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Indonesia

Bunaken National Marine Park
& Manado Bay
인도네시아 부나켄국립해양공원
&마나도만
글/사진 구자광, 일부사진 리조트 제공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마나도 지역의 다이빙은 크게 4지역으로 나뉘는데 부나켄
국립해양공원(Bunaken National Marine Park)과 마나도만(Manado Bay), 렘베해
협(Lembeh Strait), 방카섬(Bangka Island), 상히에열도(Sangihe Islands)이다.
그중에서 부나켄국립해양공원의 다이빙은 절벽이 많은 산호초 지대로 보존 상태
가 매우 좋다. 이 해역은 모두 수중 절벽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산호, 경산호,
회초리산호, 해면, 히드라 등이 표면을 무성하게 장식하고 있다. 산호초에는 각종
리프피쉬들과 바다거북, 상어, 바라쿠다, 가오리, 곰치, 바다뱀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마나도만의 다이빙은 전형적인 먹다이빙 지역이라 접사 피사체가 무수히 많
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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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켄국립해양공원
마나도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바섬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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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do of North Sulawesi

인도네시아의 중앙부에 있는 술라웨시섬(Sulawesi)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 세계에서

인도네시아 마나도 정보

는 11번째로 큰 섬이다. 술라웨시섬(Sulawesi)는 북 술라웨시, 센트랄 술라웨시, 남 술라
웨시, 동남 술라웨시의 4개 자치주로 분할되어 있다. 그중에 마나도(Manado)는 술라웨
시우타라 주의 주도이다. 마나도(Manado)는 마나도 만(Manado Bay)에 위치해 있으며,

시차
마나도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고, 수도 자카르타는 2
시간이 느리다.

인구는 33만 명 정도이다. 클라바트산(Klabat, 해발고도 2,022m)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 있는 농업과 제재업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 교역 중심지이며 19세기 후반에 자유

전기

항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커피·사탕수수·육두구·흑단을 수출하는 항구로 큰 몫을 하고

인도네시아 전기는 220V/50Hz이며, 콘센트 플러그가 한

있다. 수공예품으로는 대나무와 등나무 제품, 목각제품, 바구니 세공품 등을 생산한다.

국과 같은 2구 방식의 C형 타입을 많이 사용하므로 한국

마나도는 중국계 주민이 많으며 대부분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외곽지역에 삼라투랑

의 전자제품은 별도의 코드변환 어댑터나 멀티어댑터를

기공항(Sam Ratulangi Airport)이 1개 있고, 1658년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요새의 유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적과 삼라툴랑기대학교가 있다. 또한 도로편으로 방카섬으로 가는 길목인 리쿠팡
(Likupang), 렘베해협으로 가는 길목인 비퉁(Bitung)과 연결된다.

부나켄국립해양공원
(Bunaken National Marine Park)

비자

북술라웨시주(North Sulawesi)의 부나켄국립해상공원(Bunaken National Marine Park)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은 30일간 무비자이다.

은 술라웨시해(Sulawesi Sea) 또는 셀레베스해(Celebes Sea)에 면해 있다. 마나도
(Manado)에서 북쪽에 있는 5개의 작은 섬 부나켄(Bunaken), 마나도 투아(Manado

마나도 지역 기후

Tua), 실라덴(Siladen), 몬테하게(Mantehage), 나인(Nain)의 5개 지역을 포함하여 부나

열대몬순기후에 속하며, 한 해는 건기와 우기, 두 계절로

켄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나뉜다. 11~4월까지는 우기, 5~10월까지는 건기다.

하늘에서 본 부나켄국립해양공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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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n

북슬라웨시 마나도 근교의 다이빙 지역
1. 부나켄국립해양공원
(Bunaken National Marine Park)

Mantehage

마나도만(Manado Bay)
2. 렘베해협(Lembeh Strait)

Bunaken National Marine Park

3. 방카섬(Bangka Island)
4. 상히에 열도(Sangihe Islands)

Manado tua

Bunaken

Siladen

Manado Bay

Manado
Sangihe Islands

Bangka Island
Bitung

Manado

Lembeh Strait

North Sulaw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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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로 가는 방법
①	싱가포르항공을 이용하여 싱가포르를 경

인천공항

필리핀

유하여 마나도국제공항인 삼라투랑기(Sam
Ratulangi)까지 갈 수 있다.
②	가루다항공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수도 자

말레이시아

6시간 10분

카르타를 경유하여 마나도국제공항인 삼라
투랑기(Sam Ratulangi)까지 갈 수 있다.

마나도

싱가포르
7시간

3시간 40분

인도네시아

3시간 40분

자카르타

마나도국제공항(삼라투랑기 공항)

탈라사 리조트에서 본 마나도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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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환경

마나도만의 다이빙은 전형적인 먹다이빙 지역이고, 부나켄국립해양공원
의 다이빙은 절벽이 많은 산호초 지대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이 해역
은 모두 수중 절벽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산호, 경산호, 회초리산호, 해
면, 히드라 등이 표면을 무성하게 장식하고 있다. 산호초에는 각종 리프피
쉬들과 바다거북, 상어, 바라쿠다, 가오리, 곰치, 바다뱀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가 조금 있기는 있으나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다이빙하
기에 적당하다. 이 해역의 다이빙 사이트는 약 20여 군데가 산재해 있고
그 중에서 부나켄섬에 사이트가 가장 많다. 다섯 개의 섬 중에서 부나켄섬
과 아주 근접해 있는 마나도투아(Manado Tua; old Manado의 뜻)는 해발
822m의 우뚝 솟은 원뿔꼴 섬으로 그 산의 모양이 이 해역을 상징한다.

다이빙 시즌
마나도만과 부나켄섬의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4~11월이 시즌이며 그중
에서도 베스트 시즌은 6~8월이다. 이 시기에 물이 가장 맑다. 물이 아주
맑을 때는 30~40m가 시야가 나온다.

다이빙 방법
다이빙 방법은 리조트 형태이며, 마나도 인근에는 크고 작은 많은 리조트
들이 성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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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사이트
부나켄국립해양공원

나인섬
바투카팔
자란마숙
바라쿠다 포인트

몬테하게섬
고랑고 포인트
빙고

마나도투아섬

탄중코미
팡굴리간

실라덴섬

마나도투아섬
네개리

부나켄섬

실라덴 포인트

무카 게레자
구이카

아이크 포인트

탄중피속
사찌꼬 포인트
레이몬드 포인트
난파선 포인트

부나켄섬
텐가

팡가리산

셀리셀라
티무르

후쿠이 포인트
만돌린 포인트
레쿠안 Ⅲ
레쿠안 Ⅱ
레쿠안 Ⅰ
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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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만

마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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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켄섬

실라덴섬

레쿠안 Ⅰ/레쿠안 Ⅱ/레쿠안 Ⅲ

실라덴(Siladen) 포인트

부나켄섬 레쿠안(Lekuan) 해변 앞에 위치하며,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수중

부나켄 북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 실라덴섬이며 다이빙사이트는 한 군데이다.

절벽이다. 이 세 곳의 포인트는 사실상 하나의 긴 절벽 면을 편의상 세 부분

수많은 화려한 연산호로 덮여 있는 실라텐 섬 동쪽의 급격한 절벽 지형이다.

으로 나눈 것이다. 조류가 약한 날에는 한 번의 다이빙으로 한 곳만 다이빙

테이블 산호가 이어지고 피라미드 나비고기와 푸질러 등이 어우러져 있다.

이 가능하지만 조류가 강한 날에는 조류를 따라 흐르다 보면 세 곳을 한 번
의 다이빙으로 세 곳을 두루 둘러 볼 수 있다. 나폴레온피쉬, 바다거북, 앵
무고기, 스콜피온피쉬, 라이온피쉬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나비고기와

마나도투아섬

트리거피쉬 무리가 장관을 이룬다.

무카 레게쟈(Muka Gereja)

캄풍(Kampung)

교회앞에 있는 수직 절벽이다. 20m 수심에 멋진 동굴이 있고, 산호도 발달

부나켄섬의 동남쪽 끝에 마을이 있으며 이 마을 앞 바다를 의미한다. 레쿠안

되어 있고, 상어, 바라쿠다, 나폴레온피쉬 등을 볼 수 있다.

사이트와 유사하다. 이곳에서는 자주 이글레이와 스팅레이가 보이고 유난히

탄중코피(Tanjung Kopi)

나비고기가 많다. 조류다이빙을 하다 보면 많은 바다거북을 볼 수 있다.

탄중코피(Tanjung Kopi)는 ‘Coffee Cape’의 뜻이다. 역시 수직절벽이며 리

셀라셀라(Cela-Cela)

프상어가 살고 있으며 가끔 망치상어와 바라쿠다도 나타난다. 조류가 강할

부나켄의 남쪽이며 섬의 움푹 들어간 곳이다. 레쿠안 사이트와 유사하며 조

때가 있다.

류가 약하다.

네게리(Negri)

텐가(Tengah)

동굴이 있고 산호가 발달한 절벽이다.

인근의 만돌린 포인트와 함께 옐로우테일 퓨질리아(yellowtail fusllier) 무리를

팡굴린간(Pangulingan)

볼 수 있다. 부나켄섬 서쪽 면의 중심부이며 바다거북과 리프상어도 있다.

마나도투아 동쪽에 위치하며 슬로프로 되어 있고 테이블 산호가 잘 발달되

후쿠이 포인트(Fukui Point)

어 있다.

스팅레이(Stingray) 포인트라고도 한다. 계단식 절벽으로 떨어져 내리면 맨
위는 2~4m 수심이다. 가오리 포인트이며 바다거북, 바라쿠다 및 자이언트
크램을 볼 수 있다.

몬테하겐섬

만돌린 포인트(Mandolin Point)

방고(Bango)

악기 이름에서 따온 사이트이다. 나비고기, 트리거피쉬, 퓨질리아 등의 무리

경사면으로 이어지다 절벽이 나온다. 산호가 많고 동굴들이 있다. 스콜피온

와 함께 무성한 회초리산호가 있다. 30~35m 수심이 가장 아름답다.

피쉬, 나폴레온피쉬, 상어 등을 볼 수 있다.

레이몬드 포인트(Raymond Point)

고랑고(Gorango)

회초리 산호와 함께 연산호와 경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다. 나폴레온피쉬와

고랑고는 상어란 뜻이며 상어가 많다. 40m 수심까지 절벽으로 되어 있다.

나비고기 떼가 많다. 특히 바다뱀이 흔하다.

바라쿠다 포인트

마이크 포인트(Mike Point)

5m에서 20m 수심까지 경사가 급한 슬로프로 이어지다가 다시 30m까지

수중사진가 마이크 시번스(Mike Sevems)의 이름을 붙인 사이트이다. 수중

수직절벽으로 이어진다. 이곳에는 바라쿠다 무리와 상어, 나폴레온피쉬 및

절벽과 수중 봉우리가 있다. 큰 부채산호가 있고, 조류가 강할 때가 많으며

앵무고기 들이 있다.

이따금 상어들이 나타난다. 잭피쉬의 큰 무리가 있으며 가끔 원양 회유성
어족인 방어 떼가 나타나기도 한다.

나인섬

사찌꼬 포인트(Sachiko's Point)
일본인 관광 리더의 이름을 따라 지은 사이트 이름이다. 작은 동굴과 오버행,

바투 카팔(Batu Kapal)

협곡 계단식 지형 등의 연속으로 드라마틱하고 웅장함을 보인다. 얕은 수심

바투 카팔은 ‘Stone boat’란 뜻인데 이 산호의 생김새로 붙여진 포인트 이

대에는 특히 연산호와 경산호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주 보이는 해양 생물

름이다. 여기서부터 밑으로 끝없이 갈라진 좁은 협곡이 내려다보인다. 바투

로는 리프샤크, 커다란 참치류와 잭피쉬 그리고 바다거북과 가오리 등이다.

카팔에서는 산호도 잘 발달되어 있고, 상어, 다랑어, 나폴레온피쉬, 앵무고

티무르(Timur)

기 등을 볼 수 있다.

부나켄 동쪽이란 뜻이다. 섬의 남쪽이나 서쪽이 수직 절벽인데 비하여 이곳

자란마숙(Jalan Masuk)

은 경사진 곳이다. 아주 잘 발달된 산호군락이 이어지고 많은 종류의 마크

이곳은 슬로프로 연산호와 경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은 리프피쉬 무리

로 생물들이 많은 곳이다. 상어, 바라쿠다, 구루퍼, 이글레이 등이 관찰된다.

가 어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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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만
마나도만의 먹다이빙(Muck Diving)
마나도만은 마나도 시내의 중심부의 해안가이다. 렘베해협보다는 검지 않
지만 그와 못지않은 검은 색깔의 모래해변이 보인다. 여기저기 나무 조각
과 커다란 코코넛 나무와 쓰레기 등이 보인다. 전형적인 먹 다이빙(Muck
Diving)이다. 군데군데 크고 작은 말미잘 군락과 아네모네피쉬들이 어우러져
있다. 보통 수심 15m까지 내려가서 천천히 상승하면서 다이빙을 진행한다.
이곳에는 전형적인 먹다이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거의 다 있다.

난파선포인트(Molas Wreck)
Molas Wreck은 네덜란드 상선이 1942년에 가라앉았으며 지금은 30~38m
의 수심에 똑바로 세워져 있다. 이 난파선은 철로 된 배로 대체로 손상되지
는 않았지만 경산호로 덮여있다. 산호초에는 리프피쉬(Reef Fish)가 어우러
져 살고 있고, 자세히 보면 작은 오징어와 누디브랜치(nudibranchs)와 같은
생물들도 볼 수 있다.

난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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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소개

Thalassa Dive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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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라사 다이브 리조트의 특징
마나도에 있는 다이빙 전문 리조트 중에 가

장 고급스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Thalassa
Resort&PADI Dive Centre는 마나도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걸리는 조용한 바닷가에 위치하
고 있다. 야외수영장, 스파센터 및 다이빙센터
를 갖춘 4성급의 리조트로 22개의 넓은 방가
로 형식의 객실을 제공한다.
마운트 로콘(Mount Lokon)과 샘라툴랑 국
제공항(Sam Ratutangi International Airport)
과 부나켄 국립해양공원(Bunaken National
Marine Park)이 탈라사 리조트 가까이에 있다.
마나도 시내 중심가는 8km 정도 떨어져 있다.
리조트는 모든 객실은 작은 언덕 위에 방가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객실에 금고, 냉장고,
온도 조절기, 옷장 및 미니바를 갖추고 있다.
무료 세면도구가 비치된 분리 욕실, 샤워 및
욕조 시트를 제공한다.
야외 수영장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침식
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저녁식사는 인도네시
아 요리가 제공된다. 바닷가에 있는 바라쿠다
바(Barracuda Bar)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차를 제공한다. 지정된 흡연 구역, 안전 금고
및 수하물 보관소와 드라이클리닝, 객실 관리 및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리조트는 탁아 서비스와 어린이를 위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킹, 배드민턴,
스노클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Thalassa Resort & PADI Dive Centre

Jl. Raya Molas, Kecematan Bunaken,
95242 Manado, North Sulawesi, Indonesia
Web http://www.thalassamanado.com
Mail info@www.thalassamanado.com
Tel +62 821-4167-2651

PADI CD가 운영하는 리조트는 넓은 카메라룸과 깨끗한 렌탈 장비를 보유하고, 나
이트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능한 현지인 가이드와 쾌적한 다이빙 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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