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Paradise of Muck Diving

Ambon Island

인도네시아 암본섬
글 구자광 / 사진 구자광, Nuswanto Lo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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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암본만(Ambon Bay)은 세계적 수준의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이다. 그리고 암본
만내서 렉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도 가능하다. 또한 암본섬의 남부와 서부 해안에서
다이내믹한 리프 다이빙(Reef Diving)을 제공한다. 암본만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생물
은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Psychedelic Ambon Frog-fish)이다. 이 물고기는 2008년
에 발견되었으며‘Maluku Frog-fish’
라고 이름 붙여진 이 녀석은 온몸에 붉은 줄무늬
가 있는 10cm 크기의 특이하고 귀여운 물고기이다. 암본만에서만 볼 수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암본섬

자카르타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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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on Island 암본섬

인도네시아 말루쿠제도(Malruku Islands)에는 북쪽에 세람해(Seram Sea), 남

인도네시아 암본섬 정보

쪽에 반다씨(Banda Sea)가 펼쳐지고, 세람섬, 암본섬, 반다제도, 케이섬 등 크
고 작은 섬이 적도 남쪽 바다에 점점이 흩어져 있다. 그중에서 암본섬(Ambon
Island)은 오랜 옛날부터 향신료 무역의 주역이었던 말루쿠 주의 주도이다.
향료의 섬은 암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반다제도이다.

시차
암본섬의 시차는 우리나라와 같다.

전기

반다제도는 3개의 섬으로 구성되는데, 가운데 섬 반다네이라가 중심이다. 반

인도네시아 전기는 220V/50Hz이며, 콘센트 플러그가 한국과 같

다는 워낙 오지의 변방 섬인지라 여기서 생산된 향료가 암본섬에 집결돼 세계

은 2구 방식의 C형 타입을 많이 사용하므로 한국의 전자제품은 별

무역망으로 연결되었다. 암본 공항에서는 반다네이라까지 작은 비행기가 연결

도의 코드변환 어댑터나 멀티

되어 쉽게 도착할 수 있으나, 뱃길로는 아주 먼 섬이다.

어댑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

암본섬의 대표적인 육상 볼거리는 Natsepa Beach, Liang Beach, Pintu Kota

로 사용할 수 있다.

Beach Merah Putih Bridge 등의 비치 등이 있으나 조금 특이한 곳은 암스테
르담 요새(Fort Amsterdam in the village of Hila), 와이마을의 신성한 뱀장어
(Sacred Eels of Waai) 등을 추천한다. 암본섬 북쪽에는 예전 네덜란드 사람

비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은 30일간 무비자이다.

들이 다른 나라와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았던 요새들이 남아 있다. 그중
에 하나가 암스테르담 요새이다. 암본섬의 와이(Waai) 마을에는 신성한
육상 뱀장어가 서식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냇가의
상류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곳에 육지 뱀장어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의 뱀장어를 잡아먹는 사람은 벌을 받아 일찍 죽는다는 소문 때문
에, 뱀장어들이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곳에 살고 있다. 이 뱀장어들
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마을 주민들은 계란을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피딩 쇼를 보여주기도 한다.
암본섬을 2지역으로 분리시키는 움푹 들어간 바다 즉 깊게 형성된 만
(Bay)이 있다. 이곳이 유명한 암본만(Ambon Bay)이다. 암본만은 아주
좁고 기다란 지역이라서 양쪽 바닷속에는 아무래도 육지의 잡다한 쓰레
기들이 쌓이게 된다. 이 쌓인 쓰레기들을 집으로 삼아 생활하는 생물들
이 번식하면서 먹다이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암본만중에서도 라하
(Laha)가 유명하다. ‘Twilight Zone’으로도 알려진 라하는 암본만 북쪽

암본만의 모습

지역의 라하 앞바다 전부를 일컫는다.

코타암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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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요새(Fort Amsterdam in the village of Hila)

암본만에서 다이빙 서비스를 하는 말루쿠리조트 모습

암본섬으로 가는 방법
암본은 4개의 항공사가 자카르타(Jakarta)에서 매일 일정을 제공하고
또한 발리(Bali)에서도 일정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암본은 마나도(Manado)
및 소롱(Sorong)에서도 정기적인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암본공항

인천공항
7시간 10분

암본
7시간

2시간 18분

자카르타

발리 덴파사르(응우라라이 공항)
3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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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본섬의 다이빙 환경

암본만(Ambon Bay)은 세계적 수준의 먹다이빙(Muck
Diving) 지역이다. 그리고 암본만에서 렉다이빙과 블
랙워터 다이빙도 가능하다. 또한 암본섬의 남부와 서
부 해안에서 다이내믹한 리프 다이빙(Reef Diving)을
제공한다.
암본만에서 가장 유명한 해양생물은 사이키데릭 프로
그피쉬(Psychedelic Ambon Frog-fish)이다. 이 물고
기는 2008년에 발견되었으며 ‘Maluku Frog-fish’라
고 이름 붙여진 이 녀석은 온몸에 붉은 줄무늬가 있는
10cm 크기의 특이하고 귀여운 물고기이다. 암본만에
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여름(2017년 9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만(Bay)의 바다에 민물이 밀려든 후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현지 가이드들도 다시 나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Psychedelic Frog-fish)

Ambon

Mimic Point
Tiga Islands

Tewiri
Kumpung Baru
Air Manis
Batu Badiri
Rhino City

Duke of Sparta
(ship wreck)

Bubble Point
Laha 1
Laha 2
Laha 3
Tirta Point
Amahusu

Seri

Kaca Lengkung
Pantai Dark Blue
Mahia Cape
Jetty Dark Blue
Mama Wall
Pintu Kota
Nama Slope
Airlow
Namalatu
Tupa
Amb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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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hari
Denis Point
Hukurila Cave
Hukurila Call

암본섬 다이빙 센터

암본섬 다이빙 팁

암본섬에는 총 4개의 다이빙 리조트 또는 샵이 있다. 가이드는 1명의 가이드에 손님 4명 이
내로 한다. 만약 1:1 가이드가 필요하면 1일(3회 다이빙 기준)에 150$US 추가비용이 든다.
거의 대부분은 리조트 인근의 암본만에서 이루어지며, 가끔 멀리 있는 사이트에도 갈 수
있다. 이때에는 최소 4명의 참가자가 있어야 하며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추가 연료에는 약
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리조트와의 거리 때문에 데이트립은 3회의 다이빙을 준비하여
출발하며 다이빙사이트 근처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 Maluku Divers - http://www.divingmaluku.com
• Blue Rose Divers - http://www.bluerosedivers.com
• Dive into Ambon Divers - http://diveintoambon.com
• Dive Bluemotion Ambon - http://www.dive-bluemotion.com

❶	암본섬의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베스트
시즌은 3~5월과 11~12월이다.
❷	수온은 보통 27~29℃ 정도이며, 추운 계절
인 9월에는 24℃가 될 수가 있다.
❸	조류는 조수 시간에 따라 강하게 흐르는 시
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들 수 있다. 매번
다이빙할 사이트 결정은 조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❹	풍광이나 대물을 보는 광각 사이트는 롱핀
(Long Fin)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먹다
이빙 지역에서는 가능한 짧은 핀을 착용하
여 바닥의 모래나 먼지를 덜 일으키게 하는
것이 좋다.

Maluku Divers
홈페이지 : http://www.divingmaluku.com
이메일 : info@divingmaluku.com
전화번호 : +62 (0) 8239 861 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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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본만의 먹다이빙(Muck Diving)
먹다이빙은 모래사장이나 진흙으로 덮인 곳에서
하는 다이빙을 말한다. 리프에서 볼 수 있는 울긋
불긋한 산호나 해면, 물고기 떼처럼 아름다운 풍
경을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
은 생물체들을 보는 것이 다이빙의 묘미이다.
암본만의 라하(Laha) 지역은 최고의 먹(Muck)다
이빙 지역이다. 희귀하고 독특한 수중생물들은 광
대한 경사면에 있는 ‘Twilight Zone’을 구성하는 잔
해와 검은 모래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암본만에서 요즘은 좀처럼 만나기가 힘들지
만 사이키데릭 프로그피쉬(Psychedelic Ambon
Frog-fish)를 비롯하여 Rhinopias Scorpion Fish,
Various Frog-fish Species, Mandarin Fish, Ghost
Pipefish, Harlequin Shrimp, Flamboyant Cuttlefish,
Blue Ring Octopus, Seahorse, Stonefish, 다양한
Nudibranchs과 Shrimps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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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 다이빙 요소
Muck Diving 또는 Critter Diving, Macro Diving은 가장 희귀하고 가장 아름

한 식량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Muck 위치는 또한 포식자 또는 먹이

다운 수중생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좋은 Muck 다이빙 장소를 만

로 많은 모래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장이

드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필요하다. Frogfish, Seahorses, Scorpionfish, Octopus, Crabs, Shrimps,
Eels, Nudibranchs, Puffers, Soles 등이 번성한다.

1. 풍부한 영양
먹이 사슬의 시작을 구성할 작은 갑각류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2. 검은 색 모래(Dark Sand)

는 물속에서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맑고 푸른 맑은 물에서는 시야는 좋

하얀 깨끗한 모래가 멋지지만, 그것에 살고 있는 동물의 이미지를 찍고 싶을

지만 훌륭한 생물 다이빙을 가능케 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위대한 Muck

때는 좋지 않다. 스트로브 또는 비디오의 빛이 렌즈로 반사되어 매우 선명한

Diving 위치에서 가시성은 결코 좋지 않다. 물속에 있는 입자는 작은 갑각류

대조와 과다 노출이 따른다. 그러나 어두운 모래 배경으로 사진이나 비디오

와 어린 물고기에 의해 먹는다. 이것들은 차례로 더 큰 물고기에 대한 풍부

를 촬영하면 큰 차이가 있다.

먹 다이빙에서 착지와 이륙을 하는 방법
먹 다이빙
착지 기술

➊	해저 면에 있는 피사체를 발견하면 먼저 착지 포인트를 결정하

➌	무릎을 천천히 해저 면에 대고 안정이 되도록 한 후 천천히

고, 머리를 밑으로 향하게 하고 물구나무서기와 같은 상태에서

핀을 내린다. 이때 쿵하고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드럽

착지 포인트 지점에 다가가 두 번째 손가락이나 탐침봉으로 해

게 한다.

저면에 갖다 댄다.

➍	착지가 완료되면 BC의 공기를 조금 빼내어 좀 더 몸이 안정되

➋	숨을 크게 내쉬어 가슴에 담겨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 몸이 가

도록 한다. 꼭 그림처럼 엎드려 누울 필요는 없다.

라앉기 시작한다. 이때 무릎을 구부린다.

➍

먹 다이빙
이륙 기술

➌

➊	숨을 크게 들이마셔 몸을 떠오르게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민
다. 이때 핀은 움직이지 않는다.

➋

➊

➍	수평자세가 되었다면 이륙이 성공이다. 착지를 위해 BC에서 공
기를 뺐다면 이륙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공기를 BC에 넣는다.

➋	좀 더 숨을 들이켜서 무릎과 핀을 해저 면에서 떨어지도록 한
다. 이때 호흡을 멈추면 안된다. 또한 핀 킥을 해서도 안된다.

그 후에는 중성부력을 가지므로 유영하면 된다. 유영할 때의 핀

➌	충분히 해저 면에서 솟아오르면 앞구르기를 하는 것처럼 머리

킥은 아래위로 하지 말고 옆으로 약하게 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

를 숙여 수평자세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한다.

➍

➌

동한다.

➋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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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본만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중생물들 ①

암본만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중생물들 ②

암본만의 난파선 다이빙(Wreck Diving)
암본만에는 100m의 거대한 난파선이 있다.
Ambon Bay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은 1940년 West Hartlepool의
William Gray 조선소에서 건조된 the Duke of Sparta이다. 1951년에 이
탈리아의 나폴리 회사에 팔려 SS Aquila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58년
4월 28일 인도네시아의 공산 반군에 맞서 하이쿠 작전을 하는 도중 미
국인들에 의해 폭탄을 맞았다. 그 후 계속 계류되고 있다가 1958년 5
월 27일에 침몰되었다. 길이가 137m이고 높이가 17m이고 선체가 거대
하다. 전체 난파선이 완성되어 선미의 가장 가파른 부분인 깊이 약 13m,
활 갑판은 약 30m, 바닥은 약 35m 깊이다.
물속에서 50년이 지났으므로 산호로 덮여있다. 대부분 난파선과 마찬가
지로 이곳의 시야는 별로 좋지 않지만, 조수에 따라 때로는 좋을 때도 가
끔 있다. 리조트에서 보트로 약 25분 걸린다.

SS Aquila

블랙워터 다이빙(Black Water Diving)
조류가 없는 날 저녁 7시에 출발해서 수심이 100m 이상인 곳에 배를 정
박시키고 불을 환하게 밝히면 심해와 중층에 사는 생물들이 모여든다. 이
때 보트에서 밧줄을 내리고 다이버들은 15~20m 수심의 밧줄에 매달려
불빛을 보고 모여든 생물들을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것이다. 비용은 야간
다이빙과 동일하고 손님은 보트당 2~4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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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

블랙워터 다이빙에서 촬영한 생물

legged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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