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ERCIAL DIVING



2016년 1월호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뜨는 FIJI 
새해에 누구보다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곳을 소개한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뜨는 FIJI
글/사진 박재협 (Jin Tour FIJI 대표), 노마다이브(Nomadive)

취재협조 SPTO(South Pacific Tourism organization)                    , 통가관광청(Tourism Tonga), 주한국FIJI관광청

2000년 밀리니엄을 맞아 전 세계 방송업체들이 앞 

다투어 모인 곳으로 유명하다. FIJI의 타베우니는 날

짜변경선이 섬 가운데를 지나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먼저 뜨는 해와 지는 해를 타베우니에서 하루에 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유명한 스쿠바다이빙 포인트인 레인보우리프가 가까

이 위치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새해를 맞아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보며 다양한 스

쿠바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FIJI의 리조트 네 곳을 

소개한다.

마나 아일랜드 리조트

볼리볼리 비치 리조트

워윅 리조트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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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센터 : Aqua Trek Mana

아시안이 운영하는 3개의 다이빙숍 중에 하나로, 2012년 EBS 세계 테마 기행에 모습을 보여 주었던 카야쿠노 요시미(Kayakuno Yoshimi) 씨가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FIJI에서 상어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한 지 근 27년이 넘어가는 요시미 씨는 해양 보호 및 FIJI 열대어들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매달 

한 번 리조트측과 함께 산호를 키우는 활동도 하고 있다. FIIJ

의 바다와 아이들을 주제로 한 동화 ‘피터의 물안경’과 ‘남쪽섬

의 아침’의 저자이기도 하다. 총 44개의 마마누다군도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슈퍼마켓에서는 12~14미터

의 낮은 수심에서 매주 월/수/토요일 아침 Shark Feeding시 

White & Black tip reef Shark를 비롯한 다양한 코랄 상어들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aquatrekdiving.com

난디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5성급 리조

트로 4~5박 정도 머물며 휴식과 스쿠버다이빙을 즐

길 수 있다. 특히 차량으로 1시간 걸리는 퍼시픽하버

의 상어 다이빙 포인트를 25분만에 바다를 통해 접근

이 가능하며, 코랄 다이빙은 리조트에서 10분 이내 거

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부페/일식/이태리식/해산물 

총 4개의 테마 식당이 구비되어 다양한 식사의 선택

도 가능하다.

해변 오른편 끝에서 올라오는 일출을 보고 왼편으로 

지는 일몰을 보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

다이빙 센터 : SPAD(South Pacific Adventure Divers)

처음 이곳의 강사로 왔다가 다이빙 샵을 인수한 아키라 타네다Akira 

Taneda 씨가 운영을 하고 있다. Shark Dive가 유명한 벵가 라군(Beqa 

Lagoon) 지역과 코랄 코스트를 아우르는 다이빙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padfiji.com

코랄코스트Coral Coast, 워윅 리조트Warwick FIJI Resort

마나 리조트는 난디에 위치한 데나라우항 Port Denarau에

서 유람선으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매직(Magic)

이란 의미의 마나(Mana) 섬에 위치하고 있다. 7개의 허니

문 부레를 포함하여 6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 총 152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취향의 고객이 숙박 가

능한 리조트이다. 몇 개월 전 새로 단장을 한 수영장과 식

당이 인상적이다.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일출 및 섬 전경을 

볼 수 있는 View Point와 섬과 섬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을 

보며 칵테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카사이Kasai 바가 유명

하다. 배우 권상우, 원빈이 화보촬영을 위해 머물렀던 리조

트이며, 미국의 배우 톰행크스가 영화 [캐스트어웨이]를 촬

영할 때 촬영팀과 함께 머물렀던 섬이기도 하다. 덕분에 필

자가 FIJI에 살면서 원없이 가보고 또 가야 할 리조트이기

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른 느낌을 주는 섬, 그

래서 마나Man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마마누다Mamanuca 군도, 마나 아일랜드 리조트 앤 스파Mana Island Resort & Spa



난디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을 올라가면 FIJI에서 제일 큰 섬인 Viti Levu와 두 번째 큰 섬인 Vanua Levu를 지나

가는 Vatu-i-ra Passage를 마주보고 있는 라키라키Raki Raki Town이 나온다.

이곳에서 제일 긴 해변에 위치한 볼리볼리 비치 리조트는 특이하게 SSI와 PADI 두 곳 모두 인증된 다이빙 리조트

이다. 특히 Vatu-i-ra Passage에 위치한 독특한 다이빙 포인트와 2003년 8월 23일 침몰한 페리호는 수심 20m

의 접근이 가능한 Wreck 포인트이다. 바다를 정면으로 왼쪽에서 일출을 오른쪽 끝쪽에서 일몰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volivoli.com

난디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FIJI에서 

세 번째로 큰 타베우니에는 날짜 변경선이 섬을 가르고 지나간다. 

경도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는 객실 30개로 타베우니에서 제일 객실수

가 많은 다이빙 리조트이자 걸어서 날짜 변경선 안내판을 보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리조트이다. 다만 서쪽 해변에 위치하여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대신 리조트 앞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은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배로 30분 거리 안에 위치한 레인보우 리프는 전 세계 다

이버들이 즐겨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국제선을 타고 와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일정이므로 단기 숙박보다는 최소 5일 

이상의 장기 숙박을 권하는 지역이다.

홈페이지 : http://www.gardenislandresort.com

라키라키Raki Raki, 볼리볼리 비치 리조트Volivoli Beach Resort FIJI

타베우니Taveuni,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Garden Island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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