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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구자광

North Sulawesi in Indonesia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인 도 네 시 아

마나도/렘베해협말레이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북슬라웨시 

렘베해협



지구상에서 베스트 다이빙사이트를 꼽으라고 하면 나는 주저 없

이 갈라파고스(Galapagos), 팔라우(Palau), 렘베해협(Lembeh 

Strait)을 꼽는다. 다윈이 제시한 ‘종의 기원'을 증명하게 해 준 에

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Galapagos)는 대형 수중생물의 전시장

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곳이고, 북태평양의 팔라우(Palau)는 스펙

터클하고 다이내믹한 사이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사

이트가 한자리에 모여 있고,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의 렘베해협

(Lembeh Strait)은 특이한 수중생물들을 한 장소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북술라웨시(North Sulawesi)는 인도네시아의 주 가운데 하나로 

술라웨시섬 북부에 위치하며, 주도는 마나도(Manado)이다. 마나

도의 동쪽에 위치한 렘베해협(Lembeh Strait)은 먹(Muck) 다이빙

과 크리터(Critter) 다이빙의 메카로 다른 다이빙사이트에서는 보

기 힘든 특이한 해양생물들이 많아 촬영을 위해 세계의 수많은 수

중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또한 수중사진가가 아닌 일반 다이버도 한번쯤 렘베해협을 방문해

서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중생물들을 구경하는 것도 의

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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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은 30일간 무비자이다.

•전기

인도네시아 전기는 220V/50Hz이며, 콘센트 플러그가 한국과 같은 2구 

방식의 C형 타입을 많이 

사용하므로 한국의 전자

제품은 별도의 코드변환 

어댑터나 멀티어댑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

용할 수 있다.

우리가 통상 지칭하는 북술라웨시(North Sulawesi)는 슬라웨시

섬 북부에 위치하는 술라웨시 우타라(Sulawesi Utara, 북술라웨

시) 주를 지칭한다. 주도는 마나도(Manado)이다. 

북술라웨시 지역에서의 다이빙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 

    Bunaken Is.(부나켄섬) + Manado Bay(마나도만) 주변 지역

   Bangka Is.(방카섬) + Gangga Is.(강가섬) + Talisei Is.(탈리

세이섬) 지역

    Lembeh Strait(렘베해협) 지역

이번 호에서는 지상 최대의 해양생물 종(種)의 다양성을 자랑하

는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에 위치한 Lembeh Strait(렘베해협)

의 다이빙과 수중생물에 대해 소개한다. 

•시차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다. 시차는 동부, 중부, 서부의 3지

역으로 구분된다. 동부의 이리안자야는 서울과 동일하다. 발리와 칼리만탄, 슬라

웨시 등의 중부는 서울보다 1시간이 늦다.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와 수마

트라의 서부는 2시간이 늦다. 렘베해협이 있는 마나도는 서울보다 1시간 늦다.

•통화 

인도네시아의 통화 단위는 루피아(Rupia)이다. 현재 환율은 대략 1$US은 

13,200Rupia 정도가 된다. 10,000루피아를 우리 돈 1,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다. 즉 인도네시아 루피아에서 0 하나를 떼고 한국 돈 

가치로 생각하면 된다.

북술라웨시(North Sulawesi) 
인도네시아

마나도
Kota Manado

비퉁
Bitung

Talisei Is.

Gangga Is.

Mantrhage Is.

Bunaken Is.

Manadotua Is.

Bangka Is.

Lembeh Is.

Likupang

❶

❶

❷

❸

❷

❸

부나켄섬

북술라웨시
North Sulaw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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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베해협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싱가포르공항을 경유하여 

마나도공항로 가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마나도 인근의 모든 리조트는 예약을 하면 마나

도에 위치한 Sam Ratulangi 국제공항에 도착하

면 리조트 직원이 손님을 맞이하여 픽업 서비스

를 한다. 렘베에 있는 리조트는 마나도 공항에

서 약 2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다.

공항에서 바라보는 말레 풍경

싱가포르공항
마나도공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천공항

6시간 25분

3시간 20분

마나도 Sam Ratulangi 국제공항 사진

비퉁항의 모습, 멀리 구름에 가려있는 높이 1,995m의 클라밧(klabat) 산이 보인다.

마나도로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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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베해협(Lembeh Straits)은 일 년 내내 다이빙이 가능하지만 해양 조건

과 수중생물은 계절마다 달라진다. 

렘베해협은 3~12월은 건기, 1~2월은 우기로 나뉜다. 다이빙에 가장 좋은 

계절은 6~9월이며, 이때 수온은 23~27℃로 다소 차가운 반면에 많은 수

중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수온은 평균 28℃ 정도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매일 실시되는 여러 번의 

다이빙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슈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1

회 다이빙으로 평균 100분, 하루 3회 다이빙을 감안하면 5mm 웻슈트 또

는 3mm 웻슈트와 후드베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비싸고 고급스런 다이빙리조트를 원한다면 Kungkungan Bay 

Resort 또는 DABIRAHE Dive, Spa & Leisure Resort를 선택하면 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이빙과 수중사진 촬영에 적당한 리조트를 원한다면 

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다이빙 시즌

다이빙 리조트

 Bitung과 Lembeh섬 사이에는 화산재 지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렘베해

협(Lembeh Strait)이 있다. 렘베해협의 폭은 좁은 곳이 100여m, 넓은 곳

이 6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렘베해협은 수중생태가 풍부한 다이빙 지역으로 수많은 해양생물을 품은 

어두운 화산 모래로 덮여있다. 최고의 해양생태를 보여주는 렘베해협은 

많은 종류의 수중생물을 제공하며 그 중 상당수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

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부 생물은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시기에 따라 다

른 볼거리가 있다.

먼저 본섬의 모래는 검은색을 띄고 있고 렘베섬 쪽은 흰모래로 이뤄진 해

변이 많다. 수중생태계는 렘베섬보다 본섬 쪽에 희귀생물이 더 다양하게 

서식한다. 본섬 쪽에 포인트가 더 많은 이유다. 검은 모래밭이 완만한 경

사로 수심 30m까지 이어지며 15m 전후부터 듬성듬성하게 경산호 군락이 

보인다. 

렘베해협은 서지와 조류가 약해서 매크로 및 슈퍼 매크로 수중촬영에 

이상적이다. 물속의 영양소가 생물 다양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수중시

야는 대체로 좋지 않지만 매크로 촬영에는 충분하다. 수중시야는 평균 

10~15m이지만 다소 적거나 30m 이상 될 때도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모래 지역이지만 이국적인 작은 암초들이 많기 때문에 

먹다이빙(Muck Diving)과 크리터다이빙(Critter Diving)의 낙원으로 불린다. 

30개가 넘는 다양한 다이빙 사이트와 제2차 세계대전 난파선 사이트와 북

쪽에는 2개의 광각 사이트가 있다. 대부분의 다른 다이빙 목적지보다 희

귀한 수중생물을 찾는 것이 렘베에서 하는 주요 다이빙이다.

렘베해협 수중생물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먹다이빙(Muck Diving)과 크리터다이빙(Critter Diving)의 메카로 다른 곳

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해양생물 촬영을 위해 세계적인 수중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렘베해협 주변에는 약 15개의 크고 작은 다이빙 리조트들이 성업 중에 있

다고 한다. 본섬과 렘베섬 해안에 밀집해 있다. 본섬에 위치한 리조트들은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 있고, 렘베섬에 있는 리조트는 자동차

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하여 비퉁항까지 와서 다시 작은 보트로 10분 정

도 이동해야 한다.

다이빙 환경

렘베해협의 다이빙

하늘에서 본 렘베해협(드론촬영/ Vincent_nursalim), 

왼쪽이 렘베섬이고 오른쪽이 본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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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isan

Batu Kapal

Angel's Window

Batu Sandar

Pantai Parigi

Pintu Kota

Batu Bunyan

Pulau Susulina

Pulau Dua

JikoⅠ,Ⅱ andⅢ

California Dreaming

Batu Angus
AW Shucks

Hairball

Nudi Retreat

Air Prang

Nudi Falls
Police Pier

Tanduk Rusa

Tanjung Lampu

Tanjung Kuning

LEMBEH IS.

렘베해협은 일반적인 리조트에서 보트로 5~20분 거리에 있는 

30개 이상의 다이빙 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다이빙 사이트 주변에

는 수중생물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각 다이빙 사이트에서 고

정적인 생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이빙 사이트의 평균 수

심은 3~25m이며 조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렘베해협의 다이

빙 사이트는 대부분 검은 모래, 진흙 또는 잔해이기 때문에 특히 

핀 킥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군데군데 멋진 산호초도 보인다.

렘베해협의 각 사이트의 개별 설명은 별 의미가 없다. 서너 군데의 

렉다이빙을 재외하곤 서식하는 생물종만 조금씩 다를 뿐 전부 비

슷한 먹다이빙(Muck Diving)과 크리터다이빙(Critter Diving)이다. 

다이빙 사이트

Bitung



렘베해협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중생물들 ① 





렘베해협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중생물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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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이 카디널피쉬(Banggai Cardinalfish) 
방가이 카디널피쉬(Banggai Cardinalfish)는 부성애가 강한 물

고기이다. 여느 물고기처럼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정액을 

뿌려 수정시키지만, 수정란을 돌보는 것은 수컷의 몫이다. 수

컷은 수정된 알을 입에 머금고 부화시킨다. 부화된 후에도 치

어들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입 속에 넣어 보호한

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정란과 치어들에게 산소가 많

은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따금 입을 뻐끔거릴 뿐 먹이

를 전혀 먹지 않는다. 치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수컷은 살이 빠져 수척해져 머리만 크게 보이게 된다. 일

부는 탈진해서 죽는 경우까지도 있다.



시모토아 엑시구아(Cymothoa Exigua)
물고기 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갑각류가 있

다. 갈고리같이 생긴 앞다리 3쌍으로 아네모네피쉬의 

혀에 붙은 뒤, 혀로 오는 혈액을 흡수하여, 점점 혀 조

직을 괴사하게 만든 다음에, 퇴화시킨 다음 자신의 몸

을 혀의 뿌리부분에 붙여서 아네모네피쉬의 혀를 대

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 물고기의 음식을 공유하면

서, 숙주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

다. 숙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숙주의 신체 일

부분에 완벽히 동화되는 기생충은 시모토아 엑시구아

(Cymothoa Exigua)가 최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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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 Dive Lembeh

Eco Beach Resort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는 작은 마을의 끝에 위치한 매력적

인 해변가 다이빙 리조트이다. 모든 객실은 렘베해협의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주요 식당과 카메라 데크가 가까이에 있다. 특히 사진작가는 사진작업 공간과 

전기소켓을 충분히 갖춘 룸을 원하는데 이 리조트야말로 천국이다. 

모든 객실은 렘베해협의 아름다운 전망을 관망할 수 있다. 객실은 깨끗하고 산

뜻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퀸 사이즈 침대 2개와 맞춤형 작업 테이블 3개

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넓고 아늑한 식당 겸 휴

식공간이 있으며, 카메라 세척 탱크와 카메라와 작업자를 위한 작업 공간을 갖

추어 수중 카메라 장비를 다루는 데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객실 시설

•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 야외 공기 욕실 • 개인 발코니

• 매일 객실 서비스 • 에어컨

리조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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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조트는 인도네시아 열도에서 해양 사업 분야에서 26년 이상의 경험

을 가진 공인된 다이빙 회사이다. 다이빙 패키지, 다이빙 사파리 및 PADI 

또는 SSI 다이빙 코스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다이빙 센터는 컴프레서, 나

이트록스, 4대의 다이빙 보트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다이빙은 1명의 가이

드에 2명의 손님 비율로 진행하고, 손님이 렘베해협에서 최상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합리적인 가격

•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같은 얼굴들

보트에서 좋은 기분은 좋은 다이빙만큼이나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가이드와 함께 다이빙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가이드의 경험, 손님

의 취향, 이미 본 바다풍경과 앞으로 보아야 할 중요 포인트를 알고 있다

는 뜻이다. 또한 보트 스태프들은 손님의 다이빙 장비와 카메라에 익숙

해져 있다.

수중사진가에 적합한 리조트 시설 환경과 적합한 큰 보트

카메라 세척 탱크와 카메라와 작업자를 위한 작업 공간을 수중 카메라 장

비를 다루는 데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모든 다이빙 보트에는 큰 지붕이 있고, 수건과 벤치가 있으므로 다이빙 사

이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다. 보트 스태프들은 귀

중한 카메라 장비를 다루는 데 매우 능숙하다. 또한 배에 물, 차, 커피 및 

신선한 과일이 준비되어 있다.

경험 많은 다이빙 가이드 대기

여러 명의 다이빙 가이드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다이빙 경험자이다. 그들은 술라웨시(Sulawesi)와 렘베(Lembeh)에서 수

년 동안 다이빙하고 있으며, 헴베해협의 다이빙 사이트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다. 가이드는 눈이 좋아 작은 것들도 잘 찾는다.

소규모의 다이빙 그룹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손님 2명에 가이드 1명 비율로 가이드를 한다. 요청

에 따라 더 큰 그룹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최대 4:1 비율을 유지한다.

다이빙 시간 제한 없음

보트 또는 해안에서 다이빙을 할 때 손님이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공기공급이 허용되는 한). 가이드는 최소 60분(또는 그 이상) 동안 

수중에 머무를 것이고, 손님이 원하는 한 오랫동안 손님이 다이빙을 끝내

는 동안 보트는 가까이서 기다린다.

서비스

다이빙 특징

카메라 세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