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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다양한 조류와 꽃들이 어우러져 피지의 정원이라 불리는 피지의 작은 축소판, 

피지(FIJI)의 타베우니(Taveuni)를 일컫는 말이다. 피지 안의 또 다른 피지를 만끽할 수 있는 타베우니의 매력에 빠져 보자.

타베우니 Taveuni 라베나 빌리지 Lavena Village

인구 약 9,000명, 피지에서 3번째로 큰 섬인 타베우니는 날짜 변경선이 섬 중심으로 지나가

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

지하는 바우마 국립공원(Bauma National Heritage Park) 덕에 ‘피지의 정원(Garden Island 

of FIJI)’이라 불린다. 다만 여기에 더해 필자는 피지의 제일 큰 섬인 비티레부(Viti Levu)

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항에서 나와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국제공항이 있는 난디

(Nadi)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코랄 코스트(Coral Coast)와 같은 바다 풍경이 보이고, 좀 

더 내려가면 수도인 수바(Suva)의 바다 풍경, 그리고 30분가량 더 가면 라키라키(Rakiraki)

와 같은 선 코스트(Sun Coast)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공항에서 반대로 돌아가면 난디와 같

은 풍경이, 북서쪽 끝으로 가면 타베우니를 상징하는 수십 개의 폭포들이 이루어내는 장관

이 펼쳐진다. 

타베우니는 피지에서 몇 안 되는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차로 약 1시간 

거리 내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출과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을 볼 수 있다. 단 날씨가 허

락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피지의 정원이라는 명성답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특히 

일출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 2000년 새해를 위해 세계 유수의 방송사에서 모여 일출을 찍

었으나, 원하던 일출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필자도 마음에 드는 일몰은 많이 보았으나, 일

출은 항상 구름의 방해를 받았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끝에서부터 타베우니를 한번 돌아

보기로 하자.

북서쪽의 길이 끝나는 길에 위치한 마을이다. 여기서부터 약 20km 정도는 길이 없다. 따라서 

매일 5회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항상 이 마을에서 출발을 한다. 약 2.5km의 해변은 타베우니

에서 가장 긴 산책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변의 끝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를 비롯한 천연

의 풍경들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카약과 보트 투어, 그리고 가이드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 물

론 숙박 시설도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방 3개의 숙박 시설은 전화와 전기

가 없어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웃는 얼굴의 꾸밈없는 현지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

다는 매력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바로 이곳이 19금 영화로 알려진 브룩 쉴즈

(Brooke C. Shields) 주연의 ‘블루 라군(The Blue Lagoon)’의 후속작인 ‘블루 라군2(Return to 

the Blue Lagoon)’의 촬영지였다는 점이다. 1991년 촬영 당시 차량이 없어, 타베우니의 모든 

택시를 동원하는 바람에 타베우니 주민들은 모두가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었다. 

라베나 빌리지에서 공항으로 오는 길은 아직 포장이 되어있지 않다. 약 1시간 거리의 비포장

도로이며, 아직 개발 계획도 없다고 한다. 이 비포장도로에 약 5개의 일출을 볼 수 있는 포인

트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뜨는 일출을 찍기 위해 사진가들

과 방송사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이 도로의 중간에 겔레니 빌리지(Qeleni Village)가 있는데 

타베우니를 담아간 분들이 항상 멈춰서는 곳이다. 마을 옆을 가로 질러 가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은 우리가 잊어가는 풍경을 보여준다. 곳곳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들, 멱을 감는 

사람들, 그리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어우러져, 잊혀 가는 우리의 옛 풍경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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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재협(Jin Tour FIJI 대표), 이신아 과장(주한FIJI관광청)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피지의 타베우니(Tave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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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양식장 Pearl Farm

마테이 타운 Matei Town 와이리키 미션 타베우니
Wairiki Mission Taveun

날짜 변경선 Date Line

마테이 공항을 가기 전 5분 거리에서 멀리 조그마한 섬이 

두 개 보인다. 여기가 진주 양식장이다. 원한다면 한 사람

당 25 피지 달러를 내고 구경할 수 있다. 두 명도 상관없

이 출발한다. 양식장에서 스노클링도 할 수 있으며, 진주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진주를 열어

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필자도 진주조개에 함께 공생하는 

붉은 새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양식장 을 보고 나

면 집에 잠시 들르라 권하는데, 여기서 진열된 진주를 볼 

수 있다. 물론 진주도 가공해서 팔고 있다. 다만 타이티 진

주를 경험해 본 필자로서는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다. 

20만 원 정도였으면 우리를 가이드 하느라 고생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마나님께 선물을 했겠지만….

마테이 공항을 지나 10분 정도 가면 타베우니에서 제일 

큰 마을인 소모소모 빌리지(Somosomo Village)가 나오

고, 그 다음이 마테이 타운(Matei Town)이다. 정말 작다. 

길 양쪽에 위치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이다. 여기에 있는 3층 건물이 타베우니에서 제일 높은 건

물이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이곳에 은행

이 딱 하나 있는데, ATM에서 돈을 찾으려면 기도를 한다

고 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

다. 타베우니에는 발전소가 없다. 현재 중국의 도움으로 

수력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타베우니에 공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자가 동력이다. 리

조트들도 자가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한다. 1년 전부터 정

부에서 각 마을에 염가로 태양열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TV도 없다. 전기가 없으니 여기

까지 TV 전파를 보내주지 않는다. TV 시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위성안테나를 달고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는 사실. 

공항에서 30분 정도, 가드 아일랜드 리조트를 가기 바로 

전 왼쪽 언덕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타베우니 아이들의 

놀이터인 와이타발라 워터슬라이드가 나온다. 자연이 만

들어 준 약 15m 길이의 워터 슬라이드다. 처음 가시는 분

들은 아이들이 있는 오후나 주말에 방문하시기를 권한다.

타운을 지나 타베우니와 본섬을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교

통 수단인 페리(Ferry)가 정박하는 선착장을 지나면 매우 

눈에 익은 건물이 하나 보인다. 1907년에 지어진 와이리

키(Wairiki) 성당으로, 석재로 지어진 로만(Roman) 스타일 

건축물이다. 남태평양 국가 중 왕정을 유지하며 어느 누구

의 침략도 받지 않던 통가(Tonga)와의 대전투 시, 전쟁에

서 이길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프랑스 주교를 위해 지어

진 성당이다. 타베우니에서 유일하게 자체 수력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모든 교인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

다. 이를 통틀어 ‘와이리키 미션 타베우니(Wairiki Mission 

Taveuni)’라 부르며,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부를 

배출하기도 했다.

성당 지역을 벗어나 5분 정도 달리면 타베우니에서 유일

한 9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가 보인다. 주위에는 널찍한 

토지 위에 지어진 유럽식 집들이 곳곳에 보인다. 여기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현재도 많은 

땅들이 매물로 나와 있다. 골프장을 비롯하여 자체 선착장

(Marina)도 가지고 있다. 은퇴한 사람들과 도심이 싫어 이

주한 사람들이 약 50여 가구를 이루고 있다. 

이곳을 지나면 절벽을 끼고 비포장도로가 계속된다. 그리

고 펼쳐지는 것은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코코넛나무들이

다. 호텔 체인인 샹그릴라(Shangri-la)가 소유한 코코넛 

농장을 비롯해 총 3개의 대형 코코넛 농장이 있으며, 여기

서 생산되는 코코넛은 코프라(Copra)라 불리는 코코넛 오

일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타베우니는 가장 최근에 형성

된 화산섬으로 매우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피지인들

의 주식이며 또한 중요한 수출작물인 카사바(Kasava)와 

타로(Taro), 피지인들이 매일 마시는 전통음료의 원료인 

카바(Kava)의 주 생산지이다. 

근 한 시간을 달리면 큰 마을이 보이고 길이 끝이 난다. 

여기에서 블로우홀(Blowhole)이라는 진기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웃나라 통가의 ‘마푸아 바카 블로우홀(Mapu’a 

Vaca Blowholes)’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절벽 사이에 

파도가 치면서 생성된 구멍을 통해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

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10분 거리 내에서 일

출과 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타베우니는 1800년대 목화, 사탕수수, 바닐라, 커피를 비

롯한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고, 현재는 코코넛, 카사바, 

타로, 카바의 주 생산지이다. 이것이 피지의 정원이라 불리

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조류와 식물들의 보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도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종류

의 새들을 카메라에 가득 담아오곤 한다.

타베우니 섬 중앙으로 날짜 변경선이 지나간다. 시간상 

어제와 오늘을 경험하고 싶다면 꼭 방문 해보시길 바란

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와이타발라 워터슬라이드
Waitavala  Water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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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베우니 아일랜드 리조트 Taveuni Island Resort

파라다이스 타베우니 Paradise Taveuni

가든 아일랜드 리조트 Garden Island Resort

레인보우 리프 Rainbow Reef

공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이 투숙 

가능한 5성급 사설 리조트이다. 해변은 작지만, 리조트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타베우니 최고의 풍경을 자랑한다. 

모든 객실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특히 두 명만을 위

한 로맨틱 디너는 별이 총총 떠 있는 바다를 보며 둘만의 

추억을 남기게 해준다. 뉴질랜드계 가족들이 운영하는 리

조트로써, 결혼식 후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한 부인

을 위해 긴 여행을 왔다가 이곳이 마음에 들어 토지를 사

들여 리조트를 지었다고 한다. 스쿠버 다이빙 1세대로 불

리는 자크 쿠스토(Jacques Cousteau)의 친구이기도 하

며,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레인보우 리프(Rainbow reef)

의 포인트를 직접 찾아냈다고 한다.

공항에서 사륜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방장인 남편과 판매를 담당하

는 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피지식으로 지어져 있다. 

해변은 전혀 없다. 절벽으로 이루어진 앞바다에는 빵을 던

지면 중형물고기들이 몰려든다. 다양한 스쿠버 다이빙 포

인트가 있으나 제일 가까운 포인트는 절벽 앞 20m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

고 그냥 걸어 들어가면 수심 20m의 첫 번째 다이빙 포인

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리가 다소 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일 이상 머무는 일정을 권한다. 

홈페이지 : http://www.paradiseinfiji.com/

30여 개의 아파트형 객실을 가진 리조트로, 필자가 타베

우니에 가면 자주 묵는 곳이다. 객실은 다소 작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되어있으며, 최대 3명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도보로 5분에서 15분 거리에 날짜 변경선과 와이타발라 

워터슬라이드, 그리고 와이리키 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홍

콩의 아파트 체인과 같은 계열로 스쿠버 다이빙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리조트이다. 3척의 다이빙 전용 

보트가 있어 그룹 다이빙도 가능한 리조트이다. 타베우니

에서 유일한 9홀 골프장도 있다. 매일 아침 물총새가 수영

장으로 목욕을 하러 오는 재미있는 광경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ww.gardenislandresort.com/

피지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다이빙 포인트로 타베우니 섬

에서 바누아레부(Vanua Levu) 섬을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는 산호군을 말한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에 항상 

들어가는 곳으로써 다양한 연산호와 하드산호가 어우러

진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 3대 산호초군락

으로 꼽히는 수심 15~60m에 있는 그레이트 화이트 월

(Great White Wall)은 흰 산호로 이루어진 절벽으로, 전 세

계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오고 있는 포인트이다. 

홈페이지 : http://www.taveuniisland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