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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Tour

Apo Reef Natural Park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호주 GBR(Great Barrier Reefs)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인 
아포 리프 자연공원(Apo Reef Natural Park)은 아름다운 
수중환경과 해양생물의 놀라운 다양성을 제공한다.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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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Reef Natural Park

Apo Reef Natural Park

마닐라

필리핀

민도로 
섬

코론

팔라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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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리프 자연공원
Apo Reef Natural Park(ARNP)

아포 리프(Apo Reef)는 필리핀 민도르섬의 남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암초

가 필리핀 자연공원(Apo Reef Natural Park, ARNP)으로 보호되고 있다. 전체 넓이는 

34㎢ 정도로 암초이다. 단일 크기로 세계에서 호주의 GBR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산

호초이다. 

아포 리프는 민도로섬의 가장 가까운 해안의 서쪽 약 28km 지점에 위치하며 정치적 

암초 더 정확하게 Occidental Mindoro, Sablayan(사발라얀) 지방에 속한다.

아포 리프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길이는 26km 정도이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

지 길이는 약 20km 크기로 삼각형 모양의 산호 환초(Lagoon)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

은 두 개의 라군으로 분리되어 있다. 좁은 암초 플랫폼으로 묶여 있는 북쪽 라군과 남

쪽 라군으로 구분된다. 넓이는 34㎢ 정도이다. 두 라군은 서쪽으로 열려 있는 깊은 채

널로 구분되어 있다.

북쪽 라군은 부분적으로 썰물 동안 노출되고 밀폐된 삼각형 산호초 플랫폼이다. 그것

은 수심이 약 2~10m의 깊이가 비교적 얕은 지역이다. 남쪽 라군은 역삼각형 산호 플

랫폼으로 수심이 약 30m 정도가 된다. 

A. 프린징 리프(Fringing Reef)

B. 베리어 리프(Barrier Reef)

C. 아톨(Atoll)

산호(Coral)

산호(Coral)

산호(Coral)

라군(Lagoon)

라군(Lagoon)

화산섬(volcano Island)

화산섬(volcano Island)

화산섬(volcano Island)

해저(Ocean floor)

해저(Ocean floor)

해저(Ocean floor)

침강(Subsidence)

침강(Subsidence)

산호초의 형태

아포 리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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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섬

아포섬의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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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가스항에서 리브어보드를 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마닐라국제공항으

로 가서 다시 자동차로 바탕가스항으로 간

다. 바탕가스항에서 리브어보드를 탄다.

민도르섬 사발라얀(Sablayan)에서 

콤보 사파리를 타고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마닐라국제공항으

로 가서 국내선으로 산호세공항(민도르)으로 

간다. 그리고 산호세에서 자동차로 사발라얀

으로 간다. 사발라얀에는 아포 리프 다이빙 

서비스를 하는 리조트들이 있는데 아포 리프 

콤보 사파리를 이용한다.

부수앙가섬 코론에서 콤보 사파리를 타고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마닐라국제공항으

로 가서 국내선으로 부수앙가공항으로 간다. 

그리고 자동차로 코론으로 간다. 코론에는 

아포 리프 다이빙 서비스를 하는 리조트들이 

있는데 아포 리프 콤보 사파리를 이용한다.

가는 방법

아포 리포 자연공원

마닐라국제공항

바탕가스항

만도로 섬

부수앙가공항

코론항

3시간 소요

리브어보드

콤보 사파리

콤보 사파리

산호세공항 

사발라얀

4시간 5분 소요

인천공항

1

1

2

2

3

3

콤보 사파리

국내선
1시간 소요

국내선
1시간 소요



2016 January/February |  95

아포 리프의 다이빙 환경

아포 리프의 다이빙 사이트

Hunters Rock

Shark Ridge

Merope Rock

Apo Island

Pandan Island

Apo Reef

Binangaan Droppff

호주 GBR(Great Barrier Reefs)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인 아포 리프 자연공원(Apo Reef 

Natural Park)은 아름다운 수중환경과 해양생물의 

놀라운 다양성을 제공한다.

Apo Island Shark Ridge Merope Rock(Reef)

Binangaan Drop-Off Hunter's Rock

아포섬의 주변으로 Southeast Point, North Wall, 

East Side 등 3개의 사이트로 나눌 수 있다. 웅장

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치가 일품인 다이빙 사이트

로 거대한 경산호 및 연산호로 가득 차 있다. 섬

을 아우르는 거대한 드롭오프 및 화려한 월다이

빙을 즐길 수 있다. 조류가 강할 때는 참치, 잭피

쉬 무리, 만타, 귀상어 등의 대형어종을 자주 볼 

수 있다.

아포섬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화이트팁샤

크, 블랙팁샤크 등으로 인하여 샤크릿지 사이트로 

불린다. 만타도 자주 보이는 사이트이다.

Hunters Rock 사이트와 비슷하며, 각종 샤크, 바라

쿠다, 잭피쉬 무리 등을 볼 수 있는 월다이빙 사이

트이다.

아포섬의 남서쪽으로 월다이빙 사이트로 유명

하다. 엄청나게 많은 돌산호와 연산호로 덮여 있

으며, 패롯피쉬, 그루퍼, 스내퍼 등의 큰 어류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아포섬의 서쪽으로 부터 20Km 정도 떨어진 사이

트로 조류가 강해서 상급자에게 알맞은 사이트이

다. 6~7월에는 바다뱀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나비

고기, 스내퍼와 스윗트립스, 각종 샤크, 잭피쉬 무

리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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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피쉬 무리

만타레이

갯민숭달팽이

크로크다일피쉬

잠을 자고 있는 앵무고기

이글레이

리프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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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리프에서 만난 수중 생물들



98  |  

1

2

4

3

5



2016 January/February |  99

바탕가스 컨테이너 터미널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Discovery Palawan 리브

어보드를 처음 보았을 때 생각보다 큰 보트에 놀랐다. 대부분의 리브어보드

는 나무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배 안의 내부 인테리어가 호텔처럼 되어 있어 

느낌이 달랐다. 전체 공간이 넓어서 여유는 있었지만 동선과 배치는 그다지 

편리하게 되지는 않았다. 1층의 휴게실은 카메라를 준비하기도 하고, 비디오

를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구성되었다. 객실도 40명가

량의 손님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많았다. 객실의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하여 

좁은 느낌이 없었고 안락했다. 화장실은 조금 좁았지만 세면대나 샤워기를 

짜임새 있게 비치하였고, 깔끔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여 

식사를 하면서 필리핀의 다양한 섬들을 구경하며 즐길 수 있었고, 음식은 뷔

페식이었는데 손님의 취향에 맞추었는지 맛도 종류도 흡족했다. 한국음식을 

조금 가지고 갔는데 먹을 일이 없어 오히려 필리핀 스텝에게 건네줄 정도였

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음식이 나올지 기다려지곤 했다. 

3층은 바가 준비되어 있어 여가시간에는 거의 이 공간에서 커피와 와인을 즐

기고 독서나 게임을 하였다. 위층에는 칵테일을 마시며 썬텐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배가 크다보니 여유 공간이 많아 객실에는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오르내리는 계단이 

Discovery Palawan호 모습

부페로 차려진 식사

식당

객실

카메라실

댕기보트 

다이빙 장비실

Discovery Palawan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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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Palawan호를 타고
리브어보드

생각보다 가파른 것이 불편했는데, 지내다보니 이것도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

로 정이 들었다. 

다이빙은 댕기보트로 이동하는데 이 보트에 사다리가 있어 너무 편리했다. 

또한 올라오기 전에 보트에서 BC를 받아주어 바다 상태가 거칠어도 불편하

지 않았다. 다이빙팀은 손님 2~3명당 한 명의 가이드를 배치하여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스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

아 편안한 마음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다이빙 후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

어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었다. 다이빙 장비에는 제각기 이름을 붙여 놓아 

섞일 염려가 없어 편리했다. 다만 다이빙을 준비하는 공간과 샤워시설이 식

당 옆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쉬웠고 장비를 놓는 장소가 협소해 약간 불편했

다. 배 구조상 이동 시 댕기보트를 배에 실어야 하는 공간이 가운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공간구성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함께한 팀 중에 스킨을 즐기는 

팀이 있어 다이빙이 끝나고 근처 섬에서 또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고, 

필리핀의 수천 개의 섬 중에 아포리프, 코론, 뿌에리토갈리고, 어촌마을과 여

러 개의 무인도 등 섬을 방문한 것도 이번 여행의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리브어보드를 탈 때마다 주는 또 하나의 기쁨은 밤하늘의 쏟아지는 은하수와 

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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