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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진 이민정

- 인도네시아 마나도

세계적인 다이빙사이트 소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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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엔 어디로 가볼까? 2탄 

해외 다이빙여행을 가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다. 기본 4일, 5일의 시간밖에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는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여행지 선택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5/6월호에 소개한 여름시즌 추천지 발리에 이어 여름

이 건기 지역인 마나도를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마나도는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싱가포르 경유 항공편을 이용, 시간을 최대

한 살릴 수 있는 여행의 표본이 될 수 있겠다.

왈라스 라인(WALLACE LINE) 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몇 년 전 이곳 렘베 해양생물을 중심으로 한 다큐가 방영된 적

도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잘 발달한 나

라 중 하나이다. 영국의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왈라스가 최초로 

인도네시아 자연을 서부의 아시아 생태 지역과 동부의 호주 생태 

지역 두 곳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경계선을 왈라스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사이를 통과, 발

리와 롬복 사이를 지나는 이 경계선은 후에 술라웨시와 말루쿠, 

이리안자야에서도 자연생태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주목하여 

더 세분화해 발전시켰다. 이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바로 마나도이

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SULAWESI 가장 북쪽 끝에 위치

한 마나도는 지리상으로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2시간 정도 거리밖

에 되지 않는다. 유럽 다이버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곳으로 

대부분의 다이빙리조트는 유럽인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많다. 최

근에는 가까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

고 있으며 한국 다이버들에게도 익숙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마나도는 부나켄 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과 렘

베해협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 그리고 방카와 강가 섬 중심의 

북쪽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마나도 서쪽 지역

부나켄 일몰 부나켄 전경

Div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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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켄 수중

부나켄 수중

바베큐가 준비된 저녁 식사

부나켄 수중

코코티노스 리조트

서쪽지역은 마나도 베이 해안을 따라 쭉 이어지는 검은 모래의 

마크로 지역과 부나켄 BUNAKEN, 마나도투아 MANADOTUA, 

만테하게 MANTEHAGE, 나엥베사르 NAENG-BESAR, 실라덴 

SILADEN 의 다섯 개 섬으로 이뤄진 부나켄 국립해양공원 지

역을 말한다.

술라웨시 해로 나뉘는 이 지역은 각각의 섬들이 산호초 산맥

으로 연결 되고 잘 발달한 산호들과 풍부한 어류, 조개류 그리

고 맑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마나도 베이를 제외하고는 흰모래

와 직벽, 조류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물고

기를 만날 수 있다. 렘베와는 달리 심해성 어류인 상어, 참치, 가

오리, 잭피쉬 등을 볼 수 있으며, 큰 무리는 아니나 바라쿠다와 

버팔로 피쉬도 만날 수 있다. 연평균 20~30m의 맑은 시야와 

연중 26~30℃의 따뜻한 수온이 유지된다. 마나도 본섬에 연결

된 마나도 베이는 렘베와 마찬가지로 검은 모래 해변으로 다양

한 마크로를 만날 수 있어 나이트 다이빙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보트를 이용하는데 부나켄 또는 

마나도투어까지는 리조트 위치에 따라 40~50분 소요된다. 3회 

다이빙 또는 2회 다이빙 후 리조트로 돌아오는 스케줄로 평균 

4~6명의 다이버에 가이드 한 명씩 다이빙하게 된다. 다이빙 이

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내가 가깝다고는 해도 최소 

30여 분의 시간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위치한 

다이빙리조트에서의 숙박을 추천한다. 이곳은 다이빙리조트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고급의 

리조트도 몇 곳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이빙 오퍼레이션에 문

제가 있는 곳도 있어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다이빙리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나도 동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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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아이들

비뚱 항

코코넛옥토퍼스

마나도 공항에서 차로 2시간여 달리면 도착하는 렘베

(LEMBEH)는 본섬의 비뚱(BITUNG) 지역 앞에 있는 렘베 섬의 

사이 해협을 지칭하게 된다. 화산섬인 마나도 본섬에서 뚝 떼어

져서 나온 것처럼 생긴 렘베섬은 위치에 따라 겨우 100m 정도 

벌어져 있을 뿐이지만 특이하게도 흰 모래해변으로 이곳 렘베해

협은 검은 모래와 흰 모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지역이다.

본섬의 해안을 따라서 작은 마을들이 이어지는데 유명한 사

이트는 이 해안 마을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대부분의 

다이빙리조트도 이곳 해안을 따라 위치한다. 거무튀튀한 모래 

해변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수심 30m까지 이어진다. 산호

는 거의 없고 듬성듬성 경산호만 조금씩 보인다. 렘베섬은 경사

가 급하고 낮은 지형으로 도로가 없다. 해서 해안을 따라 형성

된 마을은 많지 않으며 다이빙리조트도 소수에 불과하다. 마크

로 지역이라고는 하나 북쪽으로 갈수록 시야는 맑아지고 직벽

과 경산호 군락이 나타나며, 흰 모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CALIFORNIA DREAMING, JIKO YANCE 등의 포인트는 다양

한 팬코랄과 연산호 그리고 해면으로 가득한 최고의 광각 포인

트 이기도 하다. 이곳 렘베가 검은 모래의 먹 MUCK 다이빙 지

역이라고는 하지만 평균 15m 이상의 맑은 시야와 달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조류 다이빙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마크로의 세계는 수중사진가뿐만 아니라 일반 다이버에

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 된다. 

렘베 마크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

부분의 마크로 생물들은 풍부한 영양소로 인해 그 개체수가 훨

씬 많고 크기가 월등히 큰 것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본섬 쪽 해안

도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넓은 평지에 많은 개수의 방을 가진 

다이빙리조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0~20여개의 객실을 가진 

중・소규모로 시설은 중・상급을 유지한다. 해안을 따라 리조트

와 다이빙포인트가 산재되어 있어 대부분 5~20분 정도 보트나 

방카로 이동하게 된다. 렘베 다이빙은 마크로를 위주로 하기 때

문에 가이드 1인 최대 4명까지 함께 다이빙하게 되며 1인 또는 2

인 팀별로 개인보트와 개인가이드 그리고 무제한 다이빙을 제공

하는 리조트도 있다. 마크로 촬영이 메인이나 대부분의 포인트 

수심이 20~30m 정도라서 나이트록스 사용을 추천한다.

마나도 북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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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BANGKA)와 강가 섬(GANGA ISLAND)은 부나켄섬과 

렘베 해협의 중간지점 북쪽에 위치한다. 마찬가지로 본섬에서 

뚝 떼어져 바다에 빠진 것 같은 모양이 물속까지 이어져, 커다

란 기둥형태의 피나클이 이어진다. 크고 작은 연산호와 스펀지

의 다양한 산호가 수심 30여미터까지 펼쳐진다. 커다란 테이블

산호와 바라쿠다, 만타도 가끔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도 다

이빙리조트가 있으나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부나켄지역

에서 배로 이동해 올라가(약 2시간) 다이빙을 하게 된다.

상이에 섬(SANGIHE ISLAND)은 마나도 화산활동으로 이뤄

진 수중산맥으로 40여 개의 화산섬이 북쪽의 필리핀까지 이어

진다. 이중 일부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이며 대표적으

로 시아우 섬이 있다. 이 인근에서는 향유고래, 파일럿 고래, 멜

론헤드 고래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돌고래가 발견되며 범고래도 

간혹 관찰된다고 한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수중에서 아직 활동

하고 있는 수중활화산을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을 지형적 특성상 리버보드만 

가능하나 운항하는 리버보드가 많지 않은 곳으로 아직은 다이

빙이 용이하지 않다.

커틀피쉬의 알 기생충이 붙은 고비

코코넛옥토퍼스플램보이안트 커틀피쉬

부나켄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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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다이빙계획

자정에 인천에서 출발하면 오후 1시 마나도에 도착하게 된다. 

다이빙 날짜에 따라 아래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투어를 떠나는 경우 그에 맞게 일정은 조정된다.

마나도 3일 + 렘베 1일

서쪽의 부나켄지역 리조트에 머물면서 2~3일 부나켄 다이빙

을 하고 1일은 차량을 이용해서 렘베로 가서 다이빙 하는 1일 

피크닉 다이빙으로 진행된다. 이동하며 비뚱 시내구경과 로컬 

시장을 들러보기도 한다.

렘베 2일 + 마나도 2일

다이빙 4일 이상 일정이 가능한 경우 공항에서 멀리 있는 렘

베지역 다이빙을 먼저 2일 정도 하고 서쪽 부나켄지역의 리조

트로 옮겨 2일간 다이빙 하는 일정이다.

마나도는 어떻게 가나?

정규 항공편으로는 인천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방법과 자

카르타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항공요금, 이동 시간과 환승 일

정을 생각하면 싱가포르로 경유하는 것을 추천된다. 싱가포르항

공 이용시 인천/싱가포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수하물도 추가 10kg 받을 수 있어 특히 사진가에게 유리하다.

마나도는 자정을 전후해서 출발하는 인천/싱가포르 비행기

를 이용, 하루의 시간을 절약해서 출발할 수 있다. 지방에 거주

하는 다이버들도 퇴근을 조금만 서둔다면 충분히 인천공항까

지 올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인천-마나도 이동 중에는 환승 시

간이 4시간여로 공항 내에서 대기 후 탑승하게 된다. 싱가포르 

공항은 환승 항공편이 많은 만큼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 공항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과 환승객들을 위한 공항 내에 환승 호

텔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곳곳에 설치된 정원이 편안한 휴식을 취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면세점도 일찍부터 영업을 시작해 구경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돌아오는 마나도-인천 이동 시에는 싱가포르에서 약 6시간의 

자유시간이 가능하게 되어 간단한 관광과 저녁식사 그리고 싱

가포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물론, 수하물은 

인천까지 보내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정

(주)액션투어 대표

항공사 인천출발 경유 마나도도착 마나도출발 경유 인천도착 운항일정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경유)
00 : 20

05 : 40 도착

09 : 25 출발
13 : 05 13 : 50

17 : 05 도착

22 : 40 출발
06 : 00*1 주5회

가루다항공

(자카르타경유)
10 : 35

15 : 45 도착

18 : 30 출발
22 : 55 도착 12 : 25

16 : 20 도착

23 : 20 출발
08 : 30*1 매일

싱가포르 공항

싱가포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