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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섬의 남서 해안의 도시로 막탄국제공

항에서 8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자동

차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모알보알의 서쪽에 있는 조용한 마을인 파

나사마 비치(Panagsama Beach)는 해변

을 따라 비치 다이빙이 가능한 하우스 리

프(House Reef)가 발달해 있고, 페스카도

르(Pascador) 섬, 선켄 아일랜드(Sunken 

Island) 등 뛰어난 수중경관을 갖고 있는 다

이빙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부터 아

시아 지역은 물론 멀리 유럽 지역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오고 있다.

파낙사마 비치는 해변을 따라 발달한 소박

한 작은 마을로, 좁은 골목길 양편으로 리조

트, 다이빙샵, 식당과 카페, 선물가게 등이 

들어서 있는데, 저렴한 물가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모알보알은 캅톤 반도(Copton peninsular)의 서쪽 파낙사마 비치(Panagsama 

Beach)의 해변 주변을 따라 다이빙 사이트가 형성돼 있고 대부분 파낙사마 비

치에 있는 리조트에서 방카보트로 5~20분내외의 이동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파낙사마 비치에서 서쪽으로 방카보트로 30분(3km) 거리의 페스카도르

(Pascador) 섬과 파낙사마 비치에서 방카보트로 1시간 거리에 수중에 잠겨있

는 선켄 아일랜드(Sunken Island)는 뛰어난 수중경관을 자랑하며 그 외에도 

파낙사마 비치가 있는 캅톤 반도(Copton Peninsular)의 해안을 따라 월 형태

의 다이빙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모알보알 지역의 다이빙은 비치 다이빙 또는 인근 다이빙사이트들의 보트 다

이빙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다이빙사이트가 리조트에서 방카로 5~20

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1회 또는 2회 다이빙을 

하고 샵으로 돌아와서 쉬었다가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이빙 시즌 및 기후 Diving Season & Climate

필리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2월부터 5월 사이가 다이빙 베스트 

시즌이다. 그러나 태풍이 자주 오는 7~9월 사이에도 다이빙을 할 수 있

는 지역이다. 통상적으로 오전이 오후보다 바다가 잔잔하고 시야가 좋아

서 가능하면 오전에 2회, 오후에 1회 다이빙을 실시한다.

수온은 12월~5월 사이는 26~28도 정도이고, 6월~1월 사이는 28~29

도 정도이다.

모알보알(Moalboal)

다이빙 환경 다이빙사이트

인천공항

보알보알

막탄국제공항

찾아가는 방법
모알보알 지역은 세부막탄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세부

보홀

약 3시간 소요

3시간 30분 소요

Marine Sanctuary
Airplane Wreck

Fish Feeding

White Beach

Dolphin House

Tuble

Tuble Sanctuary

Kasai Wall
White House

Talisay

Tongo

Tongo Sanctuary

Sampaguita

Moalboal BayPescador Island

Badian Bay

Sunken Island

Moalboal

B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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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모알보알 반도지역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다이빙 금지구역으

로 지정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해양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지금은 

다이빙은 가능하고, 수심 약 20m 지

점에서 45m까지 이어지는 절벽에는 

대형 부채산호가 끝없이 이어지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수심 20m 지점의 모래지역

에 난파된 비행기를 볼 수 있다. 비

행기 옆의 모래바닥에서는 가든일을 

볼 수 있다. 

마린 쌍뚜아리
(Marine Sanctuary) 

에어플레인 렉
(Airplane Wreck)

쌍뚜아리(Sanctuary)는 성역이란 

뜻이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구역으로 설정한 곳을 의미한다. 쌍

뚜아리는 필리핀 발음이다.

이 에어프레인(Airplane)은 세부 랑

크에어(Lanc Air)에서 운행하던 2

인승 경비행기를 인위적으로 침몰

시킨 것이다. 

쌍뚜아리

에어플레인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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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다이빙으로 진행되지만 해변의 영향으로 수중에도 모래가 많이 쌓여있어 특색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수많은 스폰지 해면과 부채산호, 경산호 등을 볼 수 있다.

돌핀 다이브 리조트 앞에 위치한 리이프(Reef) 지역으로 수심 50m까지 직벽으로 떨어지며, 절벽 주변에

는 여러 종류의 어류를 볼 수 있다.

이곳은 좌우가 커다란 협곡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으며, 다이

빙 진행방향에 따라 다른 분위

기를 느낄 수 있다. 북쪽지역은 

꽃밭과도 같은 사이트로 대형 

연산호나 대형 어류가 많이 서

식하고 있고, 반면에 남쪽 지역

은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투블 사이트는 그곳의 육지 지

명인 바랑가이 투불(Barangay 

Tuble)에서 따왔다. 이곳에는 수

많은 작은 동굴과 협곡을 근거하

여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중

생물들을 볼 수 있다.

화이트 비치(White Beach)

돌핀 하우스(Dolphin House)

피쉬 피딩
(Fish Feeding)

투블(Tuble)

필리핀의 초기 정착촌으로 지금

은 가장 소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동네를 뜻한다. 이 말은 원래 말

레이족 정착민들이 보르네오 섬

에서 필리핀으로 타고 온 배의 이

름인 바랑가이에서 유래했다.

바랑가이(Baran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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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투블 사이트의 인근에 있는 보호구역으로 크고 웅장한 테이블산호와 갖가지 모양의 경산호, 화

려한 색상의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수중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 모래 바닥이 형성되어 있어 초보 다이버 교육에 적

합하다. 열대 바다에서 수억 마리 정어리떼 군무가 펼쳐진다. 마치 끊임없이 변하는 예술작품처럼 모였다 흩

어졌다를 반복하는 정어리떼 모습은 장관이다. 

이곳은 모알보알 월 다이빙 지형

을 대표하는 사이트로 하강 지점

에서 수심 약 40m 지점까지 월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거북을 비롯

하여 바라쿠다, 블랙코랄이 서식

하고 있다. 이곳은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달리사이는 나무를 뜻하는 필리

핀 비사야 말로 이 사이트와 접

한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다. 달리

사이 사이트는 5~10m 수심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만다린

피쉬(Mandarin Fish)와 그 밖에 

마크로 피사체들이 많다. 

약 25m의 수심으로 진행하면 작

은 동굴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동굴에서 다양한 수중생물을 만

날 수 있다. 수심 30m까지 이어

지는 완만한 경사의 직벽은 이후

부터 가파르게 변하며, 대형 부채

산호와 해면, 회초리산호들이 아

름답게 펼쳐있어 웅장한 분위기

를 자아낸다.

절벽 아래로 약 40m 수심까지 이

어지는 월에 붙어있는 산호 아치

들을 볼 수 있고, 절벽의 군데군

데에는 크랙과 캐넌이 많아 아기

자기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카사

이 사이트와 함께 고래상어가 자

주 출몰하는 곳이다.

투블 쌍뚜아리(Tuble Sanctuary) 

화이트 하우스(White House)

카사이 월
(Kasai Wall)

달리사이(Talisay)

통고(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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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사이트의 남쪽중 어류 보호 구

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통고 사이트와 비슷한 느낌을 보이

지만 경산호 및 연산호의 개체 수 및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호구역이

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와 바다거북들

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모알보알 반도지역의 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어, 다이빙 진행중

에 약 90도 정도 방향을 틀게 된다. 

이러한 특성상 많은 지역 어류들을 

볼 수 있다.

모알보알 베이는 모알보알 타운 앞

에 넓게 펼쳐져 있는 만(Bay)으로 얕

은 수심의 산호 모래와 진흙 바닥으

로 되어 있어 먹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갯

민숭달팽이와 고비류, 작은 게와 새

우류, 죠피쉬, 고스트파이프피쉬, 만

티스, 가오리, 통구멍류, 넙치류 등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 

통고 쌍뚜아리
(Tongo Sanctuary)

삼파귀타
(Sampaguita)

모알보알 베이
(Moalboal Bay)

필리핀의 국화로 꽃 이름이다. 자스

민의 일종으로 흰색이며 향이 좋다.

삼파귀타(Sampaguita)

모알보알 인근의 조금 큰 타운인 바디안 앞에 위치한 바디안 베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크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깨끗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작은 섬이다. 특히 섬 

서쪽에 카데드랄 케이번(Cathedral Cavern)은 특이한 모양으로 형성되어 페스카도르 섬의 대표적인 다이

빙사이트이다. 작은 섬 주변으로 3~5m 넓이로 발달한 리프와 수직으로 30~50m까지 떨어지는 월에는 

화려한 연산호와 부채산호가 아름답게 발달되어 있으며, 절벽 곳곳에 움푹 패인 작은 동굴들이 많이 분포

되어 드라마틱한 지형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바디안 베이(Badian Bay)

페스카도르 섬(Pescador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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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어부들에 의해 발견된 선캔 아일랜드는 정상의 수심이 25m인 수중의 봉우

리이다. 이곳은 먼 바다에 위치하고 수중 봉우리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

다. 이곳을 찾기 위해서는 이곳을 잘 아는 어부를 대동하거나 GPS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찾아야 한다. 이곳은 항상 맑은 시야를 유지하며, 대형 어류 또한 많이 

볼 수 있고, 상단에 돌산호와 연산호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곳은 강한 조류와 

리조트에서 거리가 멀어 상급 다이버들에게만 추천되는 사이트이다.

선캔 아일랜드(Sunken Island)
선캔 아일랜드 상단에는 

“William B.WPORG SR”의 

묘비가 있다. 이 사이트에

서 유명을 달리한 중국계 

필리핀 다이버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선캔 아일랜드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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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안(Badian)에 있는 카와산 폭포(Kawasan water falls)로 데이트립을 나가기도 하는데 바디안 섬에서 

1회 다이빙을 하고, 육지에 상륙하여 폭포를 구경하며 피크닉을 즐기는 코스이다.

육상관광



TEL : 070-4065-7188, 010-9971-0510
Kakaotalk : bluestar09•E-mail : lks498526@naver.com•Blog : http://blog.naver.com/bluestar7188

Bluestar Resort
모알보알에서 바다를 만나세요!!

Bluestar Resort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파낙사마비치에 위치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이다. 체험 다

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골프투어, 육상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스태프와 

한국 스태프가 골고루 많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주요 다이빙 포인트로는 수억만 마리 떼의 정어리를 볼 수 있는 파낙사마비치 포인트, 

웅장한 씨팬 군락을 자랑하는 마린 쌍뚜아리 포인트, 해골바가지 모양의 동굴과 깨끗

한 시야, 물반 고기반 화려한 포인트 페스카도르 섬, 거북이 가족이 살고있는 통고 포

인트, 아름다운 연산호가 보존되어 있는 뚜블레 쌍뚜아리 등이 있다.

현재 객실은 본관 2인 1실 9개, 3인 1실 가족룸 1개, 별관 4인 1실 3개, 2인 1실 2개, 

총 15개의 룸을 보유하고 있다.

는

모알보알

세부막탄국제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