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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해외 다이빙 ①

남태평양의 섬나라

글/사진 구자광 [F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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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명칭 : 피지제도공화국

(Republic of the Fiji Islands)

인구 : 855,000명

면적 : 18,272㎢ 

(한국의 경상북도 정도 크기)

수도 : 수바(SUBA)

공식언어 : 영어

독립일 : 1970. 10. 10

화폐단위 : 피지달러(Fiji dollar/F$)

Shark Dive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
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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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Fiji)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2,100km 북쪽에 위치하며, 면

적은 18,272㎢으로 한국의 경상북도 정도 크기이다. 멜라네시아 제

도 문화권에 속한다. 수도는 비티레부(Viti Levu)에 있는 수바(Suba)이

다. 유인도 100개를 포함한 약 300개의 비교적 큰 섬과 54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섬은 비티레부, 바누아레부(Vanua Levu), 

타베우니(Taveuni) 섬, 칸다부(Kadavu) 섬 등이며, 수바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로투마(Rotuma) 섬도 피지에 포함된다.

BUL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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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로 가는 방법

인천공항에서 난디공항(피지)까지 대한항공 직항

이 있다. 난디공항은 피지의 국제공항으로 피지

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특이한 것은 난디공항이 

수도인 수바와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멀리 있다

는 것이다. 피지의 각 섬 지역은 난디에서 선박이

나 소형 비행기로 이동한다.

비티레부 섬

수바

뱅가라군

난디공항

마마누다

마테이 공항

타베우니 섬

코로 섬

바누아레부 섬

1.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BULA(불라)”라고 크게 인사하기

2. 피지의 전통 음식인 ‘로보(LOVO)’ 맛보기

3.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 색깔이 예쁜 칵테일 마시기

4. 수공예품 가게에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 도구들의 용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5. 남자는 피지 정장인 술루(Sulu, 치마) 입어보기

6.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지의 다이빙사이트를 찾아가 다이빙하기

7. 크루즈에서 석양 바라보기

8. 피지의 전통 술인 ‘카바(KAVA)’ 마셔보기

9.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상비행기 타보기

10. 피지의 전통문화와 생활을 볼 수 있는 원주민 마을 방문하기

피지에서 해보면 좋을 것 10가지

피지의 전압은 240볼트이므로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 수중사진

가는 어댑터를 가지고 가야 한다. 콘센트의 구멍도 구멍 3개짜리

인데 일자형 구멍들이 경사지게 놓여있는 형식이다. 

피지의 전기 

피지의 언어는 로마자로 표기되지만 발음이 영어와 다르게 되는 

것이 많아 혼란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d는 nd로, b는 mb로, c는 

th로, q는 ng로 발음된다. 그리하여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 Nadi가 

난디(Nandi)가 되고, Beqa가 뱅가(Benga)가 되고, Cadavu가 칸다

부(Candavu)가 되고, Mamanuca가 마마누다(Mamanutha)가 된다. 

피지의 로마자 표기법 

인천공항

10시간 소요

25분~1시간 30분

약 3시간 소요

경비행기 : 1
시간 20

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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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의 다이빙 환경
남태평양에 위치하는 피지는 다이빙지의 구분으로 서

부지역, 중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편의상 3개 지역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지도에 보면 피지에서 가장 큰 섬이 비티레부(Viti Levu 

; Great Fiji 라는 뜻, 0,389㎢)이며, 동북쪽의 바누아레

부(Vanua Levu, 5,538㎢)가 두 번째 큰 섬이고 그 측

면의 타베우니(Taveun, 435㎢) 섬이 세 번째로 큰 섬

인데 타베우니는 중부권(남쪽지역)의 칸다부(Kadavu, 

408㎢) 섬과 크기가 비슷하다. 　 

피지제도의 서부지역은 비티레부의 서북쪽 바다인 야

사와(Yasawa) 제도를 포함하여 그 밑으로 난디공항 

좌측에 있는 섬들(마마누다 제도)을 포함하는 권역이

다. 중부지역은 비티레부의 남쪽 해안인 코랄 코스트

(Coral Coast), 뱅가(Beqa) 섬, 야누다(Yanuca) 섬, 수

바(Suva), 칸다부(Kadavu) 섬을 포함한다. 북부지역에

는 사부사부(Savusavu), 나메나(Namena) 환초, 타베

우니(Taveuni) 섬 등이 들어간다. 　

비티레부 섬

수바

타베우니 섬

바누아레부 섬

부어 만

북부지역의 소모소모 해협

중부지역의 뱅가라군

서부지역의 마마누다

라우토카

바

난디

Navua

Levuka

Ba
Vatukoula

Koroyanitu National
Heritage Park

Momi

Bull Sh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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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은 마롤로(Malolo) 섬과 마나(Mana) 섬을 중심으로 하는 마

마누다 그룹이 대표적이고, 이 지역은 연산호가 없고 경산호가 발달

해 있으며 난디공항에서부터 교통이 편하고 편서풍 바람이 항상 서쪽

으로 불기 때문에 바다가 항상 잔잔하고 조류가 약하여 다이빙하기

가 편하다.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연산호와 부채산호가 발달하였으

며 북부지역은 타베우니 섬을 중심으로 하는 소모소모(Somosomo) 

해협이 대표적이고, 이곳은 특히 연산호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

다. 중부지역의 중심은 퍼시픽 하버의 남쪽에 있는 뱅가라군(Beqa 

Lagoon)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샤크피딩쇼가 유명하며, 리프 지역은 

연산호와 특히 대형 부채산호가 많다. 피지 다이빙에서는 화려한 연

산호, 상어, 거북, 만타레이, 아네모네, 크라운피쉬 등과 수많은 마크

로 생물들을 볼 수 있다.

다이빙 지역 이동

피지의 다이빙 성수기 

피지 리조트와 다이빙샵의 특징

피지는 난디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관문이며, 중부지역의 중심인 퍼시

픽 하버까지는 난디공항에서 버스로 3시간 걸려 이동이 가능하며, 서

부지역은 데나라우(Denarau) 항구에서 수상 경비행기나 배로 이동한

다. 반면 북부지역은 경비행기로 여행해야 한다.

11~4월 (피지 여름) : 27~29°C 

5~10월 (피지 겨울) : 25~27°C 

3~5mm 슈트를 추천한다.

피지에서는 리조트와 리조트에 딸린 다이빙샵이 운영자가 서로 달

라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

어 마나(Mana) 섬의 마나아일랜드 리조트의 다이빙 샵은 아쿠아트

랙(Aqua Trek)이다. 

YASAWA
ISLANDS

MAMANUCA
ISLANDS

YADUA

OVALAU

GAU

NAIRAI

MOALAMOALA

TOTOYA

MALUKU
FULAGA

KABARA

NAMUKA  -I-LAU

MOCE

ONEATA

LAKEBA

NAYAU 

CICIA
TUVUCA

MAGOVATU VARA

YACATA

RINGGOLD ISLES

TAVEUNI

RABI

SOMOSOMO
STRAIT

NAMENA

KORO
VANUABALAVU

WAKAYA

VATULELE

KADAVU

BEQA

VITI LEVU

KORO SEA

VANUA LEVU

BLIGH
WATER

Sigatoka

Nadi

Lautoka

Savusavu

Rakirki

Suva

Vunisea

Pacific
Harbour

MAP OF FIJI

피지의 다이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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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의 뱅가라군(Beqa Lagoon)
피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인 태평양 다이빙의 메카인 뱅가라군(Beqa Lagoon)은 국제공항이 위치하는 피지의 주 섬인 비티레부(Viti 

Levu)의 남부에 위치한다. 뱅가라군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중부지역에서 최고의 다이빙 지역 중 하나이며, 매년 수많은 다이버들이 방문한다. 난디

공항에서 중부지역의 중심지인 퍼시픽 하버(Pacific Harbor)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수도인 수바와 4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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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뱅가라군 자체는 30km에 달하는 환초들에 의해 둘러싸인 100제곱마일이 넘는 깨끗

한 수역을 포함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환초 중 하나이다. 뱅가라군의 다이빙 포인

트 뱅가 섬은 퍼시픽 하버에서 남쪽에 빤히 보이는 가로세로 길이가 약 7km 되는 섬이

며, 좌측 옆에 있는 작은 섬 야누다(Yanuca) 섬을 포함해서 발달한 라군을 뱅가라군이

라고 한다. 그러나 다이빙 사이트들은 모두 뱅가 섬의 서쪽에 있는 먼 야누다 섬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어나 문어, 거대한 부채산호와 화려한 연산호

까지 매우 다양한 수중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 The Pearl South Pacific Resort, Fiji

    http://thepearlsouthpacific.com

▲ Beqa Divers

    http://www.aquatrek.com

▲ BEQA LAGOON RESORT(리조트 내에 다이빙 샵이 위치) 

    http://www.beqalagoonresort.com 

퍼시픽 하버의 호텔과 다이빙 샵

뱅가 섬의 리조트와 다이빙 샵

타이거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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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라군의 수역은 아름다운 연산호와 풍부한 생태계에 대한 명성이 

높다. 작은 생물에서부터 커다란 대형 원양 어류까지의 모든 생물들

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샤크 다이브(Shark Dive)
뱅가라군 지역의 샤크 피딩 다이빙은 두 군데에서 일주일에 4회 실

시한다. 샤크 피딩 다이빙이 뱅가라군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뱅가라군의 다이빙 사이트

- White tip Reef Shark

- Black tip Reef Shark

- Silver tip Shark

- Grey Reef Shark

- Tawny Nurse Shark

- Sickle fin Lemon Shark

- Bull Shark

- Tiger Shark

<참고> 
샤크 다이브에서 볼 수 있는 8종류의 상어

조건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뱅가라군은 일 년 내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뱅가라

군의 바다는 피지의 여름(한국의 겨울)에는 수온이 높아져 플랑크톤이 발달하여 시

야가 다소 흐려지지만, 그 대신 바다는 조용하고 피지의 겨울(한국의 여름)에는 수

온이 낮아져 시야는 매우 좋아지는데 파도는 높아진다. 바다거북, 만타레이와 이글

레이 같은 생물은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참치는 6월에, 바라쿠다는 2월에 큰 무리

를 볼 기회가 많다. 또한 7~8월에는 블루마린, 와후 및 삼치 등을 볼 확률이 높다.

뱅가라군의 다이빙은 한마디로 부채산호(Sea Fan)와 연산호 다이빙이다. 안내되

는 곳은 대개 컵을 엎어 놓은 것 같은 작은 수중 동산인데 수심도 깊지 않고 옆으

로 관통되는 터널이 있으며 이 터널을 통과하려면 수많은 부채산호들을 헤치며 지

나가야 한다. 수중동산의 측면 벽에도 온통 부채산호가 덮고 있으며 정상에는 경

산호가 지붕이 되어 있고 작은 고기떼들이 무성하게 돌아다닌다. 다른 열대 바다에

서는 큰 부채산호들이 대부분 좀 깊은 수심에 있는데 뱅가라군에는 얕은 수심에도 

부채산호가 굉장히 많다. 색깔이 현란한 연산호들도 많은데 부채산호만큼 크지는 

않다. 뱅가라군의 사이트를 사진으로 말하면 뱅가라군은 와이드 피사체와 마크로 

피사체가 혼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뱅가라군의 다이빙 사이트 특징

다이빙 성수기

1. Turtle Patch                               

2. Coral Gardens

3. Soft Coral Grotto

4. Sea Fan Ledge

5. Side Streets

6. Black Coral Fantasy

7. Garden Eel Patch

8. Colonial Boy Point

9. Yanuca Shallows & 

    Wreck of the Tasu No. 2

10. No Name Passage

11. Frigate Passage

12. Surgeon's Alley

13. Nasici Rocks

14. Caesar's Rocks

15. Action Drop Off BEQA

Pacific Harbour

BEQA
   LAGOON

Yanuca

8

9

10

11

7
6

5
4 3

2
1
13

12

14

15

뱅가라군의 다이빙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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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샤크 다이브(Shark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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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PET COVE
Carpet Cove는 화려한 연산호뿐 아니라 난파선도 있다. 

1996년에 바닷속에 수장된 이 오래된 어선은 의도적으로 광

대한 서식지를 제공했다. 이 난파선 자체로 연산호가 울창하

게 성장했고 거기에선 Chevron Barracuda와 Trevally 무리들

이 항상 경계하며 다닌다. 난파선 근처에는 높다란 봉우리가 

수면 위 5m 높이로 솟아올라 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이곳은 

리본일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사진사들의 꿈인 희귀한 치어들

도 있다. 

■ CAESAR'S ROCK
마을 추장의 이름을 딴 Caesar's Rock은 꼭대기가 수심 5m

이고, 바닥에서 높이가 30m의 봉우리이다. 해류가 흐르면서 

연산호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져 더 생기가 넘쳐 보이게 

된다. 이 연산호는 라이온피쉬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봉우리 

중 하나를 통해 Y자 모양의 통로가 형성되어 황혼 무렵의 숲

처럼 산호의 실루엣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사이트 : CARPET COVE

색상이 변하기 전

색상이 변한 후

사이트 : CAESAR'S ROCK

<참고> 매직코랄

매직코랄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순식간에 

색상이 변하는 신기한 산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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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무지개 색깔의 산호로 뒤덮인 채로 피나클이 외로이 서 있다. 

곳곳에는 리본장어와 라이온피쉬, 그리고 문어들이 살고 있다. 

피나클을 헤치고 18m 길이의 통로를 지나가면 무척추동물들

의 서식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동물들이 벽의 틈 사이에서 

형형색색의 빛을 비추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선 줄

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면, 숙주 말미잘 밖

으로 퍼져 나가는 Clowfish와 Scorpion fish가 교묘하게 위장해

서 숨어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 TASU II
TASU II는 1990년 Seven Sisters의 다이빙 지역의 모랫바닥에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어선이다. 이 선박은 Seven Sisters를 형

성하는 산호의 산봉우리 옆에 있다. 뱃머리에서 선미까지는 

28~30m 정도이다.

■ RUSI'S PINNACLE
RUSI의 PINNACLE은 최고의 다이빙 지역이다. 뱅가라군에서 

가장 큰 난파선으로 수심 32m 지점에 똑바로 놓여 있다. 이배

는 2000년에 침몰하여 많은 연산호가 덮여있으며, 수중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사이트 : E.T.

사이트 : TASU II



106 

북부지역의 소모소모 해협
(Somosomo Strait) 
북부지역은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바누아레부(Vanua levu)와 세 번째로 큰 섬인 타베우니(Taveuni) 섬, 그리고 나메나라라(Namenalala, 

바누아레부 남쪽 24km 해상) 가메아(Qamea), 라우달(Laucala), 마탕이(Matagi), 키오아(Kioa), 람비(Rabi) 등이 있는 지역이다. 

피지 북부지역의 다이빙은 다시 사부사부(Savusavu) 권역과 타베우니 권역으로 분류된다. 바누아레부는 큰 섬이지만 다이빙 사이트는 섬의 

중간부 남쪽인 사부사부 주변에 몰려 있고, 타베우니 섬에서는 서쪽 해협과 타베우니 섬의 우측 작은 섬들에 집중되어 있다. 

사부사부 만(Savusavu Bay)의 다이빙은 평범한 다이빙이고, 특색있는 다이빙은 소모소모 해협(Somosomo Strait)에 위치하고 있다. 

소모소모 해협은 바누아레부와 타베우니 섬을 가로지르는 해협이다. 조류가 강해서 연산호 군락이 잘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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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Island Resort
http://www.gardenislandresort.com/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는 발코니와 전망이 좋은 28개의 룸을 가지

고 있으며 방마다 욕조와 화장실, 냉장고가 갖추어져 있고 레스토

랑, 테니스 코트, 옥외 수영장이 있다. 

리조트와 다이빙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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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베우니 섬은 피지의 섬 중에서 정원 같

은 섬(Garden Island)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관이 좋고 육상 관광지도 

대체로 많은 곳이다. 타베우니는 1,300m 

고봉의 울룽가라우(Uluqalau) 화산섬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열대림을 형성하여 

폭포가 많고 섬의 동남쪽 해안은 멋진 절

벽형을 이루고 있다.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다이빙 보트로 

수 분 거리 안에 소모소모 해협(Somosomo 

Strait)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 해협의 레인

보우 리이프(Rainbow Reef)와 그레이트 

화이트 월(Great White Wall)은 세계적으

로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다. 

소모소모 해협 다이빙 사이트

1. Dakuniba Pass

2. The Zoo

3. The Fingers

4. Great White Wall

5. Annie's Bommie

6. Small White Wall

7. The Corner

8. Pot Luck

9. Jack's Place

10. Fish Factory

1 1. The Ledge

12. Nuku Reef

13. Sam's Point

14. Jerry's Jelly

15. Blue Ribbon Eel Reef

16. Rainbow's End

17. Barracuda Hole

18. Yellow Tunnel

19. Cabbage Patch

20. Storm Warning

21. Korolevu Reef

22. Dakuwaga's Hole

23. Pumpkin Patch

Somosomo St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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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베우니 섬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

Matei Airport
바누아레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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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bow Reef
Rainbow Reef는 폭이 좁은 소모소

모 해협을 가로지르며 위치하기 때

문에 풍부한 영양염류로 인하여 암

초가 잘 발달해 있는 곳이다. 

■ Great White Wall
수심 45m이고, 길이 60m의 인상적

인 절벽으로 피지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이다. 이 사이트의 리프

에 있는 터널은 아름다운 흰색 연

산호로 덮여 있는 절벽과 연결되어 

있다.

■ 기타 다이빙사이트
- Annie's Bommie

- Cabbage Patch

- Fish Factory

- The Ledge

- The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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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의 마마누다(Mamanuca)
마마누다 지역의 다이빙은 마롤로(Malolo) 섬과 마나(Mana)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마나 섬의 신비로운 매력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묻어있는 하얀 해변이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투명한 물이 가득 찬 마마누다 군도의 활기가 넘치는 해변에 자리한 객실과 재미있는 놀잇거리들, 

절묘한 맛이 넘치는 음식들과 열대식물들이 우거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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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비치

투명한 물과 아름다운 모래가 있는 마나 섬은 레저활동이 가장 활

발한 곳이다. 일광욕을 즐기거나 파라세일링, 윈드서핑과 해안가 스

노클링과 같은 다양한 해양 및 지상 놀잇거리를 즐길 수 있다. 

Mana Island Resort
http://www.manafiji.com

Aqua Trek Mana 
http://www.aquatrekdiving.com

서부지역에는 Aqua Trek Mana에서 샤크 피

딩쇼를 진행한다.

노스 비치

노스 비치는 800m 이상의 하얀 모래와 크리스털처럼 맑은 물로 이

뤄진 아름다운 곳이다. 노스 비치는 자연적으로 풍기는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에 해변 웨딩에 손꼽히는 곳이다. 사랑의 서약이 울려 

퍼지는 축복이 가득한 순간에 파도가 커플의 발을 어루만지며 행복

을 전해주는 곳이기에 해변 웨딩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선셋 비치

선셋 비치는 피지의 일몰을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어 선셋(일몰) 

비치라 이름 지어졌다. 선셋 비치는 리조트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보이는 위치에 있다. 한적한 지역에 피지의 상징인 흔들리는 야자수, 

에메랄드빛의 물과 자연 그대로인 하얀 모래가 자리하고 있다.

리조트

다이빙샵

마나 섬의 육상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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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다이빙 사이트
서부지역의 샤크 피딩 쇼 
오래전에는 서부 피지의 마마누다(Mamanuca) 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

빙 메뉴는 샤크 피딩 쇼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단되었다가 최근

에 다시 재개되었다.

Super Market
이곳에는 샤크 피딩 쇼가 진행되는 장소이다. 그레이리프샤크, 화이트팁샤

크 그리고 블랙팁샤크들이 모여든다. 

Plantation Pinnacles
이곳은 3개의 깊숙한 봉우리 사이로 다이빙할 수 있으며 그레이리프 샤크, 

바라쿠다와 같은 대형 어류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위쪽에서는 크라운피쉬 

무리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마 사진가들이 좋아할 사이트인 것 같다.

Gotham City
환초 외부로 나가는 통로에 위치하는 이 사이트는 3개의 봉우리가 있고, 

이 봉우리에는 많은 종류의 어류와 산호가 서식한다. 연산호들은 무지개색

의 빛을 낸다.

Salamanda Shipwreck
살라만다 호는 수심 30m에 잠겨있는 40m 길이의 퇴역한 여객선이

다. 이 선박은 연산호와 아네모네로 덮여 있다. 새우와 게들이 이 아

네모네에 어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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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의 다이빙 사이트
1. super Market    

2. Barrelheads

3. Gotham City

4. Castaway Passage

5. The Big W's

6. Magic Island

7. Namotu Reef

8. B26 Bomber

9. Stonehenge

10. Tui's Reef

11. Jackie's Reef

12. The Salamanda

13. Ronnie's Reef

14. Vomo Caves

15. Kingfisher Reef

16. Lighthouse

17. Pinnacles

18. Coral Heads

19. Namotu Passage

20. Fish Market

21. Seven Sisters

22. Distant Cousins

23. Ika Bazaar

24. Endless Dream

25. Bird Rock

26. Big Blue

27. Sand Patch

28. Mana Passage

29. Navi's Point    

Vomo

TokorikiYanuya

Monuriki

Matamanoa

Tavua

Mana

Beachcomber Treasure

Navini

Castaway

Malolo

Lautoka

Tivoa

Wadigi

Namotu

Tavarua

Malolo
Lailai Nadi

14

13

12
11

9

10

8

15
16

18

17
6

20
19

7

5

3

4
26

27

292

1

21

22

23

28
24

25

Moses Reef

Mellow Yellow

Sere 1&2 Cat′s Meow

Human Nature Joli′s Reef
Alacrity Wall Aquarium 

Namenalaialai

Koro Corner

Wakaya Pass

Nigali Pass

Jim′s Alley

피지의 리브어보드 다이빙
피지는 한 번의 리브어보드를 타고 전역을 돌며 다이빙이 가능하다. 화려한 연산호, 상어, 바다거북, 만타레

이, 말미잘, 크라운피쉬 등을 볼 수 있으며 여러 대형 생물들도 관찰할 수 있다. 

Aggressor and Dancer Fleet
http://www.aggress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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