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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객 여러분, 이 항공기는 곧 난디(Nadi)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라는 방

송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면 길게 펼쳐진 섬들이 보인다. 자신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

을 지르게 하는 여기가 약 2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야사와 군도이다. 

1950년 크루즈선들의 운행을 시작으로 조금씩 소개되었으나, 본격적인 여행객을 위한 숙

박 시설은 1987년 이후 지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에 촬영된 블룩실즈(Brooke Shields) 

주연의 ‘푸른 산호섬(The Blue Lagoon)’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더한 이곳은 현재 36개의 

크고 작은 리조트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저가 리조트들이 많다.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난디 국제공항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야사와 아일랜드 

리조트(Yasawa Island Resort)의 경비행장까지는 직선거리 100km밖에 안 되나 정기 국내

선이 운항하지 않는 관계로 대부분의 여행객은 야사와 군도의 리조트에 머물기 위해 편도 

약 5시간, 하루 한 번 운영하는 야사와 플라이어(Yasawa Flyer)를 이용하거나, 수상 비행

기 또는 헬기를 대여해 이동하여야 한다. 

야사와 군도에 있는 리조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격이 떨어진다고들 한다. 물류의 

운송이 제한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부분 리조트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지

어져 있기 때문이다. 긴 백사장을 끼고 있는 해변들과 북서쪽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건조

한 날씨, 화산섬의 특징인 기암절벽들로 이루어진 20~600m의 산들이 강한 북서풍의 바

람들을 막아주어, 전 세계인들이 꿈꾸는 청정 자연의 풍경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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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 Cook Yasawa Cruises

출발 수속은 데라나우 선착장(Port Denarau)의 전용 카운

터에서 이루어진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예약을 확

인하고 승선 수속을 할 수 있다. 출발은 오후 2시, 출발 전

까지 간단한 점심을 먹으며 데나라우 선착장을 둘러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및 제일 중요한 수영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충분한 쇼핑 시간이 주어지니 걱정 마시길….

드디어 승선, 피지안 크루들의 노래를 들으며 배를 타면 

먼저 C 데크(Deck)에 있는 리셉션에서 추가 승선 수속

을 하게 된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각자 오픈

(Open)하고 이후에는 선내에서의 모든 결제를 방 번호로 

하고 하선할 때 일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된다. 단 카드 결제 시는 3%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

길 바란다. 수속을 마치면 4박 5일 동안 내가 머무를 방 

열쇠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승객이 최종 수속을 마치고 나

면 선장을 필두로 C 데크(Deck)에 있는 야사와(Yasawa) 

라운지에서 안전 수칙을 비롯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영

어로 진행되는 일정이라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참여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내가 배정받은 방으로 향했다. 4층 

A Deck에 있는 스테이트룸(Stateroom)으로 퀸사이즈 침

대가 있는 방이다. 화장실과 테이블, 그리고 책상이 딸린 

안락한 침실로 넓은 배 옆문이 양쪽에 뚫려 있어 푸른 남

태평양 바다를 볼 수 있다. 다소 강한 냉방기 덕에 낮에는 

시원했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추워 꼭 끄고 취침을 

했다. 화장실은 리조트들보다는 작은 사이즈지만 충분한 

수압으로 스노클링이나 스쿠버다이빙을 마치고 뜨거운 온

수로 샤워할 수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여정이다. 캡틴 쿡 크루즈 FIJI사의 ‘MV 리

프 엔데버(Reef Endeavour)’ 호를 타고 4박 5일의 야사

와 크루즈 항해를 시작한다. 유람선이나 경비행기/수상 비

행기를 타고 지나치기만 했던 야사와 군도의 모습을 전

장 73m, 선폭 14m, 최대속도 13.5노트, 무게는 3천 톤급

인 중급 크루즈선을 타며 즐길 수 있다. 승선 인원은 최

대 140명, 스위트 룸, 패밀리 룸, 일반객실, 풀장, 사우나, 

선데크, 자쿠지, 스파 등 크루즈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

고 있다. 야사와 3박 4일/4박 5일/7박 8일을 비롯하여 북

섬을 도는 7박 8일, 그리고 일 년에 딱 3번 운행하는 11박 

12일 크루즈까지 총 6가지의 크루즈 상품이 있다. 

간단히 짐 정리를 하고 나면 어느새 첫 번째 기항지인 티

부아(Tivua) 섬에 도착을 한다. 내륙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데이 투어로 즐겨 찾는 곳이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섬

에서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스노클링/카약 등의 무료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남태평양의 프라이빗(Private) 섬에서

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스쿠바다이빙도 가능하지만 

첫날은 스노클링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리프 엔데버호로 돌아와서 샤워하고 나오면 오후 6시 30

분부터 간단한 카나페(Canapés)가 제공되는 일몰 칵테일 

시간이다. 4박 동안의 크루즈 일정 동안 매일 있으며, 맥

주나 칵테일, 그리고 음료는 각자의 객실 번호와 이름을 

대고 숙박료(Room Charge)를 지불하면 된다. 이 시간은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친교 시간이기도 하다. 

오후 07:30부터는 1층 D 데크(Deck)에 있는 캡틴 쿡 살

롱(saloon)에서 선장이 주관하는 저녁 식사가 있다. 3코스 

주문 식사이며, 5일 동안 함께 할 크루들의 소개가 이루어

진다. 식사 시간 이후에는 자유 시간, C 데크(Deck)에 위

치한 야사와 바에서 간단한 음료나 주류, 24시간 커피/티 

그리고 쿠키가 준비되어 있는 야사와 라운지에서의 후식, 

B 데크(Deck)에 위치한 선 베드에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

들을 보면서 쉬어도 된다. 

오전 07:30~09:00까지의 뷔페 조식이 준비되어 있다. 스

쿠버다이빙을 원하는 분들은 08:15분까지 야사와 라운지

에 모여 강사와 스쿠버다이빙 일정을 의논하면 된다. 기자

는 매일 2회 다이빙을 예약했다. 오전 09:00 오늘의 첫 번

째 일정으로 드라왕가(Drawaga) 섬의 BBQ 해변에서 스노

클링 트립이 있다. 크루즈 동안 매일 두 번의 무료 액티비티

가 있으며, 서로 다른 해변에서 스노클링 또는 물놀이를 즐

기거나 현지 마을을 방문할 수 있다. 스쿠버다이빙을 해서 

참가를 못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청하면 스쿠버다이빙 후에 해변으로 모셔다드린다. 

바빌론 동굴 Babylon Caves

야사와 크루즈 첫 번째 다이빙 포인트이다. 고대의 문을 통

과하는 느낌이라 하여 ‘바빌론 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

다고 한다. 기대하던 열대바다의 산호는 보기 힘들었지만 

다양한 암석들 사이의 동굴을 탐험하는 느낌이다. 절벽 사

이에 자라고 있는 부채산호도 포인트 중 하나이다. 다만 다

양한 지역을 가보신 다이버들에게는 매력이 없을 듯하다.

다이빙을 마치고 도착한 드라왕가 BBQ 해변, 바빌론 동

굴 포인트보다 다양한 물고기가 보인다는 건 내 착각일

까? 바람이 불어 다소 물살이 세긴 하지만, 해초들과 아

기자기한 산호들, 그리고 열대어들이 어우러져 있다. 카약, 

스탠드 보딩, 스노클링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모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다 오면 된다. 

오전 11:30분 리프 엔데버호로 돌아오면 오후 12:30부터 

점심 뷔페다. 오후 2시, 구누비치(Gunu Beach) 트립이 있

다. 크루즈 중 모든 해변에서는 스노클링, 카약, 스탠드 보

딩, 그리고 글라스 바텀 보트(Glass Bottom Boat)를 타고 

산호 보기 트립이 가능하다. 오후 4시, 리프 엔데버호로 

돌아와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하고 마을 방문

을 위한 복장으로 모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나비티(Naviti) 섬의 구누(Gunu) 마을을 방문해서 현지인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복장은 FIJI의 전통복장인 술

루(Sulu) 또는 캐주얼한 복장이면 된다. 단 반바지는 안되

며 여자 분들도 무릎 아래까지 가려야 한다. 혹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야사와 라운지의 숍에서 대략 만원 정도하는 술

루를 구입하면 된다. 마을에 도착하여 크루들의 설명을 

들으며 마을 중심부로 가면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해

주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한쪽에서는 특산품들

을 파는 마을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오후 5:30분 부터

는 Fijian 마을을 방문 시 필수인 세부세부(Sevusevu) 의

식을 시작으로 FIJI의 전통 춤인 메케(Meke) 공연, 그리고 

FIJI의 전통 음식 요리인 로보(Lovo) 뷔페가 준비되어 있

다. 리프 엔데버호로 복귀하면 이어지는 디저트 뷔페 및 

크루들과 FIJI의 전통 음료인 카바(Kava)를 마시는 FIJI 밤 

행사가 있다.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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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영화 ‘푸른 산호섬(The Blue Lagoon)’의 촬영지인 

사와-이-라우(Sawa-I-Lau) 케이브 방문이 있는 날이다. 

오전에는 사와이라우 섬 뒤쪽에 있는 해변에서 물놀이, 오

후에는 동굴 방문이 있다. 리프 엔데버호는 사와이라우 섬 

앞에 정박하고 있으며, 기자는 오전 다이빙을 먼저 가야 

한다. 

더마즈 The Maze 

동굴과 협곡을 통과하며 돌아오는 포인트이다. 바닷가재, 

패럿피시(Parrot fish) 등 다양한 물고기들의 서식지이며, 

간혹 거북이들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주로 하드코럴(Hard 

Coral)로 이루어져 있으며, 잠수 시야가 매우 좋다. 마지

막 출발지로 돌아오는 케이브 투어는 작은 틈을 통해 내

려오는 빛으로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최대 수심 

22m이며, 잠수 랜턴이 있다면 꼭 지참하기 바란다. 다이

빙을 마치고 도착한 해변에는 모두 물놀이에 여념이 없다. 

다양한 모습의 화강암들 뒤에 형성된 해변은 맑은 바다와 

함께 최적의 물놀이 장소를 제공해 준다. 

2코스 야외 점심을 마치고 나면 블루라군 케이브 동굴 투

어이다. 단 마사지, 스쿠바다이빙, 주류와 음료처럼 크루즈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아 따로 일인 FJD 10을 지급해야 한

다. 소형보트를 타고 도착한 케이브, 인원이 많은 관계로 

나누어 들어간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계단을 타고 올라가

면 조그마한 입구가 보인다. 그리고 절벽으로 둘러싸인 자

연 풀이 나온다. 수심이 깊어 발이 닿지를 않으니 수영에 

자신이 없다면 꼭 구명조끼를 지참하기 바란다. 이곳을 즐

기는 방법은 딱 세 가지, 라군 속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용

오전 마타타와레부(Matacawalevu) 마을을 방문한다. 추

장님이 계신다면 세부세부(Sevusevu) 후, 추장님과의 담

화도 가능하단다. 다만 기자는 오늘의 다른 다이빙 포인트

가 다소 먼 관계로 오늘은 다이빙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골든너겟 Golden Nugget

수심 20m에서 5m의 노란 연산호로 뒤덮인 물속의 봉우

리로 전갈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최저 수심에서 천천히 돌면서 수면으로 올라가며 편

안한 물속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동물원 The Zoo

수심 50m까지 형성된 바닷속 절벽으로 바라쿠다, 도미, 

그루퍼 등의 다양한 대형 어류를 볼 수 있다. 연산호와 다

채로운 하드 산호가 어우러져 있으며, 간혹 대형 가오리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포인트들이 다소 먼 거리에 있었던 관계로 포함된 오전 

일정은 포기하고 BBQ 점심 후 오후 다이빙 후 야궤타

(Yaqeta) 해변을 방문하였다. 긴 해변에는 먼저 도착한 승

객들이 해변에서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모험심 강한 

승객들은 무인도 앞에서 스노클링 중이다. 유람선으로 복

귀 후 아시안 뷔페, 그리고 마지막 밤을 즐기려는 승객들

과의 밤을 보내다 잠이 들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첫날 오후 정박했던 티부아(Tivua) 

섬에 도착해 있다. 마지막 물놀이를 원하는 승객들은 개인 

섬에서의 자유를 맘껏 즐기고, 쉬고 싶은 분들은 짐정리를 

하고 선상에서의 마지막을 누릴 수 있다. 

오전 10:00 준비된 승객들부터 체크아웃하면 된다. 짐은 

객실 앞에 놓아두면 크루들이 알아서 선착장으로 옮겨준

다. 유람선은 데나라우 섬 앞에 정박 소형 보트를 타고 데

나라우 선착장으로 이동한다. 야사와 7박 승객들은 크루

들과 함께 먼저 떠나는 우리를 환송해주며, 새로이 승선하

는 승객들과 계속 여정을 같이 한다. 

생각보다는 작은 유람선, 그러나 친절한 크루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주는 각국의 승객들과 함께한 4박 5일은 리

조트에서의 투숙과는 또 다른 새로운 여행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 거기에 시야가 좋았던 스쿠버다이빙은 자연 친화

적인 야사와 군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런데 함께한 다이빙 크루에 따르면 야사와의 다이빙 포

인트에 보다 더욱 좋은 곳이 있다고 한다. FIJI가 세계에 

처음 알려진 라우(Lau) 그룹을 도는 일 년에 단 3번 운행

하는 11박 크루즈는 약간 과장을 더 해 100m의 시야가 

확보된단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리프 엔데버호를 찾아봐야겠다. 
감히 절벽을 타고 올라 힘껏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영화 

속에서처럼 숨겨진 두 번째 동굴을 탐험해보는 것이다. 충

분히 시간을 보내고 나올 수 있다. 

동굴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낸 뒤 리프 엔데버호로 복귀

하면 다시 간단한 카나페와 함께 일몰 칵테일 시간, 오늘

은 멋진 석양을 함께 담아 보기 위해 색이 있는 칵테일을 

주문해보았다. 사진 부탁을 하시는 커플들도 찍어 드리면

서…. 3코스 저녁을 먹고 나니 셋째 날도 지나간다.

캡틴쿡 FIJI : 
nadi@captaincook.com.fj / +679-670-1823 / 

http://www.captaincookcruisesfiji.com

문의 : kokotour@connect.com.fj

Day  3

Day  4

Day  5



초급다이버 교육을 마친 다이버, 교육이 중단된 다이버

매월 수시모집 (각 센터 월 최대 10명) 

각 다이브센터 개별 문의

각 센터에서 교육으로 상처가 치료 된 분들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와 제휴된 해외 다이브 리조트로 팸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월 1회 이론 강습 (레벨별 맞춤수업)

월 1회 수영장 스킬 테크닉 강습 

반창꼬 프로젝트 참가 수료 후 새로운 PADI 자격증으로 교체

[스쿠바다이버지] 지 정기구독자에게 팸투어 특별혜택

교육일 내용

9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오리엔테이션 및 스쿠버다이빙 기초 이론

9월 둘째 넷째 토요일  

2PM

스쿠버다이빙 기초 실습/리뷰 

*수영장/장비 이용료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음

9월 넷째 토요일 수중 무선 송수신장치 CASIO Logosease 체험

인천 스쿠바다이빙클럽 (010-5256-3088) www.scubamall.kr 강정훈 CD

광주 CC다이버스 (010-3648-1886) www.ccdivers.com 위영원 CD

대전 넵튠다이브 (010-5408-4837) www.alldive.co.kr 박금옥 CD

부산 씨월드 (010-4846-5470) www.seaworld-busan.co.kr 임호섭 CD

수원 고프로다이브 (010-8653-3060) www.goprodive.co.kr 홍찬정 CD

용인 고다이브 (010-6317-5678) www.godiving.co.kr 임용우 CD

경남 아쿠아렉스 (010-5230-6770) www.aquarex.kr 송종윤 CD

제주 아쿠아스쿠버 (010-8618-3923) www.aquascuba.co.kr 송태민 CD

서울 노마다이브 (010-7114-9292) www.nomadive.com 김수열 CD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중단되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를 지도한 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다이빙 교육, 투어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모집대상 지역별 담당강사

모집기간

신청방법

일     정

혜택 1

혜택 2

혜택 3

혜택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