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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A,  FIJI
피지 야사와 군도 크루즈트립 

부드럽게 출렁이던 선체가 잠깐 멈춘 순간, 저절로 눈이 떠졌다. 선실 문을 

열고 나오자 쌀쌀한 새벽 공기가 목덜미에 닿았고, 연회색을 띤 하늘과 끝

없이 펼쳐진 바다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다. 다음 순간 배는 조용한 소음을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도 아침 다이빙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찰스스트릭랜드가 말한 ‘영원한 현재’를 느끼게 해 주는 피지에

서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슈트를 꿰어 입고 마스터의 리뷰를 들은 후 D데크로 내려가 보트에 올라

탈 때까지도, 나는 짐짓 잠에 취해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도 좋을 완벽한 순

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트에 올라타서 눈을 감고, 가속에 따른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얼굴에 튀는 물살과 강한 바람을 오롯이 느끼고 있

노라면, 쌀쌀했던 새벽공기는 어느새 남태평양의 햇볕에 달구어져 따뜻하

게 몸을 감싼다. 이윽고 포인트에 도달해서 입수하는 순간, 잘 마른 슈트 속

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난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바닷속 풍경은, 그것이 색색의 산호로 가득한 coral garden

이든 끝없이 파랗게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든 상관없이 절경이다. 리브어보

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이 순간은 매력적이다. 

글 이지혜(PADI 어드밴스다이버) / 사진 Glen Koo

“안녕하세요”라는 뜻
Bula : FIJI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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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어는 크루즈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리브어보드 투어와 달랐다. 우리가 탄 Captain 

Cook Cruises의 Reef Endeavour 호는 13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유람선의 세계에

서는 아담한 수준이겠지만 나로서는 다이빙과 선

상생활을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비유하자면 

지상 4층에 해당하는 선데크에는 아담한 자쿠

지 2개와 작은 Bar, 소규모 사우나와 짐(gym)이 

있었다. 비키니 5벌을 가지고 왔지만 다 갈아입

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쿠지

였다. 다이빙 후 옷을 갈아입는 대신 따뜻한 자

쿠지에서 몸을 녹이며 설핏 잠들었다가 그대로 

다음 다이빙을 하러 내려가면 되기 때문이다. 

지상 3층~2층에 해당하는 A, B데크는 선실이었고 1층에 해당하

는 C데크의 절반은 선실, 나머지 절반은 라운지와 수영장이었다. 젖

은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룰이 있어, 라운지에는 하루의 다

이빙이 완전히 끝나야 들어갈 수 있었다.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의 

다이빙이 끝난 후 따뜻한 샤워를 하고 보송보송해진 채로 라운지에 

늘어져 있노라면 기분 좋은 노곤함이 온몸을 감쌌다. 크루가 연주

하는 다정한 피아노 소리와 군침이 도는 핑거푸드는 덤이었다. 

지하 1층에 해당하는 D데크의 1/3은 선실이었다. 1/3은 디너와 연

회를 하는 살롱이며, 라운지 내부 계단을 통해 내려갈 수 있었다. 

나머지 1/3은 다이빙 포인트로 나갈 보트를 정박하는 곳인데, 공기

탱크 등 다이빙 장비도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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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태운 배는 데나라우(Denarau) 항구를 출발하여, 북동 방면으로 길게 뻗어있는 마마누다 

군도(Mamauca Islands)와 야사와 군도(Yasawa Islands)를 거쳐 데나라우 항으로 돌아올 예정이

었다. 마치 칠레 지도를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혀 놓은 모양의 루트인데, 영화 블루라군의 촬영

지가 있는 SawaIlau 섬 부근을 기점으로 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듯했다. 

승선절차 및 환영행사, 점심을 마치고 여유 있게 준비한 체크다이빙 포인트는 티부아 섬

(Tivua island)이었다. 아마도 다른 승객들은 티부아 섬에 내려서 관광 혹은 피크닉을 즐길 모

양이었는데, 우리는 인근 포인트에서 다이빙하는 것이다.

Gunu 마을이나 같은, 일종의 시그니처 기항지 외에는 대부분의 일정이 이렇듯 크루즈 투어와 

다이빙 투어를 분리하여 진행되는 듯했다. 원하는 바가 다른 두 부류의 승객을 동시에 만족하

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도전적인 계획으로 보였으나, 크루즈 측에서 운용의 묘를 잘 발

휘한다면 다이빙과 유람을 동시에 즐기는 좋은 기회가 될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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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투어에서 26~27도 사이의 수온에서도 추

위에 떨었던 기억 때문에 룸메이트인 금숙 언니의 

후드 조끼까지 빌려 입고 들어간 바다는 생각보

다 따뜻했다. 수온 29도.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치

고 있다는 12월의 서울을 떠나 남태평양의 바다

에서 노닐고 있다는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다. 더

욱이 친구 수진이가 피지에서 100 로그를 달성하

여 물과 뭍에서 축하파티를 하면서 신나는 기분

이 배가되었다.

초반 다이빙에서 시야는 5~10m 정도였고 산호 

사이로 노니는 자그마한 물고기가 눈에 띄는 수준

이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별 상관없었다. 다

이빙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거대한 바닷 

속에서 유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

다. 육지에서는 단 한 순간도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바닷속에 있는 순간만큼은 물의 부

력과 장비의 힘을 이용해서, 중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갈망한다. 한편, 중력

은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힘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인 속박을 표상한다. 따라

서 중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근본적 속박으로부

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중성 부력을 

맞추고 유영을 시작하는 순간 무한한 해방감을 느

끼게 되는 것이다. 

유영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티부아 섬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Brothers first/second reef, Gunu 

outer reef 등의 포인트를 거치며 마마누다 군도

를 타고 올라갔다. 셋째 날에는 the maze와 the 

pinnacles를 통해 야사와 군도의 바다를 만났다. 

‘피지 다이빙’, 하면 보통 상어를 많이 떠올리는데, 

마마누다 군도와 야자와 군도는 산호가 주인공인 

바다라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호와 지형만

으로도 역동적이고 야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바다는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한 번은 가이드를 따라 유영을 하는 중 사막처럼 

넓게 펼쳐진 바닷길이 나타났는데, 거대하게 솟아

오른 암초가 길의 양쪽을 벽처럼 에워싸고 있었

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암초들이 더욱 불규칙하게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협곡이 되어 버렸다. 갑자

기 좁아진 틈을 조심스레 지나가노라니 조류의 방

향이 바뀌어 있었고, 열심히 핀 킥을 차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니 곧 바다가 잠잠해졌는데, 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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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니 어느새 협곡이 넓어져서 마치 월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거

대한 벽을 빙 둘러가는 중이었다. 나도 모르게 산세가 험준하다는 문

장을 떠올렸고, 다음 순간 내가 산이 아니라 수심 20m 바다 한가운

데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만큼 역동적인 해저 지형이었다. 

신기한 지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암초와 암초가 맞대어진 사이로 

마치 땅굴처럼 만들어진 동굴이며, 절묘하게 조각해서 만든 듯한 동

굴 등, 시선을 잡아채는 지형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조류도 없고 거대한 어류도 없는 바다가 이렇게까지 다이내믹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배 위는 시간이 멈춘 

듯 평온했다. 

다이빙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자쿠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영장에

서 장난을 치거나, 혹은 배 여기저기에 충분하게 비치된 선베드에서 

낮잠을 자거나 했다. 데이터 로밍도 와이파이도 켜지 않은 휴대전화

기는 음악을 틀어주는 MP3 player 역할만을 수행했다. 

James Blunt의 high, M83의 midnight city와 Delta spirit의 

yamaha를 들으며 선베드에 누워 다이빙의 기억을 복기하면, 바닷바

람을 맞으며 누워있는 순간과 바닷속에서 유영하던 순간이 같은 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완벽한 휴가였다. 

사실 모든 순간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93% 정도 수준이랄

까. 그런데 조금 덜 완벽한 순간마저 100%로 만들어주는 연금술사 

같은 일행들이 있었기에 완벽한 휴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이빙 투어 전후 피지 관광일정과 비행일정까지 합하면 약 열흘간을 

함께 지냈는데,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고, 가끔은 초등학생들처럼 짓궂게 장난을 치고, 많은 순간 서로를 

배려한 덕분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억을 갖게 됐다. 

이들과 함께할 2016년 새 투어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을 빼고) 기획

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즐거운 기억을 추억으로 박제하지 않고, 

영원한 현재로 환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완벽했던 이번 투어의 A to Z를 책임져 주신, 그리고 2016년 투어

도 책임져 주실 노마다이브의 김수열 CD 님과, 피지를 속속들이 

알차게 즐길 수 있게 해 주신 진투어의 박재협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