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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 다이빙 ②

필리핀 세부의 최북단에 위치한

글/사진 구자광

말라파스쿠아 섬 다이빙
The Diving in Malapascua Island
In the North of Cebu,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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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 섬은 필리핀의 세부 북쪽과 레이테 서쪽에 위치

한다. 백사장 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천혜

의 땅이다. “불행한 크리스마스(Bad Christmas)”라는 뜻의 말라

파스쿠아(Malapascua)는 시간조차 멈추어버린 파라다이스이

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섬에 당도한 것은 크리스마스였다고 

한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 날은 축하해야 할 특별한 날이었지

만 불행하게도 폭풍이 섬을 휩쓸어 불행한 크리스마스라는 뜻

을 가진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섬의 크기는 길이 3km, 폭 1km 정도이며, 고운 백사장과 맑

은 물이 인상 깊은 곳이다. 서쪽 해안은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

기기에 좋다. 반나절이면 섬 전체를 돌아볼 수 있다. 섬에는 관

광, 낚시, 보트 제작 또는 코코넛 생산 등에 종사하는 약 4,000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오늘날 아직도 하얀 모래 해변, 푸른 야자수가 관광에 의해 훼

손되지 않고, 맑고 푸른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말라파스쿠아

섬은 아름다운 조용한 섬으로 남아있다.

말라파스쿠아 섬의 개요

말라파스쿠아 섬

세부 섬

세부 막탄세부 
국제공항

마야항

환도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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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 리조트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리조트는 없고 필리핀 리조트와 서양인 리조트가 다수 있다.

말라파스쿠아 엑소틱 아일랜드 다이브 & 비치 리조트
(Malapascua Exotic Island Dive & Beach Resort) 

세부의 해변, 로맨스, 스포츠 지역에서 고급 호텔을 제공하며, 말라파스쿠

아 엑소틱 아일랜드 다이브 &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비즈니스 여행객과 

레저 여행객 모두에게 유명한 곳 이다. 말라파스쿠아 엑소틱 아일랜드 다이

브 &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손님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각 시설과 서

비스를 제공한다. 호텔의 편의시설 중에는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세탁 서

비스, 애완동물 출입 가능, 식당, 룸서비스 등이 있다. 손님께서는 화평과 

조화의 공기를 물씬 풍기는 30개의 객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스파, 가

든, 수상 스포츠, 전용 비치, 마사지 등을 포함하여 완벽한 여가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호텔이다. 

http://malapascua.net

다이빙 리조트

말라파스쿠아 레전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 
(Malapascua Legend Water Sports and Resort)

말라파스쿠아 아일랜드에 위치한 말라파스쿠아 레전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는 세부 및 그 주변을 둘러보기에 완벽한 곳에 위치한다. 이

곳에서 생생한 도시의 모든 것을 쉽게 즐길 수 있다. 호텔은 도심의 

필수 관광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말라파스쿠아 레전

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 숙박시설은 흠 잡을 데 없는 서비스와 필

수적인 모든 오락시설을 활기찬 여행자들에게 제공한다. 호텔에서는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풀사이드 바, 바/펍, 흡연 공간, 룸서비스 등

을 포함하여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호텔의 방은 최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약속하며 각 방에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 에어컨, 발코니 데크, 책상, 금연실 등을 제공한다. 호텔

의 실외 수영장, 수상 스포츠 등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편하면서 

긴장을 풀기에 완벽한 곳이다. 말라파스쿠아 레전드 워터 스포츠 앤 

리조트 숙박시설은 관광객의 완벽한 선택이며 세부에서 번거로운 일

상에서 벗어나 모든 순간이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제공한다. 

http://malapascualeg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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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비다 리조트 (Ocean Vida Resort)

2010년에 지어진 오션 비다 리조트는 세부의 탁월한 선택이다. 도시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에서 120km 거리에 있다. 호텔은 도심의 필수 관광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호텔의 편의시설 중에는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탁아소, 세탁 서비스, 대

연회장, 커피숍 등이 있다. 호텔의 특색있는 20개 객실에서 아름다운 광경

을 볼 수 있고 냉장고, 샤워실, 발코니 데크, 에어컨, 선풍기도 포함되어 있

다. 수상 스포츠, 마사지, 가든, 수상 스포츠(전동식) 등을 포함하여 완벽

한 여가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호텔이다. 세부에 방문한 목적과 상관없이, 

오션 비다 리조트 숙박시설은 아주 신나고 흥미로운 일탈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다.

http://ocean-vida.com

코코바나 비치 리조트(Cocobana Beach Resort)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말라파스쿠아 아일랜드에 있는 코코바나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세부 여행 중 둘러보기에 가장 알맞은 곳에 있다. 이곳에서 생

생한 도시의 모든 것을 쉽게 즐길 수 있다. 호텔은 도심의 필수 관광지에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코코바나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손님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각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완동물 출입 가능, 룸서비스,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바/퍼브, 식당 같은 최상급의 시설을 호텔에서 즐길 수 있다. 

높은 질의 방 시설과 냉장고, 발코니 데크, 책상, 에어컨, 위성 방송/케이블 

방송도 있어 재충전의 시간에 도움이 된다. 호텔의 가든, 마사지 등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편하면서 긴장을 풀기에 완벽한 곳이다. 코코바나 비치 리

조트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특징의 매력적인 조합을 발견할 수 있다. 

Cocobana Beach Resort

Malapascua Island, Daan Bantayan

Tel. +63918-7752942

http://www.cocobana.ch

티파니 비치 리조트 (Tepanee Beach Resort)

아주 좋은 말라파스쿠아 아일랜드에 위치한 티파니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세부의 해변 지역에 있다. 도심에서 겨우 140km 거리에 있어 도심의 명소들

과 볼거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티파니 비치 리조트에서의 훌륭한 서비스와 우수한 시설은 잊을 수 없는 여

행이 될 것이다. 이 환상적인 호텔에서 여러분은 탁아소, 식당, 대연회장, 애

완동물 출입 가능, 무선 인터넷(공공장소) 등을 즐길 수 있다.

높은 질의 방 시설과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객실내 안전 금고, 인터넷(무선)

도 있어 재충전의 시간에 도움이 된다. 가든, 전용 비치, 마사지, 스파의 시설

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세부에 방문한 목적과 상

관없이, 티파니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아주 신나고 흥미로운 일탈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다. 

http://www.tepanee.com

기타 리조트
말라파스쿠아 섬에는 그 외에 크고 작은 리조트가 있다. 가격이 저렴한 리조

트부터 시작해서 고급 리조트까지 많이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lam's Garden Resort

Blue Coral Resort

Mangrove Oriental Resort

Logon Beach Resort 

Malapascua Garden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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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탄세부
국제공항

세부
Sebu

보고시티
Bogo City

마야항

말라파스쿠아

막탄공항-마야항
소요시간 3시간

마야항 - 말라파스쿠아
소요시간 30분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가는 방법

세부의 막탄국제공항에서 택시나 벤을 타고 3시간 정도 북쪽으로 보고

(Bogo) 시티를 거쳐 마야(Maya)까지 간다. 마야 항에서 작은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말라파스쿠아 섬의 바운티비치(Bounty Beach)까지 갈 

수 있다.

교통편 소요시간 비용

택시 또는 벤 비용 막탄공항 - 마야 (약 3시간 소요) 2,500~3,500페소

보트 비용
(작은 방카전용)

마야항 - 말라파스쿠아 섬
(약 30분 소요)

1,200페소

<참고> 대중교통편으로 섬에 가는 방법 
①  우선 세부에 있는 북부터미널(North Bus Terminal)로 가서 마야행 버스(Ceres 

Liner)를 탄다. 04:30부터 30분 간격으로 있다. 세부에서 마야까지 약 4시간 소

요되고, 비용은 1인당 100페소 정도이다.

②  마야항에서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들어가는 정기운항 배가 08:30~14:30까지 

30분 간격으로 있다. 비용은 1인당 100~120페소 정도이다.

마야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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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 사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크고 

작은 수중 지형물, 산호초와 난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호지역의 다이

빙과 절벽에서 하는 월 다이빙, 모래지역에서 하는 먹 다이빙 등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형태의 다이빙과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의 큰 다양성 때문이다. 모든 다이빙 사이트는 훌륭한 매크로 생

물을 항상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다이버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의 

하나로 말라파스쿠아 섬을 들기도 한다.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 성수기는 10월부터 5월까지이고, 비수기는 6월

부터 9월까지이다.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도상어를 구

경하는 모나드숄에서의 다이빙, 갓토 섬 주변의 다이빙, 말라파스쿠아 

본섬 주변의 다이빙, 렉 다이빙으로 구분된다. 시간이 많다면 Maripipi, 

Calangman 섬, Chocolate 섬 등과 같은 거리가 비교적 먼 장거리 투어도 

가능하다.

말라파스쿠아 섬의 다이빙사이트 Dive Sites of Malapascua Island

말라파스쿠아 섬

Nunez Shoal

Maripipi

Maria`s Point

Dona Marilyn Wreck

Gato Island
Pioneer Wreck

North Point

Light House

Tapilon Wreck

Dakit-Dakit

Chocolate Island

Monad Shoal

Calangaman Island

Ban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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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도상어와 만타가오리 관찰을 100%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Monad Shoal 포인트에서는 환도상어 외에도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다. 특히, 

일 년 중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두 종류를 동시에 모두 볼 수 있는 확률이 거

의 100퍼센트에 이른다.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암초 꼭대기

를 자신의 몸을 청소고기들에게 맡기는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근접해 장시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  가능한 일찍 서둘러 맨 처음 입수하는 것이 좋다. 다른 팀이 들어간 후나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이들과 만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정숙하게 유지한다. 수중 얼럿 사용 등 소음을 내지 

않는다. 

-  수중 플래시와 카메라 스트로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심해어류로서 

밝은 빛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심해에서 올라오는 길목을 막지 말라. 대부분의 상어가 그렇듯이 눈으로의 

물체 인식을 먼저 명암 대비로 한다. 이런 이유로 암초 어깨부분을 유영하

지 말고 정상의 평편한 부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서히 유영하면 된다. 

-  일단 멀리서나마 상어나 만타가오리가 눈에 띄면 절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자세를 숙이고 인내심을 시험할 겸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말라파스쿠아 섬으로 부터 동남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

며 수심 22m에 산봉우리가 있다. 아침 5시를 전후로 시작해서 8시경 다이

빙이 끝난다. 환도상어와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모나드숄(Monad Shoal) 포인트에서 환도상어(Thresher shark)를 만나기 위

해서는 새벽 일찍 말라파스쿠아를 출발하여 모나드숄까지 5시 30분 정도에 

도착해서 입수해야 볼 수가 있다. 이곳 모나드숄 포인트는 망망대해 한 가

운데에 수심 20~25m 정도 수중 분지로 이루어진 곳이다. 분지도 그리 넓

지는 않은데 새벽에 이곳으로 환도상어가 올라온다고 하여 미리 바닥에 바

짝 엎드려 상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신기한 수중 분지지형에서 일

반 다이빙 포인트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수중생물들을 만난다. 이곳에서

는 라이트를 비추어서도 안 되며, 환도상어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

Monad Shoa
 -20~26m+, 거리 40분

모나드숄은 200m 드롭 오프의 가장자리에 수중 섬이며, 환도상어가 매일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로 유명하다. 거대한 쥐가오리는 연중 언제나 볼 

수 있으며, 이곳은 데빌레이 및 이글레이 등 중층에 사는 생물들도 가끔 볼 

수 있다. 모나드숄에서의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는 것을 권한다. 

Kimud(Quimod) Shoal -40m+, 거리 90분

Kimud Shoal은 가라앉은 섬이다. 섬의 정상은 12~16m 정도이고, 200m까지 슬로프로 되어 있다. 주요 명소로는 200마리 정도의 귀상어 무리를 볼 수 있다. 

보통 12월과 5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기는 때때로 볼 수 있다. 귀상어가 한두 마리는 자주 볼 수 있지만, 4월경에는 큰 무리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우리는 종종 환도상어, 만타레이와 데빌레이를 

볼 수 있는 Kimud Shoal은 Monad Shoal과 같은 트렌치에 있

다. 이곳에서 바다거북도 가끔 볼 수 있다. 섬의 정상은 많은 경

산호, 그리고 곰치와 씬벵이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측면

은 연산호로 덮여있다. 산호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새우와 갯민

숭달팽이가 있다. 동쪽 면은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어 특히 흥미

롭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 섬의 어떤 지점이든지 상어, 가오리 

및 참치 등의 회유하는 생물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돌고래

를 볼 수도 있다.

30~40m의 깊은 수심이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 다이빙 사이트는 상급자 다이빙 사

이트이다.

모나드숄(Monad Shoal) 지역의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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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 Marilyn은 말라파스쿠아 섬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가장 

유명한 난파선이다. 100m나 되는 여객선이 1984년에 큰 태풍을 만나 가라

앉은 것이다. 18~35m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현에는 아름다운 연산

호 및 경산호가 덮여있다. 유영을 하다보면 스윗립스, 스내퍼, 뱃피쉬 등 많

은 물고기가 있다. 이곳은 상급자 사이트이다.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추천

한다. 

이곳에는 마블레이, 푸른점가오리 및 화이트팁샤크가 뱃머리에서 살고 있

고, 이글레이 및 데빌레이가 때때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잘 

보존된 연산호로 덮여 있고, 큰 물고기가 살고 있다. 여러 종류의 스윗립스 

성어와 유어를 종종 볼 수 있다. 대형 갑오징어와 스콜피온피쉬뿐만 아니라 

갯민숭달팽이와 납작벌레 등이 있다. 난파선에 거대한 곰치가 살고 있고, 아

름다운 보라색의 많은 불꽃성게에서 살고 있는 제브라크랩과 콜맨새우를 

볼 수 있다. 자격이 있는 다이버는 난파선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다. 

'Taplion Wreck'은 본토 인근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제2차 세

계대전 일본 화물선이다. 보트는 어뢰로 공격받아 여러 섹션에 자리잡고 있

지만, 여전히 선체로 인식할 수 있다.

많은 납작벌레 및 갯민숭달팽이의 종류뿐만 아니라, 곰치, 오징어, 그리고 

스콜피온 피쉬도 있다. 거대한 마블레이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불꽃성게

에 살고 있는 제브라크랩, 바다가재와 콜맨새우, 유령 실고기와 씬벵이도 

볼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화려한 오징어도 볼 수 있다.

“Pioneer Wreck”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Oakita 마

루 또는 Mogami 마루가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립 위치에 있고, 렉의 

길이는 약 60m로 한 덩어리로 되어있다. 선미에 어뢰가 명중하였지만 소품

은 여전히   남아있다. 난파선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상어, 가오리, 바라쿠

다와 능성어로 인해 말라파스쿠아에서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곳은 딥 다이빙이며, 이곳은 트라이믹스를 사용하여 다이빙을 한다. 

단 조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만 다이빙이 가능하며, 그래서 사전에 이를 

잘 준비해야 한다.

Dona Marilyn Wreck

Tapilon Wreck

Pioneer Wreck

-18~32m. 150분

-22~28m

-42~54m

말라파스쿠아 섬의 렉 다이빙 (Wrecks Diving) 

Lighthouse Wreck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상륙정이 침몰한 것이

다. 그 배는 포대진지를 설치하기 위해 시멘트를 싣고 상륙하기 직전에 폭

격을 당하였다. 난파선은 매우 얕은 물에 가라앉았고 평균 3m 수심에 선

체가 둘로 쪼개졌다. 근처에 있는 바위는 실제로 시멘트 포대이며, 여전히   

그들 중 일부에는 인쇄된 문자를 볼 수 있다. 난파선 주변에 노란꼬리 바

라쿠다, 소라게, 문어, 실고기, 할리퀸 스윗립스의 유어 및 밴디드 바다뱀 

등이 있다. 이 난파선 다이빙은 초보자를 위한 렉이다.

말라파스쿠아 섬은 초보자에서 텍 다이버까지 모두 가능한 난파선이 있다. 

Lighthouse Wreck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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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 Island/Wall -24m, 40분

갓토 섬은 말라파스쿠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 중 하나이다. 갓토 섬은 해양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바다뱀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적어도 다섯

개의 다이빙 사이트가 있으며 엄청난 해양생물의 양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물들을 볼 수가 있다. 모든 사이트에서 줄무늬 바다뱀, 갑오징어(종

종 짝짓기 하는 장면), 해마, 갯민숭달팽이, 씬벵이, 스콜피온피쉬, 퍼큘파인피쉬와 만티스쉬림프 등을 볼 수 있다. 멀리 암초에서 떨어진 곳에는 오징어의 무리와 입

을 쩍 벌리고 헤엄치는 큰입고등어를 볼 수 있다. 많은 화이트팁샤크는 갓토 섬에서 상주할 뿐만 아니라, 대나무상어와 고양이상어도 있다. 산호의 상태는 양호하

고, 바위섬은 많은 흥미로운 형태의 수중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이 사이를 유영할 수 있다.

바위 밑에 자고 있는 화이트팁샤크를 보는 것은 95% 보

장하고, 운이 좋다면 그들이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밴디드복서쉬림프, 갯민숭달팽이, 해마와 스

콜피온피쉬, 거미게, 씬벵이, 라이온피쉬 등을 볼 수 있고, 

‘해마 동굴’안에 있는 거대한 채찍산호와 색상이 완벽하

게  일치하는 새우도 볼 수 있다.

24m 아래로 내려가면 분홍색과 노란색의 매우 드문 피그

미해마, 거미게, 게오지를 찾을 수 있다. 그 벽을 타고 가

면 길이 30cm 정도의 아름다운 스페니쉬댄서, 라이온피

쉬, 많은 갯민숭달팽이를 찾을 수 있다. 가끔은 씬벵이도 

상주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이트는 많은 종류의 갯민숭

달팽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주위에는 소라게와 스콜피

온피쉬도 많이 보인다.

말라파스쿠아 섬에서 북서쪽으로 방카보트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9m 수

심 아래에 섬을 관통하는 수중동굴이 있다. 수중환경은 연산호 군락지가 있고 바

다뱀, 갑오징어 무리, 화이트팁샤크 등 많은 종류의 수중생물이 서식한다. 2~3회 

다이빙 정도면 섬을 한 바퀴 도는 다이빙이 가능하다.

사우스 윌 (수심22m)

해저터널 (바닥수심 8m)

입구

감시초소

갓토 섬(Gato Island) 지역의 다이빙

사우스 윌(수심 22m)
볼거리는 상어, 바닷뱀, 갑오징어
연산호 군락지, 기타 등등

갓토 아일랜드 다이빙 포인트 개념도

입구
해저터널
(바닥수심 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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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터널”이다. 갓토 섬 주변을 구경하고 다른 쪽으로 나

오면 30m 터널 안에는 여러 종류의 게와 크고 작은 바다가재와 카디널피

쉬 등이 동굴 속의 거주자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큰 복어나 가끔은 대나무

상어와 고양이상어를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동굴이 

화이트팁샤크의 집이다. 구석진 곳에 숨어서 지켜보면 작은 고기들의 큰 무

리 중앙에서 나오는 화이트팁상어를 실루엣으로 볼 수 있다. 조심해서 천천

히 이동하면, 그들은 얼굴 바로 앞에 올 것이다. 동굴의 출구에 약간의 돌출

된 곳이 있는데 바위 밑에서 자고 있는 아기 화이트팁샤크를 볼 수가 있다.

갓토 섬 주변에는 멋진 성당바위를 포함하여 바

위의 놀라운 형태를 구경할 수 있다. 이곳은 상

어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15마리 정도의 

화이트팁샤크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푸른점가오리를 볼 수도 있다.

푸른점가오리

갓토 섬/수중동굴

Gato/The Cave

Gato/Cathedral

-10m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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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파스쿠아 섬 지역의 다이빙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는 만다린피쉬일 것이다. 만다린피쉬

의 짝짓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소로 말라파스쿠

아 섬의 Lighthouse를 들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늦은 오후에 하는 선셋다

이빙에서 휘황찬란한 만다린피쉬의 짝짓기 모습을 볼 수 있다. 

황혼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이빙을 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생물들의 먹이활동이 활발하고, 짝짓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양생

물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해마, 밴디드 실고기, 스윗트립스의 

새끼, 줄무늬 바다뱀, 거대한 게, 불가사리, 다양한 종류의 새우, 가끔은 씬

벵이를 볼 수 있다. 낮이 밤으로 변하는 이때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갯민숭달

팽이와 다양한 두족류(암초 오징어, 귀꼴뚜기, 빛이 나는 문어, 가끔 푸른고

리문어와 갑오징어)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근처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라앉은 작은 난파선도 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색상의 씬벵이, 캔디크랩, 그리고 갯민숭달팽이, 제브라크

랩이 숨어사는 불꽃성게 등 부드럽고 아름다운 산호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

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높이 6m, 길이 10m이고, 수심이 약 24m인 작은 절벽이다. 이 구석 

저 구석에는 거대한 씬벵이와 갯민숭달팽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숨어 있다. 

벽을 따라 유영하며 씨펜, 모래바닥을 살펴보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

습을 볼 수 있고, 멋진 드리프트 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

라푸스라푸스(Lapus Lapus)

섬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웅

장한 산호를 볼 수 있다. 이

곳은 자연 상태의 거대하고 

다양한 연산호와 경산호가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씬

벵이, 매끄러운 만티스쉬림

프, 각종 스윗립스, 갑오징어, 

라이온피쉬가 살고 있다. 많

은 갯민숭달팽이, 도자기 게

와 각종 공생새우들도 있다. 

마크로 다이빙의 끝 무렵에 

8m 수심까지 올라오면 아름

다운 연산호 정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Lighthouse

North Point 

North Wall

Lapus Lapus Is-10m, 거리 5분

-22m

-24m

-18m, 거리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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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tong Bato는 말라파스쿠아 근처의 수중의 꼭대기이다. 이곳은 오징어, 

입큰고등어, 누디브랜치, 스콜피온피쉬, 라이온피쉬, 제브라크랩와 채찍산호

의 새우 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피쉬 큰 무리가 상주하고 있다.

Deep Rock은  5m에서 시작하여 22m까지 슬로프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

곳은 씬벵이, 누디브랜치, 피그미해마, 로보스트고스트파이프피쉬, 뱃피쉬의 

유어, 할리퀸-스윗립스, 각종 게오지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은 훌륭한 먹 다이빙 사이트이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는 

12m 정도의 모래바닥으로, 얕은 수심의 암초지대이다. 여기저기 암초의 작

은 구멍 속에는 고비, 새우, 작은 만티스쉬림프 등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

다. 종종 불꽃성게, 제브라크랩, 난쟁이 라이온피쉬, 갑오징어, 씨모스, 게, 스

네이크일, 씬벵이, 갯민숭달팽이, 눈송이 곰치 등을 볼 수 있다. 하나의 바위

에는 많은 카펫말미잘이 있다. 거기에 사는 아네모네피쉬는 오렌지색의 알

을 낳아놓고 돌보고 있다. 다이버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 도자기게, 밴디드 복서쉬림프와 라이온피쉬를 볼 수 있다. 때때로 미

믹옥토퍼스와 얼룩통구미를 볼 수도 있다. 

Bugtong Bato Deep Rock

Bantigi(Bantique) 

-30m -5~22m, 5분

-6~18m+, 15분

2008년부터 인공적인 어초(House Reef)를 만들어 왔었고, 그곳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오래된 보트, 농구 후프, 스톤헨지, 변기 

특히 암초를 위해 건설된 여러 가지 다른 구조물로 되어 있다.

말라파스쿠아 섬의 동쪽에 위치하며 숨겨진 아름다운 다이빙 사이트이다. 

경산호가 잘 보존되어 있고,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다. 이곳에는 난쟁이 라

이온피쉬, 갯민숭달팽이, 오징어 등을 볼 수 있다. 

House Reef

The East Side

-9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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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tigi에 인접해 있는 Ka Osting는 털 씬벵이(hairy frogfish)를 볼 수 있

고, Bantigi와 비슷한 환경이다.

섬의 동쪽에 있는 바다 풀밭과 모래 지역을 찾아보면 희귀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는 곰치, 라이온피쉬, 게를 비롯하여 주로 바

닥에 사는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말라파스쿠아 섬의 북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Twins는 부드러운 가죽산호

로 덮여 있고, 얕은 다이빙 사이트이다. 몇 가지 재미있게 생긴 바위와 여러 

매크로 생물들이 살고 있다.

해안 다이빙이지만 제한될 수 있다. 메인 비치에서 떨어져 있으며, 매우 얕

고, 3m 수심이 되려면 200m 정도 유영해야 한다. 그러나 희귀한 생물을 볼 

수 있다. 처음 100m는 대부분 바다 풀밭이지만, 그곳은 아름다운 불가사

리, 복어, 실고기, 갯민숭달팽이, 작은 문어들이 숨어 살고, 많은 유어 떼들

이 모여 사는 장소이다. 바다풀밭을 지나면 경산호가 나타나고, 카디날피쉬, 

담셀피쉬 자리돔 무리의 집이다. 주의 깊게 보면 라이온피쉬, 곰치와 매우 

잘 위장된 매우 이상한 바다 토끼를 찾고 수 있다. 때때로 푸른고리문어와 

이글레이를 볼 수 있다. 

아름다운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나무 산호 가운데를 유영할 수 있는 편안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Dakit Dakit 섬은 말라파스쿠아 섬 남쪽에 위치하며 리조트에서 매우 가까

이에 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연산호, 갯민숭달팽이, 밴디드파이프피쉬, 해

마, 갑오징어 등을 볼 수 있다.

Ka Osting The Sand Patch 

Twins

Shore Diving

Manok-Manok 
(Chicken Curry Island)

Dakit Dakit Is

-6~18m+, 15분 -10m

-10m

-5m

-15m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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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거리 지역의 다이빙

Maria's Point는 말라파스쿠아섬의 북쪽에 위치하며, 강한 조류가 있는 멋

진 다이빙 사이트이다. 맑은 물, 아름다운 산호와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이

곳은 상급자 사이트이다.

초콜릿 섬은 말라파스쿠아 섬과 마야 사이에 있는 섬으로 스노클링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이 다이빙 사이트는 여러 레벨의 다이버들이 같이 하기에 

적합하다.

초콜릿섬은 아름답고 수심이 얕은 다이빙 사이트로 접사 사진가들이 좋아하

는 사이트이다. 잘 보존된 연산호와 더불어 바다뱀, 스네이크일, 곰치, 갑오

징어(프램보이얀트 포함), 씨모스(페가수스), 큰 게 및 뱃피쉬 유어 등 생물이 

다양한 곳이다. 매크로 피사체로 갯민숭달팽이, 납작벌레, 새우, 조개 및 게오

지 등이 살고 있다. 납작벌레는 평범한 것도 있지만, 운이 좋다면 입을 딱 벌

어지게 할 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교미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라파스쿠아 섬에서 배로 2시간 소요되는 지역이다. Calanggaman 섬은 

스쿠버다이빙만 하는 곳이 아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모래 해변에서 호핑투

어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또한 스노클링을 하기에 최적이다. 이 다이빙 

사이트는 초보자와 상급자 다이버 둘 다 즐기기에 적합하다.

Calanggaman 섬은 실제로 옌스 피터(Jens Peters)의 필리핀 여행 가이드 

7,000여 개의 섬이라는 책자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할 만큼 그림엽서에서 

보는 사막 섬이다. 섬 자체가 바로 야자수와 맑은 물과 푸른 해양에서 가파

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하얀 모래 언덕이다.

수중 시야가 대체로 좋으며, 생물이 풍부하다. 절벽을 따라 내려가면 경산

호와 부채산호로 덮여 있고, 이곳에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절벽 반대쪽인 먼 바다 쪽을 보면 상어, 가오리, 참치, 바라쿠다, 절벽쪽에는 

광대 트리거와 같은 이상한 물고기를 볼 수 있다. 또한 갯민숭달팽이, 게, 

새우 등 많은 생물을 볼 수 있다.

절벽 봉우리 쪽을 따라가면 가든일 광장, 항상 짝짓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망치 누디브랜치, 종종 아름다운 하얀 버섯산호 실고기, 오네이트유령실고

기와 캔디크랩 뿐만 아니라 특별한 데니스 피그미해마도 찾을 수 있다. 종

종 돌고래도 그곳에 왔다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Maria’s Point 

Chocolate Island 

Calanggaman Island -18m

-16m

-40m+, 120분

Calanggaman Island

쉽게 갈 수 없는 Maripipi는 잘 보존된 산호와 상어와 가오리 등과 같은 

풍부한 어류가 있고, 다이빙 사이트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사파리로 최소한 2일 정도 다이빙을 할 수 있다. 

Buhoc 포인트는 다이버가 잘 가지는 않지만 북 레이테에서 조금 떨어진 사

이트이다. 잘 보존된 산호로 덮인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모래바닥에 푸른

점 가오리같은 생물을 볼 수 있다. 여기는 또 다른 생태를 볼 수 있다. 

정말 멋진 월 다이빙 지역인 Nunez Shoal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

다. 절벽을 타고 따라 내려가면 가든일 무리가 있는 모래 지역이 나온다. 절

벽을 넘어 조금 더 내려가면 이글레이나 상어 등과 같은 회유하는 생물들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절벽을 따라 진행하면 흰눈송이 곰치, 라이온피쉬, 

스콜피온피쉬, 거대한 부채산호와 스펀지산호 사이에 희귀한 갯민숭달팽

이를 발견할 수 있다. Nunez Shoal은 거의 절벽으로 되어있는 가장자리가 

약 1km정도 되며, 이곳에는 예상치 못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

Maripipi

Buhoc Point

Nunez Shoal 

-30m

-30m

-4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