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 tourdemonde.com April  2018  105104 tourdemonde.com

Lau Group Discovery Cruises
Exciting!

11박12일 라우 크루즈 탐험기
라우 그룹, 피지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리조트도 없고 한 달에 한번 정부에서 운행하는 여객화물선이 외부와 연결하는 교통의 전부로 그야말로 여행하기 힘든 곳이다. 

난디에 거주하는 이 지역 출신들도 큰 맘을 먹어야 하는 이곳을 캡틴 쿡 크루즈 피지Captain Cook Cruises Fiji에서 운행하는 11박 12일 크루즈로 다녀왔다.

글과 사진 박재협 특파원(진투어 대표)

Travel :: F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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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나라우 항에서 수속 후 출항을 알리는 기적소리에 문득 2014년 첫 크루즈 때

가 생각이 났다. 들뜬 마음에, 멋모르고 제일 높은 데크Deck에서 포트 데나라

우 전경을 촬영하다 바로 옆에서 울리는 출항 기적 소리에 귀청이 떨어져 나가

는 고통에 한동안 귓병에 시달렸다. 몸이 먼저 알아차렸는지 데크 근처에는 얼

씬도 하지 않았다. 출항 후 간단한 점심뷔페가 준비되고 크루들이 환영의 노래

를 부르고 있다. 멀어지는 포트 데나라우를 뒤로하고 첫 기항지인 캡틴 쿡 크

루즈 피지에서 운영하는 티부아 아일랜드Tivua Island로 향했다. 현재 남쪽으

로 이동하며 싸이 클론으로 변해가는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흐리다. 선

장의 안전 브리핑 이후 크루즈 안내, 스노클링과 다이빙, 선상 마사지에 대한 

안내를 듣는 동안 벌써 티부아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내륙에 머무는 손님들도 

데이 크루즈로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섬으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섬으로 향

한다. 나는 손님들과 자주 오는 곳이라 선상에 머물며 11박 크루즈에 대한 기대

감을 안고 바다를 바라보고 시작했다.

유럽인들과 피지

라우 그룹은 피지 동남쪽에 위치한 크고 작은 다양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 대항해 시절 남태평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1643

년 처음으로 피지 근해를 지나쳤으나, 제임스 쿡 선장Captain James Cook이 

라우 그룹의 섬들을 발견하고 방문한 1774년까지는 호전전적인 전사들과 위험

하고 큰 산호초가 있다고 알려져 다들 멀리 돌아 항해를 하였다고 한다.

1779년 5월 7일 영국의 윌리엄 블라이William Bligh 선장이 피지의 서북쪽 야

사와Yasawa 군도를 지나치며 발견하였으며, 이때 이 지역을 탐사하며 남긴 노

트와 스케치가 1945년 미 해군이 새로운 차트를 만들기 전까지 피지 섬과 산호

초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유일한 가이드였다고 한다. 티부아 투어를 마치고 

승객들이 배로 돌아오자, 크루즈 선이 다시 경쾌한 기적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매일 오후 5:30분 준비되는 티와 과자, 그리고 오후 6:30분에 준비되는 카나페

Canapés와 바에서 주문한 맥주나 와인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

이다. 매일 크루들이 정해준 각자의 테이블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며 통성

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스쿠버 다이빙도 

예약되어 있어 첫 날인 오늘은 다이버 강사인 밀라Mila씨와 캐나다에서 온 대

럴Daryl와 캐더린Katherine커플 그리고 중국 친구들인 브라이스Brice와 베티

Betty, 이렇게 5명이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밀라씨는 2012년 SBS 모닝 와이

드 촬영을 하면서 만났었고, 대럴은 막 오픈워터Open Water 자격을 딴 다이버

로 아내는 마사지를 예약 해주고 항상 나와 다이빙을 다니며 물속에서 모델(?)

을 자처하며 11일 내내 쉬지 않고 수다를 떨어준 친구였으며, 브라이스는 피지

에서 16개월 거주한 중국 가이드이자 프리 다이버로 매번 나를 깊은 바다로 끌

고 가려 했다. 밀라씨의 다이빙 이야기를 들으며 3코스 요리를 먹고 나니 크루

들 소개 시간이다. 각 파트 별로 모든 승무원들이 인사를 하며 등장을 하고 마

지막으로 선장의 인사가 끝나면 다 함께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고 마지막으로 

흥겨운 노래와 함께 크루들과 어우러져 춤을 추며 저녁 식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에 내가 머무는 객실은 매인 식당인 캡틴 쿡 살론Captain Cook Saloon이 

있는 D Deck이다. 2층 침대가 있어 최대 4명이 머물 수 있다. 이전 크루즈 에

서의 A, B, C Deck와 비교해 보면 복도가 있어 다소 소음이 심하나 다른 Deck

에 비해 매우 시원한 이점이 있었다.

Lau Cruise
DAY 1

1

2

4

3

5

1 저녁 식사 후 승무원 소개 시간에 "불라"를 외치며 승객들을 반경 주는 

직원들 2 정겨운 피지 노래를 부르며 승객들의 탑승을 맞이하는 승무원

들, 우 엔터테인먼트 마나사Manasa 3 승선하는 승객들 4 티부아 아일랜

드 5 저녁 식사 후 직원 소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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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초기에는 늘 그러하듯이 새로운 잠자리에 새벽같이 일어났다. 퍼펙트 한 

일출을 기대했건만 하늘은 아직 흐리다. 오늘의 방문지는 마콩아이 아일랜드

Makogai Island이다.

대왕조개의 역할

1개의 대왕조개는 매일 100리터의 바닷물을 정화하여 산호의 최대의 적인 악

마불가사리Crown of Thorns의 산란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피지 정부는 피

셔리스 액트 시행령Fisheries Act Cap 58항을 통해 대왕조개의 판매나 수출

을 금지하고 있다. 약간 안으로 들어간 만으로 형성된 섬 제일 중앙에 집 몇 채

와 자루들이 쌓여 있는 제티Jetty가 보인다. 해변에서 갈색의 불라셔츠와 슬루

Sulu를 입은 현지인이 우리를 안내했다. 공터에 설치된 간이 천막에 자리를 잡

고 나니 엔터테인먼트 담당인 마나사Manasa가 준비한 와카Waka를 건네며 세

부세부Sevusevu 의식을 진행한다. 와카는 피지언들의 전통음료인 카바Kava

의 원료이며, 마을을 방문 시 세부세부 의식을 통해 마을 주민에게 방문 허가

를 받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변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필리씨가 답례

를 하고 세부세부 의식을 마친 후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었다. 다음은 

섬 탐방이다.이전 병원의 흔적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북이 양식장과 대

왕조개 양식장을 돌아 보았다. 아쉽게도 환자들을 위해 애쓰던 수녀들과 환자

들이 묻혀 있는 역사적인 무덤은 2016년 2월 19일 피지를 강타한 5급 사이클론 

윈스톤Winston의 영향으로 피해 복구 중이라 방문 할 수가 없었다.

승객들은 해변에서 카약, 스노클링을 즐기고 나는 일정대로 스쿠버 다이빙 투

어를 나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염되지 않은 바다 속에 다양한 색의 산호들 

그리고 간혹 보이는 연산호들이 어우러져 있는 조용한 바다였다. 선상 점심 후 

다시 찾은 섬에는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전통 춤인 메케Meke를 준비하고 있

다. 총 6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1개의 초등학교가 있다고. 개어가는 날씨 

덕에 뜨거운 한낮 방문객들을 위해 전통 복장을 입고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아이들과 그 뒤에 모여 노래를 불러주는 주민들의 열성적인 쇼가 끝나고 미리 

준비해온 학용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오후 4:30분까지는 다시 자유시간. 해변 앞 바다에 거대한 대왕조개가 있다는 

말에 혼자 장비를 착용하고 멀리 나가 보았다. 무거운 수중카메라를 들고 100

미터 이상 떨어진 부표를 찾아 가다 보니 산호군은 없지만 흰동가리를 비롯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보인다. 목표로 한 부표에 도착하니 수심은 대략 5미터가 

넘어 보이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 낚인게 아닌가 하는 허무한 마음에 처

음 보는 엔젤피쉬와 비슷하게 세로로 긴 물고기를 찍기 위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함께 다이빙을 갔던 호주에서 온 알렉스Alex씨가 다가와서 볼 것이 있

냐고 물어본다. 대왕 조개를 발견하지 못해 특이한 물고기와 놀고 있다고 하니 

조금 전에 네 마리의 대왕조개를 보고 왔다고 한다. 함께 돌아가 보니 내륙에

서 1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어른 상체만한 대왕조개가 떡 하니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조금 옆에는 세 마리가 함께…… 껍질로는 봤지만 자연

에서 처음으로 본 대왕조개는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infoi
마콩아이 아일랜드Makogai Island 

로마이비치 열도Lomaiviti Archipelago에 속한 남위 17.260, 동경 178.580에 위치한 

면적 8.4km2 최고 높이 해발 267미터의 개인 섬이며 프라이빗 리조트가 있는 와카

야 아일랜드Wakaya Island의 옆에 위치하고 있다. 1911년에서 1969년까지 영국 식

민지 시절 나병 환자들을 위한 가톨릭 병원이 지어져 약 4,500명의 피지를 비롯

한 남태평양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던 곳이다. 58년간 약 1241명의 나병 환자들

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여 공동 묘지에 매장 되었으며, 나병 치료방법이 알려진 

1948년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환자들을 수도인 수바Suva의 병원을 비롯한 내륙

의 병원으로 이주 시키고 문을 닫았다. 현재 이 섬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

며, 1980년도 호주의 지원 기금으로 시작된 대왕조개Giant Clam(학명: 트리대크너 

Tridacna)와 바다거북의 양식장으로 어업청 직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여 피지의 

전역으로 대왕조개를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피지의 리프 바다를 보호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Lau Cruise
DAY 2

1

2

5

3

4

1 마롱아이 아일랜드에 남아 있는 나환자 병원의 흔적, 여자 환자들의 숙소였다고 

한다. 2 마롱아이 아일랜드 해변에서 물놀이 중인 승객들 3 부표 밑에 필자를 유

혹하며 유유히 수영중인 앤젤피쉬 4 전통 춤을 보여주는 마롱아이 아일랜드 초등

학교 학생들 5 일정을 마치고 선상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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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방문을 해도 항상 반가운 곳, 타베우니Taveuni가 오늘의 방문지이다. 

어제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기대하지만 아직 섬에 가려져서 퍼펙트 한 

일출은 보지 못했다. 

탕이모우디아우 꽃Tagimoucia Flower 전설

오랜 옛날 타베우니 섬 언덕에 엄마와 작은 소녀가 살았다고 한다. 그 소녀는 

엄마의 말을 지독하게도 듣지 않는데다 일을 해야 하는 엄마를 매일매일 괴롭

혔다.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엄마는 소녀에게 “너는 너무 못된 아이야. 엄마의 

자식이 아니니 집에서 나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려”라고 심하게 야

단을 쳤다. 그 소녀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고 계속 뛰어가다 어떤 큰 나무의 

밑동에 채여 쓰러졌다고. 꽃이 없던 이 나무의 덩굴에 감기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소녀는 엄마가 보고 싶어 더욱 크게 울다 잠이 들었고 소녀의 눈물

이 떨어진 덩굴에서 겉은 하얗고 밑동은 빨간 꽃이 피어나기 시작 했다. 한 잠 

자고 힘을 차린 후 덩굴에서 벗어난 소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

가 엄마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며, 소녀의 눈물로 생긴 탕이모우디아우 꽃은 

타베우니 정상의 호수에서만 유일하게 여름 내내 피어 나고 있다고 한다.

아침 식사 후 승객 전부 하선하여 콸레니Qaleni 마을의 제티Jetty로 이동한다.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현지 버스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비포장인 도로

를 달리다 보니 이전과 다른 풍경이 보인다. 태양열 집 전기가 곳곳에 설치되

어 있고 케이블 위성 안테나도 다소 보인다. 작은 섬에 위치한 마을부터 지원

하던 태양열 집 전기가 이제 타베우니까지 설치 되기 시작한 듯 하다. 드디어 

목적지인 보우마Bouma 폭포에 당도했다. 이 폭포는 보우마 국립공원 안에 위

치하고 있으며, 총 3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들은 스케줄상 짧은 시간 

폭포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잠시 폭포와 사진을 찍더니 대부분 수영복

을 입고 물에 뛰어든다. 그리고 30분 후 주말과 방학 아이들의 놀이 장소인 폭

포의 뒤쪽으로 한 두 명 뛰기 시작한다. 결국 크루들과 경쟁을 하듯 폭포 뒤에

서 점프를 하는 승객들, 올라는 갔지만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며 응

원을 하니 결국 모두 무사히 뛰어 내렸다. 나는 당연히 사진을 찍어야 하는 관

계로 사양을 했다. 오늘은 피크닉 점심이다. 크루들이 미리 준비해온 음식으

로 배를 채운 뒤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 배로 돌아왔다. 원래 일정은 보우마 폭

포에서 라베나Lavena 마을의 해변으로 이동하여 오후를 보내는 일정이었으

나, 이틀 전 폭우로 마을로 가는 길이 끊어 졌다고 한다. 오후 일정은 스노클링

과 선상 휴식이다. 나는 다른 다이버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나갔다. 타베우니의 

다이빙 사이트들은 연산호와 하드 산호가 공유하는 다양한 생태계를 볼 수 있

는 곳으로 유명하다. 오늘 저녁은 식사 이후에 크루들이 피지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탈라노아Talanoa와 함께 피지의 전통음료인 카바Kava를 마시는 날이다. 

밤이 늦도록 카바를 마시고 방에 돌아와서 금방 잠이 들어 버렸다.

*지면관계상 나머지 이야기를 5월호에 게재합니다.

infoi
타베우니 아일랜드Taveuni Island

가든 아일랜드Garden Island of Fiji라 불리는 피지에서 3번째로 큰 섬인 타베우니

Tavauni는 총 면적 442km2길이 42km, 폭 15km, 최고 높이 900터의 약 2000년 전

에 형성된 화산섬으로 100종이 넘는 새들과 열대 밀림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Lau Cruise
DAY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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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 산호에 함께 자리잡은 연산호, 타베우니 아일랜드 2 피크닉 점심 중인 승

무원들 3 보우마 폭포에서 여유로운 물놀이 중인 승객들 4 퀠레니 마을 선착장

에서 일행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 소녀 5 이동배를 타고 이동중인 승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