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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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양
스리랑카

몰디브

Maldives
Deep South

글/사진 구자광

몰디브 최남부 지역

몰디브는 다이빙 사이트가 방대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서 한 번의 투어로 모든 사
이트를 전부 방문할 수는 없다. 코롤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 지역인 아리 아톨(Ari Atoll)
을 포함하는 중부지역(Maldives Central), 코롤 인근 남부지역(Maldives South), 코롤
의 북부지역(Maldives North), 그리고 몰디브의 최남부 지역(Maldives Deep South)까
지 포함해야 거의 모든 몰디브 지역의 다이빙 사이트를 섭렵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 몰디브 다이빙 투어를 가게 되면 코롤을 중심으로 코롤 인근 남쪽 지역
(South Cruise)이나 서쪽 지역인 아리 아톨을 포함하는 중부 지역(Central Cruise)을
다이빙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몰디브 Deep South 지역은 적도가 지나가는 몰디브 최남단의
아톨 지역이다. 이곳에서 다이빙이 가능한 시기는 조류가 동쪽에서 아톨 안쪽으로 흐
르는 북동몬순(1~4월) 시기이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2~3월이다. 이 시기는
바람이 적고 비가 적게 오는 건기이다. 수온은 섭씨 27~28도를 유지한다. 때로는 채
널 가장자리에서 섭씨 25~26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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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보는 몰디브 아톨의 섬과 산호초 모습

Maldives
몰디브의 정식 명칭은 Republic of Maldives(몰디브

스리랑카 남서쪽 약 645km 지점에 있다.

공화국)이며, 영연방의 하나로, 인도양의 중북부에 있

몰디브의 종족은 드라비다인과 할라인, 아랍인 등으로

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국토의 면적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Dhiveh(디베히어)와 아랍어가

은 298㎢, 인구는 39만 3253명(2015년 현재), 수도는

쓰인다. 영어 역시 관광을 비롯하여 상업 활동에 두루

Male(말레)이다.

쓰이고 있다.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가 국교로 99% 정

몰디브는 인도양 한가운데 남북으로 820km, 동서로

도가 믿는다. 이 나라의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

130km로 흩뿌려진 1,190여 개의 작은 산호섬과 사주

로, 의회는 단원제(50석)이며, 정당은 없다.

가 포도송이 모양을 하는 Atoll(환초)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어업과 코코넛 생산이 주산업이

Atoll은 크게 20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고,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수산물의 대

644㎞이다.

부분은 스리랑카에 수출된다. 2014년 현재 국민총생산

그중 202개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섬이라고 해봐야 대

은 30억 3,000만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8,484달

부분이 걸어서 20~30분 내에 둘러볼 수 있는 작은 크

러이다.

기이다. 워낙 작은 섬들로 구성되다 보니, 사람이 거주

소규모 항공사인 Air Maldives(에어 몰디브)는 외곽 환초

하는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무인도이거나 특별한 목

의 8개의 국내선 공항과 4개의 국제선 공항으로 연결되

적을 가지고 있는 섬들이다. 경작지용, 공장용, 쓰레기

며, 비행 중 환초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정기편을 운

용, 교도소용, 공항용 섬 등이다. 가장 북쪽에 있는 환

행한다. 더 멀리 떨어진 리조트로 손님을 이동시킬 때에

초는 인도 본토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져

는 헬리콥터와 수상 비행기가 이용된다. 각각의 섬은 작

있으며, 수도가 있는 Male(말레) 섬을 포함한 중심지역은

아서 내부에서는 교통편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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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 서울과 4시간 늦다.
화폐 : 루피아(Rufiyaa, RF)
1US$=15~16MVR
전기 : 220V, 50Hz

Male(말레)
Male(말레)의 섬은 길이가 약 2km, 넓이 1km이며 섬 가장자리에는 빌딩, 도로,
효율적으로 이용 중인 공터가 들어차 있다. 공식적으로 인구는 65,000명 내외
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다른 섬에서 온 단기 방문자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달하
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말레의 주변에는 20개가 넘는 Mosque(모스크, 이슬람교 사원)가 산재해 있다.
일부는 강철지붕이 있는 산호방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것은 the Hukuru
Miski(후쿠루 미스키)로 복잡한 돌조각들로 유명하다. 13C에 조각된 한 개의 긴
패널은 몰디브로 이슬람교가 유입된 것을 기념하고 있다. 바깥의 묘지에는 아부
알 바라캇의 무덤과 이전 술탄들의 묘비가 있다. 다른 볼거리로는 좋은 품질의

대통령 궁

토산 공예품 가게가 밀집하고 관광기념의 자질구레한 수입품과 몰디브 제품의
각종 구색을 갖춘 싱가포르 바자(Bazaar)가 있다. 또 흥미로운 곳은 가정용품,
해양용품, 낚시도구, 현지인을 위한 일반상품을 파는 상점들이다.
마지막 날에는 말레 관광을 나간다. 말레에서는 티셔츠나 기념품 등을 쇼핑하기
도 하고, 무스크, 어시장 등을 둘러보기도 한다. 주요 현지 교통편은 해상택시인
Dhoni(도니)라는 다목적 전통배로 현재는 디젤엔진으로 움직인다. 공항에서 몰
디브 수도 말레로 도니를 타고 왕래할 수 있다. 수도에는 택시, 오토바이, 자전
거 등이 있다.

야채시장

옛날씩 도니와 현대씩 도니(Dhoni)

박물관

도니(Dhoni) - 코코넛트리와 팜트리(종려나무)로 만든 배)

공항에서 바라보는 말레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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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의 다이빙 환경
몰디브는 인도양 한가운데 길이 820km, 폭 130km로 길게 흩뿌려

보초(Barrier Reef)와 환초(Atoll)

진 1,190개의 보석 같은 Atoll(아톨, 환초)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

호주 퀸즈랜드주의 산호초는 보초(Barrier Reef) 형태의 구조를 보이지만

은 섬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다이빙 사이트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다

몰디브는 환초(Atoll)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양하다. 사이트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 단 한 번의 투어로 몰디브
의 다이빙 사이트를 전부 돌아보고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총 26개의 크고 작은 Atoll에 수천 개의 부속 섬으로 이루
어진 몰디브의 다이빙 포인트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 않고 각 지
역에 분산되어 있다. 몰디브의 다이빙 형태는 보통 리브어보드로 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리조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몰디브 사람들은 수중환경 자체를 재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연보
호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연중 시야가 매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몰디브는 분명 적도에 가까운 열대지방이며 산호초로 형성되
어 있는 곳이지만 여타 지역의 수중 지형과는 많이 다르고 다양하다.
산호 밀집 지역은 물론이고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수중계곡에 크고
작은 동굴도 많으며 다이내믹한 풍광을 보여주는 채널(Channel)과
오버행(Overhang)이라고 불리는 절벽 밑에는 대형 부채산호와 이곳
을 주 서식지로 삼고 있는 화려한 색깔의 열대어들로 아름다운 조화
를 이루고 있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몰디브는 심하지는 않지만 바람 방향

산호초의 구조

에 따라 수중 시야나 파도, 그리고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장
소에 따라 다이빙 여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회유
성 물고기의 이동 경로에 따라 Hammer-head Shark, Manta Ray,
Whale Shark, Dolphin 등을 볼 수가 있다.
Giri = Rock

기후
몰디브는 평균 기온이 24~30℃, 일 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
후이다. 계절은 남서몬순 시기(5~10월)와 북동몬순 시기(11~4월)로
나뉘고, 남서몬순 시기는 비와 바람이 많고, 북동몬순 시기는 바람이
잔잔하고 건조하다.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3~5월이 1년 중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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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la = Pinnacle

Faru = Rock

Fushi = Island
밀물
썰물

Discover Maldives Aboard Of The

“MALDIVES EXPLORER”

TIP
몰디브 리브어보드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한국인에게
대체로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한국 음식을 조
금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2017 MARCH/APRIL | 83

몰디브 다이빙 지역 구분
Ihavandhippolh u Atoll

몰디브는 다이빙 사이트가 방대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서

North Thiladhunmathee Atoll
(HAA ALIFU)

한번 투어로 모든 사이트를 전부 방문할 수는 없다. 코롤을 중심
으로 하여 서쪽 지역인 아리 아톨(Ari Atoll)을 포함하는 중부 지

South Thiladhunmathee Atoll
(HAA DHAALU)

Maamakunudhoo Atoll

역(Maldives Central), 코롤 인근 남부 지역(Maldives South), 코
롤의 북부 지역(Maldives North), 그리고 몰디브의 최남부 지역

North Miladhunmadulu Atoll

North

(SHAVIYANI)

(Maldives Deep South)을 포함해야 거의 모든 몰디브 지역의
다이빙 사이트를 섭렵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 몰디브 다이빙 투어를 가게 되면 보통 코롤을 중심
으로 코롤 인근 남쪽 지역(South Cruise)이나 서쪽 지역인 아리

Route :
Male - Lhaviyani Noonu - Baa

South Miladhunmadulu Atoll

North Maalhosmadulu Atoll

(NOONU)

(RAA)

Faadhippolhu Atoll
(LHAVIYANI)

아톨을 포함하는 중부 지역(Central Cruise)을 다이빙하는 것이

South Maalhosmadulu Atoll
(BAA)

보통이다.
Goidhoo Atoll

Male Atoll
(KAAFU)

Rasdhoo Atoll

Central

Male Airport
Ari Atoll

South Male Atoll

(ALIFE )

Route :
Male - Baa (incl Hanifaru) Rasdhoo - Ari-Vaavu - Male

Felidhoo Atoll
(VAAVU)

North Nilandhoo Atoll
(FAAFE )

Mulaku Atoll
(MEEMU)

South Nilandhoo Atoll
(DHAALU)

South
Kolhumadulu Atoll
(THAA)

Route :
Male - Laamu
Hadhdhunmathee Atoll
(LAAMU)

North Huvadhoo Atoll
(GAAFU ALIFU)

Kooddoo Airport

Deep
South

South Huvadhoo Atoll
(GAAFU DHAALU)

Route :
Gaafu - Addu

Foammulah Atoll
(GNAVIYANI)

Addoo Atoll
(SE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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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Airport

Moldives Deep South
몰디브 Deep South 지역은 적도가 지나가는 몰디브 최남단의 아톨 지역이다. 이곳

① Male 공항 → Kooddoo 공항(Gaafu Atoll) → 리브어

에서 다이빙이 가능한 시기는 조류가 동쪽에서 아톨 안쪽으로 흐르는 북동몬순(1~4

보드 승선 → Gaafu Atoll 지역 다이빙 → Addu Atoll

월) 시기이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2~3월이다. 이 시기는 바람이 적고 비가 적

지역 다이빙 → 리브어보드 하선 → Gan 공항(Addu

게 오는 건기이다. 수온은 섭씨 27~28도를 유지한다. 때로는 채널 가장자리에서 섭씨

Atoll) → Male 공항

25~26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② Male 공항 → Gan 공항(Addu Atoll) → 리브어보드 승

몰디브 Deep South 지역의 다이빙은 2가지 루트를 교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선 →Addu Atoll 지역 다이빙 → Gaafu Atoll 지역 다
이빙 → 리브어보드 하선 → Koodhoo 공항(Gaafu
Atoll) → Male 공항

몰디브 Deep South까지 가는 방법
인천공항

① 몰디브 Male까지 가는 방법은 인천에서 싱
가포르를 경유하여 가는 방법과 콜롬보를

INDIA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② 몰디브에서 Deep South까지 가는 방법은
Male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Gaafu Atoll

9시간

의 Kooddoo 공항이나 Addu Atoll의 Gan
공항까지 간다.

6시간 10분

Colombo 공항
Male

40분

1시간 30분

Kooddoo
Gan

MALDIVES

Addu Atoll의 Gan 공항

Singapore 공항
4시간 30분

수상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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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andhoo Kandu

Mareehaa Kandu

▲
Moldives Deep South
Diving Sites

Foammulah Is.

▲

Daemon Point

Maa Kandu
Manta Cleaning Station

British Loay Wr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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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fu Atoll Diving Sites
Gaafu Atoll(가푸 아톨)이라고도 알
려진 Huvadhoo Atoll(후바두 아톨)
은 몰디브의 가장 남쪽 산호초 지역
이다. 이곳에서 하는 다이빙 사이트
는 채널(Channel) 다이빙이다. 채널
은 Atoll 내해와 외해를 연결하는 통
로이다.
이곳에서는 채널(Channel)을
Kandu(칸두)라고 부르며, 채널의 양
쪽 측면에는 경산호로 덮여있는 직
벽이나 슬로프로 되어 있다. 산호초
속에는 여러 종류의 리프 피쉬(Reef
Fish)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조류가 약할 때는 드리프트 다이빙
을 하면서 경산호와 어우러져 살고
있는 Moray Eel(곰치), Anemone
Fish, 그루퍼, 나폴레옹피쉬, Trigger
Fish, Sea Turtle, White-Tip Shark, Black-Tip Shark 등을 볼 수 있다.

Shark, Silky Shark, Barracuda 무리, Eagle Ray 무리, Trevally의 무리

만약 강한 조류가 있을 때는 Manta Ray, Leopard Sharks, Gray Reef

등을 볼 수 있다.

Nilandhoo Kandu (니란두 칸두)
Nilandhoo Kandu에서의 다이빙은 채널 다이빙이다. 이곳에서는 먼저

Black-tip Shark 등을 볼 수 있다. 만약 강한 조류가 있을 때는 Manta

조류 체크를 한 다음 다이빙 방향을 결정한다.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Ray, Leopard Sharks, Gray Reef Shark, Silky Shark, Barracuda 무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Eagle Ray 무리, Trevally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채널의 다이빙은 슬로프나 채널 사이를 가로지르며 다이빙을 한다. 조류

Nilandhoo Kandu는 샤크를 좋아하는 다이버와 수중 사진가들에게 인기

가 약하면 평범한 사이트이다. 슬로프에는 대체로 경산호가 펼쳐져 있

가 있다. Nilandhoo Kandu는 한 곳에서 Grey Reef Shark를 많이 만날

으며, 경산호와 어우러져 살고 있는 Moray-eel(곰치), Anemone-fish,

수 있는 곳이다. 많을 때는 하루에 100마리 이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Grouper, Napoleon-fish, Trigger-fish, Sea Turtle, White-tip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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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Ray 무리

Mareehaa Kandu (마리하 칸두)
Mareehaa Kandu는 접사촬영을 원하는 수중사진가들이 좋아하는 다이빙이 지역이다. 이 사이트에서 다이버는 리프,
월을 중심으로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면서 큰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채널 입구에서 Gray Reef Shark,
Eagle Ray 및 Trevally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Hawksbill Sea Turtle과 Whale Shark가 가끔 발견된다.

Longnose Filefish / Harlequin File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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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colour Parrot Fish의 Juvenile

Gemanafushi Out Reef
Gaafu Atoll의 Mareehaa Kandu에서 여러 종
류의 상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
어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Gray
Shark 외에도 Tiger Shark와 Hammer-head
Shark를 만날 수도 있다.
Mareehaa Kandu 인근 외해 쪽에 위치한
Gemanafushi(게마나푸쉬)의 Out Reef는 아침
이른 시간에 Hammer-head Sharks가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곳이다.

Sting Ray

Green Sea Turtle

Hammer-head Sharks

Hawksbill Sea Turtle
2017 MARCH/APRIL | 89

Gaafu Atoll Special Diving

1

Whale Shark Watching
Night Snorkeling
낮에 다이빙이 끝나면 리브어보드를 아
톨 내해에 정박시킨다. 저녁 6시쯤부터
리브어보드 배 후미에 물속을 향해 전등
불을 환하게 밝혀 놓으면 크릴새우, 치
어들이 모여든다. 8~12시 사이에 이것
을 먹으려고 Whale Shark(고래상어)들
이 들어왔다가 1~2시간 머물다가 나간
다. 많을 때는 5~6마리까지 된다고 한
다. 이때 다이버들은 스노클링을 하면서
Whale Shark들을 구경하는 것이다.

사진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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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ght Macro Subject
Watching
Whale Shark Watching Night Snorkeling이 끝나고 난
후, 접사를 좋아하는 사진가라면 접사 카메라를 들고 입수
하면 야간에만 볼 수 있는 생물들을 촬영할 수 있다. 이때
Flying Fish(날치), 작은 Squid 류, 작은 Jelly Fish(해파리)
류, Fish Juvenile(물고기 유어)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이다. 현지의 가이드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 같다.
사진은 필자가 가이드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심야(자정시
간) 다이빙을 하면서 촬영하였다.

Sea Snake

African Pompano-Juvenile

Flying Fish

2017 MARCH/APRIL | 91

3

Shark Feeding
Koodhoo Faru(쿠두 파루)라는 사이트에서 도니 배 엔

진소리를 내면서 생선 조각을 몇 개 물속에 던져 넣으면
Grouper, Surgeon-fish 등과 같은 물고기들의 거대한 무리
와 함께 Oceanic Gray Shark 무리들이 몰려든다. 많을 때는
40~50마리 정도 된다고 한다. 다이버들은 7~10m 수심의 중
층에 떠서 이들을 구경한 것이다. 이때 상어들이 다이버 가까
이 접근하기 때문에 상어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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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mmulah Atoll(Gnaviyani) Diving Sites
Foammulah Is.
몰디브의 다른 산호초와 달리 이곳의 산호초
에는 석호가 없다. 북동풍 계절풍과 예측할 수
없는 강한 조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래
서 다이내믹한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수 있다.
가능한 30m를 넘지 않게 다이빙을 해야 하
며 잔압 체크를 자주하고 무감압 한계 시간을
넘지 않도록 컴퓨터를 보다 조심스럽게 체크
해야 한다. 이 지역은 Tiger sharks, Oceanic
mantas, Molamola, Thresher sharks,
Hammerhead sharks, Grey reef sharks 등과
같은 대형어류를 만날 수 있는 지역이다. 운이
좋으면 로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다이빙이 될
것이다.
Foammulah Is.

사진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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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u Atoll Diving Sites
Addu Atoll(아두 아톨)의 옛 이름은 Seenu
Atoll(시누 아톨)이다. 몰디브 최남 쪽에 위치한
환초로 행정 중심지는 Hithadhoo(히타두)이며,
2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6개 섬에
는 사람이 거주한다.
Addu Atoll의 산호초는 다른 아톨들처럼 경산
호로 덮여 있다. 이곳의 다이빙 사이트는 British
Loyalty(브리티시 로열티) Wreck(난파선)과
Manta Cleaning Station(만타 클리닝 스테이션)
이 유명하다.

Daemon Point
Daemon Point는 Kottey Outsid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슬로프 형태로 전체적으로 평범한 경산
호 필드의 풍광을 보여준다. 경산호 속에는 온
갖 종류의 열대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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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 Kandu Manta Cleaning Station
Addu Atoll의 하이라이트는 마 칸두 만타 클리닝스테이션이다.
Addu Atoll의 만타 클리닝스테이션은 밀물 때 시야가
보통 20m 이상이며, 이때 Manta Ray들이 모여든다.

2017 MARCH/APRIL | 95

British Loyalty Wreck
몰디브의 가장 큰 난파선으로 제2차세계대전 중에 침몰한 British Loyalty(브
리티시 로열티)라는 유조선 렉(Wreck)이 있다. 길이가 134m이고, 상층부 수
심이 14m, 바닥 수심이 33m에 이른다. 렉과 산호초(Wreck&Coral Reef)를
동시에 즐기고 싶어하는 다이버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다.

British Loyalty

96 |

DIVE-AWAY-LIVEABOARDS
Discover Indonesia Aboard Of The

“ILIKE INDONESIA”

Komodo
Alor
Maluku
Banda Sea
Triton Bay
Raja Ampat
Forgotten Islands

ILIKE INDONESIA는 여러분의 리브어보드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전통적인 선박인 Phinisi(피니시)를 기본으로 다이빙의 편리함을
결합한 특별한 리브어보드입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물론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요리사와 풍부한 경험과 친절을 더한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승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생물과 건강한 산호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은
MSY ILIKE 리브어보드와 함께 여러분의 추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Discover Maldives Aboard Of The

“MALDIVES EXPLORER”

연중 따듯한 물과 대형어종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다이빙 여행지 중 하나인

MALDIVES 몰디브!
자연 상태의 고래상어와 곳곳에 위치한 클리닝스테이션에서는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만날 수 있는 3~4종의 상어, 예쁜 색상의 물고기들과 커다란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 등 편안한 다이빙 환경에서 만나는 멋진 수중세계는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몰디브로 초대합니다.
특히 몰디브만의 특별한 다이빙시스템으로 다이빙과 럭셔리 크루징을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됩니다. “Maldive Explorer”의
모든 스텝들은 여러분의 다이빙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문의 : (주) 액션투어

T. 02-378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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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ive2world.comⅠbluemjl@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