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  |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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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해구(Mariana Trench)이다. 마리아나해구의 끝은 챌린저 해연

(Challenger Deep; 11,022m 수심)이고, 이 해연의 왼편을 따라 해령이 발달됐는데 이 해령의 꼭대기들이 수

면 위로 솟아나온 섬들이 바로 마리아나제도이다. 이 섬들을 미국의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라고 부르며, 북마

리아나제도의 수도 섬이 사이판이다.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티니안(Tinian)섬이 있다.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로 30분 거리에 로타(Rota)섬이 있다. 

사이판섬과 티니안섬의 바다는 영롱하고, 형형색색을 가진 물고기, 환상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산호 군락, 거기에 아픔의 역사가 바다와 어우러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수중 시야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티니안
글 구자광 / 사진 구자광, 전용식

Northern Mariana Islands

Saipan/Tinian

괌

필리핀

일본

사이판/티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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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
북마리아나제도는 한국에서 동남쪽으로 비행기로 4시간(3,200km),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1

시간 20분여 거리에 있는 서태평양 한복판에 사이판(Saipan), 티니안(Tinian), 로타(Rota) 등 

3개의 큰 섬 외에 모두 14개의 유·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남쪽에 위치한 괌

(Guam)섬은 남마리아나제도라는 호칭 대신 그냥 괌으로 부른다.

북마리아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깊이 10,900m) 근처에 위치하며, 제

일 큰 섬인 사이판섬은 부속섬으로 마나가하(Managaha)섬이 있다. 사이판의 북쪽에는 패

럴론드메디니라(Farallon de Medinilla)섬, 남쪽으로는 사이판 해협을 사이에 두고 티니안

(Tinian)섬, 로타(Rota)섬이 있다. 북마리아나제도를 이루는 3개의 큰 섬 가운데 국제공항이 

있는 사이판(Saipan)은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데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는 8.8km밖에 

되지 않는 좁고 긴 섬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공식적인 세계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쾌적하게 

맑은 날의 하루 평균 온도는 섭씨 27도, 연중 기온차가 1~2도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습도는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 것은 연

중 무역풍이 불기 때문이다. 사이판 기후는 1~5월까지의 건기와 7~11월까지의 우기로 뚜

렷하게 나누어진다. 

북마리아나제도의 원주민인 차모로(Chamorro)족은 약 4천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는 모계사회로 여자를 상당히 우대하

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인구는 약 6만 5천여 명으로 원주민 2만 5천, 필리핀인 1만 5천, 한국

인 5천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영어와 차모로어를 사용하나 영어가 주로 사용

된다. 종교는 가톨릭이 압도적으로 많다.

팁문화
사이판은 미국령이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호텔에서 메이드에겐 아침에 침대당 베게에 1불 정도, 짐을 

옮겨주는 포터도 큰 짐 1개당 1불 정도 지불한다. 식당은 

음식 값의 15% 정도 테이블에 팁을 남긴다. 택시도 택시비

의 15% 정도 팁을 추가로 지불한다.

시차
우리나라와 사이판의 시차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오후 2시면 사이판은 오후 3시가 된다.

전기
100v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기 위한 11자형 

플러그가 필요하다. 

비자
기본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입국

할 때 미국비자가 필요 없어도 가능한 비자 면제 지역이

다. 미국령 괌과 사이판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

간이 45일로 늘어나고 H-2B 취업 비자를 무제한으로 

발급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 또는 미

국령에 입국하려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서 미국입국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비자가 면제 된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란 미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의 국

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

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비

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인 EU, 일

본,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한국 등 37개국 

국민들은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 시, 여행 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s://esta.cbp.

dhs.gov/esta/)에 접속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

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여행허가를 발급받는데 

EST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6개월 이상 유효)

이 필요하다.  

차모로(Chamorro) 빌리지의 라테하우스(Lat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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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인천과 김해에서 북마리아나제도의 사이판을 직항편으로 운항하는 항공사

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가 있다. 

사이판에서 티니안이나 로타로 가는 경비행기
경비행기는 사이판에서 티니안이나 로타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국내선 터미널에서 스타 마리

아나스 에어(STAR MARIANAS AIR)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4인승에서 

10인승까지 다양한 크기의 경비행기가 운행된다. 약 3주 전에 예약을 하

는 편이 안전하다.

Star marianas air

www.starmarianasair.com 

+1 670 433 9998 

Saipan - Tinian 하루 12편 왕복, $49.50 제한수하물 1인 15kg

Saipan - Rota 하루 3편 왕복, $109.50 제한수하물 1인 15kg

항공편

사 이판 공항

공항 내부

구간 편명 운항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사이판
제주항공 7C3402 매일 09:30 15:00

제주항공 7C3404 매일 22:10 03:40+1

사이판서울
제주항공 7C3401 매일 16:00 19:45

제주항공 7C3403 매일 4:45 8:30

구간 편명 운항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사이판
진에어 LJ651 매일 7:30 13:10

진에어 LJ652 매일 14:10 18:05

구간 편명 운항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사이판 아시아나 OZ625 매일 20:15 01:30+1

사이판인천 아시아나 OZ626 화~일 2:50 6:30

부산사이판 아시아나 OZ607 수, 토 21:00 01:50+1

사이판부산 아시아나 OZ608 목, 일 3:10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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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Saipan)은 전체 115.39㎢의 면적으로 서태평양의 마리아나제도

에 속하는 북마리아나제도 15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자 수도이다. 

주도 수수페(Susupe)와 최대 도시 가라판(Garapan)도 사이판에 있다. 

사이판섬은 20km의 길이와 9km의 폭을 가지고 있다. 남북으로 가늘고 

긴 형태를 하고 있는 사이판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산호초로 둘러

싸여 있다. 사이판섬의 서쪽 해안은 모래 해변과 큰 규모의 산호초(Coral 

Reef)가 자리 잡고 있다. 동쪽 해안은 주로 울퉁불퉁한 바위로 된 절벽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은 474m 높이의 타포차우

(Tapochau)라 불리는 석회암층의 산이다.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티니안(Tinian)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섬이다. 화산활동

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최고 높이는 166m이고, 면적 약 100㎢, 인구 

2,000여 명의 작은 섬이다. 

비행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는 섬의 중심가인 산호세 마을(San Jose 

Village)이 조성되어 있다. 티니안섬에는 마을이 이 산호세 하나밖에 없

으며 시청, 학교, 병원, 호텔 등 주요 시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주민 대부

분이 이곳에 살고 있다. 섬의 남쪽 타가비치(Taga Beach)는 고대 차모로 

왕족의 전용 해변이었던 곳으로 그림책 속 수채화처럼 에메랄드빛 해변

과 아담한 절벽, 눈부신 모래사장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로타(Rota)섬은 연방의 최남단에 있다. 로타섬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섬으로 그 위에 산호 석회암이 덮여 계단 모양의 단구 지형을 이루며, 서

식하는 식물상과 동물군이 다양하다. 전체 육지면적은 85㎢, 가장 높은 

곳이 491m이다.

로타섬에는 면적이 가장 큰 마을은 송송(Songsong)이며, 인구도 로타국

제공항이 있는 시나팔루(Sinapalu)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사탕수수 재

배와 설탕 가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섬에는 마리아나제도 고유의 차모

로(Chamorro)족 문화가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다. 

Saipan

Tinian

Rota

사이판

티니안

로타

마나가하섬 Managaha Island (출처 : 마리아나관광청)

블로홀 Blow-Hole (출처 : 마리아나관광청)

라떼스톤 채석장 Latte-Stone-Quarry (출처 : 마리아나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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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PAN

TINIAN

ROTA

GOAT

▲

▲

타포타우산

라소산

수수페

가라판

만세절벽

마나가하섬

사이판 PIC 

산호세 

사이판 국제공항

티니안 국제공항

로타리조트

로타 국제공항

송송마을

필리핀해

태평양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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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다이빙 환경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해구(Mariana Trench)이다. 마리아나해

구의 끝은 챌린저 해연(Challenger Deep; 11,022m 수심)이고, 이 해연의 왼

편을 따라 해령이 발달됐는데 이 해령의 꼭대기들이 수면 위로 솟아나온 섬

들이 바로 마리아나제도이다. 이 섬들을 미국의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라고 

부르며, 북마리아나제도의 수도 섬이 사이판이다.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티니안(Tinian)섬이 있다. 사

이판에서 경비행기로 30분 거리에 로타(Rota)섬이 있다. 

사이판섬과 티니안섬의 바다는 영롱하고, 형형색색을 가진 물고기, 환상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산호 군락, 거기에 아픔의 역사가 바다와 어우

러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수중 시야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한국에서 4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사이판은 연중 기온변화가 없다. 

평균온도는 27도, 습도는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연중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많이 습하지는 않다.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7~9월 사

이의 우기에는 잠간씩 뿌려지는 열대성 폭우인 스콜이 자주 내린다. 이 시기

에는 태풍도 주의해야 한다.

사이판의 수중은 연중 30m의 시야를 자랑한다. 

다이빙 방식

사이판의 리조트는 객실과 다이빙만 서비스하는 곳이 많다. 식사는 손님이 별

도로 해결한다. 보통 아침식사는 손님이 한국에서 준비해간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 해결하거나 인근 상번에서 식재료를 구입, 또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해

결한다.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한다. 저녁식사는 가라판 시내에 있는 서양

식, 한국식, 중국식, 태국식 식당 등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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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다이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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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PAN

GOAT ISLAND
GOAT

SAIPAN

TINIAN 

TATSUMI REEF
TATSUMI

TINIAN

1. Spot Light
2. Banzai
3. Wing Mermaid
4. Wing Arch
5. Wing Crevasse
6. Wing Beach
7. Eagle Ray City
8. B·29
9. Ship Wreck One
10. Ship Wreck Two
11. Anchor Point
12. Oleai
13. Ice Cream
14. Dimple
15. Pipe Point
16. Obyan
17. Boy Scout
18. Naftan
19. Naftan Wall
20. Lau Lau
21. Lau Lau Wall
22. Forbidden Island
23. Super Hole
24. Bird Island
25. Captain's Chair
26. Grotto

1. Drop Off
2. Big Crevasse
3. West Corner
4. Dolphin City
5. Bomb Point
6. Shark Point

1. Dump Coke North
2. Dump Coke South
3. Tinian Grotto
4. Diablo
5. Crevasse
6. Fleming
7. Two Coral
8. Suicide Cliff
9. Taga Point
10. Shooting Gallery

1. Manta Head
2. Half Moon
3. Glant Rock
4. Coral Garde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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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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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
1. Salingai Arch
2. Salingai Tunnel
3. Pinatang Reef
4. Rota Hole
5. Harnom Drop Off
6. No. 1Point
7. Table Top
8. A-Frame

9. Cable Run
10. Seven Screws
11. Shoun Maru
12. Snake Eyes Express
13. Coral Garden
14. Sub Chaser #2
15. Pona Point
16. Pearlman Tunnel

R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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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
사이판섬은 20km의 길이와 9km의 폭을 가지고 있다. 남북으로 가늘고 긴 

형태를 하고 있는 사이판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

다. 사이판섬의 서쪽은 모래 해변과 큰 규모의 산호초(Coral Reef)가 자리 잡

고 있다. 사이판섬은 작은 섬이기 때문에 다이빙샵이 어디에 있든 다이빙사이

트는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사이판 최북단에 위치한 그로토(Grotto)는 절벽과 큰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

형지물이 웅장한 사이판의 대표적인 다이빙사이트이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

는 곳이기도 하다. 그로토 다이빙은 보트 다이빙도 가능한 곳이지만 주로 비치 

다이빙을 한다. 그로토에서 비치 다이빙을 하기 위해선 1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20kg 이상 되는 다이빙 장비를 메고 왕복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코스이다. 그로토 다이빙은 반드시 중급 이상의 다이버만이 할 수 있는 곳

이다. 초보 다이버에게는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치에서 100여 개 이상의 계단을 내려가면 큰 물웅덩이가 보인다. 이 웅덩이로 

입수하여 하강하면 외해 쪽으로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굴의 안쪽은 시간대에 

따라 빛의 양이 다른데 형형색색이 변하는 그로토 모습을 볼 수 있다. 3개의 구

멍 중 하나를 통하여 외해 쪽으로 나오면 지형 또한 역동적이지만 수중생물도 

제법 볼 수 있는데 바다거북, 상어, 바라쿠다, 스팅레이 등 대형 어류들을 만날 

수 있다. 매년 3~4월에는 고래상어도 자주 목격된다고 한다.

그로토Grotto

그로토 굴 내부에서 외해쪽으로 본 3개의 구멍

그로토 입구 모습

그로토 입수 지점

그로토 외해에서 만난 바라쿠다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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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북부에 있는 가장 환상적인 사이트로 절벽의 일부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의 천장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에서 태양 빛이 들어가 

바로 스폿라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스폿라이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 

이 광경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시간대는 11시경부터 스폿라이트가 만들어진

다. 이곳은 조류와 파도가 높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날이 여름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여름에도 다이빙 가능 여부는 바다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곳에서의 다이빙은 일 년에 북동풍이 불지 

않는 4~7월 사이에만 가능하다. 사이판의 최

북단 다이빙사이트이며 무엇보다 대형 생물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운이 좋으면 만타레이

나 돌고래, 나폴레옹 피시 등을 볼 수 있다. 이

곳은 반드시 보트를 이용해야 하는 매우 박력

이 넘치는 다이빙사이트로 중급자 이상의 다

이버에게 권장하며, 반드시 현지의 유능한 다

이빙 가이드를 동행해야만 다이빙이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이 군수물자를 수장

시켰다는 이유로 ‘백만 달러의 홀(Million Dollar 

Hole)’이라고도 불린다.

윙비치(Wing Beach)는 5~7월 사이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리

프 밖으로 펼쳐지는 수중경관이 장관이다. 박력이 있는 해저

지형을 좋아하는 다이버에겐 인기가 있다. 

윙비치에서 가까운 지점에 드롭오프가 있고, 안쪽에는 윙아치가 있다. 월다이빙 

지역이며, 북쪽으로 이동하다 경사면을 내려가면 깎아 지르는 협곡이 장관이며, 

바다거북, 상어, 트레발리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마크로 생물도 많다. 

스폿라이트Spot Light 

만세절벽Banzai Cliff

윙비치Wing Beach 

윙아치Wing Arch

스폿라이트

윙아치

만세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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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Wreck Ship) 사이트에는 전장 40m 정도의 선박 잔해가 마나가하섬 뒤쪽 10m 수심에 조용히 잠

겨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송선인 쇼안마루(Shoan Maru)가 침몰되어 있다. 선체는 폭격을 당해 많

이 부서져 있는 상태이며 중간 갑판과 선수와 선미 일부분 정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배 주위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고, 다양한 작은 수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인 추모비를 볼 수 있다. 시간

대가 맞으면 관광 잠수함을 만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바다거북, 상어, 스팅레이 등을 볼 수 있다.

침몰선(Wreck Ship) 사이트 북단 약 1km 지점에 수심 10m 정도

에 위치하고 있는 B-29 사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군 폭격

기 B-29의 잔해이며 초보자 코스로도 적당하다. 폭격기는 물고

기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다. 당시에 위용을 자랑했던 폭격기

답게 거대한 프로펠러와 엔진 덩어리 그리고 긴 날개가 압도적이

다. 여기도 일본인 추모비, 한국인 추모비가 기체의 오른쪽 날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화이트팁샤크(White Tip Shark), 

스팅레이(Sting Ray), 대형 해삼 등을 볼 수 있다.

침몰선Wreck Ship

B-29  

침몰선

스폰피쉬

잠수함

화이트팁샤크B-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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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플(Dimple)은 보조개라는 뜻이다. 이 사이트는 수심 20m 정도에 완만한 경

사와 직경 40m 정도의 아름다운 산호초가 펼쳐지는 지대가 있고 그 아래로

는 급격한 경사로 심해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피딩을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다

이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열대어가 모여든다. 또한 레드스내퍼, 바

다거북, 자이언트 바라쿠다, 곰치 등을 볼 수 있다.

오비얀 비치는 사이판의 가장 남

쪽에 위치해 있고 비치다이빙 또

는 보트다이빙 모두 가능한 곳이

다. 비치다이빙을 할 때에는 이안

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

요하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

러우며 맑고 투명한 시야를 자랑

한다. 바닥이 고운 모래로 이루어

져 있다. 이곳에서 가든일(Garden 

Eel) 군락을 볼 수 있다. 또한 바

다거북, 상어, 스팅레이(Sting Ray) 

등도 볼 수 있다.

나프탄(Naftan)은 사이판의 최남쪽에 위치한 사이트로 수심 10m부터 시작되

는 월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시야가 아주 좋고, 운이 좋으면 드

롭오프에서 돌고래, 돛새치 등 대형 생물도 볼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때에 물

속에서 올려다보면 수면에 비치는 하늘이 아름답다. 조류가 강할 때가 있으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

딤플Dimple 

오비얀 비치
Obyan Beach

나프탄Naftan

오비얀 비치/가든일 무리

나비고기 무리

바라쿠다 무리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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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라우 비치(Lau Lau Beach)는 다이빙이 연중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그로

토(Grotto) 다이빙을 하기 전에 체크 다이빙을 하는 장소로 수심이 일정하므로 

초급자가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다. 이곳은 비치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 장비

를 메고 무릎까지 잠기는 해안을 30m 정도 걸어서 입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풀풋형 핀을 사용하는 다이버는 맨발로 걷기가 힘든 곳이다. 입수하는 지점부

터 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로프를 따라 입수한다. 진행하다보면 제2차 세계대

전 당시 일본군들의 유류를 공급하던 송유관 잔해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곳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성적이며 해안부터 이어진 산호대가 수심이 깊

은 곳까지 이어져 있다. 또한 아네모네피쉬 군락지, 바다거북, 상어, 이글레이, 

전갱이 무리, 자이언트 바라쿠다 등을 볼 수 있다.

라우라우 비치Lau Lau Beach 

물고기 무리

이곳은 오래전에 바닷물을 채취하기 위해 설치했던 

파이프 잔해가 있는 곳이다. 하얀 모래밭 중간에 펼

쳐져 있는 산호 군락 주변으로 이글레이 클리닝 스

테이션(Eagle-Ray Cleaning Station)이 있다. 이곳

에는 3~7마리 정도의 이글레이 무리를 항상 볼 수 

있다. 수가 많을 때는 약 30마리 이상이 모여 든다

고 한다. 또한 바다거북, 가든일 등을 볼 수 있다.

파이프 포인트Pipe Point 

이글레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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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Manta-Ray Cleaning Station)이 있는 곳은 팔라우, 몰디브, 

코모도국립공원 등 더러 있다. 필자도 만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은 여러 곳에서 목격했지만 

이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Eagle-Ray Cleaning Station)은 사이판에서 처음 목격했다.

이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 Eagle-Ray Cleaning Station

파이프 포인트Pipe Point 



2017 JULY/AUGUST |  87



88  |  

티니안 그로토 내부에서 본 홀 모습

티니안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
사이판섬에서 머물면서 데이트립으로 티니안섬 다이빙이 가능하다. 다이빙 

보트들은 태풍이나 폭풍 주의보가 없는 한 사이판섬에서 티니안섬으로 갈 수 

있다. 사이판섬과 티니안섬 사이의 해협거리는 5km 정도가 되며, 사이판섬의 

스마일링 코브(Smiling Cove) 항구에서 티니안섬 서쪽 해안에 위치한 다이빙

사이트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은 60~80분 정도이다. 

티니안 그로토는 사이판 그로토와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사이트이다. 티니안 그

로토는 12m 수심에 있는 해저 언덕이 67m 수심까지 직벽으로 떨어지는 절벽 상

층부에 위치한 동굴이다. 보트에서 입수하여 절벽 외양 쪽으로 하강하다 보면 약 

24m 수심 절벽에 여러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들어가도 될 만한 굴 입구가 보인다. 

이 굴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대편에 훤한 출구들이 보여서 동굴이 주는 불안

감은 없다. 

굴은 여러 개의 입구를 통해 밖으로 드나들 수 있다. 남쪽 입구를 통하여 외양으로 

나가면 빅 드롭오프가 나타난다. 맑은 날 수심 60여 m의 바닥이 내려다보이는 풍

광은 감동적이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수중생물들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가시

성이 좋으며 평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잔압과 수심 게이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투코랄헤드(Two Coral Head) 사이트는 커다란 산호언덕 두 개가 모

래밭에 놓여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름다운 산호와 뿌리를 

둘러싼 새하얀 모래, 파란색과 흰색의 대비, 게다가 화려한 물고기도

많다. 이곳은 시야가 평균적으로 좋고 물고기 피딩 장소이다.

보트로 다이빙을 온 다이버들이 점심 먹는 장소로 사용하는 잔잔한 

바다이다. 10m 수심 아래로 환하게 보이는 모래밭은 장관이다. 체험

다이빙 장소로도 적당하다.

티니안 그로토Tinian Grotto

투코랄헤드Two Coral Head

마이 포인트M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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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코브(Dump Cove) 또는 덤프 사이트(Dump Site)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와 차량들을 바다에 폐기시킨 장소를 의미한다. 이곳은 차량

이나 엔진들의 잔해들이 탄환들과 함께 모래 속에 드문드문 묻혀 있다. 트럭, 탱크 

등 다양한 전쟁 폐기물과 산호초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준다. 이곳은 수

심이 깊지 않고 조류가 없는 지형이라 초보 다이버들에게도 적당하다. 

덤프 코브Dump Cove

플레밍 사이트는 티니안 그로토에서 10분 거리의 수중절벽으로 

티니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드롭오프 사이트이다. 절벽에는 여

러 개의 크랙이 있어 크랙 사이를 유영하다 보면 큰 곰치나 바다

거북 등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투시도가 높고, 아래를 보면 물

밑을 향해 빛 샤워가 쏟아지고 있어 환상적인 곳이다. 항상 조류

가 있어 초보자에겐 무리이나 중상급자라면 드리프트 다이빙으

로 티니안 그로토 사이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이내믹한 다이빙

을 할 수도 있다.

티니안 플레밍Tinian Fleming

탱크 잔해

크랙사이를 유영하는 다이버들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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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의 육상관광
사이판의 행정 중심지는 남쪽의 수수페(Susupe)이지만 관광의 중심지는 북쪽의 가라판(Garapan) 

지역인데 이는 가라판 일대의 바다가 훨씬 아름답고 주변 산호초와 암초들이 자연방파제 역할을 

해서 파도가 약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사이판의 진주’ 로 불리는 마나가하섬은 세계 최고

의 스노클링 명소로 섬 한 바퀴를 도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백사장과 코발트빛 

바다가 일품이다. 

슈가킹 파크(Sugar King Park)는 공원이라고까지 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가라판 근처에서 머

물고 있다면 약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다. 동상 주변에는 작은 증기 기관차가 녹슨 채로 놓여있

는데, 과거 사탕수수를 옮기던 것이라고 한다. 전쟁 중에 파괴된 채 방치되었다가 복원하여 다시 가

져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

가라판 시내 끝 부근에 작은 소방서 옆에 있고, 사

이판을 점령한 미 해병대 2사단, 4사단의 전몰자들

을 기리는 곳이다. 작은 박물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관련된 전시물들이 약간 있는데 규모는 워낙에 작

지만 나름 잘 꾸며 놓았다. 

일본군 최후 사령기지 근처의 높은 절벽. 마찬가지

로 차로 접근 가능. 높은 절벽 너머로 탁 트인 바

다가 보인다. 사이판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들이 

미군들의 항복 권고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 자살

한 곳이다.

마나가하섬

슈가킹 파크

메모리얼 파크

자살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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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최북부 지역에 있는 곳으로 높은 절벽에 숨겨져 있다. 물론 

지금은 차도가 생겨서 차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바위가 상하로 

갈라진 천연적인 틈새에다 안쪽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사령부 시설

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쓰였던 일본군의 해안포, 전차, 어뢰의 잔

해도 가져다 놓았다.

이곳은 자살 절벽보다 좀 더 낮은 지대의, 바다가 보이는 지역이다. 이름에서 감이 

오겠지만 이곳도 일본인들이 뛰어내려 죽은 곳이다. 단 여기는 군인들이 아니라 상

대적으로 저지대로 몸을 피했던 민간인들이 뛰어 내린 곳이다. 

15,000여 명의 한국인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한국인위령평화탑’

이 있다. 탑 맨 위에 날갯짓을 하는 비둘기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원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부산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바다 새들이 사는 ‘새섬(Bird Island)’은 

해질 무렵이면 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

워 장관을 이룬다. 말 그대로 바닷새들

이 많이 머무는 섬인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대나 철이 맞아야 한다. 

일본군 최후 사령기지 만세 절벽(반자이 절벽)

한국인위령평화탑

새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