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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rkelling and diving signals  –  When snorkelling or diving it is vital to know which signals to use, including:

Are you ok?
您没事吧？

您沒事吧？

Est-ce que ça va ?
Alles OK?
Stai bene?
大丈夫ですか？
¿Está bien?
Är du OK?
Bạn có bình an hay 
không?
Ты в порядке?
괜찮습니까?

I am ok
我没事

我沒事

Je vais bien
Alles OK
Sto bene
私は大丈夫です
Estoy bien
Jag är OK
Tôi bình an
Я в порядке
괜찮습니다

I am ok but I need help
我没事，但需要帮助

我沒事，但需要幫助

Je vais bien, mais j’ai besoin d’aide
OK, brauche aber Hilfe
Sto bene ma ho bisogno di aiuto
私は大丈夫ですが助けが必要です
Estoy bien pero necesito ayuda
Jag är OK men jag behöver hjälp
Tôi bình an nhưng cần được giúp đỡ
Я в порядке, но мне нужна 
помощь
괜찮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Distress needing help 
遇险需要帮助

遇險需要幫助

Détresse nécessitant de l’aide
Notfall, brauche Hilfe
Sto male e ho bisogno di aiuto
苦しいので助けが必要です
En peligro, necesito ayuda
Nödläge och behöver hjälp
Lâm nạn cần được giúp đỡ
Тревога, мне нужна помощь 
도움이 필요한 위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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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tation device options – To make sure you are safe in the water, please:

Wear a snorkel vest
穿上浮潜马甲

穿上浮潛背心

Porter un gilet de plongée avec tuba
Tragen Sie eine Schnorchelweste 
indossare un giubbotto per lo 
snorkelling
スノーケルベストを着用する
Utilice un chaleco de buceo en 
superficie
Ha på dig en snorklingsväst
Mặc áo lặn sử dụng ống thở
Ныряйте с жил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스노클링 조끼 착용

Use a noodle or a life ring
使用浮条或救生圈

使用浮條或救生圈

Utiliser un flotteur ou une bouée de 
sauvetage
Benutzen Sie eine Schwimmnudel 
oder einen Rettungsring
Usare un tubo galleggiante o salvagente
浮き棒または浮き輪を使用する
utilice un tubo de flotación o 
salvavidas
Använda en flytorm eller livring
Sử dụng dây hay phao cứu hộ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спасательным 
кругом или брусом
누들이나 구명 부환 사용

Snorkel with a buddy
与友伴一起浮潜

與友伴一起浮潛

Faire de la plongée avec tuba avec 
un ami
Schnorcheln Sie zusammen mit einem 
Partner 
fare snorkelling con un amico
バディと一緒にスノーケリングする
Bucee con un compañero
Snorkla med en partner
Lặn sử dụng ống thở với người lặn 
đồng hành
Ныряйте с напарником
친구와 함께 스노클링

Join a guided tour
参加由导师带领的浮潜团

參加由指導員帶領的浮潛團

Vous joindre à un tour organisé
Schließen Sie sich einer geführten 
Tour an
unirvi a un tour guidato
ガイド付きツアーに参加する
Realice un paseo con guía
Delta i en guidad tur
Tham gia chuyến tham quan có người 
hướng dẫn
Присоединитесь к групп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инструктора
가이드 투어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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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for certified divers Medical declaration for resort diving

리조트 다이버가 작성 후 서명 

리조트에서 잠수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성          여성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았거나 지금 앓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천식 또는 천명

뇌, 척수 또는 신경 질환

가슴 수술

만성 기관지염 또는 지속적인 흉부 이상

만성 부비동염

무기폐(기흉)

진성 당뇨병(당뇨병)

귀 수술

간질

졸도, 발작 또는 의식 상실

모든 종류의 심장 질환

비행 시 재발성 귀 질환

결핵 또는 기타 장기성 폐질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호흡 곤란

만성 이루 또는 이염

고혈압

기타 질환 또는 지난달 수술

고막 천공

현재 치료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까(경구 피임약은 제외)?

잠수 전 8시간 이내에 알코올을 섭취한 적이 있습니까?

임신 중입니까?

안전한 잠수에 적합하지 않는 상태를 숨길 경우 본인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까?

서명 날짜

증인 날짜

공인 다이버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잠수해야 하며 잠수 브리핑 중에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이버로서 의학적 육체적으로 잠수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환이나 부상에 
시달리거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잠수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안내서를 읽어보고 모든 우려사항에 관해서는 잠수를 시작하기 전에 잠수 감독관이나 잠수 
안내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 다이버 준수 사항

• 잠수 감독관 또는 잠수 안내원의 지침에 따릅니다. 

• 잠수 감독관에게 잠수 계획과 현장 조건 및 위험에 관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  항상 친구나 안내원과 함께 잠수하며 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  본인의 공기량과 함께 잠수하는 동료의 공기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잠수 구역의 경계를 파악하고 훈련 받은 깊이까지만 잠수합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

•  조망대가 있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  수중에서 복귀, 조난, 구조, 동료 탐색 절차 등과 같은 비상 조치들을 자세히 숙지합니다. 

•  막대형 안전 부표와 같은 신호장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  언제나 동료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동료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  잠수할 때 착용하는 모든 잠수 장비에 익숙해야 합니다.

•  잠수를 마칠 때는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잠수 이전과 도중에 고려 사항

•  수중 해류 상태

•  수심

•  수중 가시성

•  잠수 지역의 수중 지형과 해양 생물

•  안전한 입수와 퇴수

다이버가 인지해야 하는 위험 요소

• 	공기량 부족

•  반복적인 잠수로 인한 감압증

•  깊이 잠수할 때 발생하는 질소 중독과 발생할 경우에 얕은 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

•  잠수 후에 비행이나 고도 노출

아름다운 퀸즈랜드 바다에서 잠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잠수 교관이나 
감독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인 다이버를 위한 안전 정보 리조트 다이빙을 위한 건강 정보 확인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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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for certified divers Medical declaration for resort diving

본인 (이름 기입) 은(는)

스노클링이 격렬한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과 
안전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신체 활동으로 악화될 수 있는 모든 질환(예: 심장병, 천식, 일부 폐질환)

•  의식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질환(예: 일부 형태의 간질과 당뇨성 질환)

• 찬물이나 해수 분무로 야기될 수 있는 천식

본인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조망대나 스노클링 감독관 또는 스노클링 안내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잔잔한 물에서도 스노클링이 격렬한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 심장병과 
뇌졸중 같이 신체 활동으로 악화되는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망과 부상 위험도 커진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서명 날짜

미성년자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

 
날짜

스노클링을 위한 건강 정보 확인수중 환경은 흥미롭고 아름답지만 스노클링 감독관이나 교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모든 우려사항에 관해서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교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을 못하거나 스노클링 경험이 없으면 이를 스노클링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스노클링은 잔잔한 물에서도 격렬한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과 같은 일부 
질병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  건강상 우려가 있으면 스노클링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의 경우에는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질환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안전 요령

•  부양장치를 사용하여 물에서 필요한 신체 활동량을 줄입니다.

• 친구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거나 가이드 투어에 참가하면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하는 직원이나 여타 도움받을 곳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  조망대와 수신호로 연락하는 방법을 익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능력에 맞게 스노클링을 합니다.

•  항상 스노클링 감독관과 교관의 지시와 조망대의 지침을 잘 듣고 따릅니다.

능숙한 스노클러도 위험에 유의

•  입수 전에 반복해서 깊은 숨을 쉰 다음 물 속에서 가능한 오래 머무는 잠수 방법을 ‘지식잠수
(breath-hold diving)’라고 하는데, 자칫하면 의식 불명이나 중상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지식잠수를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스노클링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스노클러를 위한 안전 정보

질환이 있는 사람과 노인이 스노클링을 하려면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문제가 있더라도 조망대에서나 스노클링 감독관이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 구역 
가까이에서 스노클링을 합니다.

•  부양장치를 착용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  친구와 함께 스노클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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