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Australia Diving

Great Barrier Reef
Coral Sea
Yongala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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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한 산호초 지대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 GBR)
대보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산호초 지대로서,
2,900개의 독립된 산호초와 600개의 섬 그리고 300개의 산호 암초로 이뤄져 있다.
• 호주 대보초는 세계 모든 산호초의 약 10%를 차지한다.
• 대보초는 퀸즐랜드 해안선의 번다버그(Bundaberg)로부터 호주의 북단인
케이프요크(Cape York)까지 호주 동북 해안선의 3분의 2에 걸쳐 있다.
• 남북 길이는 약 2,300km, 면적은 약 35만 ㎢이다.
• 지구상 최대의 자연 특성물이고 거대한 크기 때문에
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생물 구조물이기도 하다.
글/사진 구자광

인도네시아
파퓨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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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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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초와 코랄씨
Great Barrier Reef(GBR) & Coral Sea
호주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

>>

wealth of Australia)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25,760㎞, 면적은 768만
2300㎢, 인구는 약 2,275만 명(2015년 기준)이다. 주민의 89.2％가 유

호주 여행 팁
전력 전압 220 / 230 / 240V

럽계 백인이며, 아시아계가 4.1%, 원주민이 1.6%이다. 수도는 캔버라
(Canberra)이고, 영어가 공용어이다.

콘센트 3구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GBR)

시차 케언즈나 타운즈빌은 한국보다 1시간 빠르다.

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퀸즐랜드(Queensland)주 해안을 따라

환전 호주는 호주 달러(AUD)를 사용한다.
출국 전에 호주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발달해 있다. 전체 면적은 207,000㎢, 길이는 약 2,600㎞, 너비는 약
500~2,000m이다. 북쪽으로는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남안
의 플라이(Fly) 강어귀까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퀸즐랜드주의 레이
디 엘리엇(Lady Elliot)까지 이어져 있다. 산호초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고, 일부가 바다 위로 나와 방파제와 같은 외관을 형성한다. 초호는 수
심 60m 이하의 대륙붕이며, 해저는 평탄하고 동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

팁 문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봉사료 명목으로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
서에 부가하지 않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서비스에 특별
히 만족한 경우에 대체로 요금의 최고 10%를 웨이터에게 팁으로 주
고 있다. 다이버들이 많이 이용하는 리브어보드는 탑승비의 5% 정도
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다.

다. 바깥쪽은 경사가 급하여 갑자기 깊어진다. 이 산호초 지역은 3,000

부가가치세(GST) 환급

여 개의 암초와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이 대보초 해

호주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10%의 부가가치세(Goods and

양공원(The Great Barrier Reef National Park)으로 지정되어 있다.

Services Tax: GST)가 부가된다. 호주 출국 전 30일 이내에 한 상점에

대보초 바깥쪽 바다는 코랄씨(Coral Sea)이다. 무수히 많은 산호층으로

서 AUD $300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GST 환급을 받을 수 있

인해 코랄씨라고 명명되었다.

다. 여행자 세금환급제도(Tourist Refund Scheme: TRS) 사무소는 국

호주 대보초의 중심 도시는 케언즈(Cairns)와 타운즈빌(Townsville)이다.

제선 터미널의 출국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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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rt

하늘에서 내려다본 케언즈 일대의 대보초

>>

호주 VISA 확인하기
일반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항공권 구입과 동시
에 여권상의 개인 정보가 호주 이민성으로 전송
되어 비자를 받는 전산 처리 입국 심사제가 시
행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
자, 취업비자 등은 해당 기간에 별도 확인을 해
야 한다.
간혹 성수기 때 항공권 판매 담당자의 부주의로
전산 비자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항공
권 발권 전에 반드시 여권 사본을 여행사나 항
공사에 보내고 전산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호주 정보
호주 관광청
http://www.australia.com/ko-kr
퀸즐랜드 관광청
https://www.queensland.com/?sc_lang=koKR&redirect=www.queensland.or.kr
https://www.queens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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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초의 다이빙 환경
다이빙 특징

다이빙 시즌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 중 2위로 선정될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

호주 대보초는 4~11월이 건기, 12~3월이 우기로 나누

는 호주의 대보초(Great Barrier Reef, GBR)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산

어진다. 건기는 최고 온도가 25~29℃ 정도이고, 수온

호초 지역이다. 대보초는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있으나 군데군데에 무수히 많은 조그

은 항상 24~29℃를 유지한다. 시야는 9~11월이 가장

마한 산호초가 바다 위에 나와 있어 대륙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대륙과 바다

좋다. 대보초는 년중 다이빙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베스

사이의 초호는 수심 60m 이하의 대륙붕이며, 해저는 평탄하여 동쪽으로 약간 경사져

트 시즌은 8월 말~12월 초이다. 리브어보드 베스트 시즌

있을 뿐이다.

은 7~11월이다. 일반적으로 10~3월까지는 3~5m 슈트,

호주 대보초 지역의 기온은 온화하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된다. 이곳에는 산

4~9월까지는 5mm 슈트와 후드베스트가 추천된다.

호 400여 종, 어류 1,500여 종, 연체동물 4,000여 종, 극피동물 600여 종, 해초 500

혹등고래는 일반적으로 6~11월에 볼 수 있고, 밍크고

여 종 등 매우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Green Turtle,

래를 볼 수 있는 계절은 6~7월이다. 산호 산란(Coral

Dugong 등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어 과학적·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Spawning)은 10~11월에 이루어진다. 10월 또는 11월 음

또한 125종이나 되는 상어가 서식하는 지대로서 한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상어를 한꺼

력 보름 3일후 1주일 정도 야간다이빙을 하면 산호 산란

번에 볼 수 있기도 하며, 엄청난 크기의 Giant Potato Cod를 볼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장면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대보초의 대표적인 수중생물

>>

산호의 산란 (Coral Spawning)
산호는 일종의 말미잘에 속하며, 움직이지 않지만 암수가 한 몸인 동물이다. 산호는 폴
립 (Polyp, 말미잘과 같은 착생 생활을 하는 개체)이라고 불리는 작은 개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이다. 산호는 폴립에서 서식시킨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 작용으로 먹
이가 되도록 한 뒤 흡수한다. 대보초에 서식하는 산호는 71속 400종 정도이다.
산호의 산란은 봄, 여름의 수온 상승 및 달과 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정자와
난자를 방출하면서 산란을 하는 방식이며, 케언즈 지역의 대보초에서는 대부분 10월과
11월의 음력 보름날 후에 행해지며, 대체로 밤 9시 전후가 산란의 가장 왕성한 시간이
라고 한다. 케언즈에 있는 James Cook University의 학자들이 매년 산란 날짜를 예측
하며, 몇몇 다이빙 회사에서 그 예측 날짜에 맞춰 다이빙 산란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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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ea ,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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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형태
호주의 동북부 앞 바다를 둘러싼 거대한 산호초 군단, 대보초
(The Great Barrier Reef, GBR)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산호초는
세계의 다이버들이 가장 동경하는 곳이다.
호주의 대보초는 다이빙사이트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다
이빙 방법은 리브어보드를 추천한다. 호주 대보초 다이빙의 중
심은 케언즈(Cairns)와 타운즈빌(Townsville)이다.
케언즈에는 여러 형태의 보트 다이빙이 준비되어 데이트립
(Day Trip)으로 2~3회의 다이빙을 즐기는 것으로부터, 7박8일
에 걸쳐 케언즈에서 북쪽의 오스프레이 리프(Osprey Reef)까
지 대보초의 산호를 한 번에 즐기는 리브어보드(Liveaboard)까
지 선택의 폭이 넓다.
케언즈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포트 더글라스(Port
Douglas)에서 출발하여 아진코트 리프(Agincourt Reefs)까지

타운즈빌은 도시는 크지만 거기서 용갈라렉 다이빙을 위해서 3시간이 넘는 시

다녀오는 데이트립도 가능하다.

간을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타운즈빌에서는 용갈라렉 다이빙을 위해서 리브어

케언즈에서 남쪽으로 348Km 지역에 위치한 타운즈빌은 퀸즐

보드로만 가능하다. 타운즈빌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에이어(Ayl)에서는 배를 타

랜드주의 열대 중심지로서, 전방에는 코랄 해가 펼쳐져 있고

고 3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데이트립으로도 가능하다.

후방에는 광대한 오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현대적인 도시이다.

참고로 용갈라렉 다이빙은 7박 8일 동안 케언즈에서 리브어보드를 타고 타운

최고의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라 불리는 용갈라렉(S.S. Yongala

즈빌까지 가면서(역으로 타운즈빌에서 시작해서 케언즈까지 가면서) Holmes

Wreck) 다이빙을 타운즈빌에서 즐길 수 있다.

Reef, Flinders Reef, 용갈라(SS Yongala)렉 등에서 다이빙을 하는 투어가 있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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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Coral Reef)

보초(Barrier Reef)와 환초(Atoll)

호주 대보초의 산호초는 2천 5백만 년부터 발달해 오고 있다. 그렇지

몰디브는 환초 형태의 구조를 보이지만 호주 퀸즈랜드주의 산호초는 보

만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거대한 산호초는 6,000~8,000년 전부터 형

초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성한 산호이다.
산호초는 산호충(Coral Polyp)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동물들이 바다에
서 미네랄을 추출하고 그것을 단단한 골격으로 변환시킬 때 형성되기
시작한다. 산호충이 죽으면 석회질 외골격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산호
지대의 구성요소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산호초는 산호초 골격, 조류, 여러 다른 생물, 모래, 부셔진 돌 등이 해
류, 바람, 그리고 파도에 의해 치이면서 형성하기 시작한다. 긴 시간에
걸쳐 환경에 안정되면서 산호초가 만들어지게 된다.
산호는 편모조류의 일종인 주산텔라(zooxanthellae)의 도움을 받으며
공생한다. 주산텔라는 산호 안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산호에게 음식과
함께 산호의 선명하고 풍부한 색깔을 공급한다.

산호초의 구조

산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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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초 다이빙사이트

North Horn

Osprey Reef
No Name Reef
Cod Hole

Snake Pit
Cobia Hole

LIZARD
ISLAND

Ribbon Reef No.10

Cape Flttery

Pixie's Pinnacle
Ribbon Reef No.9
Ribbon Reef No.8
Ribbon Reef No.7

Cape Bedford

Ribbon Reef No.6

Bougainville Reef

Ribbon Reef No.5
Ribbon Reef No.4
St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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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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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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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언즈 중심의 대보초와
코랄씨 다이빙

케언즈 항구의 바닷가 풍경

케언즈(Cairns)
케언즈는 퀸즈랜드주 브리즈번(Brisbane)의 북쪽 약 1,700㎞ 떨어진 곳에

>>

케언즈(Cairns)로 가는 방법

위치해 있으며 작고 매력적인 항구 도시이다.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조
용해 보이는 작은 도시지만 한해에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열대성 관광 도시이다.
1870년대에 호주 정부에서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건설한 케언즈는
1875~1877년 퀸즐랜드 주지사를 지낸 윌리엄 웰링턴 케언즈(SWilliam

한국에서 케언즈로 가는 방법은 일본의 도
쿄나 오사카를 경유하여 가는 방법, 중국
상하이나 홍콩을 경유하여 가는 방법, 싱
가폴을 경유하여 가는 방법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저가항공사인 진에어(Jin Air)

Wellington Cairns)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말에 금, 주석 등의 광

에서 2016년 12월 14일부터 인천공

물이 발견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사탕수수 재배의 중심

항을 출발하는 대보초의 중심지

지이다.
케언즈는 세계 8대 명물 중의 하나인 대보초(Great Barrier Reef)와 서쪽
의 열대 우림지역인 쿠란다 국립공원(Kuranda National Park)으로 통하
는 길목이며,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유람선을 타고 악어를 볼 수
있는 다인트리 강(Daintree River)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보
이는 모스만 계곡(Mossman Gorge)이 있다.
호주의 케언즈 앞 바다를 둘러싼 거대한 산호초 군단, 대보초(The Great
Barrier Reef, GBR)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산호초는 세계의 다이버들이 가
장 동경하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케언즈는 게스트하우스, 호텔, 고급 리
조트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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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호주 케언즈(Cairns) 직항 노
선을 주 2회,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출발 일정으로 약 2
개월간 2017년 2월 14일
까지 운항할 예정이다.

케언즈 항구의 요트

케언즈의 유명한 리브어보드
• Mike Ball Dive Expeditions의 MV Spoil Sport호
http://www.mikeball.com/

• MV Spirit of Freedom호
http://www.spiritoffreedom.com.au/

대보초 리브어보드
다이빙의 특징
체크다이빙을 할 때 다이브마스터가
동행해서 개별적으로 다이빙 실력을
체크한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팀별
가이드는 따로 없이 각자 알아서 다이
빙하는 시스템이다. 개별 가이드 요청
시에는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브리핑할 때 지형. 수온, 볼거리, 주의사
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이빙은 개
별적으로 진행한다. 다이빙에 앞서 다
이빙 포인트 브리핑을 유의해서 들어야

• 딥씨 다이브즈 덴 (Deep Sea Divers Den)
https://www.diversden.com.au/

• 프로 다이브 케언즈 (Pro Dive Cairns)
https://www.prodivecairns.com.au/

한다. 다이빙 중간 중간에 스텝들이 개
인 업무에 따라 다이빙에 조인한다.
픽업보트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
므로 다이빙 후 모선으로 돌아와야 하
므로 공기소모량을 잘 체크해야 한다.
혹시 강한 조류 등으로 쓸려나가는 경
우에만 보트로 픽업해 주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사이트
에 1~2회 다이빙을 하며 하루에 4~5
회 다이빙을 한다.
2016 November/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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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언즈에서 리브어보드를 타고 대보초를 전부 돌아보는 방법들
1. 대보초, 코랄씨 다이빙
리브어보드를 타고 7박 8일 동안 케언즈를 출발하여 북쪽의
오스프레이 리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이빙하는 루
트가 있다. 이때 기상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나누어 다른 루
트를 이용한다.
•the Outer Barrier Reef
•Cod Hole and the Ribbon Reefs
•Lizard Island
•Osprey Reefs
•Bougainville Reefs (기상 상태가 좋을 때 가능)
•Holmes Reefs (기상 상태가 좋을 때 가능)

2. 용갈라렉 다이빙
케언즈에서 남쪽의 타운즈빌까지 리브어보드를 타고 7박 8일
동안 다이빙하는 루트가 있다. 참고로 용갈라렉 다이빙은 7박
8일 동안 케언즈에서 리브어보드를 타고 타운즈빌까지 가면
서 Holmes Reef, Flinders Reef, 용갈라(SS Yongala)렉 등에
서 다이빙을 하는 투어가 있다. 반대로 타운즈빌에서 시작해
서 케언즈에서 끝나는 투어도 있다.
•Holmes Reef
•Flinders Reef
•SS Yongala Wreck(용갈라렉)

3. 대보초 북부 지역 다이빙
•Cod Hole
•Osprey Reef
•Tijou Reef
•Ribbon Reefs
•North Broken Passage

4. 밍크고래 워칭 투어
•Ribbon Reef

5. 연구 목적의 노틸러스 다이빙
•Holmes Reefs
•Osprey Reefs
•Bougainville Reefs
•Cod Hole and the Ribbon Re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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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초의 리브어보드 다이빙 루트

Osprey Reef

대보초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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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ar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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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 Hold
Ribbon Reefs

Cooktown

ㅊ

Bougainville Reefs

Holmes Reefs

Port Douglas
Cairns

Outer Barrier
Re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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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nders Reefs

7박 8일 (기상상태가 나쁠 때)
7박 8일 (기상상태가 좋을 때)
7박 8일 (용갈라 렉 다이빙)

SS Yongala

Townsville
A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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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언즈 중심의 대보초 다이빙사이트
Great Barrier Reef

the Outer Barrier Reefs
이곳은 케언즈에서 데이트립으로가 접근이 가능한 얕은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짧은 일정과 적은 예산으로도 투어가 가능하며, 초보 다이버도
가능한 곳이다. 이 리프에는 사슴뿔산호, 테이블산호, 연산호 등이 서식하고
있다. 모래 협곡과 산호 보미(Bommies, 주변 리프보다 높은 봉우리)는 대보
초의 전형적인 풍경으로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 바다거북, 화이트팁리프샤
크, 구루퍼, 큰 놀래기 등의 물고기가 상주하고,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 돌고
래, 가오리 등의 외양어류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Milln, Flynn, Thetford, Hastings, Briggs, Norman and Saxon
Reef, Pellowe Reef 등의 사이트가 유명하다.

Snapper
Island
Low Isles

Barracuda Pass
Turtle Bay
Norman Reef-Trappo Lounge
Saxon Reef

Breking Patches

Hastings Reef-Fish Bow
Michaelmas Reef

Upolu Cay

Flynn Reef-Coral Gardens

Green Island
Fitzroy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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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in Reef-Three Sisters
Moore Reef
Briggs 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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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Barrier Reef

Cod Hole and the Ribbon Reefs
리본 리프(Ribbon Reefs)는 대보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
버보드 여행 지역의 하나로 캐언즈의 북쪽 지역의 산호초가
긴 울타리의 형태를 이룬다. 바깥쪽 모서리를 따라 몇몇의
굉장한 월다이빙도 가능하지만 리프의 외해 지역은 거의 다
이빙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리브어보드는 리프 안쪽 지역
에서 다이빙을 한다. 리본 리프의 안쪽 지역은 풍부한 산호
정원과 스릴 만점의 봉우리들은 고기떼들로 가득 차 있다.
리본 리프의 Cod Hole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od로 유
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다. Cod는 우리말로 대구이며, 정확
한 명칭은 Giant Potato Cod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에
게 먹이를 가져다 준 다이브마스터들 때문에 Giant Potato
Cod는 다이버들에게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해준다. Giant
Potato Cod는 60kg 정도의 물고기로 최대 14마리가 관찰
되었으나 6마리가 일반적이다. 다이버가 물에 입수하자마자
먹을 것을 기대하며 Cod가 몰려들기 시작한다.
Temple of Doom와 Steve's Bommie 등의 지역에서는 밍크
고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어 ‘bommie’는 원주
민 언어인 ‘bombor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bombora의
의미는 산호 암초로 파도가 높은 위험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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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 Pit

Lizard Island
Lighthouse Bommle
Pixie Wall
Pixie Pinnacle

Dypamite Pase

The Cod Hole
Vertical Gardens
Kate's Cathedral
Goggle Gardens
West End
Table 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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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Barrier Reef

Lizard Island 상륙
케언즈를 출발하고 4박이 지난 후의 아침에 리자드섬에 도착한다. 이곳은 7박 투어
의 중간 지점이다. 3박 또는 4박 투어를 하는 손님이 리브어보드에서 내리거나 타
는 지점이다. 7박 손님은 Watson’s Bay를 따라 걷거나 Chinaman’s Ridge 언덕을
올라 리자드섬의 육상관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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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ea

Osprey Reefs
코랄해 산호초의 가장 북쪽에 있는 Osprey Reef는 케언즈에서 약 350km 거리에 위치한다. Osprey Reef의 모양은 대략 타원형이고,
석호로 구성되어 있다. 석호내는 수심이 대략 30m이지만, 리프의 1km 내에 수심이 최고 1000m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 종류의 상어와 그린터틀(green Turtle), 만타레이, 이글레이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원양 어류를 만날 수 있다.
운 좋으면 고래상어(whale shark), beaked whales, sperm whales, bottlenose dolphins, sailfish and marlin,
the huge schools of barracuda and tuna 등을 만날 수 있다.
Osprey Reef의 North Horn은 최고의 다이빙 지역이고, 샤크피딩은 최고의 볼거리이다.

North Horn

Osprey Reef

Fairy Grotto
Admiralty
Nautiius
Fast Eddies
False Entrance
Rapid Horn

Trout Forest

Shark Reef

Osprey Reef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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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yss
Big Blue

North Horn에서 샤크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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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바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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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head Parrot Fish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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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ea

Bougainville Reefs
부건빌 리프는 오스프레이 리프의 남쪽 150km 지점에 위치
하며, 날씨가 아주 좋을 때에만 리브어보드로 방문할 수 있다.
이곳은 완만한 슬로프로 이어지다가 약 15~40m에에서 직벽
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부건빌 리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 중 하나가 The
Zoo이다. 이곳에는 화이트팁리프샤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바
닥 근처에는 소꼬리가오리, 중층에는 그레이리프샤크, 그린터
틀, 혹스빌터틀, 수많은 나비고기 무리 및 유니콘피쉬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범프헤드 앵무고기의 무리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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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Bay
Western Front

Bougainville Reef

Dungeons&Dragons
Deep Six

SS Atlas
Antonio Tarabocchia

Coral Sea

Holmes Reefs

Holmes Reef
Nonki Bommie

Amazing

이곳에는 화려한 연산호로 덮인 대형 동굴과 수십 마리의 그레이 리프샤크 및 Silver-Tips 샤크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에는 화려한 Nonki Bommie가 수심 35m에서 위로 솟아있다.

Abyss

Cathed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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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와
용갈라렉 다이빙

1

타운즈빌(Townsville)
타운즈빌(Townsville)은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주 해안 북부의 브리즈번과 케언

>>

즈 사이에 위치한 한적한 항구도시로 로스 강(Ross Creek)이 코랄해의 클리블랜드만

타운즈빌까지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타운즈빌까지 가는 방법은

(Cleveland Bay)으로 흘러드는 지점에 있다. 타운즈빌은 퀸즐랜드주에서 3번째로 큰

호주의 브리즈번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도시로 1864년에 세워졌고 로버트 타운즈(Robert Towns)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있다. 만약 케언즈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타운즈빌은 푸른 숲이 울창할 뿐 아니라 화창하고, 건조하며 따뜻한 날씨를 보인다.

케언즈에서 타운즈빌까지 약 40분 걸리는

일 년 중 계속되는 햇살이 300일 이상 계속되고, 뚜렷한 우기가 있는 건조한 열대

국내선을 타거나 6시간 걸리는 그레이하

기후를 가지고 있다. 11/12월부터 3/4월까지 우기이다. 일일 평균기온은 20℃에서

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30℃ 사이이고 가장 더운 12월의 평균기온은 28℃, 높게는 30℃ 이상이다. 가장 서
늘한 7월조차도 밤에 평균 13℃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햇빛을 볼 수 있다.
타운즈빌은 코알라들이 거주하는 마그네틱 섬(Magnetic Island)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케언즈와 함께 대보초로 떠나는 출발지이다. 대보초의 스노클링과 다이빙, 마그네틱
섬의 야생 코알라, 이 도시의 평온한 매력이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타운즈빌은 호텔과 리조트부터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아파트 등의 광범위한
숙식장소를 포함한 관광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대부분의 호텔은 도시의 관광명소
나 쇼핑몰 등지에 가까운 곳에 있으며, 크리스마스나 새해 시즌 등의 성수기를 제외하
고는 숙박비가 그리 비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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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reyhound.com.au/

2

3

1. 타운즈빌의 캐슬릴(Castle Hill, 286m)
2. 타운즈빌의 스트랜드 공원(Strand Park) 해변
3. 기념품 상점
4. 타운즈빌의 스트랜드 공원(Strand Park) 분수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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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 다이빙 환경
다이빙환경
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를 방문하는 다이버에게 얕은 수심의 코랄 리프, 피나클, 깊은 직
벽 다이빙 그리고 몇몇 난파선 등 다양한 다이빙 환경을 제공한다. 타운즈빌 해안을 벗
어나면 바로 얕은 수심에 많은 리프가 펼쳐져 있고, 이 리프는 훌륭한 수중생태를 간직
하고 있다. 리프 안쪽은 광대한 산호 정원, 해양생물이 풍부하지만 회초리산호와 커다란
부채산호로 덮인 리프 바깥쪽에서는 종종 원양 어류의 무리를 만난다. 풍부한 산호와 물
고기들이 있는 리프 안쪽 지역은 바다가 잔잔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다이빙할 수 있다.
타운즈빌 지역의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는 1911년 폭풍우에 침몰된 SS 용갈라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난파선은 세계 최고의 침몰선으로 알려져 왔으나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최고의 해양생태로 치장된 다이빙사이트가 되어 있다. 연중 시야가 거의 12m밖에 되지
않음에도 너무나 환상적인 물고기 생태로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이에 별로 상관없이 방
문하고 있다.
많은 임대보트들이 타운즈빌 외곽으로 운항하므로 다이버들은 하루, 주말, 4일 혹은 일
주일 이상 일정 등 다양한 투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곳에서 최소 4일 이상 체류가 가능
하다면 용갈라렉과 몇 개의 리프를 둘러볼 수 있다.
11월에는 만월 3일 후에 1주일 정도 야간 다이빙하면 산호 산란장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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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지역의 다이빙 서비스업체

>> Yongala Dive - http://www.yongaladive.com.au/

타운즈빌에는 많은 다이빙 서비스업체가 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다
이버에게 얕은 수심의 코랄리프, 피나클, 깊은 월 다이빙 그리고 난파
선 다이빙 등 다양한 다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운즈빌에서 운영하는 Adrenaline Snorkel Dive 업체의 경우에는
매주 두 차례 데이트립으로 용갈라렉 다이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트립의 경우에는 용갈라렉까지 편도 약 3시간 30분의 이동이 필요하
다. 반면 3박 3일의 리브어보드 상품도 있는데 용갈라렉 다이빙은 2
회 정도를 한다.
이 지역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인 용갈라렉은 타운즈빌은 동네는 크
지만 거기서 3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을 배를 타고 나가야 도착하지
만 타운즈빌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남쪽에 위치한 에이어
(Ayr)는 배를 타고 30분이면 도착한다. 에이어(Ayr)의 알바(Alba) 비치
에서 출발하는 Yongala Dive 샵을 이용하면 다이빙 안내뿐만 아니라
Yongala Divers Lodge라고 하는 숙소도 함께 운영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이다.

>>

Yongala Dive는 Yongala Divers Lodge(숙박)와 같이 운영한다.
데이트립으로 하루 2회 다이빙으로 진행한다. 보트는 에이어(Ayr)의 알
바비치(Alva Beach)에서 출발하며 용갈라렉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Adrenaline Snorkel & Dive - http://adrenalindive.com.au/  

용갈라렉으로 가기전에 브리핑하는 모습

매주 두 차례의 용갈라렉 데이트립이 진행된다. 이 데이트립의 경우
에는 용갈라렉까지 편도 약 3시간 30분 정도의 이동이 필요하다.
리브어보드로 진행하는 상품은 타운즈빌(Townsville)에서 출발하며,
다음 사이트를 들러 다이빙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용갈라렉 다이빙
은 2회 정도를 한다.
• Keeper Reef
• Lodestone Reef
• Wheeler Reef
• Davies Reef
• Little Broadhurst Reef
• SS Yongala Wreck

알바비치에서 용갈라렉으로 출발하기 위해 다이빙 보트를 준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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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 다이빙사이트
타운즈빌 근처의 산호초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의 중심부로서,

Lodestone Reef
Keeper
Reef

이곳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다이빙사이트가 많다. 그중에서 최고의
다이빙사이트는 자연적인 마그네틱섬(Magnetic Island)의 리프이다. 이

Wheeler
Reef

Davies Reef

곳은 화려한 산호가 붙어있는 절벽뿐만 아니라 흰색의 산호모래로 된
Broadhurst
Reef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른 큰 산호 보미(bommies)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
은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데, 대왕조개, 앵무고기, 마오리피쉬(나
폴레옹피쉬), 크라운피쉬, 천사고기, 바다거북, 가오리, 화이트팁 및 블

Yongala
Wreck

Magnetic
Island

랙팁 리프샤크 등을 볼 수 있다. 가끔은 물고기의 큰 무리도 볼 수 있다.
타운즈빌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용갈라렉이 있다. 이곳은 세계 10대

Townsville

다이빙 포인트 혹은 최고의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라 불린다. 한 번의 용
갈라렉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의 숫자는 대보초의 다른 지역에
서 10곳 이상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보다 더 많다고 한다.
타운즈빌 중심의 대보초의 유명한 다이빙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Lodestone Reef

• Keeper Reef

• Wheeler Reef

• Davies Reef

• Little Broadhurst Reef

• SS Yongala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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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 Beach

A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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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갈라렉(S.S. Yongala Wreck) 다이빙
용갈라렉 다이빙 환경

한 번의 용갈라렉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의 숫자는 다른 대보초

용갈라렉의 정식 위치는 타운즈빌에서 남동쪽으로 89Km, Cape Bowling

지역에서의 10회 이상의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보다 더 많다고 표

Green 동쪽 22Km 지점에 위치한다. 난파선의 방향은 북북서 방향 위치

현할 뿐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거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며, 수심은 최대 약 30m, 난파선의 상부 지역은 수면에서 16m 정도로

용갈라렉은 조류가 강한 편이므로 큰 물고기들이 많다. 이 지역에서 볼 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수심이다.

있는 주요 수중생물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Historic Shipwreck Act 1976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용갈라렉은 승객과

• Whale Shark, Bull Shark, Wobbegong Shark, Guitar Shark,

선원을 위한 기념비로 남아있다. 난파선 내부로의 다이빙은 물론이고 난

Reef Shark

파선 사이트 부근에서 어 떠한 것이라도 건져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

• Green Turtle, Hawksbill Turtle, Loggerhead Turtle

되어 있다.

• Eagle Ray, Manta Ray, Marble Ray, Bull Ray, Whip-tail Ray,

용갈라호는 상갑판의 붕괴로 선체만 남아있으며 용갈라렉 다이빙은 세
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다이빙 포인트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길이 약
110m의 옛날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매년 만 명 정도의 다이버
들이 방문하고 있는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이다. 용갈라렉은 시야가 거의
12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타운즈빌 다이빙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다이빙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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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Tail Ray
• Humpback Whales(6~9월), Jack Fish, Barracuda,
Queensland Grouper
• Maori Napoleon Wrasse, Olive Sea Snake, Giant Moray Eel,
Coral Cod
• Dolphin, Baitball Fish School, Bat Fish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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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갈라(SS Yongala)렉의 역사

증기 여객선 용갈라(SS Yongala)는 1903년에 영국에서 건조되어 호주에서 운항을
시작한 선박이며, 최대 약 3,663톤, 선박 길이 110.6m, 선폭 13.8m이며 시속 15.8노
트(29.3킬로)로 운항 가능한 당시로써는 최신식 선박이다. 처음의 운항 목적은 호
주 서부의 금광 지역에서 동부 지역의 애들레이드, 멜버른, 시드니 등으로 승객들
을 수송하는 역할이었으며, 1906년에는 호주 동부의 브리즈번(Brisbane)과 호주
서부의 프리맨틀(Fremantle)의 약 5,000Km 구간을 운행하였으나, 점점 수요가 감
소하면서 멜버른과 케언즈 구간의 운행으로 변경되었다.
용갈라호는 1911년 3월 14일, Captain William Knight의 주도하에 호주에서의 99번
째 항해를 멜버른에서 72명의 승객을 태우고 브리즈번으로 향하여 3월 20일에 브
리즈번에 무사히 도착한 후, 새로이 승객과 화물을 싣고는 매카이(Mackay) 항으로
향하여 3월 23일에 무사히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 뒤 5시간 후에 122명(49명의 승객 및 73명의 승무원)과 617톤의 화물을 싣고 타
운즈빌(Townsville)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나 이날 열대 태풍인 사이클론(Tropical
Cyclone)이 발생하였다. 이날 오후, 태풍주의보가 매케이항에 있는 모든 선박에 전
달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아무런 전신장비가 없이 이미 출항해 버린 용갈라호에게
는 전달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용갈라호는 1911년 3월 23/24일에 태풍으로 난파
되면서 122/121명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침몰된 직후에는 이 난파선을 찾지 못했으나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호
주 해군의 어뢰제거 함정이 발견하였으나 더 이상의 수색 작업은 시행되지 않았
다. 그러다가 1958년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다이빙이 이루어졌다.

Name in
Bronze Letters
on Hull Side

George & Mildred
(Clown Fish)
on Hull Side

16m

Soft Corals
on Hull Side

30m

Hydroids(Beware)
First Class
Toilets

Bath Tub

Electric Fan
Anchor

Aft Mast
Rudder

Holds(Do Not)

Holds(Do Not)
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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