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Micronesia

Guam
미크로네시아/괌
글/사진 구자광
사진협찬 Chas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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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동중국 해

대만

필리핀 해
북마리아나
제도

필리핀

괌
팔라우

괌의 열대바다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인
난파선과 함께 아름답고 다채로운 물고기와
아름다운 산호로 어우러져 있다.
괌은 300종 이상의 산호,
220종의 저서생물 및 950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이 칼럼은 괌정부관광청 초청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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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m
괌(Guam), 또는 공식적으로 미국령 괌 준주(United States Island Territory

가끔 열대성 스콜까지도 온다. 연중 무더운 열대성 기후지만 시속 6km 정

of Guam)는 서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해외 영토이다. 한반도 유사시 대한

도의 무역풍이 불어 아침, 저녁으로는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다.

민국을 지원하는 미국 제7함대 등이 주둔하고 있다. 괌은 한국에서 남쪽

괌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라 반드시

으로 약 3,000km 정도 떨어져 있다. 괌은 차모로인들이 약 4,000년 전에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지한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닌

이곳에 정착해 원주민이 되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며 또한

경우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 주도는 하갓냐(Hagatna)이다. 괌의 경제는 한국, 일

화폐는 미국 US$를 사용하며, 영어와 차모로어를 사용한

본, 중국, 미국 등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출·입국때 공항세는 없다. 비자는 관광 목

괌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이지만 낮에는 섭씨 39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

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이고, 30일간 체류

고 밤에도 섭씨 2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태풍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가능하다. 한국과의 시차는 1시간 빠르다.
전기/전압 1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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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으로 가는 방법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항공노선이 괌을 경유하여 다른 섬으로 이어진다. 한국,
일본, 미국 본토와는 섬 지역인 특성상 항공편으로 연결되는데,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서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괌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김해국
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가 괌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대구국제공항에
서는 티웨이항공이 오사카 경유 괌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서 괌까지는 4시간 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타라가비치

필리핀 해
앤더슨
공국기지
지고

투온만
괌 정부 관광청

데데도
타무닝
아산 하갓냐
괌국제공항
마이테
아가나하이츠
바리가다

아프라항

갈란파고

망길라오

파고만
아가트만

산타리타

이가트
훼나호수
탈로포포

탈로포포만

태평양

우마탁
이나라한
메리조

코코스섬
하늘에서 본 괌의 남서해안 지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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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의 다이빙 환경
괌의 바다는 물이 맑을 뿐만 아니라 섬 주위에 산호 지대
가 펼쳐져 있어서 형형색색의 산호와 열대어들이 곳곳에
서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태평양전쟁 당시 침몰된 배
와 폭격에 의해 생긴 거대한 웅덩이 등은 바다 밑 생물
체에게는 새로운 환경으로 작용해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매력을 끌고 있다.
괌의 열대바다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역
사적인 난파선과 함께 아름답고 다채로운 물고기와 아
름다운 산호로 어우러져 있다. 괌은 300종 이상의 산호,
220종의 저서생물 및 950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괌의 바다는 수온이 1년 내내 27~30°C, 시야가 45m까
지 유지된다.
괌의 우기는 7~11월, 건기는 12~5월이다. 연평균 기온
은 21~33도이고, 연평균 수온은 27℃이다. 다이빙 최적
기간 3~5월이다.

괌의 다이빙 방법 및 비용
괌의 다이빙 형태나 비용은 사이판이나 팔라우와 비슷하
다. 숙박을 정하고 다이빙샵에서 다이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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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SMS 코모란호(SMS Cormoran II) 침몰 100주년
SMS 코모란호(SMS Cormoran II)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바닷속으로 침
몰한 독일의 순양함으로, 1917년 4월 미국의 참전을 알린 첫 총탄 및 세계
적으로 유명한 이색 다이빙포인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14년 12월 태평양을 항해하던 독일 순양함 SMS 코모란호는 연료부족
으로 괌에 정박하게 되며, 이후 괌이 SMS 코모란호의 연료공급을 거부
하면서 코모란호와 독일선원들은 약 2년 반 동안 괌에 머무르게 된다.
1917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괌은 SMS 코
모란호의 항복을 명령하지만, 당시 코모란호의 선장은 항복대신 코모란
호를 바다에 침몰시키는 것이 독일을 위하는 것이라고 결심, 성공적으
로 괌 아프라 항구(Apra Harbor)에 침몰시키게 된다.
이후 약 26년 동안 해저에 잠들어있던 SMS 코모란 위로 1943년 8월 27
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잠수함 어뢰공격으로 일본 화물선인 도카이마루
호(Tokai Maru)가 교차하며 침몰하게 된다. 이진귀한 바닷속 광경은 전
세계 다이버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이색적인 다이빙포인트가 된다. 제1
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중 침몰한 두 난파선이 겹쳐있는 모습을
체험해볼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곳이 된 것이다.
괌정부관광청은 매년 침몰된 두 난파선을 기리는 행사를 해왔다. 올해
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행사를 지난 4월 7일에 개최했다.
아울러, 괌정부관광청은 현지 스쿠바다이빙업체들과 함께 이 다이빙포
인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페셜다이빙투어 패키지를 개발하여
Advanced Open Water 자격증이상의 다이빙자격증을 소지한 다이버
들에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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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라 항구(Apra Harbor)
내부의 다이빙사이트
APRA HARBOR DIVER SITES
1. Piti Channel
2. Dry Dock Reef
3. Western Shoals
4. Kitsugawa Maru
5. Tokai/Cormoran
6. Dogleg Reef
7. American Tanker
8. Searican Tanker
9. Hidden Reef
10. Fingers Reef
11. GabGab Reef

Cormoran 호/Tokai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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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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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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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Apra Habor

SMS Cormoran/Tokai Maru
제2차 세계대전 중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일
본 화물선인 Tokai Maru는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침
몰한 SMS Cormoran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이
트는 두 나라의 난파선과 두 개의 다른 전쟁이 만나
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약 150m 길이의 토카이
마루는 뱃머리에서 약 13m로 선미까지 유영하기에
충분히 얕다. 내부에는 타일 바닥과 물구멍 있는 오
래된 세면장이 보인다.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빛
은 다이버에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뱃머
리는 화려한 황색 컵산호(tubastrea coral)들로 덮여
있으며 많은 물고기들에 둘러싸여 있다.

Cormoran 호 내부

Cormoran 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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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sugawa Maru(키츠가와 마루)
도카이 마루에서 서쪽으로 깊숙한 곳에 있은 키치가와 마루(Kitsugawa Maru)는 나이
트록스 다이빙이 필요한 곳이다. 이 침몰선은 어뢰의 공격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항구
로 운반된 최고의 난파선 중 하나이다. 다이버에게 뱃머리를 향해 진행하면 총과 탄약
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이버들은 갑판을 따라 좁은 통로를 통하여 거실과 엔진 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대한 돛대는 산호와 말미잘로 덮여 있다.
아프라 항구(Apra Harbour) 내의 다른 주목할 만한 난파선으로는 the American
Tanker, bulldozers, SeaBee Junk yard, the Nichyu Maru, The sea plane 등이 있다.

Gab Gab II(갭갭 2)
아틀란티스 잠수함의 다이빙사이트인 Gab Gab II는 트레발리의 큰 무리를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암초의 아래쪽 부분에는 크고 푸른 코끼리귀 스폰지(Elephant ear
sponges)가 있는데, 작은 고비류도 볼 수 있고, 또 꽃병과 같은 둥근 배럴 스폰지가
있다. 근처에 큰 곰치나, 혹스빌 바다거북을 볼 수 있고, 가끔은 너스샤크를 볼 수 있
다. 수심은 10~20m 정도이다.

American Tanker(아메리칸 탱커)
아메리칸 탱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괌까지 물자를 운송하던 거대한 바지
선이다. 보트다이빙이나 비치다이빙으로도 이곳을 탐험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다양한
열대어와 산호들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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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in Guam
괌의 다이빙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즉, 아프라 항구(Apra Harbor) 내부에 있는

2

다이빙 지역과 아프라항구 외부 리프에 있는 다이빙 지역이다.
괌 북쪽의 접근 가능한 몇몇 다이빙 장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3
앤더슨
공군기지

아프라 항구(Apra Harbor)
외부의 다이빙사이트

4
5

필리핀해
6

POPULAR
GUAM DIVE SITES
1. Pati Point
2. The Pinnacle
3. Double Reet
4. Tanguisson Beach
5. Gun Beach
6. Tumon Bay
7. Hospital Point
8. Blue&White
9. Apra Harbor
10. Ble Hole
11. The Crevice
12. Shark Pit
13. Hap's Reef
14. Gaan Point
15. Facpi Point
16. Toguan Bay
17. Cocos Wall
18. Inarajan Bay
19. Talofofo Bay
20. Ylig Bay
21. Pagat Point

1

7
8

하갓냐

괌국제공항

21

9

10
11
12

20

13
14

태평양

15
19

16
18
17

Blue Hole

Crevice(크레바스)

괌의 가장 독특한 다이빙사이트중 하나인 Blue Hole은 남해안의 오롯반도

Blue Hole의 바로 남쪽에 있는 Crevice는 섬의 해안을 따라 뻗

(Orote Peninsula) 끝에 위치하고 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호초로 잘라낸

어있는 절벽의 큰 주름이다. 수심은 18m에서 시작해서 45m까

100m 길이의 샤프트로 특징지어지는 이 사이트는 다이버들이 수면에서부터

지 급경사를 이루며 미끄러지는 암벽이 보는 이들에게 놀라움과

홀의 꼭대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가시성을 제공한다. 샤프트는 실제로

경이로움을 준다. 부채산호와 회초리산호가 많이 발견된다. the

에어 다이빙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나, 큰 창은 약 38m의 외

Blue Hole처럼 탁월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돌고래, 바라쿠

벽으로 열리며, 다이버는 샤프트를 통과하여 자유낙하 후 외해로 상승한다. 시

다, 참치, 상어 등을 볼 수 있다. 베스트 시즌은 4~12월 사이이

야가 일반적으로 30m 이상이고,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곰치와 마크로 생물

다.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다소 깊기 때문에 중급 이상 다이버들

인데, 갯민숭달팽이는 샤프트 벽안의 구멍에서 볼 수 있다. 가끔 이글레이, 고

에게 권장하는 곳이다.

래상어, 돌고래, 파일럿고래 등을 Blue Hole 주변에서 발견된다. 상급 다이버
는 50m 깊이로 다이빙하면 부채산호와 아름다운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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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le

Shark Pit

Barracuda Rock

Blue Hole의 다른 위치 남쪽에 위치한 Shark Pit은 제2차 세계대전 중

1980년대 이곳에서 바라쿠다 무리를 만날 수 있어 이름이 지어졌으나 현

미국인에 의해 쓰레기 더미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이제 산호로 덮인 대

재는 바라쿠다 무리를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다양한 많은 어종들을 이

형 탱크, 트럭 및 트레일러가 있는 곳이다. 18m의 물속에 자리를 잡고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10m 정도 안으로 뚫려 있는 작은 동굴도 만날 수

있는 커다란 돌덩이는 다이빙사이트의 시작점을 표시한다. 리프는 18m

있다. 종종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Lion fish, 바다거북, 문어 등

에서 시작하여 32m까지 뻗어 있다. 수심이 깊은 곳에는 상어와 파일럿

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고래를 포함한 일부 원양동물들을 볼 수 있다.

11-Miles Reef
Hap’s Reef

괌 최남단에서 11 마일(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상급 다이버들

아가트 만(Acat Bay)에 위치한 Hap's Reef는 초보 다이버들 사이에서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곳이다. 강한 조류가 있기 때문에 조류걸이가 필요하

인기가 있으며, 열대어와 산호초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곳에는 Lion fish,

다. 23~36m 깊이의 11-Mile Reef는 50m 이상의 뛰어난 시야를 제공한

Squirrel fish, Butterfly fish, Trumpet fish, Soldierfish 등이 서식한다.

다. 운이 좋으면 리프샤크, 바라쿠다, 가오리, 바다거북 등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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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의 육상관광
괌에서는 휴양과 액티비티를 비롯해 역사 교육도 가능하다. 차모로 전통 문화뿐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 현장, 스페인 정복 시기의 유적까지 괌은 특별한 역사 스
토리를 지닌 곳이다.

차모로 마을
괌 내 스페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된다.
17군데의 역사적인 장소를 볼 수 있는 하갓냐의 역사문화 산책로를 통해서 관광객
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요일에 열
리는 차모로 마을 야시장도 둘러보기 좋다. 영업시간은 월~금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야시장은 보통 오후 7시부터 열린다.

솔레다드 요새

스페인 광장

우마탁 만을 사이에 두고 우마탁 마을과 마주보고 있는 솔레다드 요새는 19세기

스페인 광장은 괌의 역사를 대변하는 곳으로 스페인, 미국,

초 건립됐다. 4개의 요새 중 원래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솔레다드 요새

일본의 행정부가 있던 곳이다. 아가냐 대성당 앞에 있는 스

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며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어 스페인 범

페인 광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역사 깊은 장소로,

선이나 영국 함대를 감시하는 데 최고의 요지였다고 한다.

괌의 현지인들 역시 이곳으로 소풍을 오거나 괌의 옛 식민지
역사를 배우러 오기도 한다. 스페인 탐험가 레가스피가 스페
인의 괌 통치를 선언한 1565년부터 1898년까지의 흔적이 그
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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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기념관
태평양전쟁 기념관은 괌의 옛 역사
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이나 그때 당시 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위
치는 괌 해군부대 메인게이트 앞쪽
에 위치해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입
장료도 무료이다.

사랑의 절벽, Two Lovers Point
투몬 베이 위에 우뚝 솟은 사랑의 절벽은 괌 여행의 필수 코스이자 괌에서 가장 유명
한 장소이다.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연인들이 ‘사랑의 종’을 함께 치고, 서로의 이름을

사랑의 절벽 역사

스페인 시대 차모로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적은 자물쇠를 채우는 명소이다. 연인이 종을 치면 영원한 사랑을, 혼자서 종을 치면

이 절벽에는 가슴 아픈 전설이 있다. 식민지 시대 스페인

애인이 생긴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환영받는다. ‘Two Lovers Point’라는 명칭의 Two는

장교가 한 추장의 딸에게 반해 자신과의 결혼을 강요했는데,

연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필리핀의 바다와 괌의 바다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전망 포인
트라는 의미도 있다. 아름다운 선셋을 보고 싶다면 일몰쯤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추장의 딸은 연인과 도망을
간다. 스페인 군대에 쫓기다 절벽에 몰리게 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긴 머리를 서로에게 묶어 매듭을
짓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다. 그 후 두 연인의
죽음은 수세기 동안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로 전해지며
영원히 함께 하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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