 떠난 지 2일이 지나서 리브어보드 입성! 인도네시아에는 주로 철선이
많지만 목선들도 있다. 목선들은 태국에서 넘어온다고 한다. 우리가 지낸
리브어보드도 태국에서 넘어온 목선이었다. 여기선 맨발로 다녀야 해서 타
자마자 신발을 벗고 지냈다. 처음 타본 리브어보드의 첫 느낌은 시원하지
만 엔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얼른 다이빙이라도 했으면, 멀미
가 심한 터라 멀미도 걱정된다. 나중에 태국에서 온 다이빙 팀도 합류했다.
배위에서 첫 식사를 하고 체크 다이빙을 위해 준비를 했다. 리브어보드에서
의 다이빙은 나이트록스를 사용한다. 여러 날에 여러 다이빙을 할 계획이면
나이트록스 사용을 권장한다. 장비 준비 도중에 나이트록스 percentage와
수심 체크를 했다. 한번 설정된 퍼센트로 매일 똑같이 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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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1 코모도에서 첫 다이빙인 체크 다이빙을 나이트 다이빙으로 하다

니. 포인트 이름은 Bidadari Island,Bidadari는 천사(angel)라는 뜻이라고 한

다. 배 데크에서 슈트를 입고 장비체크를 하면 스텝들이 공기통을 딩기보
트에 실어준다. 4 그룹씩 나눠져서 딩기보트를 타고 포인트로 이동하는 시
스템이였다. 모래바닥인 이 포인트는 체크 포인트인 만큼 크게 볼거리는
없었다. 다이빙이 끝나고 다시 딩기보트를 타고 배로 돌아왔다. 슈트와 장
비들은 스텝들이 정리를 해준다. 배 안에서는 물을 아껴서야 해서 되도록
다이빙이 끝나면 물로만 간단히 헹구고 하루에 마지막 다이빙 끝나고 샤워
하는 룰이 있다. 그렇게 저녁 식사로 바베큐도 하고 리브어보드에서의 첫
날을 지냈다.

7월 18일

Komodo

Log #2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첫 다이빙 브리핑을 듣고

준비를 했다. Takat Makasar Reef라는 포인트다. 이 포인트는 만타가 나

오는 포인트이고 코모도에서 제일 긴 포인트라고 한다. 한 그룹씩 장비를
준비해서 딩기보트를 타고 이동했다. 입수를 하고 하강을 하고나서 엄청
난 조류를 만났다. 심한 조류에 떠내려가는 중 보조 호흡기에서 공기가 계
속 빠져나가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조류가 잠잠해졌을 때 알아챘다. 만타
가 나오는 포인트라서 기다려봤지만 아쉽게도 만타는 나타나지 않아서 다
이빙을 끝냈다.
Log #3 Batu Bolong이라는 포인트다. Batu는 돌, Bolong은 구멍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하강조류와 큰 구멍 양옆으로 생기는 조

류를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에 비해 이 포인트는 조류가 약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볼 수없는 산호들과 작은 물고기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
Log #4 Pink Beach Pinacle이라는 포인트다. 말 그대로 Pink Beach 앞

에 있는 포인트다. 이 포인트 또한 산호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거북이까지
볼 수 있다. 약간의 조류도 있고 시야가 별로 좋진 않았지만 만타 2마리도
볼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맨드라미산호도 있고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는 Moray eel도 있다. 다이빙이 끝나고 딩기보트로 이동해 Pink
Beach 구경을 했다. 핑크비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빨간 산호들이 부셔져서
모래와 섞여서 분홍빛 모래를 나타낸다. 모래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더
분홍빛을 낸다.
Log #5 이번에도 Pink Beach라는 포인트다. 나이트다이빙 인만큼 낮에

보지 못한 생물들을 더 볼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수온도 떨어
졌다. 한국에서라면 이 정도는 추운 수온이 아닌데도 여기서는 25도도 춥
게만 느껴졌다. 배의 앞쪽 데크에는 bean bag이 있어서 누워서 밤에 별을
볼 수가 있다. 불필요한 불빛들이 많이 없고 바다한가운데라서 별이 잘 보
였다. 바쁜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리브어보드에 있는 동안 매일 밤바다 은
하수와 별들을 보면서 여유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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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Komodo

Log #6 &7 오전 다이빙 2번은 Manta Alley라고 불리는 이 포인트는 만

타가 많이 나타나는 포인트라고 한다. 브리핑 할 때의 그림으로는 5마리
의 만타가 그려져서 기대를 안고 다이빙을 준비했다. 나쁘지 않은 시야에

서 다이빙을 해야 한다. 강한 조류였지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연산호들과
black tip shark, 만타 등을 볼 수 있었다.
Log #11 Secret Garden라는 포인트는 이름대로 비밀스러웠다. 마크로 렌

즈로 찍을 수 있는 작은 생물들이 많았다. 비록 와이드 렌즈를 가져갔지만

조류도 약하고 조금 추운 수온이었다. 운이 좋게 브리핑에서의 5마리처럼

꽤 큰 사이즈의 해마도 보고 blue spot sting ray와 신기하게 생긴 cirrate

우리도 만타 5마리를 봤다. 심지어 다이빙 끝날 때쯤 안전정지할 때 만타

phyllodesmium(갯민숭달팽이의 종류)도 봤다.

한마리가 가까이 있어서 같이 안전정지를 하는 귀여운 기억이 있다. 어제
Pink Beach Pinacle에서 본 만타는 시야가 좋지 않아서 큰 감흥이 없었는

다이빙이 끝나고 Padar Island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가벼운 듯 가볍지 않

데, 이번에 본 만타들은 나름 근처에서 보고 여러 마리를 보게 되서 신기하

은 하이킹을 하는 코스도 있었다.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갈 수 있지만 평

고 좋았다. 나의 첫 만타를 코모도에서 보다니 기억에 오래 남을것 같다.

소에 하이킹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정상까

Log #8 3번째 포인트는 Torpedo point이다. 이 포인트는 몹시 제주도와

비슷했다. 수온, 시야, 그리고 연산호 모든 것들 때문에 제주도에 온 듯했
다. 비록 시야가 아쉬웠지만, 이 포인트에서도 만타를 볼 수 있었다. 3번째
다이빙이 끝나고 딩기보트를 타고 야생에서 사는 코모도 도마뱀을 보러갔
다. 보트에서 내려서 구경하진 못하지만, 최대한 가까이에서 구경했다. 아

지 가보면 노을과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어서 힘들어도 올라갈 만하다.

7월 21일

Komodo

Log #12 Crystal Rock이라는 포인트는 말 그대로 수정같이 맑은 시야와

간조일 때 돌탑이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브리핑에서 가이드가 이 포

쉽게도 한 마리밖에 없었고 생각했던 것과 주변사람들에게 들었던 것보다

인트는 조류가 약해서 쉬운 포인트라고 했다. 모두가 걱정없이 준비하고

많이 작았다. 코모도는 멸종 위기종인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다. 매우

입수했으나 가이드의 말과는 다르게 조류가 매우 강했다. 코모도에서 겪은

빠르고 엄청 큰 코모도는 거의 3m 정도 된다고 한다. 큰 코모도를 보려면

조류 중에 최고였다. 심지어 물고기들도 우리와 같이 조류를 타고 헤엄치

국립공원에 가야지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공원이 아직 열지 않아

다가 지쳐 보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고 싶었지만, 강한

서 아쉽게도 양식 코모도는 못 봤다. 코모도는 매우 공격적이라서 근처에

조류에 카메라도 버리고 싶은 더 마음이 컸다. 이 포인트 또한 다양한 물고

가게 되면 냄새를 맡고 사람도 물을 수 있다. 국립공원에 가면 물소 시체

기들과 예쁜 산호들이 많았다. 비록 조류가 강했지만 다행히도 우리 모두

뼈가 있는데, 코모도가 주로 물소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다고 한다.

가 힘차게 핀 킥을 하면서 다이빙을 무사히 마쳤다.
Log #13 The Cauldron (Shotgun)은 유명한 포인트 중 하나다. 이 포인

트는 두섬 사이에 있는 긴 채널을 위치한다. Shotgun 이라는 별명을 가
질 정도로 조류에 총알같이 흘러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도 잔뜩 걱정하

고 준비하고 기대했는데 조류가 엄청 약해서 날아가지 않았다. 전 포인트
Crystal Rock처럼 강한 조류에 힘들까봐 카메라도 안 가지고 가서 많이 후
회한 기억이 있다. 다음에 코모도에 또 가게 된다면 이 Shotgun 포인트만
큼은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
Log #14 Tatawa Kecil 포인트는 tatawa (small) kecil (smile) 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이 포인트는 어려운 포인트 중 하나에 속한다. 시야는 좋았지만
조류는 나름 강했다. 다양한 종류와 색깔을 가진 해양생물이 많아서 볼거
리가 많았다. 코모도에서 마지막 다이빙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한 것 같았다.

7월 20일

Komodo

Log #9 Tatawa Besar이라는 포인트는 tatawa (big) besar (smile) 뜻이

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색갈의 산호들과 배럴 스펀지, 그리고 다양한

다이빙이 끝나고 배 데크에서 바베큐 파티와 스텝들의 인사가 있었다. 태
국 다이빙 팀과 스텝들과 어울려서 작은 댄스타임도 가지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가졌다. 계획은 하루에 4번 다이빙이었지만, 생각 못한 낮은 수온

물고기들을 찾을 수 있다. 조류도 심한 편은 아니라서 흘러가면서 즐길 수

때문에 3번씩 밖에 못했다. 태국 다이빙 팀에 의하면 나이트다이빙 하면서

있는 포인트다.

마크로렌즈로 촬영할만한 생물들이 많았다고 한다. 코모도에서 대부분 다

Log #10 Malwan 포인트는 섬 이름을 따서 가진 포인트다. 말완 포인트

이빙 동안 다양한 산호, manta ray, white tip shark, 거북이, pipefish, 나비
고기, 갯민숭달팽이, blue spot stingray, 해마, 등등 많이 찾을 수 있다.

는 조류가 강해서 washing machine이라는 회오리처럼 도는 구간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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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23일

K
 omodo에서
Bali로 이동

리브어보드에서 내려서 3명은 남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떠났다. 우리 3명은
인도네시아 누사페니다와 길리트랑와안을 즐기기로 했다. 코모도 동네 탐
방겸 저녁 식사하러 가는 길에 리브어보드에서 있던 스태프 3분을 우연히
만나는 일도 있었다. 세상이 좁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그리고 육지 멀미라
는 것도 처음 느꼈다. 배안에서 멀미도 잘 견뎠는데 육지멀미가 은근 심할
줄은 몰랐다. 다음날, 코모도 공항에서 발리 공항으로 이동했다. 발리 공항

7월 24일

Nusa Penida

Log #15 숙소에서 Dune 다이빙샵으로 이동해 샵에서 장비와 카메라 챙

겨서 100m 정도 걸으면 해변이 나온다.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 15분 정도

나가면 다이빙포인트 Manta Point가 나온다. 이 지역은 원래 건너편에 있
는 배가 안보일정도로 파도가 강하다고 한다. 파도가 강해서 멀미가 심하
다면 멀미약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다이빙 초반에는 시야도 좋지 않고
볼거리가 많이 없어서 큰기대를 안했었다. 하지만 30분 뒤, 만타가 한 마리
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이빙 끝날 때까지 만타가 우르르 나타났다. 포인
트 이름대로 만타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였다.

에서 차로 약 한시간 항구로 가서 페리를 타야 하는데 발리 공항에서 수화
물이 한 시간 넘도록 나오지 않는 바람에 조마조마했었다. 간당간당하게

Log #16 Toyapakeh는 소금물(salt water)이라는 뜻이다. 이 포인트는 해

약 20분을 남기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 페리를 탈수 있었다. 30분 동안

변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큰산호들이 많았다. 조류는 강했지만 수

페리를 타고 누사페니다(Nusa Penida)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했다. 방갈

온도 시야도 좋아서 나름 괜찮았다.

로 숙소에서 길었던 하루를 쉬고 또 다른 트립을 기대했다.

7월 25일

Nusa Penida

Log #17 Crystal Bay라는 사이트는 발리에서 유명한 사이트다. 이 포인트

에서는 큰 사이즈의 몰라몰라(개복치)를 볼 수 있다. 우리는 큰 기대를 안

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중간에 강한 조류가 있었지만 이겨내고 깊은 수
심으로 나갔다. 드디어, 우리는 몰라몰라(심지어 5마리)를 봤다. 같이 간 강
사님들에 의하면 매번 올 때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나는 운이
좋게 처음 와본 누사페니다에서 몰라몰라 5마리를 볼 수 있었다. 기대한
거와 같이 엄청 컸고, 빠른 애도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생선 중에 하
나다. 맛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고 한다. 몰라몰라는 약 35m정도에 깊
은 수심에 있었다. NDL이 점점 떨어져서 깊은 수심으로 가진 못 했지만,
처음 본거인 만큼 카메라 대신 눈으로라도 담아두려고 했다. 가이드도 5마
리나 본거는 처음이라면서 우리보다 더 신나 했었다.
Log #18 SD point라는 포인트다. 여기 또한 산호들과 물고기들을(다양한

종류의 나비고기) 볼 만 했다. 특히 이 거북이 한 마리는 다리 한쪽이 없었
다. 어디서 잘린 건지, 누구한테 물린 건지 모르지만, 불쌍했다. 우리가 쓰
는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혹시 이 거북이의 다
리도 그렇게 피해본건 아닌지 의문도 들었다. 이번 다이빙 이후로 플라스
틱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본다.
마지막 다이빙을 마치고 우리는 KelingKing Beach로 갔다. 숙소에서 차로
거의 1시간정도의 거리다. 이곳은 누사페니다에서 유명한 절벽이 있는 곳
이다. 절벽 사이 보이는 바다가 말도 안되게 멋있다. 바다로 내려가기 위해
이곳 또한 가파른 하이킹 코스가 있다. 쉽게 보면 안되지만, 경치를 생각하
면 한번은 꼭 가볼만하다. 야생 원숭이도 옆에서 산타는 모습도 구경할 수
도 있었다. 누사페니다의 일정을 끝내고 길리트라왕안으로 가서 섬 구경을
마무리로 이번 트립도 끝이 났다.
이렇게 스펙타클한 인도네시아 트립도 무사히 끝이 났다. 인도네시아와 리
브어보드는 처음이라서 큰 기대가 있었다. 비록 트립 시작부터 끝날 때까
지 사소한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고 한국으
로 돌아왔다. 다음 트립은 어디로 갈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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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erminology
다이빙 용어
1부 기본 기술

번지 코드 (Bungee Cord)
나일론으로 둘러쌓아 만든 고무줄이다. 주로 백업 레귤레이터를 고정하거
나 비씨의 인플레이터 호스를 고정시키는 목적이며, 기타 다이빙 콘솔을
손목에 차는데 사용된다.

2부 기본 장비
3부 고급 기술
4부 고급 장비
5부 스페셜 다이빙 용어 (1)
6부 스페셜 다이빙 용어 (2)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ing)
테크니컬 다이빙 (Technical Diving), 텍 다이빙 (Tec Diving)
공기 이외의 기체를 사용하여 다이빙하는 형태이다.

프라이머리 레귤레이터 (Primary Regulator)
다이빙 레귤레이터는 다이빙을 위한 호흡 가스를 주변압으로 낮추어 다이
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프라이머리 레귤레이터는 다이버가 주로 사용하
는 메인 레귤레이터(Main Regulator)이다. 비상시 기체가 고갈된 다이버에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백업 레귤레이터 (Backup Regulator)
옥토퍼스 조절기(Octopus Regulator) 또는 안전한 2단계(Safe second
stage)라고도 하는 백업 2단계이다. 이것은 자신의 주 호흡기에 문제가 있
거나 공기가 고갈된 버디가 있으면 백업 역할을 한다.

NOAA Diving Manual
미국 해양기상청에서 발행하는 다이빙 매뉴얼이다.

밸런스드 레귤레이터 (Balanced Regulator)
공기탱크 잔압의 변화에도 일정한 호흡저항을 유지하는 호흡기이다.

Call the Dive (콜 더 다이브)
다이빙을 끝내고 수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엄지를 사용하
여 수신호 한다.

버디 바틀 (Buddy Bottle)
솔로 다이빙시 버디의 1/3 분량의 위험시 사용될 개스를 담은 스쿠버 실린
더. 케이브 다이빙시 솔로의 경우, 또는 익스플로레이션의 형태의 경우 주
로 사용된다. 절대 다이빙 플랜에 포함되지 않는 기체이며, 기체 누수의 상
황시에만 사용된다.

Come to Jesus Dive (컴 투 지저스 다이브)
거의 죽을 뻔한 다이빙을 의미한다.
Hang (행)
감압 중에 다이버가 특정 수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딥 에어 (Deep Air)
레크레이셔널 다이빙 한계를 넘어 공기를 사용한 다이빙을 말한다. 나이트
로젼 나코시스의 위험이 증가한다.

S-Drill (Safety Drill)
공기가 고갈된 다이버에게 주 호흡기(Long Hose)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뎁스 블랙아웃 (Depth Blackout)
5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다이버가 잠들어 버리는 현상으로 호흡은 계속
유지되나 움직임이 없어진다.

퀵 링크 (Quick Link)
스크류로 간단히 열 수 있는 사슬 모양의 연
결 장치이다.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 주로
사용되며, 다양한 크기가 있다.

EAD (Equivalent Air Depth)
나이트록스 공기를 사용할 경우의 이론적 수심이다. 에어 테이블을 사용
하여 나이트록스 사용 다이빙시 다이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Drop Weight (드롭 웨이트)
하강시 필요한 웨이트를 별도로 휴대한 후 대심도에서 제거할 수 있는 웨
이트이다. 보통 클립을 사용하여 디링(D-Ring)에 연결한다.
크라치 스트랩 (Crotch Strap)
백플레이트의 아래 부분에 연결되어 다이버의 가랑이를 지나 허리의 하니
스에 연결되어 고정되는 스트랩이다.
댕글리 (Dangly)
다이버의 몸으로 부터 매달려 늘어진 것으로 실팅(Silting) 또는 인탱클먼트
(Entanglement, 얽힘) 해저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콘솔형의 다이빙
기기, 라이트의 랜야드(Lanyard), 리트리버 등이다.

DAD (Distance, Azimuth, Depth)
Distance(디스턴스, 거리), Azimuth(애즈머스, 방위), Depth( 스, 수심)으로
Survey Station(측정 스테이션)에서 기록해야 할 정보들이다.
MOD (엠오디) Maximum Operation Depth
특정 가스로 잠수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이다.
32% 나이트록스인 경우 MOD = [(PO2/FO@) * 33] – 33.
다이브 비이클 (Dive Vehicle)
수중에서 고속 또는 장시간의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내부에 충
전용 배터리가 있어 이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모터를 통해 프로펠러를
돌려 이동하게 된다.
Trimix (트라이믹스)
산소, 질소, 헬륨이 혼합된 다이빙 호흡 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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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 (트림)
다이버가 수중에서 취하는 수평 자세를 의미한다.
트림 웨이트 (Trim Weight)
트림 자세를 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가된 웨이트이다.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하이 인텐시티 디스차쥐)
보통 10W가 할로젼의 50W에 비교되며, 10W, 18W, 21W, 24W 35W, 50W
의 제품이 있다. Lea Acid(레드액시드), Nickel metal hydride(니클 메틀
하이드라이드), Lithium Ion (리띠엄 아이언) 전지 형태들이 사용된다.

수중스쿠터 (Submerged Scooter), 스쿠터 (Scooter)
스쿠터는 DPV(Diving Propulsion Vehicle)라고도 하며, 수중에서 장거리
이동시 사용하는 수중 이동 장비이다.

Canister (캐니스터)
원통형 컨테이너이며, 다이브 라이트의 건전지를 보관하며, 라이트 헤드와
라인 그리고 스위치가 연결된다.
Canister Light (캐니스터 라이트)
Halogen, HID, LED 등의 프라이머리 라이트로 캐니스터와 라이트헤드가
사용되는 라이트의 형태를 말한다. 주로 다이버의 오른쪽 허리 하니스에
버클을 사용하여 장착한다.
Burn Tester (번 테스터)
축전지의 실제 사용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주로 프라이머리 라
이트 또는 스쿠터의 번 타임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스쿠터 링 (Scooter Ring)
크라치 스트랩의 앞쪽에 위치한 디링으로 스쿠터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존라인 (Jon Line)
조류가 심한 곳에서 감압정지를 할 때 사용하는 라인으로 길이는 2m 정
도에 두께는 8mm 정도가 되는 나일론으로 된 줄이다. 보트의 무어링 라
인에 부착하고 한 쪽에 자신의 몸을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중성부력을 맞
춰서 떠 있으면 안전하게 감압정지를 실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릴 (Guard Line Reel)
가이드라인 릴은 난파선 통과를 하기 위한 필수 장비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한 루트를 표시하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존 라인(조류
가 있는 상황에서 감압을 할 때 엥커라인에 다이버의 몸을 묶을 수 있는
길이 2m 정도의 끈), 비상 상승라인, 감압라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프팅 벌룬 (Lifting Balloons)
수중에서 작업중에 수면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하여 물체에
달아 부력을 주기 위해 사용하며, 들어 올리는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다양한
크기가 있다.
롱 호스 (Long Hose)
롱 호스는 주로 7피트(2.13m) 길이의 호스를 사용하며, 호흡 기체 고갈시
버디에게 주게 되는 레귤레이터의 호스를 말한다.
Extended Range (익스텐디드 레인지)
오픈워터 다이버의 한계수심을 넘어 트라이믹스를 사용한 초급 테크니컬
다이버의 수심 한계를 뜻한다.
프라이머리 다이브 나이트 (Primary Dive Light)
메인 다이브 라이트이다. 주로 HID 10W, 18W, 21W, 35W가 사용되며,
NiMH, Litum-Ion 등의 충전용 배터리가 캐니스터에 보관되어 사용된다.
2~6시간용이 주를 이룬다. LED를 사용한 라이트도 시장에 소개되고 있다.
NiMH (Nickel Metal Hydride, 니클 메틀 하이드라이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의 한 형태로 HID에 주로 사용된다.

공기 탱크와 공기 충전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국의 교통국으로 압축된 기체의 탱크와 보틀에 대한 규정들을 관리하기
도 한다.
Hydro (하이드로)
Hydro Static Test를 말하며, 파이프라인, 배관, 가스 실린더, 보일러와 같
은 압력용기에 탱크의 강도와 누출을 테스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년
마다 하도록 DOT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RMV (Respiratory Minute Volume)
1분간 다이버가 호흡한 기체의 부피를 의미한다. 수영중의 호흡률과 감압
중의 호흡률을 기반으로 호흡기체의 양을 계획할 수 있다.
SAC (Surface Air Consumption)
해수면에서의 호흡률을 의미한다.
프리믹스 (Premix)
특정 산소 부분압의 나이트록스로 뱅크 시스템에 미리 충전하여 놓은 것
이다. 일반 실린더에 순수 산소의 충전없이 나이트록스를 충전할 수 있다.
OPV (Over Pressure Valve, 오버 프레셔 밸브)
가해진 압력을 서서히 누출시키는 밸브이다. 주로 드라이슈트, 알곤 보틀
스테이지, IP 게이지에서 사용된다.
Mix (믹스)
혼합된 기체를 말한다. 주로 트라이믹스 개스를 의미한다.
Mixed Gas (믹스드 개스)
산소와 특정 기체를 혼합한 호흡기체. 주로 헬륨, 질소, 공기가 주를 이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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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x Stick (나이트록스 스틱)
나이트록스를 혼합하는 장치이다.
Normoxic (노막식)
대기에서 정상적인 기체들의 혼합
을 말하는 단어. 주로 산소의 농
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산손
의 농도가 정상보다 적은 경우를
Hypoxic, 반대의 경우가 Hyperoxic이다.
Normoxic Trimix
산소의 농도가 21%이며, 헬륨과 질소가 포함된 혼합기체.
Inert Gas (이너트 개스)
불활성 기체로 정상 상태에서 다른 물질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기
체를 말한다. 일반 공기의 질소, 트라이믹스의 헬륨과 질소 등이다. 그러나
수압의 영향으로 혈액에 녹아들게 된다.

Surface Interval (SI, 수면휴식)
연속된 다이빙 사이에 수면에서 쉬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컴퓨터 또는 바
텀 타이머들은 10분이 지나면 새로운 다이빙으로 계산한다.
Residual Bottom Time (RBT), Residual Nitrogen Time (RNT)
잔여 다이빙 시간, 또는 잔여 질소 시간은 같은 의미이다. 이것은 한번 이
상의 반복 다이빙을 할 때 이전 다이빙으로 인한 몸속 내부 질소의 이론적
양이다. 새로운 다이빙을 계획할 때 이전 잔여 다이빙 시간과 수면휴식시
간을 계산하여 실제 무감압한계시간에서 RBT를 제한하여 새로운 무감압
한계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더블 (Doubles), 더블 탱크 (Double Tank)
두개의 탱크가 밴드와 매니폴드로 연결되어 결합된 형태이다. 인디펜던트
더블(Independent Double, 매니폴드 없이 밴드만으로 결합된 더블 탱크)
의 경우는 개스 관리의 어려움으로 동굴 다이빙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Heliox (헬리악스)
헬륨과 산소만을 혼합해 질소의 단점을 없앤 다이빙용 혼합기체이다.
He, Helum (힐리움, 헬륨)
무색, 무취, 무미이며, 독성이 없고, 가볍다. 또한 폭발
성이 없고, 불활성이다. 가격이 비싸며, 최근 폭등 추세
이다. 트라이믹스에 사용되며 질소를 대체한다.
트레블 가스 (Travel Gas)
주로 수면으로 부터 특정 수심까지 하강 또는 상승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
체이다.
Isolator Valve (아이솔레이터 밸브)
매니폴드의 중간에 설치된 밸브로 두개의 탱크 속 기체를 서로 격리시킬
수 있는 밸브이다.
Haskel Pump (해스클 펌프)
저압의 탱크의 기체를 고압의 탱크로 충전할 수 있는 피스톤 장치이다. 공
기의 100psi 압력으로 4000psi 압력까지 충전시킬 수 있다. 고가이며, 최
근 여행용 소형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Downstream Design (다운스트림 디자인)
기체가 레귤레이터에서 마우스피스로 강제로 흐르도록 설계된 형태.
휩 (Whip)
개스 충전을 위한 호스이다.
트랜스필 휩 (Transfill Whip)
높은 압력의 탱크에서 낮은 압력의 탱크로 기체를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호스이다.
트라이믹스 (Trimix)
산소, 질소, 헬륨이 혼합된 다이빙 호흡 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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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폴드 (Manifold)
두개의 탱크를 연결하는 장치로 두개의 호흡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밸브가
있다. 백마운트형의 더블 탱크를 만들게 되며, 아이솔레이트 밸브(Isolation
valve)를 가진 매니폴드가 케이브 다이빙에 쓰인다. 200바 형과 300바 형
이 있다.
아이솔레이트 밸브 (Isolation valve)
격리 밸브는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 또는 안전 목적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을 중지시키는 밸브이다.
스테이지 탱크(Stage Tank)
중간이동 기체 또는 높은 산소 퍼센티지의 감압 기체를 휴대하는 목적으
로 사용하는 탱크이다.
캠 밴드 (Cam Bands)
하니스 또는 비씨(BC)에 탱크를 연결하는 밴드의 형태이다.
캐스케이드 시스템 (Cascade System)
탱크 충전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탱크를 호스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충전
시 적게 든(낮은 압력의) 탱크로 시작하여 점차 많이 든(높은 압력의) 탱크
로 옮겨가며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이빙 용어 (스페셜 다이빙 용어 1)

버스트 디스크 (Burst Disk)
탱크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막기 위한 기체 누스 장치이다. 주로
3600~4100 워킹 프레셔에 5500psi에 부서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플로리
다 케이브에서는 두개의 버스트 디스크를 사용하거나 스테인리스 볼트로
버스트 디스크를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DOT의 규정은 버스트 디스크
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럽의 경우 버스트 디스크가 없는 경우도 있다.

SCR (Semi-closed Circuit Rebreather, 반폐쇄식 재호흡기)
일정 호흡, 분당 호흡률 등을 통해 브리딩 루프에서 다이버가 내쉰 기체를
분출시키는 재호흡기이다. 이산화탄소는 스크러버(Scrubber)를 통해 흡
수되어 걸러진다. 대부분의 반폐쇄식 재호흡기는 산소부분압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
며, 최대 잠수 수심(MOD)을 계산한 기체를 사용한다.

베이스라인 (Baseline)
공기탱크의 압력과 크기를 통해 탱크내 기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수
치값이다.
알루미늄 80 큐빅 피트의 경우 80 cubic ft/3000 psi로 계산하여, 0.2666
cubic / 1 psi이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100을 곱하면, 2.6 cubic feet /
100psi이다. 알루미늄 80 큐빅 피트의 잔압이 1800 psi이라면 18 X 2.6 =
46.8 큐빅 피트 부피의 가스이다.

Breathing Loop
리브리더(재호흡기)의 호스, 캐니스터, 카운터렁과 다이버의 폐를 포함한
기체의 흐름.

Imperial Measurement System
임페리얼, 피트, 페런하이트, psi 등이다.
IP : Intermediate Pressure (인터미디엇 프레셔)
1st 스테이지에서 2nd 스테이지로 전해지는 압력을 의미한다. IP 게이지로
측정한다.
Faber (페이버)
이탈리아의 스쿠버 실린더 회사이다. 주로 스틸로 만들며, 페인트로 녹방
지 처리가 되어 있다. 여타 스틸탱크에 비해 수중 부력이 가벼우며, 사이트
마운트 탱크로 선호되고 있다.

재호흡기 (Rebreather)

Counter Lung (카운터 렁)
재호흡기 중, 다이버의 호흡으로 인해 인플레이트, 디플레이트되는 기체
주머니. 주로 캐니스터와 더블 호스의 중간에 있으며 다이버의 어깨로 부
터 가슴 위에 놓여 있다.
Denitrogenation (디나이트로저네이션)
상승시 질소의 용해가 멈추고 배출되는 상태이다. Off Gassing
Diluent (딜류언트)
완전 폐쇄식 재호흡기에 사용되는 기체로 다이버가 깊은 수심으로 잠수할
때 압축되는 브리딩 루프로 분사된다. 공기 또는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가 사용된다.
Sofnolime (소프놀라임)
이산화탄소를 축출하기 위한 화학약품으로 주로
재호흡기의 스크러버에 사용된다.
Solenoid (솔레노이드)
재호흡기에 사용되는 밸브로 산소를 브리딩 루프
로 분사시킨다.
루프 볼륨 (Loop Volume)
리브리더의 브리딩 루프의 기체 부피이다.
SCR (Semi-closed Circuit Rebreather(반폐쇄식 재호흡기)
일정 호흡, 분당 호흡률 등을 통해 브리딩 루프에서 다이버가 내쉰 기체를
분출시키는 재호흡기. 이산화탄소는 스크러버를 통해 흡수되어 걸러진다.
대부분의 반폐쇄식 재호흡기는 산소부분압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며 최대 잠수 수
심(MOD)를 계산한 기체를 사용한다.

리브리더 (Rebreather, 재호흡기)
다이빙중에 다이버가 내쉰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장시간의 다이빙과 공기방울로 인한 소음을 줄
일 수 있다. 반폐쇄식 (Semi-closed circuit)과 완전폐쇄식 (Fully-closed
Circuit)이 있다.

Scrubber (스크러버)
재호흡기의 사용되며, 다이버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브리딩 루프
에서 제거하는 역활을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화학적 반을을
이용한 것이며 주로 소다 라임(Soda Lime)이 사용된다.

FCR (Fully-closed Circuit Rebreather,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100% 압축 산소를 공급하여 일정한 산소분압을
유지하게 하는 기계식과 전자식의 제어 장치가 사용된다. CCR 재호흡기
를 사용하여 다이빙 시간을 길게 하고 더 깊이 다이빙하거나 버블이 없는
조용함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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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I 구직/구인 보드를 활용하여
프로 코스를 채우는 방법
How to Leverage the PADI Job Board to Fill Pro Courses
PADIⓇ 프로들에 대한 수요 증가는
프로 인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PADI 리테일 또는 리조트 운영자로서, 여러분은 PADI 구직/구인 보드를 사
용하여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완벽한 후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
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프로-레벨 코스를 채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
나요? 매일 새로운 다이빙 직업이 게시되므로, PADI 프로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수백 가지 기회를 홍보하는 것은 여러분의 다이버들이 프로가 되도록 설
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PADI 프로의 삶을
살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PADI 구직/구인 보드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잠시 시간
을 내어 지금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에, 전 세계 각지에서 675개 이상의 프로들의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
고 해외에는 풀-타임 일자리가 많지만, 부업으로 가르치거나 보조하기 원하
는 사람들과 프로 인턴십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도 꽤 많습니다.
PADI 다이브마스터, 보조 강사 및 강사 프로모션에서 구직/구인 보드를 활
용하면 “왜 PADI 프로” 가치 제안을 통해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그것은 다이빙 프로뿐만 아니라 또 PADI 프로페셔널을 위한 기회와 수요
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96 |

구직/구인 보드를 여러분에게 맞게
만드는 방법
PADI 구직/구인 보드를 사용하여 코스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 특
히 여러분의 다이브마스터, 보조 강사 및 강사 코스를 홍보하는 메시지에
서 – 마케팅 채널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통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고
용 다이브 운영 또는 주요 연락처와 같은 직업 세부 정보를 검토하는 것
은 PADI 멤버로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다이버들은
여전히 이용 가능한 직위 및 장소를 포함하여 각 게시물에 대한 높은 수
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 유치 마케팅 전략에 구직/구인 보
드 활동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 블로그 게시물, 이메일 및 소셜 게시물을 포함한 홍보 채널에서 채용
기회를 알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몇 가지 직업 게시물을 강조 표시하는 것
을 고려하세요(매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몇 가지 최근 게시물을 선택하세
요). PADI 프로가 되기 위한 클릭 유도 문안(call-to-action)을 포함하고
또 콘텐츠를 프로페셔널 코스 랜딩 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구직/구인 보드 링크를 여러분의 웹사이트의 프로페셔널–레벨 코스
페이지에 추가하고 또 방문객이 PADI 프로가 되기 위한 모든 “이유”를 확
인하도록 초대하세요.
• 쇼룸과 교실에 컴퓨터나 태블릿을 설치하고 브라우저에서 구직/구인
보드를 미리 로드합니다. “전세계 PADI 프로들을 구함 – 시작하는 방법
을 문의하세요!”와 같은 메세지를 추가하세요.
• PADI 프로 되기 이벤트 및 웨비나에 구직/구인 보드를 통합하여 참가
자들이 다이브 프로페셔널들에게 제공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프로 사이트 마케팅 허브에서 PADI 프로 되기 프레
젠테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프로 레벨 코스 인턴십을 제공하고 또 방문객이 여러분의 프로그램 오
퍼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턴십” 태그를 사용하여 구직/구인 보드
에 게시합니다.
PADI 구직/구인 보드를 활용하여 PADI 프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의 프로페셔널-레벨 코스의 가치 제안을 지원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ADI 프로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PADI
프로 유치 마케팅 툴킷을 사용하여 구직/구인 보드를 프로 유치 프로모션
에 통합하고 코스 등록이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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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ADI 어웨어위크,

DAD & 비치 클린업 이벤트 - 부산
씨월드다이브센터(대표 임호섭)에서는 지난 8월 20일 토요일, 부산 태종대에서
2022 PADI 어웨어 위크 – DAD & 비치 클린업 이벤트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다.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의 PADI다이브센터, 리조트, 프로페셔널 멤버 그리
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함께 하는 뜻깊은 환경 정화 활동 이벤트를 가졌다.
이번 이벤트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57명의 PADI 다이버가 참가하여 해변
및 수중에 있는 폐기물(약 1톤)을 수거하였다. 특히 태종대는 다이버 및 프리 다이
버들이 트레이닝을 위해 많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다이빙 사이트로 각광 받고
있다. 해경을 비롯하여 지자체등과 협조하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가한
PADI 멤버는 “다이버로써 지역 사회의 바다 환경을 위해 직접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PADI 어웨어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환경
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전 세계 환경보호를 위해 PADI 어웨어 파운데이션에 기부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매년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에서도 다이버들만이 할
수 있는 수중환경을 보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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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가 PADI 다이브센터
지역

센터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부산

씨월드다이브센터

051-626-3666

www.seaworld-busan.co.kr

부산

퍼시픽오션다이브

051-246-9314

podakorea.com

부산

썸다이브

010-9314-7427

www.sumdive.com

부산

다이브플라넷

010-6575-7968

www.diveplanet.co.kr

부산

팀벨루가

010-4547-5240

부산

니나노다이브

010-4287-0333

ninanodive.modoo.at

부산

오션라인다이브센터

010-6285-4888

band.us/@teamsweetbubble

부산

MDI스쿠버-다이브포유

051-554-7775

www.diveforu.com

울산

마린펀다이브

010-4556-2211

경기

카리브다이브센터

070-4656-5132

부산

프리미다이빙아카데미

050-6489-2931

www.sipadan.co.kr

이번 이벤트의 풍성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내외 다이빙 장비 및 플랫폼 개발업
체, 다이브 리조트로부터 많은 협찬과 성원이 있었으며 협찬된 상품들이 이벤트 참가자들
에게 경품으로 전달되었다.
업체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1

오션태그

02-408-9466

www.oceantag.com

2

다이브채널

070-4242-0406

다이브채널.com

3

인터오션

051-622-5665

interoce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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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

HAPPY BARE,
OCEANIC’S 50TH ANNIVERSARY!

2022년, BARE와 OCEANIC의 50주년을 기념하는
50주년 한정판 제품을 소개합니다.

BARE 50TH
ANNIVERSARY X-MISSION
EVOLUTION DRYSUIT

X-Mission은 모든 영역의 테크니컬 다이버, 그리고
여행 친화적인 패키지로 유연성과 내구성의 최상
의 조합을 원하는 레크레이션 다이버 모두에게 이
상적인 드라이 슈트입니다.
- BARE 50주년 기념 밀리터리 그린 한정판 색상
-매
 우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신형
Nylon Micro RipStop Trilaminate 소재
-조
 절 가능한 신축성 있는 허리 밴드는
완벽한 착용감 제공
- 무릎 허리의 M-PADZ는 내구성 보강
- 모든 영역의 다이버들에게 이상적

50주년 특별 로고

내구성이 강한
밸브 및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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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된
캐나다 상징 로고

SHADOW 50 MASK

DELTA 50 REGULATOR

스타일리시한 100% 리퀴드 실리콘 스커트에 직접 부착된 UV 코팅

DELTA 50은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호

강화유리 렌즈는 해수면에서의 눈부심을 줄이고 수중 색상 선명도

흡을 제공하는 DELTA 호흡기 라인을 포함한 모든 OCEANIC 호흡

를 향상시킵니다.

기의 혁신적인 차세대 모델입니다.

- OCEANIC 50주년 한정판

- OCEANIC 50주년 한정판

- 프레임리스 디자인으로 중량 감소

- 1, 2단계는 동일한 컬러웨이 매칭

- 극도로 낮은 볼륨의 디자인

- BULE / PINK / GOLD 세 가지 색상

- 쉽게 조정이 가능한 스위블 버클

- 밸런스드 다이아프램

- BC 포켓 또는 슈트 포켓에 쉽게 보관 가능

- 나이트록스 40% 지원 / 환경 차단 및 아이스 다이빙 가능

-O
 CEANIC 설립자 Bob Hollis의 서명이 삽입된

- 2 HP 포트 / 4 LP 포트

네오프렌 스트랩 기본 제공

OCEANIC 50TH ANNIVERSARY 리브어보드 기념행사
이번 OCEANIC의 50주년 한정판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은 QR코드로 50주년 기념 응모행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념행사에 응모하고 팔라우로 해외투어를 떠나 보세요.
- 2022년 3월 15일 출발
- 팔라우 7일 리브어보드 ($4,195 USD)
- MASTER LIVEABOARDS 선박 이용
- 50주년 한정판 제품에 동봉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응모
- 2022년 12월 31일까지 응모 가능
- 2023년 1월 당첨자 발표
- 1등 : 팔라우 7일 리브어보드 / 2등 : DELTA 50 / 3등 : SHADOW 50

(주)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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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칼럼

Sustainable Fisheries and Seafoods?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산물이란?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산물은 생선과 해산물의 과도한 수확 문제에 대
한 대중의 인식 운동과 생태학적으로 책임이 있는 방식으로 수확되는
생선과 해산물이다. 지속가능한 해산물만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식
료품점을 이용하고, 식당에서는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및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산
물에 있는 파란색 및 녹색 물고기 로고는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어업 및
농장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어떤 생선을 먹어도 좋은지를 알
기 어렵다. 해산물을 구매하거나 주문할 때 지속 가능한 해산물 선택을 하
는 데 도움이 되는 Seafood Watch의 가이드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고
해산물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져야 한다.
수산물의 남획은 우리 바다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높은 수요와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으로 인해 전 세계 어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
다. 장을 보거나 외식할 때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선택하여 어업과 어류 자
원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산물 감시
(Seafood Watch)
Seafood Watch는 지속가능한 해산
물 자문 목록이며, 전 세계의 유사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요리사 및 비즈니스 전문가가 해산물 구매 결정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 기반 해산물 권장 사항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Seafood Watch는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의 프로그램이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의 솔루션 낚시 전시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7년부터 1999년
까지 진행되어 지속가능한 해산물 목록을 제작했다. 그것은 1990년대 후
반에 나온 Audubon Society의 물고기 애호가란 무엇인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해산물 정보를 위한 최초의 자원 중 하나였다.
Seafood Watch는 어업(야생 잡힌) 및 양식(농업) 운영의 해양 및 담수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와 계산은 해산물 시계 권장 사항으

Seafood Watch
https://www.seafoodwatch.org/seafood-recommendations/
consumer-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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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진 전체 점수와 최종 등급을 초래한다.

MSC와 ASC
해양관리협의회

양식 관리협의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

MSC는 지속가능 어업의 표준을 제정

ASC는 어업 및 ASC 양육권 사슬 (CoC) 표

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구이다. 어업은

준은 회사 및 조직이 농장에서 재배한 물고

과학적으로 제정된 MSC 표준과 비교

기가 책임감있게 생산된 것으로 홍보하고

하여 어업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어업이 지속가능한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CoC 인증 프로세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추적성

확인하기 위해, 어업과 해양관리협의회 양측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전문

을 보장하기 위해 '농장에서 접시까지'물고기를 다룬다.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MSC 어업표준 인증을 획득한 어업은

양식 관리위원회 (ASC)는 양식 산업에 대한 세계 최고의 인증 프로그램

공급망 추적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수산물에 MSC 에코라벨을

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야생 동물 기금 (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부착할 수 있다.

무역 이니셔티브 (IDH)에 의해 2010년에 설립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

MSC의 미션은 제품에 에코라벨을 라이선싱하여 로열티를 받고 어업 인증

한 양식업 과정을 다루며 책임있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의 환경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실천을 인정 및 보상하고, 소

및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ASC 인증 제품은 또한 CoC(Chain of

비자들의 수산물 선택에 영향을 주며,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을 형성하

Custody) 표준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증 ASC 제품의 구매,

여 결국 건강한 세계 해양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처리 및 판매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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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다이빙엑스포
(PHIDEX 2022), 성황리에 마무리
필리핀 관광부, 8월19~21일(3일간)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다이빙 및 해양 전문가와 함께 다이빙 관련 정보 교류, 파트너십 구축
세계 40여 미디어 및 다이빙여행 관계자들에게 다이빙 팸투어(2022년 8월 22~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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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부는 '2022‘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Philippine International

어와 다이빙여행 관계자를 한국에서 마닐라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리핀항

Dive Expo, PHIDEX 2022)'를 전세계의 미디어매체와 다이빙여행 관계자

공, 세부퍼시픽항공이 항공편을, 숙식은 Pasay City의 콘라드 마닐라 호텔

들을 초청하고, 세계적 수준의 수중사진가, 유명 다이버, 해양환경 보호론

(CONRAD MANILA)에서 제공했다.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9일~21일 3일간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세계에서 방문한 미디어 및 여행사 관계자와 필리핀 다이빙리조트 셀러들

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은 3일간 진행된 비즈니스 미팅에서 각자 업체를 소개하고 정보를 교환하

이번 행사에서는 'PHIDEX 2022 다이브 컨퍼런스'가 'Back into the Blue:

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이어진 저녁 만찬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필

One with the Sea'라는 주제로 열려, 해양보호, 프리다이빙, 수중사진 분

리핀 다이빙 관광업계의 발전을 도모했다.

야의 국내외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토론 및 지식 공유에 나섰다. 세계

필리핀 관광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프라스코(Christina Garcia-Frasco)

다이빙여행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미팅 및 세일즈 창출을 위한 '다이빙 트

장관은 “PHIDEX 2022는 유명 다이버, 해양생물학자, 환경보호론자 및 수

래블 익스체인지(Dive Travel Exchange, TRAVEX) 미팅'도 열려, 필리핀,

중사진가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이빙업계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 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한국, 일본, 태국, 영국, 네덜란드, 이

는 기회"라며 "필리핀 관광부가 주최하는 PHIDEX 2022는 필리핀 관광 산

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등 약 100명의 현지 및 국제 다이빙 바이어와 미디

업의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자, 다시 외국 다이빙 관광객

어가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인사를 건넸다.

전시회 기간 중에 세계의 40여 미디어매체 및 다이빙여행 관계자들에게

또한, 필리핀의 다양한 다이빙 관광지를 직접 경험해 볼 기회도 주어졌다.

비즈니스 미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초청된 참

현지 다이빙리조트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필리핀 관광부는 두마게

가자들에게 다이빙 팸투어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에서는 미디어 대표

티/네그로스, 말라파스쿠아섬/세부, 모알보알/세부, 아닐라오/바탕가스,

로 본지(격월간 스쿠바다이버)의 발행인과 스피커로 김은종 수중사진작가

팡글라오섬/보홀, 까미귄섬/민다나오, 코론/팔라완, 소고드베이/서던레이

가 초청되었으며, 스쿠바 여행사 대표들은 액션스쿠버 이민정 대표, 엔비

테, 푸에르토갈레라/민도루, 티카오섬/비콜 등 총 10개의 유명 다이빙관광

다이버스 정회승 대표, 스쿠바랩 조영철 대표가 초청되었다. 한국의 미디

지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본지는 그중에서 티카오섬을 선정하여 취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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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or List / 참가업체
1 Department of Tourism

8 Department of Tourism

12 Department of Tourism

- Region 13

- Region 9

- Region 6

- SCUBA Caraga
- JR Current Dive Center

13 Philippine Airlines
14 Department of Tourism

2 Department of Tourism

10 Department of Tourism

- Region 5

- Region 2

- Region 11

- Dive Batanes

- South Shore Divers PH

3 Squires Bingham Sports

- Carabao Dive Center

4 Garmin Philippines

- Island Garden City of Samal

5 Department of Tourism
- Region 10
- Scuba de Oro
- Mantangale Alibuag Dive Resort
6-7 Department of Tourism
- Region 4A
- Solitude Acacia Resort
- Pier Uno Dive Resort
- Dive Solana Resort
- Destino Lifestyle Resort
- Aiyanar Beach and Dive Resort

Philippines Div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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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kak Aquasports
9 Scuba Diver / Asian Diver

- City of Mati
- South Shore Divers PH
- Carabao Dive Center

- Ticao Island Resort
15 DAN World
20 Department of Tourism
- Region 8
- Peter’s Dive Resort
- Sogod Bay Scuba Resort

- Island Garden City of Samal

12, 21-24 Department of Tourism

- City of Mati

- Region 4B

11, 16-19 Department of Tourism
- Region 7
- Atmosphere Resorts and Spa
- Thalatta Resort
- Bohol Beach Club
- Amigos Dive Center
- Devocean Divers

- Arkipelago Divers and
		 Beach Resort
- Sunlight Air
- Discovery Fleet
- Lalaguna Villas
25 Department of Tourism
- Region 3
- Aurora Province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BMA) Tourism
26-27 A
 quaventure Whitetip
Dive Supply
28 CalDives

- Fridays Puerto Galera

29 MY Resolute Infiniti Liveaboard

-D
 ugong Dive Center /

31 Scuba studio Philippines, Inc.

Prodive Philippines, Inc.
- Scandi Divers
-E
 l Nido Adventure Scuba Diving
Services

32-33 Sea Explorers Philippines
34-36 Pacifica Dive
37 SSI/M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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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입국 전의 코로나 검사는 9월 3일부터 폐지,
입국 직후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계속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8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 검
사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는 폐지되지만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것은 중대본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
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받는 코로
나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체류비나 검사 비
용 등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폐지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김지현 박사, 독도의 해양생물에 관한 서적 출간
DOKDO 1025 : The Ecology of Dokdo's Marine Life VII
이 책에는 독도의 해양생물에 대한 150개 이상의 컬러사진과 해설
이 있다. 물고기, 무척추동물, 조류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해양생물
의 매혹적인 사진과 함께 한국 동해의 외딴 섬, 독도의 놀라운 수중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다.
https://a.co/d/2ZnGQ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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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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 등 바다생물 국가보호종 채취시 최대 5000만원 벌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면서 해양보호생물인 국가
보호종 나팔고둥을 소라(뿔소라) 등 다른 식용 고둥류와 혼동해 채취, 유통
하는 사례가 발생해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홍보·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혼획·유통하거나
고의로 그랬다고 여겨지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시 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해양보호생물을 무허가로 이식·
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나팔고둥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나팔고둥 성체 껍질높이
넓이는 각각 22㎝와 10㎝ 내외로 국내에 서식하는 고둥류 중 가장 크다. 한
국, 일본, 필리핀 등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제주나 남해안 외해 섬 인근 바
다에서 주로 발견된다. 제주 연안에서는 수심 10~20ｍ에서 주로 나오고 남
해안 섬 인근 바다에서는 수심 30~50ｍ에서 발견된다. 최근엔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
나팔고둥은 패각에 구멍을 뚫어 소리를 내는 나팔로 사용할 수 있어 이름이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나팔고둥이다. 제주 한 지역에서는 어부가 포구에서 상인을 모을 때 나팔고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힌다. 한때 나팔고둥을 증식해 유해

둥에 구멍을 뚫어 불었다고 전해진다. 국내 바다가 나팔고둥이 대량으로 서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나팔고둥

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닌데다가 먹을 수 있고 패각의 무늬가 아름다워 남

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

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패각에 석회질이 붙어 있으면 다른 고둥

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채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류와 구분이 어려워 나팔고둥인지 모른 채 잡아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도 펼칠 계획이다.

백신 개발 위해
강제로 피 뽑히는 투구게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해 백신 개발은 필수다. 전세계 제약사에서 백신을 개
발할 때 거치는 것이 동물실험이다. 설치류부터 원숭이, 개,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백신 개발을 위해 희생된다. 이들 동물 외에도 희생되는 절지동물
이 있으니 바로 '투구게'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때 1년에 수십만 마
리의 투구게가 희생되고 있다.
지난 수억 년 동안 거의 모습이 바뀌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투구게가 어쩌다 보호가 필요한 종이 됐을까. 학계에서는 투구게의 혈액이
바이오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했다. 투구게의 혈액은 파란색을 띄고 있다. 이 혈액은 LAL이라는 단백질 성
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량의 독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이용해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의 독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투구게는 자연에서 포획돼 실험실로 옮겨진다. 살아있는 동안 심장 주변 조
직에서 전체 30% 가량의 피를 뽑힌다. 강제 채혈을 당한 뒤에는 바다로 돌
려보내진다. 문제는 이 중 10~30%는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약 1리터의 LAL 성분을 추출하는 데는 244마리의 수컷 또는 96마리
의 암컷 투구게가 사용된다. 글로벌 바이오 업계는 지난 2020년 백신 개발
을 위해 45만 마리의 투구게를 사용했다. 신약과 의료기기 등 개발이 활발한
바이오 분야에서 투구게 혈액을 이용한 독성 시험이 필수다. 그러다 보니 수
많은 투구게가 죽어가고 있다.

2022 September/October | 109

DIVING INSIDE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콸콸콸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버
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다다를 방사성 물질은 우리 바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22일 일본이 1km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 방식의 오
염수 폐기 계획을 확정하자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게 국제
해양법 위반이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한국 바다에 치명적 영
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지금도 후쿠시마 앞바
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대량 검출되고
있는데, 오염수가 바다에 본격적으로 퍼지면 해류와 먹이사
슬을 통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옮겨가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던 바닷물은 수백일 만에 제
주도까지 들이닥치는 것으로 연구됐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
의 지난해 말 발표로는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280
일 뒤 남해안에 도달한다. 320일 지나면 동해로, 1년 뒤에는
서해로 퍼진다. 또 독일 킬대학 헬름홀프 해양연구소가 후
쿠시마 원전사고 1년 뒤인 2012년 발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제주 해안에 밀
려든다.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4~5년짜리 큰 해류가 아니라, 단기간에 연안 흐름으로 우
리 바다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방사성 물질
이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장 주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ALPS로 걸러
지지 않아,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해 허용기준의 40분의 1 미
만 농도로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방사성 물질도 기준치 이하 저농도로 방류한다지만,
결국 어떤 물질이든 시간차가 있을 뿐 폐기될 총량은 그대
로다. 근본적으로 희석 배출이라는 게 '완전한 제거'일 수 없
다는 점도 지적된다. 반감기가 1570만년인 요오드129는 소
량이라도 1억년 이상 태평양을 떠돌게 된다.
일본이 바다에 버릴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된
뒤, 세계 최다 해산물 소비국인 우리 어민들의 상품과 국민
들의 식탁을 위협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식탁 안전보장’ 대책으로 연근해 방사능 감시
확대, 수산물의 유통이력·원산지 표지 강화, 일본 정부에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 등을 내놨다. 사실상 피
동적인 조치들 뿐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
서는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
를 압박해야 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정
식 제소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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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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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드블루 공개모집
한국인 풀챠터 리브어보드 트립
모든 투어는 파인드블루 대표, 김환희 강사가 직접 인솔하는 것으로써 리브어보드/리조트 이용비 외에 이
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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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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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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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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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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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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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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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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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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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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프렌치폴리네시아 / 타이티

2023년 8월 코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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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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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코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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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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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료/팁 별도)

DIVING TOUR

다이빙투어는

액션투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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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액션투어로

연락주세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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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액션투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이빙전문여행사

(주) 액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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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3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이빙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액션스쿠바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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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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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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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으로 돌아가 좀 더 많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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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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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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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Diving Spots

이집트 홍해 (Red Sea)

태평양 팔라우(Palau)

난파선, 고래상어, 환도상어, 망치상어, 장완흉상어, 듀공

샤크 무리, 만타레이, 피쉬 스퍼닝 (Fish Spa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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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는 신비한 느낌과 깨
끗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환상의 섬나라이다. 섬
주위에는 광활한 환초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이버들이
주로 다이빙을 하는 곳은 중부지역이다. 블루홀, 블루코
너, 샹들리에케이브와 난파선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사
이트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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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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아포리포

투바타하리프

롬블론

리조트

티카오섬

수중생물의 보고

필리핀

롬브론섬

Romblon Is.

CRIT TER

CAPITA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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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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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e-thre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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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일본 유일의 아열대 해양성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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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도(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 요나구니섬) 등에 다양한 다이빙사이

오가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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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5/6월호

리조트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즈반도/미코모토지마

오가사와라제도

비용 1,500,000원~

비용 2,500,000원~

일정 4박5일~

일정 8박9일~

시즌 연중(성수기 4~10월)

시즌 연중(혹등고래 1~4월중순, 향유고래 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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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부리돌고래(Long-snouted

에 위치하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다. 쿠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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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들어오면 바닷물의 투명도는 30m를 넘고,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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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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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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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반도 주변에는 특별한 접사생물들을 만나는 것도 특별한 재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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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호
요나구니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5년 5/6월호

태국

Thailand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리조트

특이한 수중지형과 다양한 수중생물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시밀란제도

남안다만해 (피피섬, 힌댕/힌무앙)

비용 1,700,000원~

비용 1,7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5박6일~

시즌 11~5월/성수기 1~3월

시즌 년중(성수기 12~4월)

특징 특이한 수중지형으로 되어있어 큰 암반

특징 남부 안다만해는 연산호 군락이 유명한 힌댕/힌무

사이를 유영하는 묘미와 만타레이, 레오파드

앙과 코하라군이 주요 포인트이다. 몬순기후의 영향을

샤크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무리의 화려한 조
시밀란제도

받는 이 지역의 다이빙은 건기인 11월~4월이 성수기이

화가 경이롭다.

힌댕/힌무앙

참조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호

미얀마(버마)

Myanmar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귀제도)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9년 5/6월호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북안다만해

고, 특히 리브어보드의 경우 이 기간에만 운행을 한다.

리조트

리조트

바다거북의 천국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숨겨진 보석 같은 곳

시파단섬

라양라양

르당섬

비용 1,990,000원~

비용 2,990,000원~

비용 1,300,000원~

일정 5박6일~

일정 6박7일~

일정 6박7일~

시즌 연중(성수기 3~6월)

시즌 3~8월(성수기 4~5월)

시즌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바다거북,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이고,

특징 인공섬인 라양라양에는 단 1개의 리조트가

특징 바다거북의 산란지이고,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

범프헤드패롯피쉬(버팔로) 무리가 압권이다. 아름다

3~8월만 영업한다. 만타레이와 상어 등의 대형 어

한 종류의 경산호 군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운 수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는

종과 때가 묻지 않은 산호초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망

무리의 장관을 만난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경비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다.

치상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에 편리한 시설과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

시파단 본섬에서의 다이빙은 제한이 있어 일정 중에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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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다이빙만 허용된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호

리조트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비용 3,000,000원~

랑카얀섬

일정 7박8일~
시즌 12~4월

비용 2,990,000원~

특징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상

일정 6박7일~

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때가 묻지 않는

시즌 4~11월

청청한 곳이다.

특징 랑카얀섬은 얕은 대륙붕위에 형성된 산호섬으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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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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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여행
을갈

때 스마트폰
· 태블릿에
「격월간 스
쿠바다이버
」 지를 담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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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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eptember/October | 151

이집트

Egypt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리브어보드

홍해!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만남의 여행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다합)

이집트북부, 남부(후루가다, 마르사알람)

비용 3,000,000원~

비용 3,000,000원~

일정 6박7일~

일정 9박10일~

시즌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은

시즌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일정이 취소되거나 조정)

시야)

특징 이집트 남쪽지역을 내려가는 루트로 겨울엔 환

특징 홍해는 경산호와 연산호가 같이 어우러져 아름

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고 봄에는 만타레이와

다운 수중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양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진다. 운이 좋으면 듀

한 색상의 열대어들이 산호를 감싸고 있다. 샴엘셰이

공도 만날 수 있다.

크 해역은 시슬곰(Thistlegorm) 등과 같은 난파선 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11/12월호

이집트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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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만남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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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인도양
리브어보드

Indian Ocean
리조트

인도양의 한가운데 낙원

엄청난 크기의 정어리 무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신비

몰디브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비용 3,400,000원~

비용 4,000,000원~

일정 8박10일~

일정 9박10일~

시즌 연중(3~4월 최남단, 10~11월 북부)

시즌 6~7월

특징 몰디브는 럭셔리한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최

특징 사딘런(정어리 무리)은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

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이다. 야간 샤크 다이빙, 고

서 만나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이다. 가마우지, 돌고

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브를 찾

래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베이트볼(Bait Ball)을 다큐

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월에 최

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이사슬 현장을 눈으로 직

남쪽까지 내려가는 루트에서는 고래상어 나이트 스

접 확인할 수 있다.

노클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북쪽 지역에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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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모리셔스

셰이셜
비용 4,000,000원~

몰디브

리조트

리조트

신이 창조한

혹등고래와 돌고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시즌 년중(성수기 4~5월, 10~11월)

모리셔스

레위니옹

특징 세이셸(Seychelles)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마

비용 4,000,000원~

비용 4,000,000원~

다가스카르섬 북쪽으로 1,100㎞ 적도 부근에 위치

일정 9박10일~

일정 9박10일~

한 116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이다. 수많은 난파

시즌 년중

시즌 년중

선 사이트가 있고 아름다운 부채산호 등을 비롯한

특징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대륙 남단 마다가스카르

특징 레위니옹은 아프리카 대륙 남단 마다가스카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8월과 10월에서 1월까

섬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

섬 동쪽으로 약 7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프랑스령

지의 기간은 세이셸에서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모이

나라다. 스텔라마루(Stella Maru) 난파선이 있고, 혹

의 작은 섬이다. 혹등고래와 돌고래를 쉽게 만날 수

는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다.

등고래와 향유고래(Sperm Whale)를 볼 수 있다.

있으며, 망치상어, 청새치,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과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참조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호

같은 원양어류도 만날 수 있다.

일정 9박10일~

참조 스쿠바다이버 2020년 9/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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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Yap), 최고의 다이빙 리조트
다이빙•스노클링•독특한 레스토랑•얍 문화 및 섬 투어•스파
• 샤크와 만타레이 보호구역에서 연중 대형 동물과 조우

• 열대지방의 원시적인 섬에서 다이빙

• 아우터 리프, 채널 및 월 다이빙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

• 다이빙후 장비 이동 서비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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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North Pacific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세계 최고의 다이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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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이글레이 클리닝스테이션과 맑은 물속 시야

리조트

만타의 고향

최고의 난파선 다이빙

호텔+다이브센터

축

두개의 세계대전 때 각각 침몰한 난파선을 한곳에서

사이판/티니안/로타

얍

비용 2,400,000원~

괌

비용 1,700,000원~

비용 2,400,000원~

일정 5박6일~

비용 1,700,000원~

일정 4박5일~

일정 6박7일~

시즌 연중(성수기 12~4월)

일정 4박5일~

시즌 연중

시즌 연중(1~2월 만타 짝짓기 시즌)

특징 맑은 물에서 하는 난파선 다이빙으로 건기에는

시즌 연중

특징 사이판은 맑은 물이 압권이다. 이글레이 클리닝

특징 얍(Yap)은 만타레이 무리를 비롯해 건기에는

100m 이상의 난파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특징 괌은 맑은 물이 특징이며, 제1차 세계대전 때

스테이션,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의 즐

외해의 거대한 상어 무리를 만날 수 있다. 만타 짝짓

심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도카

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등을 즐길 수 있

기(Mating) 시즌인 1~2월에는 수많은 만타레이의

호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

이마루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다. 그리고 티니안과 로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

퍼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의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호

판을 즐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8년 3/4월호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참조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호, 2018년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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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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eptember/October | 157

rp.
g Co
lishin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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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국내 관광지 베스트 52
관광가이드 영어회화

박혜윤│20,000원│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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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