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②

Hammer-head Sharks Hot Spots

Banda Sea
망치상어의 핫스팟

인도네시아 반다씨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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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필리핀
말레이시아

암본

인도네시아

반다씨

자카르타
발리

반다씨 다이빙의 핵심은 망치상어(Hammer-head Shak) 무리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리브
어보드의 일정의 대부분은 망치상어를 보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또 다른 재미는 마눅(Manuk)
섬에서 수십마리의 바다뱀(Sea Snake)과 모불라(Mobula) 무리를 보는 것이다.
리브어보드는 가장 좋은 시기인 9~11월에 반다씨의 망치상어 핫스팟(Hammerhead shark
hot spots)으로 안내를 한다. 운이 좋으면 200마리 이상의 망치상어 무리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Trevally 무리, Barracuda 무리, Snapper 무리, Unicorn Fish 무리, Great
Barracuda, Eagle Ray, Manta Ray, Tuna, Wahoo, Bump-head Parrot Fish, Napoleon
Fish, Sea Turtle, Whale Shark 등 다양한 종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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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a Sea(반다씨)

반다씨(Banda Sea)는 인도네시아 말루쿠제도(Maluku Islands)의 남쪽 섬들로 둘러싸
인 남태평양의 서쪽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쪽으로 알로르(Alor), 티모르, 웨타르, 바
바르, 타님바르, 카이(Kai)섬과 북쪽으로 세람(Ceram), 부루, 술라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도네시아 반다씨 정보

시차
반다씨의 시차는 우리나라와 같다.

전체 넓이는 약 47만㎢이며 서쪽으로 플로레스해, 남서쪽으로 사부해, 남쪽으로 티모르
해, 남동쪽으로 아라푸라해, 북쪽으로 세람해(Ceram), 몰루카해(Molucca)와 각각 맞닿

전기
인도네시아 전기는 220V/50Hz이며, 콘센트 플러그가 한국과 같

아 있다.

은 2구 방식의 C형 타입을 많이 사용하므로 한국의 전자제품은

반다씨에는 Spice Islands가 있으며 15~17세기까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별도의 코드변환 어댑터나 멀티어댑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육두구(Nutmeg)를 거래했고 이 특별한

용할 수 있다. .

조미료는 이 섬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반다씨의 표면 해류는 12월에서 2월까지는 동쪽으로 흐르고 나머지 기간에는 반대 방향
으로 흐른다. 세람섬 바로 남쪽의 섬들을 비롯한 많은 섬 주변은 물이 맑고 산호가 번성
하여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비자
말루쿠제도, Maluku Islands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은 30일간 무비자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말루쿠제도(Maluku Islands)는 본래 이름보다는 스파이스제도
(Spice Islands)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쪽으로는 술라웨시, 동쪽으로는 뉴기니, 남쪽으로는 동티
모르를 마주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관광객

인터넷
전화나 인터넷은 리브어보드가 암본섬이나 반다제도 인근에 위치
할 때만 잠깐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항해할 때는 불가능하다.

의 방문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Maluku Isands

Ambon

Banda Sea

A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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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mlaki

반다씨 가는 방법
반다씨의 가장 가까운 공항은 암본(Ambon)에 있다. 암본은 인구가 29만 명이며,
반다씨에서 운항하는 크루즈 여행의 출발 지점이자 끝 지점이다. 인천에서 인도네시아의 국제공항인
자카르타나 발리를 거쳐 국내선을 이용하여 암본(Ambon), 사움라끼(Saumlaki), 뭐메레(Maumere),
알로르(Alor) 등에서 리브어보드를 탑승한다.

인천공항

암본
7시간 소요

7시간 10분

자카르타
2시간 18분

발리
3시간 50분

덴파사르
(응우라라이 공항)

암본공항 전경(사진출처 : 암본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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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씨의 다이빙 환경

반다씨(Banda Sea) 지역은 다이빙사이트가 넓게 퍼져 있어 다이빙을 하기 위

Great Barracuda, Eagle Ray, Manta Ray, Tuna, Wahoo, Bump-head

해서는 리브어보드를 이용해야 한다. 리브어보드 승하선 지역은 공항이 있는

Parrot Fish, Napoleon Fish, Sea Turtle, Whale Shark 등을 다양한 종

암본(Ambon), 사움라끼(Saumlaki), 뭐메레(Maumere), 알로르(Alor) 등이다.

을 볼 수 있다. 또한 향신료섬(the Spice Island)이라 불리우는 반다네이라

반다씨는 매년 3월과 4월 그리고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반다씨를 가로 지르

(Banda Neira)섬에 상륙하여 육상관광을 즐길 수도 있다.

는 항해가 가능하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리브어보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 지역의 다이빙 투어를 계획한다. 하지만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 시기에

반다씨 다이빙 정보 요약

는 세계의 다이빙 마니아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적어도 1~2년 전에 예약을 해

• Water Temp ; Generally, 27~29℃ (degrees Celsius)

야 가능하다.

• Air Temp ; 22~31℃ (degrees Celsius)

반다씨 다이빙의 핵심은 망치상어(Hammer-head Shak) 무리를 만나는 것이

• Visibility; 20~30m
• Currents ; Medium to Strong

다. 그래서 리브어보드의 일정의 대부분은 망치상어를 보는 것에 맞추어져 있

• Level ; Intermediate to Advanced.

다. 또 다른 재미는 마눅(Manuk)섬에서 수십마리의 바다뱀(Sea Snake)과 모

• Best Time to Dive ; March, April, & mid-September to December.

불라(Mobula) 무리를 보는 것이다. 리브어보드는 가장 좋은 시기인 9~11월

• Suits : 망
 치상어를 따라다니다보면 25℃ 이하로 떨어지는 수온약층을 만나

에 망치상어 핫스팟(Hammerhead shark hot spots)으로 안내를 한다. 운이

기도 한다. 슈트는 3~5mm 웨트슈트와 후드베스트를 준비하는 것
이 좋다.

좋으면 200마리 이상의 망치상어 무리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Trevally 무리, Barracuda 무리, Snapper 무리, Unicorn Fish 무리,

Ambon

Banda Islands

Banda Sea

Manuk Island
Serua Island

Alor
Saum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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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본섬 남쪽해안 Ambon Island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암본섬 South Coast(남쪽 해안)

또한 Ambon의 월 다이빙에서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풍부한 생물 종을 만

Ambon Bay에서의 먹다이빙과는 별도로 Ambon의 남동쪽 해안에서는 Reef

날 수 있다. 시야는 보통 20m 이상으로 아주 좋은 상태이고, 월을 따라 다이

Wide Angle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가 있다. 다이빙 장소로는

빙을 하다 보면 Mobula 무리와 다양한 상어, 커다란 나폴레옹피쉬를 수시로

Namalatu, Airlow, Pintu Kota, Seri, Mahiya, Hukurila cave 등이 있다. 이 곳

만날 수 있다.

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지형이 존재한다. Pintu Kota(Gate of the City)에는

특히 9월에는 냉수대가 흘러 Molamola와 같은 대형 어종도 볼 수 있다. 하

수심이 17m에 이르는 거대한 수중 건축물이 나타난다.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

지만 이곳은 리조트에서 보트로 30~45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가 요

어진 수중아치 밑의 통로를 보면 암석이 물 위에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금을 내야 한다.

아치 밑의 통로에는 화려한 산호들이 둘러싸여 있고 물고기 개체들도 건강
해보였다.

•Nusa Laut

가장 흥미진진한 곳은 Hukurila Cave이다. 마치 굴뚝을 비틀어 세 부분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산호초가 형성되어 있어 그 주변에는 수 많은 물고기들이

나눈 것 같은 모습이다. 주변에는 화려한 고르곤 팬들과 그 안에는 다양한

서식하고 있다. Surgeon fish 무리, Big eye jacks등 물고기 무리들을 보고

물고기 무리들이 서식하고 있다. 다른 곳에도 볼 수 없는 지형들이 다이빙의

있노라면 다이빙을 하는 내내 미소를 짓게 만든다. 운이 좋으면 망치상어도

Rock Face, Saparua Island / Pombo Booi

해초리산호와 다이버, Nusa L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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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Fans, Haruku Island / TanJung Batu Kapal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재미 있는 다이빙은 교각 밑에서 하는 야간 다이빙이

•Ambon Island / Hukarilla Cave

다. 이 곳에서는 먹이사냥하는 Angler fish, Scorpion fish, Pipe fish를 흔하게

블루홀이라고도 불리우며, 굴뚝을 비틀어 세 부분으로 나눈것 같은 재미 있

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피사체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고르곤 팬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홀안에는 물고
기가 가득차 있다.

•Saparua Island / Pombo Booi
Reef Fish 무리, Sea Fans, Face Rock, Pygmy Seahorse(Bargibanti,
Pontohi), Leaf Fish 등을 볼 수 있다.

•Haruku Island / TanJung Batu Kapal
Sea Fans과 Macro 피사체가 많다.

암본섬

Blue Hall, Ambon Island / Hukarilla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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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상어 무리

반다제도 Banda Islands

반다제도의 10개의 섬

반다제도는 반다해에 한가운데 있는 군도로 암본섬 남동쪽, 세람섬 남쪽에 자리 잡고

• Banda Besar(Lonthoir)

• Ai

있다. 10개의 작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육지면적은 44㎢이고 가장 큰 섬

• Pisang(Syahrir)

• Run

• Banda Neira

• Nailakka

• Keraha

• Hatta(Rosengain)

• Banda Api

• Suanggi(Manukang)

은 반다베사르(Bandaq Besar)섬이다.
화산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반다베사르섬은 최고 높이가 536m이며 해발 120m까지
는 산호암으로 덮여 있다. 아피(Api)산은 활화산으로 높이가 670m이며, 1820, 1852년에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였다.
반다제도의 화산토는 비옥하여 육두구를 재배하는 데 적합한 토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육두구를 재배하게 되면서 이곳의 특산품이 되었다. 그밖에 정향(丁香), 코코넛, 타피오
카, 열대성 과일, 채소 등을 생산하며 어업도 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은 반다네이라(Banda Neira)섬의 중심지이자 항구도시인 반다네이라(Banda
Neira)에 모여 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반다네이라에는 특색 있는 숙박시설과 레스
토랑이 있고, 현지 음식인 반다니 음식은 맛이 훌륭하다.

Suanggi(Manukang)섬
섬 이름인 Suanggi는 유령(Ghost)이라는 의미이다. 이 섬의 슬로프에는 부채산호와 항
아리 스폰지, 경산호 등이 어우러져 있다. 이곳에서는 Trevally 무리, Great Barracuda,
Eagle Ray, Tuna, Bump-head Parrot Fish 등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귀상어
(Hammer-head Shark) 무리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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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nggi(Manukang)섬

•잭폿(Jackpot)

망치상어 무리

망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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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k섬

•Ridge of Babylon

새(Bird)라는 의미인 마눅(Manuk)섬에는 다양한 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새들은

산호초 사이에 중국 바다뱀(Chinese Sea snake)이 먹이활동을 하거나 숨을

수시로 섬과 바다사이를 드나들며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지금도 섬의 구석구석에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다. 귀상어(Hammer

서는 황을 내뿜고 있는 활화산이며 무인도이다. 바닷속 슬로프에는 많은 항아리 산

Head Shark)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Reef Sharks,

호(Barrel Sponge)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호초가 어우러져 있다.

Tunas, Great Barracuda, Mobulas 등을 볼 수 있다.

마눅(Manuk)섬

Mobula Clean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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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불라

Chinese Sea Snake

•Coconut Corner
완만한 슬로프로 되어 있으며 8m까지 화산재로 덮여 있고, 그 아래로 항아
리산호와 양배추산호, 부채산호 등의 경산호와 연산호가 어우러져 있다. 이
곳에는 큰 무리의 유니콘피쉬, 바라쿠다, 스내퍼, Great Barracuda, Tunas,
Wahoos, Sea Turtle, Mobula, Giant Manta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래상어
나 망치상어 무리를 볼 확률도 높다.

Whale Shark

Barracuda 무리

Unicornfish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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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a섬
Serua섬과 Kekah섬은 2개의 조금 큰 섬과 둘 사이에 있는 1개의 작
은 섬으로 되어 있다. Serua섬은 활화산으로 연기를 계속 내뿜고 있다.
Serua섬에는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리브어보드가 도착하면
다이버를 초청하여 육두구를 팔기도 한다.

Sema 섬

• Serua섬의 Magic Corner
Serua섬과 Kekah섬 사이의 코너
매직코너 사이트는 급격한 슬로프로 되어 있다. 슬로프에는 많은 항아리
산호를 비롯하여 각종 경산호와 연산호들로 어우러져 있다. 잭피쉬 무리,
스내퍼 무리, 나폴레옹피쉬, 리프피쉬 등 많은 물고기 무리를 볼 수 있다.

• Nildesperanduan Atoll
닐데스페란두안 아톨(Nildesperanduan Atoll)은 세루아(Serua)섬 남쪽에
위치하며, 썰물 때 모래톱이 수면 위로 약간 들어나는 수중 리프(Reef)
이다. 이곳은 월다이빙과 완만한 슬로프 다이빙을 하는 곳으로 월에는
산호나 부채산호 등이 어우러져 있다. 이곳에는 바다거북, 곰치, 나폴레
옹피쉬, 마블레이, 튜나 등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망치상어 무리도
볼 수 있다.

Nildesperanduan A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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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Spotted Moray Eel

Sea Turtle

스폰지

방정하고 있는 Barrel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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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씨의 육상 관광

반다씨는 19세기 중반까지 향신료 육두구(Nutmeg)와 메이스(Mace)가 생산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였으며,
향신료 무역의 중요한 허브였다. 리브어보드 다이빙 투어 중에 반다네이라(Banda Neira)섬에 상륙하여 잠시
둘러보았다. 육두구 열매가 재배되는 농장을 방문하여 육두구 열매를 재배하는 과정을 구경하였고 튼실하게
자란 커피나무도 구경하였다. 이 곳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는 오래전 무역에 사용하였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 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과 물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반다네이라(Banda Neira)에 있는 마을을 돌아보고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네덜란드인의 요새로 사용했던 성을 방문하여 내려다보니 반다네이라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정경이 아름다웠다. 시장에는 마을주민들이 재배한 육두구와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이 여행의 즐거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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