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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Raja Ampat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글/사진 구자광

드론촬영 Nu Parnu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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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라자암팟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아직도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진정한 야생의 바다가 살아 숨 쉬는 라자암팟(Raja Ampat)

에는 갖가지 산호와 다양한 어류들을 볼 수 있는데 피그미해

마만 해도 4종류 이상을 볼 수 있으며, 한번 다이빙에 10마

리 이상의 만타레이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잭피쉬나 바라쿠

다 무리는 물론이고 워킹샤크(Walking Shark), 워베공샤크

(Wobbegong Shark)를 비롯하여 모불라(Mobula)의 무리 등

을 볼 수 있어 동남아시아에서는 감히 갈라파고스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다이빙 여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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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암팟(Raja Ampat)은 인도네시아의 동부에 있는 파푸아 섬

에서도 버즈헤드 반도(Bird's Head Peninsula)의 북서쪽에 위치

하며, 미술(Misool), 살라와띠(Salawati), 바딴따(Batanta), 와이게

오(Waigeo) 등 4개의 큰 섬으로 둘러싸인 1,500개의 작은 섬들

과 산호초로 구성된 열도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를 잇는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의 중심에 위치하여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라자암팟(Raja Ampat)은 4명의 왕(Four King)이라는 뜻을 가지

며, 인도네시아 최후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유네스코

(UNESCO)의 세계 문화유산 후보지에도 올라 있다. 

산호초를 구성하는 산호가 최소 500종 이상이 서식하는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솔로몬 제도와 동티

모르 등의 열대 해양의 대략 삼각형의 면적을 의미로 코랄 트라

이앵글(Coral Triangle)이라는 지리적 용어이다. 이 지역을 다시 

인도네시아 - 필리핀 지역과 먼 남서 태평양 지역으로 2개의 생

물·지리학적 지역  으로 나눈다. 코랄 트라이앵글은 해양생물 다

양성의 글로벌 센터와 보존을 위한 글로벌 우선순위로 인식한다. 

이것은 또한 ‘바다의 아마존’이라고 하며, 해양의 면적이 570만

㎢ 정도 차지한다. 이곳의 생물자원은 1억 2천 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근원이 된다. 코랄 트라이앵글 지식 네

트워크에 따르면 이곳에서 연간 어업 수출이 $3억, 해양관광 수

입이 $3억이 발생한다. WWF(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

는 이 지역의 해양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07년부터 

코랄 트라이앵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Malaysia

Philppines

Indonesia

Australia

Solomon Islands

Fiji
Islands

Salawati

파푸아바랏 주

Waigeo

Misool

Batanta
Sorong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라자암팟 지역

라자암팟
(Raja Ampat)

Coral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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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라자암팟(Raja Ampat)의 관문인 이리얀자야(Irian Jaya)의 

소롱(Sorong)으로 가려면 직항은 없고 2번 정도 환승을 해야 한다. 소롱(Sorong)

은 라자암팟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모든 리브어보드의 출항지이며, 라자암팟의 

다이브 리조트들도 이곳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인천에서 자카

르타(Jakarta)나 발리(Bali), 싱가포르(Singapore)를 거쳐야 한다. 

① 인천 - 자카르타 - 마카사르(Makassar) - 소롱

    * 자카르타에서 소롱까지 바로 가는 노선이 있으나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

② 인천 - 발리 - 마카사르(Makassar) - 소롱

③ 인천 - 싱가포르 - 마나도(Manado) 또는 마카사르(Makassar) - 소롱

인도네시아의 국내선 항공편은 종종 노선과 시간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항

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참고로 스카이스캐너

(www.skyscanner.co.kr)를 이용하면 최신 항공편과 경유지 정보를 검색하

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항공사들은 외국 크레디트 카드를 받

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내선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보통 리조트나 리브어보드 업체들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다. 

아포섬

Jakata

Kuala Lumpur

Denpasar
(Bali)

Makassar

Sorong

Manado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Singapore

소롱 공항

리브어보드를 승선하는 소롱의 작은 항구

라자암팟으로 
가는 방법

연계되는 항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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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고,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진정한 야생의 바다 

라자암팟(Raja Ampat)에는 갖가지 산호와 다양한 어류들을 볼 수 있다. 피그미해

마만 해도 4종류 이상을 볼 수 있으며, 한 번 다이빙에 10마리 이상의 만타레이

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잭피쉬나 바라쿠다 무리는 물론이고 워킹샤크(Walking 

Shark), 워베공샤크(Wobbegong Shark)를 비롯하여 모불라(Mobula)의 무리 등을 

볼 수 있어 동남아시아에서는 감히 갈라파고스와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다이빙 여

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이빙 시즌 
라자암팟의 리브어보드 시즌은 보통 11월에서 5월까지이지만, 리조트들은 1년 

내내 다이빙이 가능하다고 한다.

• 기온 : 25~27도

• 수온 : 28~30도

• 슈트 : 3mm

콤보 사파리

워킹샤크(Walking Shark)

워베공샤크(Wobbegong Shark)

라자암팟의 
다이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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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암팟에서 만나는 피그미 해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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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암팟의 리브어보드 다이빙 일정

라자암팟의 다이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리브어보드로 가는 경우가 많다. 리브

어보드는 보통 최소 일정이 북부는 7일, 남부는 10일 정도이며 가격도 굉장히 높

은 편이어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많이 부담된다. 그러나 중부의 크리섬(Kri)이나 남

부의 미술섬(Misool)의 리조트에 머물면서 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

리브어보드 다이빙

라자암팟은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으로 크게 3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리브

어보드의 경우에는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을 한 번에 도는 일정으로 보통 10일 정

도 소요되며, 또는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을 한 번에 도는 일정으로 보통 7일 정도 

소요된다. 북부지역 일정과 남부지역 일정을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야 라자암팟 

전체를 두루 돌아볼 수가 있다. 

• 불루만타 - http://www.whitemanta.com

• 어그레서 - http://www.aggressor.com

• 세븐씨즈 - http://www.thesevenseas.net/

• 탐보라 - http://www.tamboradive.com/

• 핀디토 - http://www.pindito.com/

• 푸티라자 - http://www.putiraja.com/

• 리브어보드 예약전문회사 - http://www.rajaampat.liveaboarddiving.net/

Misool

Salawati

Papua

Batanta

Waigeo

중·북부 일정

중·남부 일정

Blue Manta 호

Sorowg

Dampir Strait

Kofiau

라자암팟의 
다이빙 방법



리조트 다이빙

중부지역의 다이빙사이트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크리(Kri) 

섬의 Paplia Diving Resort가 있고, 남부지역은 미술(Misool) 섬의

Misool Eco Resort가 있다.

• Paplia Diving Resort - http://www.papua-diving.com

• Misool Eco Resort - http://misoolecoresort.com/ 

• Raja Ampat Lodges - http://rajaampatlodges.com/ 

크리섬의 소리도 베이 리조트

미술섬의 미술 에코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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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암팟의 섬은 세계적인 코랄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이전의 이리얀자야(Irian Jaya)라고 불리던 곳)의 북서쪽에 위치하

며, 새의 머리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1,500여 개의 흩어진 섬과 산호초로 인

해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1,500여 종의 어류와 600여 종의 산호초 그리고 700여 종의 연체동물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라자암팟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수많은 해

양생물이 존재하는 이곳에는 수중생태계를 파악하려고 여전히 많은 과학자

들이 연구 중이며,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이곳을 찾는다.

라자암팟에서 리브어보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서로 다른 2개의 노선

을 따라 이동한다. 납부지역은 중부지역을 포함한 다이빙 루트이고, 북부지

역도 중부지역을 포함한 다이빙 루트이다. 

북부지역은 7일이 소요되며, 중부지역의 중요한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 후 

소롱에서 6시간 걸리는 Kawe 섬에서부터 적도를 건너는 동시에 북쪽의 여

러 섬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남부지역은 남쪽의 여러 섬들을 둘러 볼 수 있으며 보통 10일이 소요된다. 

중부지역의 몇몇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 후 소롱에서 13시간 걸

리는 Misool 섬 주변의 작은 섬들을 중심으로 다이빙을 하거나, 세계에서 가

장 많은 수중생물의 종을 자랑하는 Kofiau 섬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도 있다.  

라자암팟의 
다이빙 사이트

Brown Hairy Shrimp

Green Hairy Sh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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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ang

Gebe

Gag

Kofiau

MISOOL

Satanta

SALAWATI

SOROWG

WAIGEO

WAISAI

Wayag

Ayau

Fam

Boo

Kvwe

Dampir Strait

라자암팟의 다이빙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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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geo(와이게오 섬)

Waigeo는 라자암팟 주변의 섬들 중 가장 큰 섬으로, 1860년에 극락조를 연구하던 앨

프리드 윌리스(Alfred Russel Wallace)가 그의 연구에서 극찬을 했던 섬이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몇몇 새들의 천국으로, Waigeo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다양한 해양생

태계의 주요 서식지이다. 

좁은 물길을 따라 무성한 신비한 에메랄드빛의 산호초들 위에 존재하는, Waige와 

Gam 섬의 맹그로브 습지대 그리고 열대우림 지역 사이의 통로는 이곳 외에는 존재하

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준다.

Kawe(가베 섬)

Kawe 섬은 적도에 위치하며, Kawe 섬과 주변에 위치한 작은 섬들은 아름답고도 건강

한 산호 지역을 형성한다. 강한 해류의 파도를 따라 수많은 물고기가 어우러져 있다.

Wayag(와약 섬)

Wayag 섬의 바닷속은 더욱더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다. Wayag 섬의 산호초는 다양한 

색과 생명체들로 가득하다. 가끔 배회하고 있는 블랙팁샤크(Black-tip Shark)를 볼 수

도 있다. 바다에서부터 극적으로 상승하는 높은 석회암 절벽의 정상에는 무성한 초목

들이 자라고 있으며, 이것은 오직 Wayag 섬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얕은 청록색

의 호수는 거품 같은 녹색버섯 모양의 작은 섬들로 뒤덮여 있다. 이곳은 간단한 육상관

광을 하는 곳으로 절벽을 따라 정상에 도착하면 해양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라자암팟의 
북부지역

맹그로브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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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ier Strait(담피에르 해협)

Dampier Strait의 빠른 물살은 영양이 풍부한 바다

를 형성하여 많은 해양생물들의 터전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산호와 산호초 아래에는 워베공샤크가 쉬

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환도

상어와 이동하는 돌고래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Airborek 섬 주변에서는 만타레이 무리를 볼 수 있

는 확률이 아주 높다.

Aljui Bay(알주이 만)

라자암팟의 최고의 먹다이빙(Muck Diving) 사이트 

중에 하나인 Aljui Bay는 Waigeo 서쪽만의 해양보

호구역에 위치하며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대왕조개, 작은 새우들, 게, 새

우 그리고 형형색색의 갯민숭달팽이들로 가득하다. 

피그미해마(Pygmy Sea-horse) 고스트파이프피쉬

(Ghost Pipefish), 푸른점문어(Blue-ring Octopus), 

귀꼴뜨기(Bob-tail Squid) 등과 같은 희귀한 해양생

물들을 볼 수 있다.

라자암팟의 
중부지역

Kofiau(코피아우 섬)

Kofiau 섬은 미술섬 북쪽에 위치하며, 화산섬의 언덕

에 주로 키 작은 숲으로 덮여 있다. 이곳은 수중에는 

어류의 종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주

변의 강한 해류로 인하여 스윗트립스(Sweep-lips)

와 놀래기(Wrasse)를 포함한 비교적 큰 물고기 무리

들의 좋은 서식처가 되며, 또한 이곳의 바닷물은 영

양이 풍부하여 만타레이(Manta Ray)들이 많아 이를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다이버들이 많다. 또한 

이곳에서 만다린피쉬, 원더푸스 그리고 고스트파이

프피쉬와 같은 작고 희귀한 먹다이빙으로 생명체들

을 만나 볼 수도 있다. 

Misool(미술 섬)

Misool 섬 주변의 작은 섬들의 수중은 보물과

도 같은 해양생태가 존재한다. Misool 섬의 수

중 풍광을 제대로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 동

남쪽으로는 풍부한 산호초와 함께 석회암 타

워가 물 아래로 쭉 뻗어 있다. 수천 년에 걸쳐 

해류에 의해 만들어진 돌출부 아래로 천천히 

하강하면 스내퍼(Snapper)들의 서식처인 동

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부채산호

(Sea-fan)와 회초리산호(Whip Coral)가 무수

한 물고기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미술섬의 Magic Mountain 사이트는 만타 스

테이션으로 만타레이들이 작은 물고기로부터 

청소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고,  2Tree Island 

사이트는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난 크기의 무

리를 이루고 있으며, 빅 트레발리(Trevally)와 

모불라(Mobula) 무리가 이 작은 물고기를 공

격하는 환상적인 광경을 보여준다.

Misool 섬은 Blue Water Mangrove로 유명하

다. 맹그로브 습지대 사이의 통로에서 휘몰아

치는 해수면의 변화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일로 

이를 보는 것은 축복과도 같은 일이다.

라자암팟의 
남부지역

정어리의 무리속을 유영하는 프리다이버



2016 March/April |  105
부채산호와 다이버



쥐가오리(Manta Ray)

쥐가오리(Manta Ray)는 영어권에서 보통 Giant Oceanic Manta Ray(대

양담요가오리)라 부르며, 학명은 Manta birostris이다. 

우리나라에서 쥐가오리라는 이름은 머리지느러미로 돌출된 커다란 가

슴지느러미의 연장부가 쥐의 귀를 닮았다 하여 쥐가오리라고 부르고, 

영어명 Manta Ray는 망토와 같은 넓은 가슴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서 붙

여졌다. Manta 는 스페인어 담요나 망토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쥐가오리(Manta Ray)는 가장 큰 가오리이다.  최대 9m의 가로 길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중량은 2톤에 도달할 수 있다. 날개 너비는 6m가 넘

는다. 생김새로는 옆구리에 눈이 달려 있고 배 밑에 아가미가 있다.

쥐가오리는 일반적으로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며, 온대 해양

에서도 발견된다.  쥐가오리는 작은 등지느러미가 있고, 악마가오리와는 

달리 꼬리에 독이 있는 꼬리침이 없다.  쥐가오리는 20년 동안 살 수 있

고, 주요 먹이는 플랑크톤(Plankton)이다. 

쥐가오리는 머리지느러미가 달려 있는데 이 머리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입 주위로 손쉽게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상어와 같은 천적을 피하거나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 수면 위로 1.5m이상 날아오를 수도 있다. 뼈대의 70%이상이 부

드러운 연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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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암팟의 미술 섬에서 만난 쥐가오리





108  |  

악마가오리(Devil Ray)

 악마가오리(Devil Ray)는 영어권에서 Mobula 또는 Giant Devil Ray로 불리며, 

학명은 Mobula mobular이다.

악마가오리(Devil Ray)는 60㎝밖에 자라지 않지만,  날카로운 꼬리침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지중해에서 서식하며, 대서양 동부나 태평양에서도 발견된다.

악마가오리는 몸이 편평하고 넓으며 마치 날개 같은 육질의 커다란 가슴지느

러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뿔 같기도 한 가슴지느러미의 연장부는 머리의 

앞부분에서 머리지느러미로 돌출한다. 서양에서는 이 부분이 악마의 뿔을 닮

았다 하여 악마가오리(Devil Ray)라 부른다. 

라자암팟의 미술 섬에서 만난 모블라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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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암팟은 해양생물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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