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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팔라우에서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팔라우에서의 다이빙은 아름답고 멋졌지만 딱 한 

가지 만타레이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만타레이를 보겠

다는 희망으로 출발한 팔라우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마치 하늘 

위 구름처럼 멀리서 아스라이 사라지는 만타레이(로 추정되는) 

형상뿐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두런두런 다이빙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만타레이에 대한 아쉬움이 화두에 올랐는데, 그 때 ‘코모도’라

는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코모도에 가면 만타가 동네 멍

멍이처럼 많다’라는 인상 깊은 문장으로 시작된 일행 언니의 코

모도 다이빙투어 후기는 마침 그녀의 핸드폰에 들어있던 각종 

사진과 함께 감칠맛 나게 이어졌고, 코모도 이야기(라 쓰고 영업

이라 읽는다)가 끝났을 즈음에는, 거기 있던 이들이 코모도에 가

기로 마음을 굳힌 후였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올해 7월, 우리는 드디어 코모도에 도

착했다! 코모도로 쉽게 가는 방법은 글의 뒷부분을 참고 바란다.

인천에서 발리까지 약 7시간, 그리고 발리에서 Komodo까지 약 

1.5시간을 날아서 도착한 이 곳, 코모도에서 우리가 5일간 머무

를 곳은 Panunee 요트였다

글 이지혜 PADI 어드밴스다이버, 

여행정보 NOMA

사진 NOMA, Jit cheosakul(Dron), Manisa

독자 투어기독자 투어기

2017년 인도네시아 

코모도 PANUNEE 
리브어보드에서
100회 기념 다이브를…

선실과 샤워룸/화장실이 분리되어 있

어 습기로부터 선실을 쾌적하게 보호

할 수 있었다. 샤워룸/화장실 자체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고 뜨거운 물도 

잘 나왔다. 갑판의 선베드나 브리핑 

룸(식당 겸용)도 깨끗하고 정갈했다.

 요트 컨디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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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층 휴식공간

2 2층 선덱

3 스위트룸

4 2층 포토그래퍼 스튜디오

5 다이빙 딩기보트

6 다이빙 데크

공항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한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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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건 엄청나게 크고 작은 건 엄청나게 작다'는 일행 언니의 코모도 영업에 

걸맞게 다채로운 수중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이드는 특히 마크로

에 집중해서 세세하게 가이드를 해 주었다. 만타나 상어, 거북이는 다이버

들이 알아서 잘 찾아보니 그런 듯하다.

이쯤 되면 별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쩌겠는

가. 이 곳 스태프들의 미덕은 ‘즐겁게’ 일한다는 점이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일정을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다이빙 사이트에 맞는 그림을 그려둔다거나

(예컨대, Manta Alley에 갈 때는 만타 그림) 혹은 팬케익을 별, 하트모양으

로 굽는다거나, 투어 중간에 있었던 생일축하파티 및 farewell ceremony 때 

흥겹게 춤을 춘다거나 하는 것은 일을 즐길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즐거움’ 이야말로 이번 투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이 부분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다이브 사이트 맵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날은 총 2번의 다이빙을 했다. 두 번 모두 동일한 사이트(Wainily)

였고 오후 4시, 오후 7시에 각각 체크다이빙 개념으로 진행했다. 체크다이

빙이라 천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black ribbon eel, 

blue ribbon eel, yellow ribbon eel이었다. 이들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색이 

수컷은 검은색, 암컷은 파란색, 나이든 암컷은 노란색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요트에서 만난 59년차 프렌치 다이버 michelle에게 들은 이야

기다. 낯선 다이버를 만나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다이빙 트

립의 즐거움이라 할만 하다. 나이트다이빙은 정말이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할 만큼 커다란 누디블랜치가 나타나 자

리를 뜰 수 없었으니 말이다.

두 번째 날의 일정은 아래와 같았다.(이것이 이후 일정의 근간이 된다)

06:30  이른 아침 및 브리핑

07:30  1st 다이빙 (Manta Alley)

09:00  아침식사

10:30  2nd 다이빙 (Manta Alley)

12:00  점심식사

14:00  3rd 다이빙 (Manta Alley)

16:00  스낵타임

18:00  4th 다이빙(이 날의 나이트 다이빙은 바다 사정으로 취소되었다)

19:30  저녁식사

 다이빙 스태프 : ☆☆☆☆☆

 요트 스태프 : ☆☆☆☆☆
대망의 첫 다이빙

Manta Alley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았다! 입수하자마자 만

타가 숱하게 나타나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거대한 크기의 

만타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사람

들을 많이 접하지 않아 경계심이 없는 건지, 만타는 우리 다

이버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유영했다. 덕분에 날갯짓하

는 것 같은 만타의 모습을 실컷 바라볼 수 있었고, 50분이

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있었다.

두 번째 다이빙 때는 금숙 언니의 후드베스트를 빌려 입었

는데, 왜냐하면 첫 다이빙 때 수온이 24도까지 나왔기 때문

이었다. 27도부터 추위를 느끼는 필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수온이었다. 투어기간(7월 초) 수온은 최저 24도에서 최고 

29도를 오갔으니 혹 코모도에서 다이빙할 계획이 있는 분

들은 참고하시라.

세 번째 다이빙 때는 100로그 celebrating을 했다. 버디인 

수진이가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온 100로그 기념 현수막과 

함께 수중사진을 찍었고, 출수 후에는 일행의 리더인 노마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노마다이브' 타월에 12인의 일행들이 

각각 축하메시지를 적어주었다. 현지 스텝들과 다른 다이버

들도 100로그라는 말을 듣고 저마다 축하를 해 주었다.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이라 사실 100로그라 하여 

뭔가 특별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사람

들의 따뜻한 축하 덕에, 100로그가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무의미했던 숫자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 특별한 의

미를 가지게 되었듯, 별 일 없이 안온하게 흘러가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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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 좋은 이들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풍요

로운 삶이란, 결국 그런 순간들로 충만한 삶일 테니.

그리고 어느덧 Panunee에서의 세 번째 날이 시작되었다. 이 날은 총 4회의 다이빙 중 2

회가 나이트록스 다이빙이었다. Dive site는 순서대로 Batu Bolong, Karang Macasar, 

Mawan Island, Gili Lava Bay(Night diving)였다. 이 날의 테마는 단연 조류였다! 3번째 

다이빙까지 모두 조류가 있어서, 조류를 타고 신나게 날았다. 

과거에는 조류가 있다 하면 겁이 좀 났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날아갈까 기대를 하게 된다. 

조류를 타면서 만타도 (또) 보고 산호도 보고, 잠깐 대기를 할 때는 조류를 거슬러 핀킥

을 차는데, 마치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던 기분이 들어서 정말 신이 났다! 특히 Mawan 

Island에서 마지막 15분 정도 머물렀던 장소는 수심이 10m 전후로 무척 얕은 바다였는

데, 바닥에서는 흰색 모래와 빨간색 모래가 섞여 영롱한 색감을 뽐내고, 투명한 하늘빛을 

띤 바닷물은 태양빛을 오롯이 받아내느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물 아래에서 올려다 

본 수면에는 파도로 인한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색감의 

조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파장은 기가 막힌 장관이었다.

필자는 여기서 으뜸이와 버금이 물고기를 정했다. fire dartfish와 곰치가 바로 그것이다. 

피지에서 만나 같이 다이브트립을 다니고 있는 금숙 언니는 박스티를 입은 듯한 모양이 

귀엽다며 엔젤피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애착이 가는 물고기가 있으면 다이빙 때마다 

그 물고기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고 했다. 다이빙을 즐기는 소소한 팁이랄까.(물론 필자

는 만타도 좋아하고 거북이도 좋아하고, 상어도 고래상어도 잭피쉬도 바라쿠다도 좋아

하지만 그들은 너무 메이저한 느낌이라, 으뜸물고기와 버금물고기는 좀 더 소소한 어종

으로 골라 보았다)

두 번째 site는 Shot Gun이었다. 1~3분 정도로 짧지만 강력한 조류 스팟들이 있으니 주

의해야 한다는 사전 브리핑이 무색하게 조류는 약했지만(보름 즈음에 오면 멋진 조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월초에 가서 그런지 조류가 약한 편이었다.) 그걸 충분히 

보상할 만큼 멋진 지형을 가진 곳이었다. 가운데가 깊이 파인 bowl 같은 지형으로 진입

하는데, 장엄한 기상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다. 우측 상단에는 잭피쉬 무리가 모여 들고 

있었는데,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헬름 협곡의 전투'에서, 연합군을 지원하러 등장

한 로한의 군사들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 '협곡'을 지나서 잠시 정지해 있을 때, 이번에는 거대한 만타가 다가왔다. 저 멀리에 까

만 형체가 흐릿하게 보여 혹시나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만타의 형태를 갖

추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zoom out되는 만타만 보다가 이렇게 zoom in되는 만타를 

보니 감동이 남달랐다. 호흡까지 숨죽이며 미동도 않고 바라보고 있자니 만타는 필자를 

스칠 듯이 지나쳐 갔다. 이 때 귀에서는 Ludovico Einaudi의 Experience가 bgm으로 자

동 재생되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헤비한 코스 뒤에는 셔벗 같은 것으로 입가심을 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사이트인 Gili Lawa Darat Passage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다이빙을 했다.

Gili Lawat Darat의 백미는 다이빙이 아니라 트래킹이다. 다이빙을 마치자마자 Gili Lawat 

Darat의 Puncak으로 트래킹을 갔다. (Gili가 '섬'이라는 뜻이고 Puncak은 우리가 오른 언

덕의 이름이다)

요트에서 Puncak을 바라봤을 때는 윈도우즈 배경화면이나 텔레토비 동산에 어울릴 듯 

아담하고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르니 상당히 가팔랐다. 약 15분가량 

거친 숨을 내쉬며 올라갔는데, 정상에 오른 순간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땅에서는 굽

이굽이 아름다운 능선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다에서는 잔잔하게 파도가 일렁이고, 

하늘에는 구름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지점에

서 sunset이 시작되고 있었다. 덕분에 황금빛으로 빛나던 풍경들은 금세 붉은 

빛으로 낯을 바꾸었다가 이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짧았기에 더욱 강렬하게 남

은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 또한 절경이었음은 물론이다.

Panunee로 돌아온 일행 중 일부는 나이트 다이빙을 하러 바다로 갔고, 일부는 

배에 남아 파티를 하기로 했다. 파티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했다. 바다가 아름다

워서, 하늘이 아름다워서, 땅이 아름다워서, 누군가의 생일이 7월이라서, 누군

가의 100로그라서(나 뿐 아니라 투어 일행인 승아씨도 트립 중 100로그를 맞았

다!), 그냥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서두에서,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가 ‘즐거움’이라 언급한 바 있다. 신기하게도, 이

번 투어에서는 즐겁지 않은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투어 중 

한 번 쯤은 몸이 힘들다고 느꼈고 한 번 쯤은 ‘이쯤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다이

빙을 쉬고 싶었다. 하지만 코모도 투어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

다.(숙취로 빠진 마지막 날 다이빙은 논외로 하자)

종이 울리면 밥을 먹고, 또 종이 울리면 브리핑을 듣고 다이빙하는 것이 마치 숨

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또한 얼마 전까지, 이제 다이빙은 충분히 

했으니 서핑 같은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다

이빙을 통한 즐거움은 이제 알만큼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 투어

를 통해, 다이빙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마치 화수분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은. 

자세나 호흡 등은 어느 정도 잡혔으니 그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대신 오롯이 내 

자신이 물속에서 경험하고 감각하는 데 집중하고, 한편으로는 넓어진 시야 덕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피면서 다이빙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 하는 투어가 이렇게나 즐겁다는 것을 새삼 느

끼며 쓰는 이 글은 코모도에서 발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저녁을 

먹고 산책하는 발리의 해변에서 짬짬이 완성하고 있다. 다음 글 또한 즐겁게 다

이빙 투어를 마치고 쉬는 어느 해변에서, 혹은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쓸 수 

있기를 바라며. 2017년 7월, 코모도 리브어보드 투어 후기를 마친다. 

섬의 정상에 올라본 모습코모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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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 여행을 위한 팁

샘플일정

가루다 항공의 수화물은 국제선 국내선 모두 30kg으로 넉넉하

니 다이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 항공은 수화

물규정이 넉넉지 않으니 가루다항공 연결 편으로 인천-코모도 

/ 코모도-인천으로 수화물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보트는 매주 일요일 13시 출발하여 5박 6일 16회의 다이빙 후 

금요일 오후에 하선한다.

쉽게 가는 항공 스케줄

# Brief Itinerary

# Panunee 요트 예약문의

예약문의는 현지 연락처 Panunee 요트 예약문의

PT. Panunee Sea Master

Jakarta, Indonesia

sales@panunee.com  

+66 8192 69623

한국어 예약대행

Dive Space : 변병흠 대표

070-4025-2229  

노마다이브 : 김수열 대표

02-6012-5998

nomadive@gmail.com

(2 dives) 8.00 hrs-13.00 hrs Guests arrive Labuan bajo 

(Komodo) airport. Airport/Hotel pick up to the pier. Check in 

Panunee. Welcome & Briefing & Lunch. Check dive & Night 

dive at Wainilu.

(4 dives) Makassar reef, Tatawa Besar, Batu Bolong,

Pink Beach

(4 dives) Manta Alley, Cannibal Rock, Torpedo Point, Yellow wall

(4 dives) Batu Bolong, Castle Rock, Shot gun, Gili Lawa

(2 dives) Castle Rock, Crystal Rock, searching for Komodo

dragon in the afternoon

(0 dive) 6.00 hrs-8.00 hrs Check out after breakfast. 

Transfer to Airport/hotel in Labuan Bajo

Dive site & Necessary information

코모도 다이빙을 위한 일반정보

기온 : 낮기온 25~33도, 밤기온 18~23도

수온 : 북쪽 26~28 도, 남쪽 22~27 도

시야 : 20~50m

수트 : 5mm 권장

탱크 : 요크 탱크, 나이트록스는 사전 주문

전기 : 110~220 겸용(어댑터 불필요)

다이브난이도 : 어드밴스 다이버 이상에게 권장

Panunee의 스케줄

KM1 Komodo-North South 2 Jul 2017-7 Jul 2017

KM2 Komodo-North South 9 Jul 2017-14 Jul 2017

KM3 Komodo-North South 16 Jul 2017-21 Jul 2017

KM4 Komodo-North South 23 Jul 2017-28 Jul 2017

KM5 Komodo-North South 30 Jul 2017-4 Aug 2017

KM6 Komodo-North South 6 Aug 2017-11 Aug 2017

KM7 Komodo-North South 13 Aug 2017-18 Aug 2017

KM8 Komodo-North South 20 Aug 2017-25 Aug 2017

KM9 Komodo-North South 27 Aug 2017-1 Sep 2017

KM10 Komodo-North South 3 Sep 2017- 8 Sep 2017

KM11 Komodo North-South 15 Sep 2017-20 Sep 2017

KCA12
Maumere-Alor-Banda-

Ambon
24 Sep 2017-5 Oct 2017

AB13 Ambon-Banda sea 6 Oct 2017-13 Oct 2017

AB14 Ambon-Banda sea 14 Oct 2017-21 Oct 2017

AB15 Ambon-Banda sea 22 Oct 2017-29 Oct 2017

AB16 Ambon-Banda sea 31 Oct 2017-7 Nov 2017

ACR17
Ambon-Banda-

Raja Ampat 
9 Nov 2017-19 Nov 2017

RA18 Raja Ampat 25 Nov 2017-1 Dec 2017

RAMS21 Raja Ampat (Only Misool) 19 Dec 2017-26 Dec 2017

RAM22 Raja Ampat-Misool 27 Dec 2017-4 Jan 2018

RA23 Raja Ampat 7 Jan 2018-13 Jan 2018

RAM24 Raja Ampat-Misool 15 Jan 2018-23 Jan 2018

Tip 1

Tip 2

Tip 3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Tip 4

Tip 4

인천(INC)-발리(DPS) 발리(DPS)-코모도(LBJ)

가루다항공 GA871 12:00-18:00 가루다항공 GA 7026 07:30-09:05

대한항공 KE6029 18:10-00:10 가루다항공 GA 7036 10:55-12:25

대한항공 KE6033 16:20-22:20

발리(DPS)-인천(INC) 코모도(LBJ)-발리(DPS)

가루다항공 GA870 01:45-09:45 가루다항공 GA 7027 16:00-17:30

대한항공 01:25-09:25 가루다항공 GA 7029 16:25-18:00

RA25 Raja Ampat 25 Jan 2018-31 Jan 2018

RA26 Raja Ampat 2 Feb 2018-8 Feb 2018

RA27 Raja Ampat 10 Feb 2018-16 Feb 2018

RAM28 Raja Ampat-Misool 17 Feb 2018-25 Feb 2018

RAM29 Raja Ampat-Misool 26 Feb 2018-6 Mar 2018

RA30 Raja Ampat 8 Mar 2018-14 Mar 2018

RAM31 Raja Ampat-Misool 15 Mar 2018-23 Mar 2018

RA32 Raja Ampat 24 Mar 2018-30 Mar 2018

RAM33 Raja Ampat 31 Mar 2018-8 Apr 2018

RAM34 Raja Ampat-Misool 9 Apr 2018-17 Apr 2018

CCD35
Cross route Manokwari-

Cenderawasih
20 Apr 2018-27 Apr 2018

CD36 Cenderawasih 29 Apr 2018-5 May 2018

CD37 Cenderawasih 6 May 2018 -12 May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