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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Palau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
글 구자광
사진 구자광, Jimmy, 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

TOUR 해외 다이빙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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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Palau)는 신비한 느낌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천상의 바다를 자아내는 

환상의 섬나라이다. 팔라우는 괌,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600km 넘게 펼쳐져 있는 군도(群島)로, 총 

35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섬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며, 섬 주위에는 광

활한 환초대가 형성되어 있다. 개수만큼이나 다양하고 오묘한 모양을 한 섬들 사이의 풍광과 함께 환초대

에 산재해 있는 수십 개의 다이빙 사이트는 세계 최고의 바다절경으로 스쿠바다이버들을 유혹한다. 

팔라우는 열대해양성 기후로 보통 21~38℃이며, 연평균 27.2℃이다. 습도가 적으며 세계에서 가장 때 묻

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손꼽힌다.

수많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는 우리나라 거제도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시차

가 없고 인천공항에서 비행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

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여행이나 신혼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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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팔라우에는 일명 해파리 호수(Jellyfish Lake)라고 하는 곳이 유명하

다. 록 아일랜드 지역 내 조그마한 석회암 섬인 엘 마르크섬 선착장에 도착

하여 가파른 바윗길을 따라 작은 언덕을 넘으면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간

직하고 있는 원시 호수를 만나게 된다. 이 호수에는 섬 바깥의 바닷물과 

고립된 채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해파리가 살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해

파리들은 아주 오랫동안 호수에 고립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

하게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파리처럼 쏘는 독성이 없어 사람이 만지거나 

몸에 스쳐도 해가 없다고 한다. 또한 형형색색 해파리 떼들이 유영하고 있

어 마치 물속까지 눈이 내리는 듯 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즐기는 스노클링은 환상적인 체험을 제공해 준다. 펀 다이버들은 

보통 다이빙이 끝난 마지막 날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기도 한다.

해파리와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다이버

하늘에서 본 해파리 호수(Jellyfish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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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팔라우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인접해 1543년 이

후 오랫동안 그 세력권에 속해 있었다. 1899년 독일이 아시아 진

출의 거점 지역으로 구입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후 일본

에 되팔고, 일본이 지배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에게 점령

되었다. 1947년 미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86년 자치공화국

을 거쳐 1994년 10월 완전히 독립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영

향력이 크다. 언어는 영어와 미크로네시아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가톨릭교 40%, 개신교 23%, 팔라우 토착종교 10% 등이다.

팔라우의 개요
국명 : 팔라우 공화국(Republic of Palau)

인구 : 21,108명 (2013년 기준)

면적 : 488㎢

수도 : 코롤

언어 : 팔라우어, 영어

화폐 : 미국달러

편명 출발→도착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일

KE677(대한항공) 인천(ICN) → 코롤(팔라우, ROR) 20:50 01:45[+1] 매주 목, 일요일

KE678(대한항공) 코롤(팔라우, ROR) → 인천(ICN) 02:55 08:05 매주 월, 금요일

OZ609(아시아나) 인천(ICN) → 팔라우(ROR) 23:10 04:00[+1] 매주 목, 일요일

OZ610(아시아나) 팔라우(ROR) → 인천(ICN) 05:00 09:55 매주 월, 금요일

항공편

기후
팔라우는 열대 해양성 기후로 무덥고 습도가 높으며 연 

평균 기온이 27~28℃ 정도 된다. 팔라우 건기는 12~4월

이고, 우기는 5~11월까지이다. 집중적으로 비가 가장 많

이 오는 시기는 6~8월이라고 볼 수 있다. 

전압
현지 전압은 110V로, 220V용 가전제품은 110V로 전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필히 110V 전환 콘센트를 미리 준

비해 가는 것이 좋다.

국제전화 사용

팔라우는 수신자 부담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호

텔에서의 국제전화는 비싸며, 호텔 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번호인 ‘9’를 눌러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이 부

과된다.

인터넷 사용

팔라우는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모텔

은 카카오톡 사용이 겨우 되는 정도이고, 메일 사용도 힘

들다. 그러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좀 더 빠른 인터넷

을 사용할 수 있다.

통화
미국 달러(US Dollar)를 사용한다. 팔라우에서는 신용카드

의 사용 및 여행자 수표의 사용이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

기에 굉장히 수월하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섬나라로 

공산품 물가가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다. 

KB 브릿지

팔라우의 바위섬

사진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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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다이빙 사이트 소개
괌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위치한 팔라우는 160km 길이의 암초들로 둘

러싸인 군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섬 나라이다. 바위섬 사이에는 환초

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환초에 아름다운 수중 풍광과 각종 열대어들이 어우러

져 있어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가 산재해 있다. 

팔라우의 다이빙 사이트는 조류가 센 곳이 많고, 조류가 센 곳에는 어김없이 대

형어류들이 우글거린다. 조류가 센 곳에서 한참동안 대물들을 구경하려면 조류

걸이가 필요하다. 사진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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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류걸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류걸이의 

한쪽(볼트 스넵)은 BC의 D-링에 건 다음

에 다른 쪽 후크를 바위나 죽은 산호의 

틈새에 건다. 그런 다음 조류걸이에 의지

해서 조류가 오는 방향을 향해 약간 뜬 

다음 매달려서 풍광을 구경한다. 조류걸

이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거나 가져갈 필

요는 없다.

BABELDAOB
ISLAND

KAYANGEL

ANGAUR
ISLAND

PELELIU ISLAND

MALAKAL ISLAND

IWEKAKOU
CHANNEL

SIAES CORNER

SIAES TUNNEL

BLUE HOLES

BLUE CORNER

NEW DROPOFF
TURTLE WALL

GERMAN CHANNEL
BIG DROPOFF

TURTLE COVE

PELELIU CORNER
PELELIU EXPRESS WAY

YELLOW WALLPELELIU CUT
PELELIU WALL

ULONG CHANNEL
GLASS LAND

CHANDELIER CAVE

JAKE SEAPLANE

IRO MARU

HELMET WRECK

MARINE LAKE

락 아일랜드 지역

울롱섬 지역
코롤섬 지역

페릴리우섬 지역

팔라우 북부 지역

▲ 팔라우 다이빙 사이트 지도

▲ 옐로월에서 볼 수 있는 

    씨브림(Sea Bream) 스내퍼의 무리

◀ 조류걸이를 걸고 있는 모습

◀ 저먼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블랙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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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코너(Blue Corner)

블루 코너는 팔라우섬 남서쪽, 잉게멜리스섬 북서쪽 끝에 위치한다. 거리

는 코롤에서 46km, 스피드 보트로 50~60분 정도 거리이다. 조류가 없을 

때에는 초보자도 가능하지만 조류가 강할 때에는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

하다. 조류가 수시로 변하므로 항상 가이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심 15m의 평탄한 지형이 200m가량 외해 쪽으로 뻗어 있다가 수직 절

벽으로 연결된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코너의 양쪽에 있는 부표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입수하는데 절벽을 따라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서 드리프트 

다이빙을 즐기다가 코너의 끝에 다다르면 리프의 언덕으로 상승하여 조

류걸이를 설치하고 조류를 받으면서 외해 쪽으로 지나가는 어류들의 활

동을 구경한다. 조류가 강할수록 대형어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볼거리가 많다. 대형어류들의 역동적인 활동 때문에 블루 코너는 팔라우

의 대표적인 다이빙 사이트로써 세계 최고의 사이트로 꼽히는 곳이다. 

리프 끝에서 조류걸이를 걸고 외해를 향해 일정 시간을 구경하다가 가이

드의 지시에 따라 조류걸이를 풀면 조류를 따라 리프 평원으로 흘러간다. 

이때 리프 평원 위로 작은 언덕, 모래 채널, 작은 터널 등이 나타난다. 이

곳에서 각종 상어들과 바다거북, 그루퍼, 바라쿠다 무리, 스내퍼 무리, 작

은 열대 어류, 나폴레온 피쉬, 범퍼헤드 패롯피쉬 등을 볼 수 있다.

A. 락아일랜드 지역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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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독 이곳에 가면 나폴레온 피쉬가 다이버를 따른다. 특히 원

주민 가이드를 좋아한다. 동네 강아지 마냥 다이버가 쓰다듬어

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이유는 원주민 가이드가 가

끔 먹이를 주기 때문에 다이버에게 길들여져 있다고 한다. 

1. 블루코너의 다이버들

2. 트레발리의 무리

3. 블랙팁 샤크

4. 바라쿠다의 무리

5. 다이버에게 길들여져 있는 나폴레온 피쉬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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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홀(Blue Hole)

블루 홀은 팔라우섬 남서쪽, 잉게멜리스섬 북서쪽 끝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48km, 스피드 보트로 50~60분 거리이다. 다이

빙은 중급자 이상이 가능하다.

블루 코너 옆에 위치한 블루 홀은 2m 정도 낮은 수심의 리프에 

형성된 4개의 구멍이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수심 

26m 정도에서 외해로 빠지게 된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산호초 수

심 3m 지점에 있는 굴 입구를 통해 들어가고, 조류가 심한 날은 

20m 지점에 있는 옆으로 나있는 아치형 입구로 들어가기도 한다. 

동굴을 내려가면서 수면을 뚫고 들어오는 푸른색의 밝은 빛을 바

라보는 것이 블루 홀 다이빙의 묘미이다. 동굴 내부를 구경한 다

음 블루 홀에서 나와 조류를 타고 절벽을 따라 지나가면서 화이

트팁 샤크, 바다거북 등을 볼 수 있다. 

BLUE HOLE

-1m

-3m

-14m

-15m

-20m

-40m

Bumphead parrotfish

블루 홀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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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블루 홀의 바닥 쪽 수심 약 23m 지점에 좁은 동굴 입

구가 있는데 이를 템플 오브 둠(The Temple of Doom, 

죽음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동굴 속으로 약간 하향하

면서 15m 정도 진행하면 바다거북의 잔해가 보인다. 

거기서 다시 20m 정도 더 진행하면 아주 넓은 홀이 나

타난다. 이 동굴은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데 동굴 

다이빙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탐험할 수 있고, 적절한 

계획과 가이드라인, 라이트 그리고 백업공기통 등이 있

어야만 다이빙할 수 있다. 

◀ 블루 홀 속에서 본 4개의 홀 모습

동굴입구 모습

▲ 블루 홀

동굴 속에 있는 바다거북 잔해

사진 Jimmy

사진 Jimmy



뉴 드롭오프
(New Drop Off)

뉴 드롭오프는 저먼 채널과 잉게멜리스섬 서쪽 

끝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43km, 스피

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조류가 없을 시

에는 초보자도 가능하지만 조류가 강할 때에는 

중급자 이상만이 가능하다. 

수심 3~5m 사이에서 가파른 절벽이 시작되며 

조류를 타고 중성 부력을 맞추고 떠다니면서 

홈과 돌출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고기들의 활

동을 구경할 수 있다. 아름다운 부채산호와 화

려한 연산호를 함께 구경할 수 있으며 말미잘

들이 축구공처럼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구경할 수 있다. 

저먼 채널(German Channel)

저먼 채널은 잉게멜리스섬 동쪽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37km, 스피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저먼 채널은 1899~1914년 사이 독일이 팔라우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선박의 항해

를 위해 발파시킨 것으로 채널 자체는 매우 얕지만 주변의 산호 지역은 아름답게 발

달해 있다. 또한 잭피쉬 무리와 스내퍼 무리를 볼 수 있고, 트리거 피쉬, 바다거북 등

을 볼 수 있다.

저먼 채널 다이빙의 주된 목적은 만타를 보는 것이다. 만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2가

지가 있다. 첫째는 채널 입구의 절벽에 있는 클리닝 스테이션은 만타가 자주 찾아와

서 클리닝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근처 바닥에 앉아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만타는 깊

은 수심에서 슬로프를 따라 올라와서 클리닝 스테이션을 배회하며 다이버들에게 구

경할 기회를 준다. 다른 한 가지는 조류가 바뀌는 시점에 만타가 채널 입구의 수면 근

처에서 플랑크톤을 먹을 때이다. 얕은 수심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으면 만타가 머리 

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회초리 산호와 다이버

만타레이

트레발리 무리와 다이버

부채산호와 다이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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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드롭오프(Big Drop Off)

빅 드롭오프는 저먼 채널과 잉게멜리스섬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거리는 

코롤에서 39km, 스피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

능하다. 매우 얕은 수심으로부터 수직 절벽이 시작되어 수심 250m까지 떨어

지는데 팔라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중 절벽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벼운 조

류가 다이버들을 밀어주므로 원하는 수심에서 중성 부력을 맞추고 떠 있으면 

되는 쉬운 드리프트 다이빙 사이트이다. 앵무고기와 피라미드 나비고기 무리

들이 절벽을 따라 풍부하게 무리지어 있으며, 푸질리어나 써전피쉬 무리도 절

벽을 가로질러 이동하기도 한다. 가끔 화이트팁 샤크와 바다거북이 지나가기

도 한다. 게멜리스 월(Ngemelis Wall)이라 불리는 직벽 형태의 사이트로 게멜

리스섬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바닥 수심이 30m 정도이다. 블루 스크린이라 

부를 만큼 짙은 파란색이 인상적이며 노란 열대어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

터틀 코브(Turtle Cove)

터틀 코브는 잉게츄섬 서쪽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40km, 스

피드 보트로 40~5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홀은 얕은 리이프에 있는데 10m 정도 내려가면 빨강, 노랑의 연산

호들이 풍부하다. 홀 안쪽에서 외해로 나가는 출구는 벌집처럼 다양

한 수심으로 뚫려있다. 10m 수심의 출구에는 라이온 피쉬가 있고, 

20m 수심의 출구에는 노란색 대형 부채산호와 흑산호들이 있다. 

바닥에 가끔 레오파드 샤크가 자고 있을 때가 있다. 동굴 밖은 양쪽

으로 높은 절벽이 거의 수면까지 이어진다. 게멜리스(Ngemelis)섬 

주위에 분포된 다이빙 사이트로 바다거북이 많이 출몰한다.

터틀 월(Turtle Wall)

터틀 월은 저먼 채널과 잉게멜리스섬 서쪽 끝에 위치한다. 거리는 

코롤에서 42km, 스피드 보트로 50~6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

보자부터 가능하다.

빅 드롭오프와 뉴 드롭오프 사이에 위치한 사이트로 그린 터틀

(Green Turtle)과 혹스빌 터틀(Hawksbill Turtle)이 자주 발견되

는 곳이다. 거북과 더불어 이 사이트는 풍부한 연산호와 부채산호

들로 유명하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흘러갈 수 있

는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초보자들에게도 적당하다.

스내퍼 무리

터틀 코브의 홀 바다거북과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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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울롱섬 지역
씨에스 터널(Siaes Tunnel)

씨에스 터널은 울롱섬 북서쪽, 울롱채널(Ulong 

Channel)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거리는 코롤에

서 27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

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수직절벽에 위치한 대

형 수중동굴로 수중동물들의 활발한 활동과 흑산

호(Black Coral)와 화이트팁 샤크 등으로 잘 알려

졌다. 직벽을 따라 하강하면 수심 20m 정도에서 동

굴입구가 보이는데 입구의 천정은 수심 27m 정도

이며, 바닥 쪽은 40m 정도이다. 터널에서 나와 5m

의 얕은 수심에 있는 산호초 군락지들과 그 사이로 

무리지어 다니는 열대어들을 볼 수 있다.

씨에스 코너(Siaes Corner)

씨에스 코너는 울롱섬 북서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

롤에서 27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전형적인 수직절벽 다이빙으로 팔라우의 숨겨진 보

석과도 같은 곳이다. 10~15m 정도의 끝없는 산호지

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쪽 편으로 수직절벽이 펼쳐

진다. 아기자기한 산호의 풍광과 스내퍼, 바라쿠다, 

그레이리프 샤크, 바다거북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울롱 채널(Ulong Channel)

울롱 채널은 울롱섬 서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24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 가능하다.

팔라우의 유명한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채널 양측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 대형 경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연산호와 부채

산호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다. 또한 채널 중간 정도에 대형 상추산호(Lettuce Coral) 군락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말미잘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울롱 채널을 대표하는 볼거리이다. 수심이 15~18m이고 조류를 따라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드리프트 다이

빙이 묘미이다. 버섯 모양의 산호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산호 안으로 거대한 레드 스내퍼들이 가득 차 있는 진풍경도 볼 수 있다. 

또한 바다거북을 비롯하여 다양한 열대어들을 볼 수 있다.

씨에스 터널

부채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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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과 다이버 버섯모양의 산호

글래스 랜드(Glass Land)

글래스 랜드는 최근에 개발된 사이트로 울롱섬 북서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

에서 27km, 스피드 보트로 30~4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바닥은 하얀 산호가루로 된 모래바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가든일 무

리를 볼 수 있고, 산호초에는 글래스피쉬 무리와 리프 피쉬, 각종 쉬림프 등의 접

사 피사체를 만날 수 있다.

리프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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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코롤섬 지역

샹들리에 케이브(Chandelier Cave)

샹들리에 케이브는 말라칼 항구 근처에 있으며, 라이트가 있고 바닥에서

의 핀킥만 유의하면 초보자들도 참가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이다. 

동굴바닥에서는 어디서나 빛을 볼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케번 다이빙이

라고 할 수 있다. 수심 7~8m에 있는 입구를 통과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4개의 챔버(공기방)가 있다. 첫 번째 챔버에서는 다이버가 장비를 벗어놓

고 들어가서 터널을 따라 탐사를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터널로 들어가

면 종유석과 석순들을 구경할 수도 있으며, 동굴 내부의 수면에서 아주 

밝은 라이트가 있다면 더욱 멋진 광경을 즐길 수도 있다.

마린 레이크(Marin Lake)

마린 레이크는 코롤 남쪽 리송베이에 위치하며, 거리는 스피드 보트로 

5분 이내이다. 다이빙은 초보자부터 가능하다.

울렙세첼(Ulebsechel)섬의 후미진 내만으로 이름은 호수이지만 호수가 

아니며, 수심은 2~5m 정도이다. 접사 생물을 좋아하는 다이버나 수중

사진가들에게 인기 있는 곳으로 화려한 색상을 지닌 만다린 피쉬를 볼 

수 있다. 일몰이나 날씨가 흐려서 빛이 어두위지는 때는 만다린 피쉬들

이 짝짓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샹들리에 케이브 사이트맵

만다린 피쉬

샹들리에 케이브

-12m -15m

Air chamber Air chamber

CHANDELIER CAVE ISLAND

SANDS

사진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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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마루(Iro Maru)

이로 마루는 코롤섬 인근 남동쪽에 위치하며, 코롤에서 스피드 보

트로 15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이며, 난파선 다이빙 유

경험자야 한다.

이로 마루는 팔라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난파선으로 2차 대전 당

시 일본군의 유조선이었으나 뱃머리 쪽에 어뢰를 맞은 다음 폭격

기의 폭탄세례를 받고 침몰했다. 난파선 바닥의 수심은 36m이고, 

갑판은 20m이다. 선수에 뚫린 어뢰구멍을 통하여 다이버들이 안

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해양생물이 살고 있으

며 선수 쪽보다 후미 쪽으로 갈수록 시야가 좋지 않다. 

헬멧 렉(Helmet Wreck)

헬멧 렉은 말라칼 항구 내에 있으며,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

이며, 난파선 다이빙 유경험자여야 한다.

헬멧 렉은 난파선으로 말라칼 항구 내에 침몰되어 있다. 난

파선 내에 일본군 헬멧이 실려 있어서 헬멧 렉으로 불리며, 

지금도 그 헬멧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군의 99식 소

총이나 프라이팬 등을 볼 수도 있으며 파괴된 난파선 한쪽 

편에는 유조 탱크가 가득 실려 있다. 전반적으로 해양생물

은 많지 않으며 시야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항구 근처이기에 날씨에 관계없이 다이빙이 가능하며 방어

용 대포나 각종 난파선의 잔해를 볼 수 있다. 

제이크 씨플래인
(Jake Seaplane)

제이크 씨플래인은 PPR(팔라우 퍼시

픽 리조트)에서 5분 거리다. 일본 해

군 3인승 수상비행기가 물에 빠진 것

으로 그 중 제이크 씨플래인 비행기 

보존 상태가 가장 좋다. 수심은 15m 

정도로 주변에 산호들이 다양하게 분

포되어 있다.

헬멧 렉

제이크 씨플래인 이로 마루

사진 Jimmy

사진 Jimmy

사진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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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페릴리우섬 지역

[참고]
페릴리우섬 인근에서 

다이빙을 할 경우에 별

도의 비용이 추가되며 

환경세 또한 추가로 지

불해야 한다.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Peleliu Express Way)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는 페릴리우섬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6km, 스피드 보트로 

70~8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강한 조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SMB와 후크를 지참하여야 하며, 중급자 이

상으로 조류 다이빙 경험자에 한해 가능하다.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는 태평양과 접해있는 포인트로써 팔라우 최고의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인

정받고 있다. 다소 수심이 깊으며 강한 조류가 다이버들을 외해로 수 km나 떠밀어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익스프레스 웨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조류가 강할 때는 조류걸이가 없이는 멈추는 것이 어

려우며 간혹 상승조류나 하강조류가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와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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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수하면 바로 경사진 절벽에 다다르고 이곳에서 조류의 방

향에 따라 진행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절벽의 상단을 타고 흘

러가다보면 여러 가지 수중생물들을 볼 수가 있다. 

이곳의 다이빙의 묘미는 바다거북, 이글레이, 마블레이 등 대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 잭피쉬 무리나 그레이리프 상어 떼를 

만날 수도 있으며, 정말 운이 좋다면 파일럿고래나 청새치도 볼 수 

있다. 

페릴리우 코너(Peleliu Corner)

페릴리우섬의 남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롤섬에서 스피드 보

트로 80분가량 시간이 소요되며, 페릴리우섬은 수십여 곳의 다이

빙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페릴리우 코너가 가장 알려져 있는 

포인트다. 조류가 심하여 초보 다이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페릴리우 컷(Peleliu Cut)

페릴리우 컷은 페릴리우섬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6km, 스피드 보트로 70~80분 거리이다. 다이빙은 강한 조류가 

있으므로, 중급자 이상으로 조류 다이빙 경험자에 한해 가능하다.

페릴리우 컷은 태평양과 접해있는 포인트로써 페릴리우 익스프레

스 웨이 사이트와 함께 팔라우 최고의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도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와 같이 바다거북, 이글레이, 마

블레이 등 대물을 볼 수 있고, 대형 잭피쉬 무리나 그레이리프 상

어 떼를 만날 수도 있으며, 운이 좋다면 파일럿고래나 청새치도 볼 

수도 있다. 

상어 무리들

이글레이마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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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월(Yellow Wall)

옐로우 월은 페릴리우섬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6km, 

스피드 보트로 70~80분 거리이다. 페릴리우 익스프레스 웨이 사

이트 옆에 위치한다.

옐로우 월은 절벽에 작은 노란색 연산호 군락이 피어 있고, 연산

호 폴립이 열려 있으면 절벽이 온통 노란색으로 덮인다. 여기서

는 대형 스내퍼와 상어, 바라쿠다 등이 무리 지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년 3~5월이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대자연의 놀라운 광

경을 보고자 많은 이들이 페릴리우를 찾는다. 그것은 Sea bream 

Snapper 혹은 Sailfin Snapper라고 불리는 물고기의 무리가 장관

이다.

페릴리우 월(Peleliu Wall)

페릴리우 월은 페릴리우섬 서쪽 리프와 페릴리우 항구의 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는 코롤에서 55km, 스피드 보트로 55~70분 소요

된다. 다이빙은 중급자 이상 가능하다.

페릴리우에서 조류가 강하지 않은 곳 중에 한 곳으로 해변에서 불

과 5m 남짓까지만 리프헤드가 있고, 바로 절벽이 수심 300m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 

절벽에 연산호, 대형 부채 산호, 회초리 산호 등이 있으며, 그레이

리프 샤크, 바다거북, 그루퍼, 범프헤드 패롯 피쉬 등을 볼 수 있

다. 페릴리우 팁에서 떨어진 곳에서 입수하여 조류를 타고 흘러가

며 다이빙한다. 도중에 조류걸이를 사용하여 정지한 후 외해 쪽에

서 나타나는 상어 등의 대형 어류들을 구경한다.

1

2



May/June 109

우카쿠 채널(Iwekakou Channel)

우카쿠 채널은 바벨다옵(Babeldaob)섬 북서쪽의 리이프 패시지(Reef Passage)

로, 거리는 코롤에서 38km, 스피드 보트로 55~75분 소요된다. 

이곳은 만타 메인 포인트로 번식기에는 20여 마리 이상 난무하는 장면을 접할 

수 있다. 

E. 팔라우 북부 지역

1. 작은 연산호가 덮여있는 절벽

2. 블랙팁 샤크

3. 씨브림 무리

4. 만타레이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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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의 

숙식과 다이빙 

진행 방식

팔라우에서는 다이빙 투어를 가면 숙박은 인근 호텔(여관, 모텔, 호텔 등 

등급이 다양하다.)에서 자고, 다이빙은 다이빙센터에서 진행한다. 다이빙 

진행은 데이트립으로 2탱크, 3탱크 진행이 가능한데 3탱크의 경우에 오전

에 2탱크 다이빙을 하고, 배에서 또는 무인도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후 1탱크를 마치고 돌아온다. 아침 식사는 호텔에서 하며, 저녁 식사는 

코롤 시내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한다. 

팔

팔라우 최초의 한인 다이브센터

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 소개

대표 : 한주성

전화 : 070-7124-8687

메일 : palausw@gmail.com

웹주소 : www.palausw.com

랜드마크 마리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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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팔라우 말라칼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한국인 최초 다이빙 전문 샵이다. 샵 바로 앞바다에 접안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편리하게 보트에 탑승하고 다이빙을 나갈 수 있

다. 다이버들이 원하는 어느 곳이라도 매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초보 다이버부터 프로 다이버까지 교육 다이빙, 체험 다이

빙, 펀 다이빙 등 다이빙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다. 

팔라우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항공 티켓팅부터 현지 공항 픽업과 

샌딩까지 손님들의 불편을 미리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인 

강사와, 현지 스텝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 한 보트에는 반드시 

가이드 2명(한국인과 현지인)이 동승하여 다이버들의 즐거움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나이트록스 시스템을 갖추어서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가능하다. 현재 다이빙 보트 2대, 컴프레서 2대, 장비 세척실, 샤

워실, 휴게실 등을 소유한 약 100여 평의 대형 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