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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대통령의 메시지

UNESCO
유네스코

(UN교육과학문화전문기구)

팔라우에 방문해 주신 소중한 손님 분들에게

팔라우공화국 국민과 팔라우관광청
(Palau Visitor’s Authority)를 대표하여 자연 그대
로의 천국, 팔라우에 오신 데 대한 Alii(‘안녕’)과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팔라우 환경의 천연의 아름다움과 팔라우 사람
들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을 환영함과 동시에, 방문 기간 동안 시간을 내
어 팔라우의 사람들, 문화 및 환경 간의 연결을 감상해보시길 바랍
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저 다이빙 장소, 웅장한 폭포, 자연 그대
로의 해변과 팔라우 사람들의 친절함은 전세계적으로 진정 독특한 
것입니다.

팔라우의 소중한 손님인 여러분께서는 저희의 청정하고 자연 그대
로인 천국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주변의 자연 환경을 해하지 않을 것
을 기억하면서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라우 사람들이 미래 세대
를 위해 팔라우의 자연을 보호 및 보존하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팔라우의 놀라운 자연 환경을 감상하실 때 배려와 
책임을 가지고 경험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팔라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아주 멋진 경험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족과 친지분들에
게 팔라우가 진정으로 태평양의 자연 그대로의 천국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진심을 담아,

토미 E. 레멩게소, 주니어 (Tommy E. Remengesau, Jr.)
팔라우공화국 대통령 



Pristine Paradise.

Alii! 
 

자연 그대로의 천국, 팔라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팔라우에 오셔서 팔라우를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든 
지혜와 문화에 대해 배워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천국.
팔라우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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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아일랜드 남쪽의 석호
(Rock Islands Southern Lagoon)
2012년 세계유산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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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팔라우는 세계 최초의 국립 상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팔라우 

해역 내에서의 모든 상업적 상어 낚시는 
금지되었습니다. 상어 보호구역을 통해 
237,000 제곱 마일의 해역에서 상어가 
살며 번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멋진 생명체들의 보호라는 목적 
아래 헌신하고 있는 개인들의 노력 

덕분에 번성하게 될 17종의 상어들의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하세요.

상어 보호 및 연구 연락처에 관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팔라우 상어 보호구역
(Palau Shark Sanctuary)

Box 3006
Koror, Palau 96940

palausharksanctuary@gmail.com
www.sharksanctuary.blogspot.com

마이크로네시안 상어 재단 
(Micronesian Shark Foundation) 

P.O. Box 964
Koror, Palau 96940
Tel: +680 488 2637
Fax: +680 488 5418  

Email: info@msfpalau.org
http://www.msfpala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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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에서는 바다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팔라우 사람들은 바다가 
우리 존재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탱해온 것이기 때문에 
바다의 조건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팔라우의 
전통적 지도자들은 훼손되기 쉬운 산호 지역을 어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양 자원을 보존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보전 방법은 “불(bul)”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세대 동안 팔라우 사람들의 생계를 보존하고 식량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팔라우는 기후 변화, 바다 산성화, 오염 증가 및 
불법 어업 등 일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팔라우는 이제 선조들의 돌봄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날 “불
(bul)”이라는 오래된 보존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 관습은 팔라우가 팔라우 국립 해양 보호구역(Palau 
National Marine Sanctuary)의 설정을 통해 해양 환경의 
효과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실천하는 팔라우의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토미 E. 레멩게소, 주니어 (Tommy E. 
Remengesau, Jr.) 대통령은 팔라우 국립 해양 보호구역 법
(Palau National Marine Sanctuary Act)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바다 보존 계획 중 
하나로서 팔라우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참치 자원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랜드마크 입법을 통해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80%에 상당하는 영역을 어업 금지 
해양 보호구역(약 500,000 제곱 킬로미터)으로 설정함으로써 
아무런 어업도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고, 팔라우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약 20%에 상당하는 영역은 오직 국내시장에만 
생선을 제공하도록 허가되는 전통 및 국내 어업 활동을 위해 
할당되었습니다. 

바다의 관리 및 환경의 제한 내에서 작업하는 것은 언제나 
팔라우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는 
팔라우공화국과 팔라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팔라우의 경제가 환경이며, 환경이 곧 팔라우의 경제입니다. 
팔라우 국립 해양 보호구역은 지속가능성을 지지하고 
팔라우의 천연 자원과 경제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근간으로서, 팔라우를 오늘날의 자연 그대로의 천국일 
수 있도록 해주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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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i
Palau

Alii 는 “안녕하세
요” 또는 “반갑습니
다”와 같은 인사말
을 뜻하는 팔라우 

단어입니다.

제6권
팔라우관광청 출판
pristineparadisepalau.com

pva@pristineparadisepalau.
com

및

벨라우관광협회
(Belau Tourism Association) 

btapalau@gmail.com

디자인/인쇄
PVA/PIE Printing

Alii의 광고주 목록은 2017년 
5월 현재 기준입니다. PVA는 
최신 정보를 담기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문과 광고 상의 오류 및/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Cover Photo by
David Kirkland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
11



Photo©Tova Harel Bornovski

목차 
(계속)

12

56
57
58
61
62
63
64
65
67
68
70
71
72
74
75
76-81

자연 그대로의 천국에서 즐기는 스포츠 낚시 
팔라우 조류 관찰                  
쇼핑 
무지개에서 창조된 생명체 
역사 
제2차 세계대전 유물 관람  
팔라우 문화 
여성의 문화 
팔라우 둘러보기 
작은 섬, 큰 다양성 
놀라운 음식: 타로 
엄마와 아빠의 도시락 소풍 
코로르 시티(Koror City)의 밤 
왜 이건 메뉴에 없을까요 
환경 팁 
비즈니스 전화번호



www.pristineparadisepalau.com

팔라우관광청(PLAU VISITORS AUTHORITY)
전화: (680) 488-2793/1930

팩스: (680) 488-1453
이메일: pva@pristineparadisepalau.com

Pristine Paradise.

파란색의 폰트는 푸른 바다를 대표합니다.

@pp_palau                  Pristine Paradise Palau

맹그로브 뿌리 – 팔라우의 문화와 여러 
문제를 극복해온 사람들의 영속성을 

상징하며, 노란색의 원은 팔라우에서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달을 

상징합니다. 

팔라우의 돈 – 팔라우 사람들의 문화로서 
전통적인 자원 보존의 방법을 포함하며, 

세대를 거듭하여 전통적인 방식을 
가르칩니다.

상어 – 팔라우의 풍부한 바다. 팔라우는 최초
의 상어 보호구역입니다. 팔라우는 다이빙 투

어로 매우 유명합니다.

노란색의 “^”는 바이 미술품의 대표로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색깔을 사용합니다.

13



btapalau@gmail.com 680.488.4377

벨라우관광협회의 회원들은 
팔라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벨라우관광협회의 회원들은 팔라우의 환경과 문화적 전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방
문객 여러분께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베드 & 브렉퍼스트 (Bayside Bed & Breakfast)
벨라우 국립 박물관(Belau National Museum)

블루 베이 석유(Blue Bay Petroleum Inc.)
돌핀즈 퍼시픽(Dolphins Pacific Inc.)

DFS 팔라우(DFS Palau   Ltd.)
엘리라이 바&그릴 (Elilai Bar & Grill)

중화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China)
피쉬앤핀즈 & 오션헌터(Fish n’ Fins & Ocean Hunter)

하이 리조트(Hi Resort)
호텔 디셈버(Hotel December)

아일랜드 타임즈 신문(Island Times Newspaper)
IMPAC 투어즈(IMPAC Tours)

케라델 보호 네트워크(Kerradel Conservation Network)
코로르 주 정부-DCLE(Koror State Government-DCLE)

멜레카우 보험사(Melekau Insurance Agency)
국립/알라모 & 엔터프라이즈 렌터카(National/Alamo & 

Enterprise Car Rental)
NECO 플라자 기업(NECO Plaza Corporation)
퍼시픽 미션 항공(Pacific Mission Aviation)
팔래시아 호텔 팔라우(Palasia Hotel Palau

팔라우 센트럴 호텔(Palau Central Hotel)
팔라우 보호 협회(Palau Conservation Society)

팔라우 다이빙 모험(Palau Dive Adventures, Inc.)
팔라우 국립 커뮤니케이션 사(Palau National Communication 

Corporation)
팔라우 태평양 리조트(Palau Pacific Resort) 
팔라우 로얄 리조트(Palau Royal Resort)

팔라우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 센터(Palau Small Business 
Development Ctr) 

팔라우 여행사(Palau Travel & Tour Agency)
팔라우 베케이션 호텔(Palau Vacation Hotel)

팔라우 7대 경이 Palau 7th Wonder Tour Service 
팔라우공화국 사회보장국(ROP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샘즈 투어즈(Sam’s Tours)
스마일 에어(Smile Air Inc.)

스플래쉬 다이빙 센터(Splash Dive Center)
수랑겔 앤 선즈 컴퍼니(Surangel & Sons Company)

두덱스 네스트(The Dudek’s Nest)
UBDI 벨라우 투어/블루 말린(UBDI Belau Tour/Blue Marlin)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웨스트 플라자 호텔(West Plaza Hotel Inc.)

당신의 방문을 잊히지 않을 경험으로 만들어줄 벨라우관광협회 회원사 비즈니스를 선택하세요!



Alii 팔라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동안, 팔라우의 멋진 섬을 방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팔라우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자연의 경이를 최선을 다해 가꿔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저희를 도와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방문객으로서 팔라우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자연 유산을 보존 및 보호하는 공동체의 노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단의 팁을 지켜서, 팔라우가 앞으로도 “
자연 그대로의 천국, 팔라우”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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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와 팔라우의 문화에 대해 배우세요.
o 잠깐 시간을 내어 팔라우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워보세요.
o 마을과 종교 및 문화적 구역 내에서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적절하게 

행동해주세요.
o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주세요. 사유지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	 우리의 환경을 돌봐 주세요.
o 쓰레기는 적절하게 버려 주시고, 재활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재활용해주세요.
o 자원의 이용에 주의해주세요: 물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해주세요.
o 4가지 R을 실천해주세요: 줄이고(Reduce), 재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고(Recycle), 거절하세요(Refuse) (예: 플라스틱).
•	 야생을 보호해주세요.

o 산호 뿐만 아니라, 바다 거북, 조개, 상어 등 암초의 어떤 생물 종도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위에 올라서지 마세요.

o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종을 사냥하거나, 구입하거나 또는 먹지 
마세요. 또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	 현지의 자주성을 지지해주세요.
o 현지의 제품, 예술품, 공예품을 구매해주세요. 하지만 거북이, 

조개나 산호 등의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종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문이 여러분과 팔라우 사람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라우의 책임 있는 여행 캠페인은 모나코의 알버트 2세 대공 재단(Prince Albert II of Monaco 
Foundation)(www.fpa2.com)와 글로벌 그린그랜츠 펀드를 통해 마르실라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여행을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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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양겔 섬(Kayangel Islands)

　　약 1.78 제곱 킬로미터인 카양겔은 
훼손되지 않은 해변과 암초로 구성된 
팔라우의 유일하고 진정한 환상의 
산호도로서 바벨다옵의 끝으로부터 
4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산호초 주변의 바다는 낚시꾼들이 
견지낚시하기 좋은 장소이며, 지상에는 
카양겔 에서 유명하고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들이 가득합니다.

　　팔라우는 다양한 지형, 식물 및 동물로 구성된 군도입니다. 바벨다옵
(Babeldaob)이라고 불리는 화산 폭발을 통해 생성된 가장 큰 섬, 남쪽의 
석호(Southern Lagoon), 코로르 섬, 그리고 팔라우로부터 남서쪽으로 250
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환상 산호도 및 석회암 섬으로 구성된 남서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16개 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고유의 뚜렷한 특색과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개 주로 이동할 때는 주로 도로, 보트 또는 소형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코로르(Koror)는 다리와 둑길로 연결된 한 무리의 섬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일본-팔라우 친선 대교(Japan-Palau Friendship Bridge)
로 바벨다옵 섬(Babeldaob Island)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다옵의 
간선도로 둘레 드라이빙은 반나절 혹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바깥 쪽에 위치한 앙가우르(Angaur)와 펠렐리우(Peleliu) 섬은 군도의 
남쪽 부분으로서 소형 비행기또는 보트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섬에는 주(州) 연락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합니다. 카양겔
(Kayangel)은 바벨다옵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선박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남서 제도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대형 원양 항해용 선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팔라우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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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다옵(Babeldaob)

아이멜리크 주
(Aimeliik State)

아이라이 주(Airai State)

바벨다옵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한 주(州)
로서, 37 제곱 킬로미터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와 맹그로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낮은 경사진 언덕과 
서쪽 해안을 따라 바위투성이 지형이 
있습니다. 아이멜리크 내에 대규모 상업용 
농업 개발 지역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선사시대 계단식 논밭은 팔라우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네베데크(Ngebedech) 
마을 내에 있습니다. 엘레추이(Elechui) 
마을에는 말솔의 무덤(Malsol’s Tomb)
의 있습니다. 말솔은 인접한 주 출신의 
격렬한 전사로서, 마을의 한 여인의 아들 
중 한 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때 쓰인 돌들이 그의 무덤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멜리크 주의 방문객들은 
말솔의 무덤, 엘레추이 마을 및 
아이멜리크 바이(Aimeliik Bai)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팔라우를 향하는 징검돌이라고 알려진 
곳으로서 바벨다옵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팔라우공화국의 공항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또한 아이라이는 가장 
오래된 바이(180년 전에 건설되어 1984
년 보수됨)와 문화 및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라이 주 내에 113곳의 역사적 
장소가 조사 및 확인되었으며 이 중 22
곳은 팔라우의 역사적 장소 등록부
(Palalu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장소 
중 6곳이복구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르에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저수지와 
맹그로브와 숲을 지나 흐르는 게리킬 강
(Ngerikiil River)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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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레케오크 주
(Melekeok State)

멜레케오크는 바벨다옵의 중앙동부 
해안 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바벨다옵의 
중심을 가르는 동부 해안 상의 환상 
산호초로 이어지는 약 25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지역입니다. 멜레케오크 주는 긴 
백사장, 해변 일부에 가는 띠처럼 이어진 
맹그로브, 질퍽질퍽한 습지, 경사진 언덕, 
팔라우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자 보존 
지역인 가르도크 호수(Ngardok Lak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라르드 주(Ngaraad 

바벨다옵(Babeldaob)

가라르드는 팔라우에서 가장 멋지고 
긴 해변 중 한 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부와 서부를 잇는 길은 하이킹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팔라우 전설에서 
젊음의 샘으로 일컬어지는 게르초클 
샘(Ngerchokl spring)과 게르칼 호수
(Ngerkall Lake)에 들르는 것도 좋습니다. 
가라르드 주에서는 스노클, 카약 또는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라르드 주의 
좁고 긴 땅에서 일몰과 일출 모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명한 현지 음식으로는 
데모크(demok)와 타로 잎 스프(taro leaf 
soup)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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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다옵(Babeldaob)

가르첼롱 주
(Ngarchelong State)

가르드마우 주
(Ngardmau State)

바벨다옵의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가르첼롱은 가장 좁은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풀과 키가 
작은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바드룰차우
(Badrulchau)라고 불리는 인상적인 고고학적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바드룰차우는 거대한 
돌 기둥들이 5 에이커 정도의 면적을 여러 
개의 돌과 얼굴 조각과 함께 뒤덮고 있습니다. 
바드룰차우는 팔라우의 최고의 고고학적 
장소로서 서기 161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또한 가르첼롱 주는 대왕조개와 해삼과 같은 
해양 생물이 풍부하고, 암초와 해협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류가 살고 있습니다.

가르드마우는 모험의 장소로서, 팔라우에서 
가장 큰 폭포로 이어지는 집라인을 타거나, 
숲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또는 만타가오리가 
짝짓기를 하는 이우에카코 해협(Iuekako 
Channel)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크사이트가 풍부한 가르드마우 
주는 20세기 초에 보크사이트 자원이 
채굴되기도 했습니다. 계단식 비탈과 항구는 
오늘날의 가르드마우 주를 생각나게 해주는 
지형입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높은 곳인 
게레첼추스(Ngerechelchuus) 산에 오르면 
바벨다옵의 대부분과 코로르 섬 지역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르드마우의 전통 
음식은 맹그로브 조개이며, 레몬을 곁들여 날 
것으로 즐기는 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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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다옵(Babeldaob)

가트팡 주
(Ngatpang State)

체사르 주(Ngchesar State)

가트팡은 게레메두 만(Ngeremeduu Bay) 
상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육상, 해양 및 
해변 생태계로 구성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구역입니다. 이곳의 야생 동물로는 
맹그로브 조개, 민물 장어, 물뱀 및 악어가 
있습니다. 가트팡 주에는 새로운 수상 및 
농업 농장들이 있으며, 하이킹과 카약킹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가트팡에는 폭포와, 
고대 계단식 언덕, 돌 기둥 및 길과 2곳의 
일본 신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훌륭한 천연 
진흙 덕분에 팔라우의 전통적인 도자기 제조 
센터였습니다.

체사르는 바벨다옵의 남중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총 41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으로서 두터운 맹그로브 습지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산등성이와 
평지에는 코코넛 나무와 사바나 잔디가 
펼쳐져 있습니다. 폭포 코스는 하이킹하기에 
좋습니다. 악어를 좋아한다면 시미주 강
(Shimizu River)을 따라 보트 투어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장소 중 한 곳으로 여겨지는 게릉게상 마을의 
계단식 논밭(Terraces in Ngerngesang 
Village)는 계단식 논밭의 예로서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서기 
491년 내지 서기 115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방문할 만한 곳으로는 이와 
같은 계단식 논밭과 전투용 카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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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왈 주(Ngiwal State)

바벨다옵(Babeldaob)

가렘렝구이 주
(Ngeremlengui State)

기왈은 유명한 “일루첼을 위한 타로 바구니
(Sualel a Illuochel)”, 물 속으로 가라앉아 
오래된 석조 플랫폼이 바닷물 속으로 여전히 
보이는 마을인 깁탈(Ngibtal), “아침을 밝히는 
새의 둥지(The Nest of the Morning Bird)”
라고 불리는 돌로 이뤄진 놀라운 새 둥지와 
같이 독특한 전설과 장소를 보유한 곳입니다. 
방문객들은 기릉게멜라스 광장(Ngirngemelas 
Square) 중심의 주요 특징인 전설적인 전사 
기릉게멜라스(Ngirngemelas)의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왈 사람들은 
하루에 약 일곱 끼의 식사와 아홉 그릇의 
스프를 먹은 대식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곱 끼와 스프 아홉 그릇 (7-eat 9-soup)”
은 상투적인 문구가 되었으며, 가장 즐겨 
먹는 것은 기왈의 코코넛 밀크 스프를 곁들인 
호박으로서 “서브리왈(subliwal)”이라고 알려진 
음식입니다. 또한 기왈에서는 만조 때 맹그로브 
해협을 따라 보트를 타고 가다가 멋진 폭포를 
만나는 하이킹도 해볼 수 있습니다.

팔라우 제도에서 가장 큰 토지로서, 
가렘렝구이는 바벨다옵에서 약 109 제곱 
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 
곳에는 게르메스캉 강(Ngermeskang River)
이라고 불리는 팔라우에서 가장 긴 강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들이 번식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레메두 
만(Ngeremeduu Bay)과 가렘렝구이 주가 
접하고 있습니다. 게르메스캉 조류 보호구역
(Ngermeskang Bird Sanctuary)는 조류가 
풍부해서, 방문객 여러분이 숲을 걸으며 30
종의 놀라운 조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렘렝구이는 팔라우 사람들이 날 것으로 
먹기를 즐기는 별식인 해삼으로도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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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가우르(Angaur)와 펠렐리우(Peleliu)

앙가우르 주(Angaur State)

펠렐리우 주(Peleliu State)

앙가우르는 아름다움과 역사를 간직한 
섬으로서 팔라우 주변 암초의 외곽에 있는 
펠렐리우(Peleliu)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친 해안가에는 가장 멋진 
블로우홀(blowholes) 중 몇 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앙가우르의 해안은 깨끗한 하얀 
모래와 시원하고 맑은 공기로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오래된 인회암 광산과 앙가우르 
출신으로서 팔라우 제도를 형성한 거인인 
우압(Uab)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 유물과 오래된 독일의 
등대, 사당과 일부 석조 플랫폼도 있습니다. 
앙가우르에서는 전통 첫 출산 기념식으로서 
어머니들이 플랫폼 위에 오릅니다. 
앙가우르에서의 스쿠버다이빙은 가파른 
하강과 풍부한 해양 생물들로 멋진 경험을 
선사합니다.

보초의 남부 끝에 위치한 곳인 펠렐리우는 총 
19제곱 킬로미터의 면적으로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미국의 침략을 예상한 
일본의 방어군이 석회암 언덕에 동굴 체제를 
구축하고, 오늘날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 
벙커를 지었습니다. 펠렐리우는 보트나 소형 
비행기를 타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는 
일본이 점령한 당시에 건설된 것입니다. 
펠렐리우는 낚시와 다이빙하기에 좋은 
장소로서 팔라우 최고의 다이빙 장소들 중 몇 
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 
수집품으로 가득한 박물관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해변과 섬에 흩어져 있는 
전쟁 건축물 및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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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의 16개 주



하토호베이 주
(Hatohobei State)

남서 제도(Southwest Islands)

손소롤 주(Sonsorol State)

흔히 “토비(Tobi)”라고 불리는 하토호베이는 
앙가우르에서 남서쪽으로 45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하토호베이 주는 토비 
섬과 헬렌 암초(Helen Reef)로 구성되어 
있으며 .63 제곱 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손소롤 섬(the island of Sonsorol)
과 마찬가지로, 토비는 석회암과 모래 같은 
토양으로 이뤄져 있으며, 해수면으로부터 겨우 
몇 피트 정도 높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광대하고 비옥한 토비의 타로 경작지는 1830
년대에도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세기 초에 타로 경작지가 얼마나 
광대했는지 보여줍니다. 하토호베이의 중요한 
장소로는 페레후헤 디안겔 카누 하우스
(Ferehuhe Diangel Canoe House)가 있습니다. 
그 밖의 중요한 장소로는 인조 동굴인 보누용
(Bonuyong)과 일본인 거주 구역인 마타홍
(Matahong)이 있습니다.

앙가우르의 남서쪽으로 약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서, 파나(Fanna), 
풀로 안나(Pulo Anna), 메릴(Merir)과 함께 총 3 
제곱 킬로미터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숲과 덤불로 덮인 석회암과 모래 같은 
토양으로 구성된 작은 암초 플랫폼들입니다. 
모래 사장을따라 코코넛 야자수가 풍부하며, 
이 나무들은 섬의 코프라(copra) 생산의 주요 
원천입니다. 문화와 역사를 찾는 여행객들은 
손소롤에서 섬의 수장들이 모임에 사용한 
장소이자 항해 학습 센터 및 여행객들이 
머무르는 장소로도 사용되어 중요한 곳으로 
등록된 곳인 바이 라 링칼(the Bai ra Ringal)
을 방문할 수 있다. 파나(Fanna) 무인도로서 
조류의 서식지이며 메릴(Merir)은 바다거북의 
보금자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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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의 16개 주



알리! 벰투! (Alii! Bem Tuu!)

팔라우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알리! 벰투! 인사로 환영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팔라우에서 머무르는 것은 고향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이 여행하는 
동안 팔라우의 최고를 대접할 것입니다. 팔라
우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시각을 가지

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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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를 장소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



　　팔라우는 모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객들 또는 느긋하게 
쉬면서 태양을 즐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맞는 많은 유형의 
숙소들을 제공합니다. 부산한 코로르로부터 벗어난 팔라우의 외곽 
지역에 있는 방갈로, 오두막 및 게스트 홈은 완벽한 휴식을 찾는 
분들을 위한 숙소입니다. 코로르와 아이라이(Airai)에 있는 리조트, 
호텔, 모텔 및 여관은 시내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며 모험이 가득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자연 그대로의 푸른 바다와 멋진 록아일랜드로 둘러싸여 
지내고 싶으실 경우, 리브어보드(live-aboard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호텔은 현재 느긋한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팔라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다리와 둑길로 연결된 한 무리의 섬들인 코로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라이 주(Airai State)는 팔라우 국제 공항(Palau 
International Airport)가 있는 곳으로서, 코로르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바벨다옵의 대부분 
지역은 차를 타고 방문할 수 있지만, 펠렐리우(Peleliu), 앙가우르
(Angaur), 카양겔(Kayangel)은 보트 또는 항공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별 숙박업소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www.pristineparadise
palau.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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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크 다우니(Mark Downey)

머무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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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영업 / 6:00pm – 8:00pm

갓 바베큐한 고기, 해산물, 

야채를 라이브 공연과 함께 즐기세요.

다양한 리조트 로고 및 유명 브랜드 의

류, 신발 및 선물용품, 현지 예술품 및 

공예품, 보석 및 액세서리, 음식과 음

료 제공. 매일 영업.

매일 영업 / 11:00am – 11:00pm

해변 옆 야자수 밑 오아시스로서 열대 

음료를 제공하며, 종일 스낵 메뉴 제공.

전화: 488-2600

매일 영업 / 6:00pm – 9:00pm

섬을 주제로 한 분위기에 신선한 현지 

해산물, 미국산 고급 립 및 기타 섬의 

별미를 제공하는 고급 만찬 경험

매일 영업 / 7:00am – 10:00pm

즐거운 뷔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바

다를 바라보는 야외 식사. 일품 요리 점

심, 일요일 브런치 및 대부분 밤에 라

이브 공연과 함께 하는 테마 나이트 뷔

페 저녁 식사.

테마 나이트 뷔페
6:00pm – 9:00pm

월요일 이탈리안 요리
화요일 프렌치 요리 
수요일 팔라우 요리
목요일 아시안 요리
*금요일 해산물 요리

*토요일 어메리칸 BBQ
*일요일 일본 요리



코로르와 아이라이의 몇몇 호텔과 리조트는 컨퍼런스 룸, 
케이터링 및 기타 시설들을 포함한 컨퍼런스 및 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펠렐리우, 앙가우르 및 카르프 섬(Carp Islands)
와 같은 외딴 섬들에 위치한 리조트들은 기업의 수련회 또는 
인센티브를 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바벨다옵의 동쪽 해변에는 편안한 방갈로들이 제공됩니다. 

코르르 중심에 위치한 가라야마용 문화 센터 (Ngarayamayong 
Culture Center)은 회의 시설로서 500명까지 수용하며 오디오 
및 비디오 시설, 휴게시설 및 토론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pva@pristineparadisepalau.com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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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사진©W.E. 페리클리어(W.E. Perryclear)



‧5 mins to airport 
‧Most exciting water park in Palau 
‧720 degree water slide 
‧Jungle spa pools 
‧With biggest story board in Palau 
‧ Exotic cuisine 
‧Spa 
 

Airai Water Paradise Hotel & Spa  帛琉愛來渡假會館 
アイライ．ワオーター．パラダイス．ホテル＆スパ 

Airai Water Paradise Hotel & Spa 
P.O. Box 8067, Koror, Republic of Palau, 96940 
Tel: +680-587-3530/3531      Fax: +680-587-3533 
www.airaiwaterparadise.com 
services@airaiwaterparad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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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화재: 911를 누르세요.
코로르(Koror)
순찰대                       488-1422
화재    488-1411
범죄 단속             488-8477

  멜레케오크(Melekeok)
  순찰대   654-1422
  화재    654-1411
  의료  
  코로르(Koror)
  구급차             488-1411
  응급실                       488-2558
  멜레케오크(Melekeok)
  구급차                       654-1411



P.O. BOX 10027, Koror, Palau 96940
Tel: (680) 488-8888 • Fax: (680) 488-8800

www.palasia-hotel.com
e-mail: reservations@palasia-hotel.com

DESOMEL RESTAURANT (1F)
6:30 AM - 2:00 PM • 6:00 PM - 9:00 PM

EXT 106

HEALTH SPA (B1F)
6:30 PM - 10:00 PM

EXT 135

WELTZ BAR (1F)
3:30 PM - 11:00 PM

3:30 PM - 7:30 PM ( Happy Hour)
EXT 139

SWIMMING POOL (B1F)
7:00 AM - 9:00 PM

EXT 120

DFS GALLERIA (1F)
8:00 AM - 10:00 PM

EXT 125

SPA BALI (7F)
10:30 AM - 10:30 PM

EXT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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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680 488-1941/43
the-penthouse@palaunet.com

www.penthousepalau.com

*지역 사업

*&우압스 레스토
랑(Uab’s Restau-
rant) (팔라우  음

식 전문점)

*온둥 뷰티 살롱 
(Ondung Beauty 

Salon)

*미팅 및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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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다옵 섬은 동부 해안에 자연 그대로의 백사장이 가장 
길게 펼쳐진 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사르(Ngchesar)
와 멜레케오크(Melekeok) 주에서 시작되어 기왈(Ngiwal)과 
가라르드(Ngaraard)까지 이어지는 해변은 아치형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는 외딴 낙원입니다. 일부 지역은 암초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실어다 주는 바다바람과 함께 넓게 탁 
트인 시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무 위 오두막에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는 휴식을 
취할 만한 장소와 소박한 해변의 방갈로를 갖춘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해변을 따라 정처없이 오랫동안 걸어보거나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팔라우관광청(Palau 
Visitors Authority) 웹사이트 pristineparadisepalau.com 를 
방문하시거나, pva@pristineparadisepalau.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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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시간을 
즐기기 위한 팁





36

활동

  　하늘에서 암초에 이르기까지 현재 팔라우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스카이다이빙을 통해서 
하늘에서 팔라우의 자연 그대로의 섬들의 경이로운 보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벨다옵의 마을과 숲은 문화적 장소, 제2차세계대전 유적지, 조류 
보호구역 및 타로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높은 폭포는 
가르드마우(Ngardmau)에 있으며, 폭포로 가는 집라인(zipline)과 산책로를 
자랑합니다. 팔라우의 전통 바이 중 세 곳도 바벨다옵에 있습니다.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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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바이

　　전통 바이(Traditional Bai), 또는 남자들의 회합 장소는 팔라우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각 내부, 앞뒤 출입구에 그려진 예술 작품들은 
팔라우의 전통 역사와 문화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바이(Bai)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마치 퍼즐 조각들처럼 
서로 복잡하게 짜맞춰져 못 없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팔라우에는 전통 
바이가 다섯 곳이 
있는데, 두 곳은 코로르
(Koror)에, 한 곳은 
멜레케오크(Melekeok)
에, 또 다른 한 곳은 
아 이 라 이 ( A i r a i ) 에 ,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아이멜리크(Aimeliik)에 
있습니다.

사진©PVA/토드 에시크(Todd Es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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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다이버들이 다른 어떤 
섬보다 더 많은 쥐가오리와 
난파선을 만날 수 있는 곳.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400
종의 암초를 구성하는 단단한 
산호들과 150종의 부드러운 
산호, 부채뿔산호, 바다조름. 
또한 팔라우는 최소 1,450종의 
암초 어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여곳의 스쿠버다이빙 장소가 
있으며, 60곳의 침몰선과 항공기 
등 제2차세계대전 당시 벌어졌던 
엄청난 전투를 상기시켜주는 
유물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

사진©맨디 T. 에트피슨(Mandy T. Etpison)

사진©토드 에시크(Todd Es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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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Site 
Map



Koror Fold-out Maps

68



Koror Fold-out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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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팁

출국세 및 관련 사항

팔라우로부터 출국할 
때, 다음 요금을 지불해
야 합니다.
출국세(Departure Tax):
 미화 $20.00
그린 피(Green Fee): 
 미화 $30.00
총 요금:
 미화 $50.00

비자 요건 및 관련 사항

•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복귀 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티켓

• 30일 여행자 비자가 
입국 시 부여됩니다.

• 미 얀 마 와 
방글라데시의 국민은 
사전 승인된 비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화 및 신용카드
공식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VISA, JCB, MasterCard는 상점과 방문객을 위한 
시설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보장 은행과 제한적인 외화 
교환 가능한 주요 호텔 및 ATM 기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언어

• 영어가 널리 
사용되며, 팔라우어는 
배우기에 재미있는 
언어입니다.

•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영어, 
표준 중국어, 광둥어 
또는 일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팔라우 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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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예품 관련
현지 예술 및 공예품으로는 
스토리보드, 보석, 
목공예품 및 직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 연중 연평균온도는 

28℃입니다. 섬 
평상복을 입으세요. 
하지만 시내 또는 
마을에서 수영복이나 
짧은 반바지를 입지 
마세요.

• 연평균 강수량은 150
인치입니다. 방수 
우비를 준비하세요. 
평균 상대습도는 
82%이며, 7월과 10
월 사이에 비가 
더 자주 내리기는 
하지만, 햇살도 여전히 
강합니다. 팔라우는 
태풍 구역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드뭅니다. 

참고: 거북등껍질로 만든 
제품들은 미국 및 기타 많은 
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개껍데기의 
경우 팔라우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필요한 수출 문서를 
획득하기 위해 해양자원국
(the Bureau of Marine 
Resources)으로 모든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조개껍데기의 
수출 및 수출이 허용된 
조개껍데기의 종류에 대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해양자원국
(the Bureau of Marine 
Resource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80 488-
3125/6994/2897.

의료 서비스
• 팔라우에는 외래 

환자와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1곳의 
병원, 벨라우 국립 
병원(BNH: Belau 
National Hospital)이 
있습니다. 

• 스쿠버다이빙 응급 
상황의 경우, BNH
에서 운영 중인 
고압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벨다옵, 펠렐리우, 
앙가우르 및 
카양겔에는 보건부 
진료소가 있습니다.

• 또한 팔라우에는 3
곳의 사설 의료원이 
있으며, 이 중 한 
곳은 저녁에도 
진료합니다. 

여행자 팁

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
인터넷, 3G 모바일 데이터, 디지털 TV, 전화 서비스는 팔라우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즈 코퍼
레이션(PNCC: Palau National Communications Corporation)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PALAUCEL 은 8개 주(코로르, 아이라이, 멜레케오크, 펠렐리우, 앙가우르, 가라르드, 가르
첼롱, 카양겔에서 통하는 3G 모바일 데이터와 함께 전국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WCDMA-900). 4G는 2017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PALAUCEL 모바일 활성화 방법. 국제 로밍을 하신 분들은 55201 또는 PLW01을 선택하
세요. 또는 잠김이 풀린 휴대폰을 위한 선불 PalauCel SIM 을 구매하세요 (WCDMA-900). 
PalauCel SIM 카드는 코로르와 아이라이의 PNCC와 선별된 현지 판매 회사가 판매하고 있
습니다. Airtime 카드는 100여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Airtime 카드로 음성, 문자 메시지 
및 3G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88-9000으로 전화주세요.
170개 이상의 WiFi 핫스팟. 코로르와 전국적인 Wi-Fi 핫스팟에 접속할 수 있는 PNCC 선
불 인터넷 카드를 단돈 $1.25/시간의 가격에 구입하세요. 카드는 PNCC와 팔라우 전역의 
소매점에서 판매합니다.
장거리 전화 거는 법. 팔라우의 국가 번호는 680번이며, 팔라우의 국제 접속 번호는 011
입니다. 팔라우 내의 모든 통화는 시내 통화입니다. PNCC Debush 선불 전화 카드(PNCC 
및 100여 곳에서 판매)로 일반 전화에서 국제 장거리 통화를 하세요. 또는 (Airtime 카
드를 이용한) 선불 PalauCel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제 장거리 통화가 가능합니다. 
국제 전화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전화를 걸어주세요:
011 + 국가번호 + 도시 라우팅 또는 지역 번호 + 지역 번호
PNCC 교환원 7am – 12자정까지 매일 운영: 전화번호 안내를 받기 원하는 분은 “0” (일반 
전화만 해당) 또는 411로 전화 하세요.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 www.palaunet.com을 방문하시거나, PNCC
로 전화 주시거나(680 488 9000) pnccservice@palaunet.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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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aur)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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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렐리우(Peleliu) / 앙가우르
(Angaur) 지도

펠렐리우(PELELIU)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펠렐리우 주 사무소 (Peleliu State Office)
펠렐리우 진료소 (Peleliu Dispensary)
펠렐리우 박물관 (Peleliu Museum)
해양 묘지 (Marine Cemetery)
평화 추모 공원 (Peace Memo. Park)
메르멜트 (Mermelt)
일본인 본부 (Japanese Headquarter)
공습 피난처 (Air Raid Shelter)
블러디 노우즈 산마루 (Bloody Nose Ridge)
멜루아델추르 동굴 (Meluadelchur Cave)

앙가우르 진료소 (Angaur Dispensary)
앙가우르 주 사무소 (Angaur State Office)
블로우 홀 (Blow Hole)
해방 기념비 (Liberation Monument)
(그루체이(Ngruchei)) 오렌지 해변 (Orange Beach)
올세찰 라 루첼 (Olsechal ra Ruchel)
평화 추모 공원 (Peace Memorial Park)
산타 마리아 (Santa Maria)
미군 묘지 (US Army Cemetery)
도레이사 인회암 광산 (Doreisa Phosphate Mining)

앙가우르(ANGAUR)



  바벨다옵 섬의 80%는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기다란 촉수 같은 뿌리가 나무 기둥과 줄기에서 뻗어 나와 늘어져 물에 
닿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해양 생물들의 안식처로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사수어(archerfish) 떼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물방울을 내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초 층은 밀복어(rabbit fish)
와 다양한 종류의 해삼들의 
고향입니다.

 팔라우의 내부 암초에서는 
무명갈전갱이(giant trevally), 
화이트팁리프상어(white-t ip 
reef shark), 바다거북, 자이언트 
그루퍼, 장어, 형형색깔의 암초 
어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암초 
물마루의 깨끗한 바다는 자연 
그대로의 정원과 같이 아름다운 
종류의 산호 (폴립)들과 작은 
암초 어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스쿠버다이빙 장소 
중 대부분은 외부 암초(Outer 
Reef)에 존재하며, 쥐가오리, 
그루퍼 무리가 있는 해협을 
지닌 바벨다옵 섬 주변에서도 
스쿠버다이빙이 가능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거대한 부채꼴 
산호와 회유 어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다옵의 해양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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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에서의 

스포츠 낚시 – 
청어, 꼬치삼치, 

참치 등을 

잡으세요!

펠렐리우, 앙가우르 

및 바벨다옵에서 

제2차세계대전 
유물을 관람하세요.

벨라우 국립 박물관
(Belau National 

Museum), 엣피슨 
박물관(Etpison 
Museum) 또는 

팔라우 수족관
(Palau Aquarium) 

을 방문하세요.

잔잔한 석호 또는 

먼 외부 암초에서 

스노클링을 
즐기세요.

돌핀 퍼시픽
(Dolphin Pacific) 

에서 즐기는 

돌고래와의 교류 

또는 수영. 코로르

(Koror)에서 떠나는 

짧은 보트 탑승

조류 관찰 
팔라우에는 현재 

기록된 조류의 

종류가 168종이며, 

이중 13종은 오직 

팔라우에서만 

발견됩니다.

크리스탈처럼 맑은 

바다 위나 맹그로브 

숲에서 백사장과 

바다 새들을 

바라보는 카약 
투어를 즐기세요.

소형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록아일랜드 

남쪽 석호 위에서 

항공 투어를 

즐기세요.

최고의 팔라우 활동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케빈 데이빗슨(Kevin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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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7505

AWARD WINNING PADI 5* TRAINING FACILITY - MARINA - FREE NITROX
DIVING, SNORKELING, KAYAKING, SIGHTSEEING, FISHING
PRIVATE LUXURY BOAT CHARTERS,        SPECIALTY FISHING CHARTERS

DROP-OFF BAR & GRILL   
LUNCH - DINNER      FREE WIFI      
ON THE WATER   FRESH FISH 
PIZZA BURGERS EXCLUSIVE ! !         
DEEP-SEA SNAPPER SEBUS 

38  www.MANTAIDPALAU.org    

DIVING AND SNORKELING WITH MANTA RAYS IN PA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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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7505

AWARD WINNING PADI 5* TRAINING FACILITY - MARINA - FREE NITROX
DIVING, SNORKELING, KAYAKING, SIGHTSEEING, FISHING
PRIVATE LUXURY BOAT CHARTERS,        SPECIALTY FISHING CHARTERS

DROP-OFF BAR & GRILL   
LUNCH - DINNER      FREE WIFI      
ON THE WATER   FRESH FISH 
PIZZA BURGERS EXCLUSIVE ! !         
DEEP-SEA SNAPPER SEBUS 

51 www.MANTAIDPALAU.org    

DIVING AND SNORKELING WITH MANTA RAYS IN PA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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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걱정 할 것 없는 소박한 섬 안에서 더 없는 
행복을 만끽하세요

*담배 없고 *마약 을 하지 않는 *깨끗한 공기 *
섬을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54

   록아일랜드 남쪽의 석호 세계 문화 유산에 위치한 Ongeim’l 
Tketau(젤리피쉬 레이크)는 해양(해수) 호수로서 호수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마리의 금빛 해파리로 유명합니다. 바다와의 
연결이 제한되어 고립되어 있는 젤리피쉬 레이크는 록아일랜드 
내에서 10,000년도 더 전에 형성되어, 해양 생명체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여 록아일랜드를 둘러싼 암초와는 다른 
독특한 집합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 고유의 
금빛 해파리(golden jellyfish)는 Mastigias papua dtpisoni의 
독특한 변종으로서 오직 젤리피쉬 레이크에서만 발견되며,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살지 않습니다.

   산호초연구재단(Coral Reef Research Foundation)은 1998
년부터 자연과 인간의 위협이 젤리피쉬 레이크의 연약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젤리피쉬 
레이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엘니뇨는 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 기후 사건입니다. 1997/98년과 
2015/16년의 엘니뇨로 인해 금빛 해파리가 사라진 바 
있습니다. 다행히 젤리피쉬 레이크는 자연의 순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외래종의 도입이나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과 같은 인간의 영향을 통한 위협으로부터 
호수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호수를 방문한 분들은 
이와 같은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호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의 증가는 호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방문객들은 환경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주셔야 합니다. 
산호초의 바위, 조개, 동물 또는 식물을 호수로 들여오지 
않음으로써 외래 및 침입 종의 도입을 예방해주세요. 호수 
안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대신에 긴 소매 래쉬가드와 
보호 기어를 착용하여 자외선 차단제로 인한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파리와 함께 수영할 때 연약한 해파리를 
찢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젤리피쉬 레이크를 
방문할 때 우리 모두 환경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생태계의 보존: 젤리피
쉬 레이크(Jellyfish Lake)

사진©케빈 데이빗슨(Kevin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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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하단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산호초 재단(Coral Reef 
Foundation)

www.coralReefResearch-
Foundation.org/ Sup-
portResearch

또는 
코로르 주 정부 
(Koror State Government)
www.kororstatego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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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는 아주 멋진 스포츠 낚시 기회가 풍부한 곳입니다. 400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녹새치, 돛새치, 무명갈전갱이, 꼬치삼치 
및 참치와 같은 낚시감을 잡기 위해 견지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낚시는 팔라우 섬들에서 유명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진지한 낚시 경기도 열립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참치, 
창꼬치, 무명갈전갱이, 청새치 등 여러가지 종류의 큰 어종을 낚을 
경우 넉넉한 상금이 주어집니 다.

   공식적인 경기는 논외로 하고, 장비를 완전히 갖춘 커스텀 
스포츠 낚시 선박과 친절한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을 때, 
유명한 “대어”를 낚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스포츠 낚시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심해의 
가공할 포식자들과 겨루는 줄다리기 싸움의 즐거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포획 후 방류(catch & release), 
스피어 피싱(spear fishing), 리프 캐스팅(reef casting), 대나무 
뗏목에 히치하이킹 하거나, 현지 방식 대로 바텀 피싱(bottom 
fishing)으로 록아일랜드에서 손줄 낚기로 점심 거리를 잡는 등 

자연 그대로의 천국에서 즐기
는 스포츠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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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의 독특한 수공예품, 스토리보드는 팔라우의 회합 장소인 
바이(bai) 기둥의 예술품을 복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공예품들은 다른 모양을 띄기 시작했고, 
아름답고 단단한 목재에 구전되어 내려온 전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감옥, 타방 목공예품점(Tebang Woodcarving Shop) 
및 현지 기념품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코넛오일은 아름다운 스프와 로션의 제조에 사용되며, 잎은 
판다누스(pandanus)와 결합하여 매력적인 패턴을 지닌 가방과 
베텔 너트 지갑(betel nut purses)를 짜는데 쓰입니다. 

　　코로르에 있는 두 곳의 주요 쇼핑 센터는 티셔츠와 기타 
기념품을 판매하며, 2월부터 12월초까지 한달에 두 번 열리는 
야시장은 다양한 보석과 기타 선물용품들을 선보입니다. 

쇼핑

사진©케빈 데이빗슨(Kevin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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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 - MICRONESIAN DISPLAYS
GIFTS - SOUVENIRS

PALAU PUBLICATIONS
CONSERVATION PROJECTS

NON-PROFIT 
OPEN MON- SAT  9-5   ADMISSION FEE $10

PPALAUANS & LOCAL SCHOOLS FREE

  NEW in 2017 
PUBLICATION:                                                              ART - NATURE - CULTURE:

PALAU IN EUROPE                   CAPT. WILSON GALLERY
by M.Etpison & C.Dupont                                                         at the Palau Pacific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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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leave only your
footprints in the sand...

I love

I keep it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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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의 팔라우는 75%가 
천연 숲과 맹그로브로 덮여 있는 
만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숲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생물 종이 
가장 다양한 곳으로서 약 194 
종의 고유 식물 종과 함께 1,400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최소 46종의 파충류와 양서류가 
발견되며, 그 중 12종은 팔라우 
고유 종입니다. 또한 팔라우의 
섬에는 168종의 새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 중 13종이 
고유종입니다. 가장 희귀한 종류의 
새로는 Palau Ground Dove 
(omkrengukl)과 Giant White-
eye가 있으며, 이 종류는 오직 
록아일랜드의 특정 장소에서만 
발견됩니다. 또한 Palau Megapode 
(bekai)는 멸종위기 종입니다. 

하단: 록아일랜드에서 자라는 Rur 
flower; 하단 우측: Biib (Palauan fruit 
dove); 우측 상단: Fruit bat

무지개로부터 창조된 생명체들

사진©맨디 에트피슨(Mandy Etpison)

사진©맨디 에트피슨(Mandy Etpison)

사진©토바 할 보르노브스키(Tova harl Bornov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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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의 초기 역사는 여전히  
대부분 미스터리입니다. 왜, 어떻게 
또는 언제 사람들이 팔라우의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의 팔라우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 뉴기니아의 
멜라네시안 및 폴리네이산들의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도착 시기에 
대해서는 록아일랜드의 가장 오래된 
마을과 바벨다옵의 멋진 계단식 
논밭의 예술품들의 탄소 측정 
연대에 따라 최소 기원전 3,500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이 최초로 기록된 
때는 영국 선장 헨리 윌슨(Henry 
Wilson)의 휘하의 선박 안텔로프
(Antelope)가 코로르와 펠렐리우 
사이에 위치한 돌섬인 울롱(Ulong) 
근처의 암초에서 좌초되었던 1783
년입니다. 코로르의 최고 추장 
이베둘의 도움을 받아, 윌슨과 
선원들은 선박을 재건하기 위해 3
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때 
이후로, 수많은 외국인 탐험가들이 
팔라우를 방문했고, 팔라우의 
섬들은 유럽과의 접촉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팔라우 섬의 외국인 지배는 교황 
레오 13세가 1885년 캐롤라인 섬에 
대한 스페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의 캐퓨친수도회 신부와 두 명의 
수사가 두 곳의 교회를 설립하고 
관리하면서, 로만 알파벳이 도입되고 
마을간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1899년 스페인은 캐롤라인을 
독일에 팔았으며, 독일은 섬의 천연 
자원을 무역하기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섬들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경제 및 재산권을 씨족에서 
개인으로 넘기면서 일본의 영향이 
팔라우의 문화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1922년 코로르는 
남태평양 내 모든 일본 소유재산에 
대한 행정 센터가 되었습니다. 
코로르의 도시는 공장, 상점, 공공 
목욕탕, 식당 및 약국이 있는 
스타일리쉬한 중심지였습니다.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캐롤라인(Carolines), 
마리아나(Marianas) 및 마샬
(Marshall) 제도는 미국 행정부가 
관리하는 국제연합 신탁 토지가 
되었고, 팔라우는 6개 섬 영역 중 
한 곳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미국은 
위임 통치의 일환으로 팔라우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팔라우가 1994년 10월 1
일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으면서 
독립하면서 드디어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고 추장 이베둘(Ibedul) (BNM Photo)  

역사



63

상단: 게렘렝구이 주(Ngeremlengui State)의 일본 
대포; 중앙: 아이라이 주(Airai State)의 일본 행정청 
건물; 하단: 펠렐리우 주(Peleliu State)의 제2
차세계대전 탱크

 다수의 태평양 
섬들처럼 팔라우는 
제2차세계대전 중 
미국군과 일본군의 
전략적 장소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펠렐리우의 전투
(the Battle of Peleliu)는 
1944년 펠렐리우에서 
벌어졌습니다. 

 팔라우 전역에 제2
차세계대전의 인공 
유물이 이 국가들 간의 
전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아직도 보존 
및 보호되고 있습니다.

     바 벨 다 옵  섬 에 는 
대포, 비행기, 라디오 탑, 
행정 센터, 사격 진지 
및 다수의 기타 유물이 
있습니다.

   펠렐리우와 앙가우르의 
섬들에는 최악의 전투를 
경험한 곳으로서 볼 
거리가 굉장히 많고,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경험 많은 
가이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종된 이들의 
영혼을 위한 일본 
사당들이 있습니다. 
앙가우르에는 숲에 
남은 유적들과 전쟁에 
빠진 팔라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몸을 
피했던 동굴도 볼 수 
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의 인공 유물 관람

사진©케빈 데이빗슨(Kevin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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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우의 마을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모계 씨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장들의 위원회가 마을들을 지배하며, 이에 상응하는 
여성들의 위원회가 열려, 토지, 돈의 관리와 추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성들이 가정과 가족들을 돌보는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팔라우의 전통과 문화에 대하여 아이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수행하여 마을의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바다는 남자들의 영역이며, 
남자들은 용감하게 나서서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선을 잡고, 
전투에 나섭니다. 마을 간의 전쟁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들의 회합을 위한 건물, 즉 바이(Bai)에서 시간을 보내며 카누를 짓는 
기술과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현대적인 영향을 받은 현재, 팔라우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어린 세대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활동은 올레초텔 벨라우 페어(Olechotel 
Belau Fair)나 한달에 두 번 열리는 야시장(Night Markets)처럼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야시장에는 팔라우의 16개 주가 참여하여 각자의 독특한 특징을 
춤, 노래, 예술 및 공예품, 특히 그릇들을 통해 선보입니다. 팔라우 여성 회의
(Palau Women’s Conference)는 빌룽(Bilung)과 에빌레클라이(Ebilreklai)
가 이끄는 또다른 중요한 연례 행사로서, 코로르와 멜레케오크의 고위급 
전통 여자 가장들이 팔라우 전역의 여성들과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이 
회의는 팔라우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과 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열립니다.

팔라우의 문화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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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탄생과 함께, 젊은 
어머니는 약효가 있는 뜨거운 
목욕을 하며 향기로운 강황 
코코넛 오일, 꽃, 전통 의복으로 
꾸미고 아기를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입니다. 축제 분위기의 기념식을 
통해 아기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문화적인 교류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약효가 있는 목욕은 
아기를 낳은 어머니의 씨족의 
지위에 따라 이틀 내지 열흘 가량 
실시됩니다. 이 의식은 젊은 여성을 
팔라우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며, 
가족의 독특한 유대를 나타내는 
행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있다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지만,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팔라우는 몇 가지 형태의 독특한 통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팔라우 언어로 우도우드(Udoud)라고 불리는 돈 구슬입니다.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유리와 유리 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 
구슬은 까만 무명 끈에 끼워져서 여성의 목에 두르기도 합니다. 오직 
특별한 날에만 여성은 자신이 속한 씨족의 돈 구슬을 모두 엮어 이에크
(iek)라고 불리는 목걸이를 목에 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환 체계로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미국의 통화와 함께 출생, 장례식, 가옥의 건축, 
추장의 선출과 같이 돈의 교환이 필요한 모든 
팔라우의 관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슬들은 
몇 가지 색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을 띨 수 있고, 간혹 드문 타입이긴 
하지만 유리에 무늬가 새겨져 있고 어두운 파랑, 
녹색 또는 까만 색을 띠기도 합니다. 작고 큰 
둥근 구슬, 깎인 면이 있는 보석 구슬, 원통형, 
바첼(bachel)이라고 불리는 팔찌로부터 곡선 
형태로 깎인 것 등 다양한 모양이 존재합니다. 
크기가 큰 우도우드 중 다수는 팔라우 가족들 
사이에서 유명하며, 고유 명칭과 구전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문화적 역사(Palau’s Cultural History), 맨디 에트피슨
(Mandy Etpison)

여성의 문화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



박물관 운영 시간
월 – 금 9am-5pm

토10am-5pm
일 1pm-5pm

공휴일 휴관

입장료

비거주자 성인
$10.-0

비거주자 아동
$5.00

거주자
$2.00

거주자 학생 $0.50
6세 이하 거주자 아동 

– 무료
단체 할인 적용

벨라우 국립 박물관
전화: 488-2265/2841

팩스: 488-3183
bnm@palaunet.com

belaunationalmuseum.net

무료 픽업 서비스 요청하실 분은 
488-2265/2841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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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르에서 바벨다옵까지
     팔라우 국제 공항은 바벨다옵의 아이라이 주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수의 호텔과 리조트 뿐만 아니라 여행사들은 코로르에 있습니다. 
바벨다옵은 코로르의 서로 연결된 섬들과 일본-팔라우 친선 대교(Japan-
Palau Friendship Bridge)로 연결되어 있으며, 포장 공공 도로가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위쪽 끝의 게르첼롱 주까지 순회하고 있습니다.

남서 제도
        남서 제도는 팔라우의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남서쪽으로 250 마일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서 제도는 개인 소유의 요트나 전세 선박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페릴리우와 앙가우르로 가는 방법
       펠렐리우와 앙가우르 주는 코로르와 록아일랜드 남쪽에 있으며, 
보트, 헬리콥터 또는 소형 비행기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연락선도 아주 적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록아일랜드로 가는 방법
       버섯 모양의 보석처럼 생긴 유명한 록아일랜드 섬들은 대부분의 
여행사들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록아일랜드를 관광하는 최고의 
방법은 젤리피쉬 레이크를 들리는 록아일랜드 투어를 하는 보트 
투어입니다.
 
카양겔로 가는 방법
    바벨다옵 북쪽의 환상 산호도인 카양겔 주는 전세 보트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팔라우의 국내 항공선, 차량 렌트 회사, 여행사 목록은 본 책자의 
후반부의 비즈니스 주소 목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팔라우 내 이동

사진©맨디 T. 에트피슨(Mandy T. Etp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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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 큰 다양성

    팔라우의 멋은 팔라우 사람들로부터 창조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팔라우 사람들은 타로를 경작하고 수산물을 
채취해왔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각기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요리가 진화해왔으며, 배고픈 스쿠버다이버 또는 
모험가들 대부분의 식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다양한 
요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라우에서는 인터넷 
카페, 햄버거 및 피자와 
고급 식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당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태국 
및 오키나와로부터 받은 
아시아의 영향을 받아 
민족성이 드러나는 요리를 
선사합니다. 또한 많은 
식당들이 웨스턴, 유럽 및 
중동 요리도 선보입니다.

  현지 스타일로는 톡 
쏘는 티티믈(titiml) 잎을 
곁들인 벨다클(beldakl)
이라고 불리는 생선 스프가 
있습니다. 시즌 특유의 
티티믈(titiml) 주스를 
마실 기회가 있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마셔본 
레모네이드 중 최고에 
비견할 만할 것입니다. 

        많은 리조트 식당은 결혼식, 허니문,  모임,  가족 및 
커플들을 위한 야외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국적인 
장소로는 풀장 가 또는 해변에서의 경험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리조트들은 저녁에 전통 팔라우 및 폴리네시아 춤 공연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Photo©David Kirkland



   팔라우의 야시장은 두 
달에 한번 코로르의 시내에서 
열리며, 현지 음식을 제공하는 
행상들이 특징입니다. 야시장은 
앉아서 팔라우 현지식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Authentic Cuisine
 from North India

www.tajpalau.com

• Rich curries 
• Tender BBQs 
• Fresh seafood 
• Great selection of 
vegetarian dishes 
• Freshly baked bread
• Bar and Lounge

Lunch 11am - 2pm • Dinner 5pm - 10pm
Take out • Delivery • Free dinner pick up and drop off

Dj and Live entertainment  
Friday and Saturday 9:30 pm - 2 am

48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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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태평양 섬들과 
마찬가지로, 팔라우 여성들은 
타로 식물을 주식의 일환으로 
재배합니다. 사실, 여성이 타로 
밭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타로는 소화를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며,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고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근육 
및 신경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타로의 뿌리는 사람의 건강에 
필수적이며 다수의 서로 다른 
식으로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기 복합물, 미네랄,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로의 뿌리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탄수화물은 물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6가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고, 엽산,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인, 칼륨, 망간, 구리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로는 
단백질도 제공하지만, 그 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뿌리, 줄기 및 잎에서 나는 
모든 것이 팔라우 요리에 즐겨 
사용되는 재료이며, 특히 코코넛 
밀크, 참게와 타로 잎으로 만든 
데모크(demok)라는 스프가 
유명합니다.

경이로운 음식: 타로(Taro)

사진©데이비드 커크랜드(David Kirkland)

사진©토바 하레이보르노브스키
(Tova Harei Bornovski)

사진©케빈 데이빗슨(Kevin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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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의 도시락 소풍 
(Mom & Pop Bento Picnic)

   여러분이 맛보는 것 중 최고의 
식사가 가끔 주유소 또는 작은 
편의점에서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팔라우 보건부(Palau Ministry 
of Health)는 소규모 비즈니스 
음식 제조업체들에 대해 허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식으로 만들어진 가장 
맛있는 현지 및 외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풍을 가기에 가장 좋은 장
소 중 한 곳은 코로르의 수로 옆
에서 햇살 좋은 오후를 즐길 수 있
는 코로르의 롱아일랜드파크(Long 
Island Par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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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 쉬운 팔라우의 춤 장단이 울려 퍼지는 저녁 콘서트 에서
부터 해가 지고 난 후, 도시의 불빛 위에서 즐기는 고급 식사에 이
르기까지, 코로르에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또는 음료와 함

께 저녁시간을 즐겨보세요. 

사진 촬영: 네이선 에이츠(Nathan Eights)

코로르 도시에서 즐기는 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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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는 바다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 주요 생물 종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종들은 전국적으로 보호되는 해양 생물종
(Nationwide Protected Marine Species)입니다. 
일부는 연중 일부 시기에 포획이 허용되었지만, 
나머지 종들은 포획이 영구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다거북
(Green Turtles)

듀공
(Dugong)

나폴레옹피시
(Napoleon Wrasse)

그루퍼
(Groupers)

비늘돔
(Humphead Parronfish)

왜 이것들은 메뉴에 없을까요

사진©맨디 T. 에트피슨(Mandy T. Etpison)/토드 에시크(Todd Essick)

/케빈 데이빗슨(Kevin Davidson)/히로시 아키코(Hiroshi A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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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의 섬을 즐기세요 – 따뜻한 태양과 시원한 
비를 경험해보세요. 수평선에 걸쳐진 무지개를 
따라 이곳에서 추구했던 것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모래사장에는 오직 당신의 발자국만 남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중립적인 부양 상태를 유지해서 해양 생물을 두드리거나 쓸지 않도록 
해주세요.

• 산호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만지거나, 
잡거나, 산호 위에 서지 마세요. 산호, 조개껍질 또는 기타 해양 
생명체를 채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지느러미를 다룰 때 조심해주세요. 지느러미 움직임으로 인한 모래로 
작은 해양 생명체와 산호가 손상되거나 질식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 바위 밑은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작은 생명체들의 집입니다. 
암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해 바위, 조개 껍질, 산호는 제자리에 
두어 주세요. 살아있는 조개 껍질 또는 산호를 채취하는 것은 코로르 
및 앙가우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해양 생물을 죽이고, 손상시키고, 올라 타고, 쫒는 행위는 나쁜 
스쿠버다이빙 행동의 예입니다.

• 쓰레기는 해양 생명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해변에 보이거나 물 속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는 모아주세요.

•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면 물고기들이 성가시게 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고기들은 스쿠버다이버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섬세한 산호초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 닻을 내리는 대신에 보트를 안전하게 하는 영구 계류용 부표를 
사용하세요.

• 거북이등껍질, 보석 또는 기타 제품을 사는 것이 현지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북이등껍질을 수입하는 것이 불법인 
점을 참고하세요.

팔라우의 섬을 즐기세요 – 따뜻한 태양과 시원한 비를 경험해보세요. 
수평선에 걸쳐진 무지개를 따라 이곳에서 추구했던 것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모래사장에는 오직 당신의 발자국만 남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콤 크말 메술랑
(Kom kmal mesulang)

감사합니다.

환경 보호 를 위한 팁

사진©W.E. 페리클리어(W.E. Perry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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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u Plantation Resort
(680) 488-3631
info@palauplantationre-
sort.com
Palau Paradise Hotel
(680) 488-8004
paradisepalau@gmail.
com
Palau Royal Resort
(680) 488-2000
info@palau-royal-resort.
com
Palau Sea Passion Hotel
(680) 488-0066
reservations@seapassion-
hotel.com
Palau Sunny Garden
(680) 488-3856
navigator@palaunet.
com
Palau Vacation Hotel
(680) 488-8300
pvh_bj@palaupvh.com
Papago Int’l Resort
(680) 587-6666
papago@palaunet.com
palau.papago-resort.
com
Peleliu Island View Hotel
(680) 345-1064
Penthouse Hotel
(680) 488-1941
the-penthouse@palaunet.
com
Reefside View Lodge
(Ngaraard)
(680) 824-1066
dillziro@yahoo.com
Reiko’s Inn (Peleliu)
(680) 345-1106
Rose Garden Resort
(680) 488-7671
info@rosegardenresort.
com

S&C Hotel Suites & Apts
(680) 488-7704
reservations@peci-
palau.com
sc-hotelpalau.com

Ms. Pinetree’s Hostel
(680) 488-2441/775-3570
www.mspinetrees.com
Malakal Beachside Hotel
(680) 488-8688
mklandtour@gmail.com
Mayumi’s Inn (Peleliu)
(680) 345-1036
pdivers@palaunet.com
Medu’l Bai Lodge 
(Kayangel)
(680) 876-3601
jtitiml@yahoo.com
M&A Riverside Beach 
Bungalows (Ngaraard)
(680) 824-1026
marivsidebungalow@
yahoo.com
Nemo’s Home
(680) 488-8850
nemoshome@gg.com

Ngellil Nature 
Island Resort
(680) 587-4746
info@naturegracere-
sort.com
naturegraceresort.
com
/contact.html
Palau Beach Bungalows 
(Melekeok)
(680) 654-3598
palaubeachbungalows@
palaunet.com
palauparadise.com
Palau Pacific Resort
(680) 488-2600
info@ppr-palau.com 
www.palauppr.com
Palau Central Hotel
(680) 488-4500
info@palaucentral.com
palaucentral.com
Palasia Hotel Palau
(680) 488-8888
reservations@palasia-
hotel.com
palasia-hotel.com

Green Pine (Angaur)
(680) 277-1111/775-6000
islandvillas@palaunet.
com
HK Motel
(680) 488-2764
Harvest Hotel
(680) 488-5556
HI Resort/Boutique 7
(680) 488-8871
hiresort@vip.163.com
Hotel December
(680) 488-5201
hoteldecember12@
gmail.com
Island Apartelle
(680) 488-4418
iabc@palaunet.com
Island Paradise Resort 
Club
(680) 488-4777
service@iprcpalau.com
Island Terrace (Peleliu)
(680) 345-2020
Island View Hotel (Peleliu)
(680) 345-2020
alexandercruz@palau-
moe.net
Island Villa Beach House 
(Angaur)
(680) 277-1111
islandvillas@palaunet.
com
Kings Motel & Apts.
(680) 488-1876
kingsspacerental@palau-
net.com
Landmark Marina Hotel
(680) 488-1786
landmarkmarinareserva-
tion@gmail.com

Lehns Motel & Apts
(680) 488-1486/ 5458 
775-2007
lehnsmotel@palau-
net.com
Lighthouse Hotel
(680) 488-2345
363149474@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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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Villa
(680) 488-8626/7

Storyboard Beach Resort
(680) 345-1019
storyboard@palaunet.
com
The Cove Resort Palau
(680) 488-4333
sales@coveresortpalau.
com
coveresortpalau.com
VIP Guest Hotel
(680) 488-1502
vipguesthotel@gmail.
com
Wenty’s Sunset Inn
Peleliu
(680) 345-1080
ewenty@gmail.com
WCTC Hotels
west.plaza@wctc-palau.
com
Yuhi Motel
(680) 488-5966
reservations@yuhimotel.
com

Budget Car Rental
(680) 488-6233
budgetpalau@pa-
launet.com
drivebudget.com
Hertz Rent-a-Car
(680) 488-8476
hertzmanager@
necoplaza.net
hertz.com
IA Rent-a-Car
Koror and Airport
(680) 488-1113/5011
iabc@palaunet.com

IR Car Rental
(680) 488-7433
irudimch_n_co@
palaunet.com

Island Car Rental
(680) 488-7701/4
reservations@peci-
palau.com
peci-palau.com/
islandcar
National Car Rental
(680) 775-6286

Palau National
Communications
Corporation
(680) 488-9000
pncc@palaunet.
com
palaunet.com
Palau Telecoms
(680) 488-7708
pcci@palaunet.com
Palau WIFI
488-3278

Pacific Mission 
Aviation
(680) 587-4567
palauaviation@
pmapacific.org
aviation.pmapa-
cific.org
Smile Air
(680) 587-1474/778-5111
info@smile-air.com
www.smile-air.com

Danka Ledgerwood 
Photo Gallery
Tel: 680 488-5036
dankainmicrone-
sia.com

Lightning Strike Produc-
tions
(680) 488-6958
richardwbrooks66@gmail.
com
lightningstrikeproduc-
tions.co.uk

Rollem Productions
(680) 488-1838
rollem@email.com
worldwalkabout.com

Alii Gift Shop
(680) 488-8876

Basibik Arts & Crafts Shop
(680) 488-6444

George’s Market/Gift 
Shop
(680) 488-2671

Islander Heritage
(680) 488-6889

Lius Gift Shop & 
Cafe
Try our crepes!
(680) 488-8860
Overdrive
(680) 488-6591

Palau Curtain & 
General Merchandise
(680) 488-3443

Palau Shop
(680) 488-1816
www.palaushop@
yahoo.com

Rur Gift Shop & 
Cafe
Open 10:00am - 
10:00pm Every day
(680) 488-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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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 공예품, 
도자기

The Angel Center - 
School of Pacific
Tel: 680 488-5036
dankainmicrone-
sia.com/angel-
center

Ulekdubs Gift Shop & 
Book Store
(680) 488-2265
bnm@palaunet.com
www.belaunationalmu-
seum.net

Yolt Gift Shop
(680) 488-3665

헬리콥터 투어
Palau Helicopters
(680) 488-2637
info@palauhelicopters.
com
palauhelicopters.com

박물관
Belau National 
Museum
(680) 488-2265
bnm@palaunet.com
belaunationalmu-
seum.net
Etpison Museum
Tel: (680) 488-6730/4322
etpisonmuseum.org

식당
7 Eat Restaurant
(680) 488-5813
Barracuda Bar & Restaurant
(680) 488-2637
info@fishnfins.com
Best Coffee & Donut House
Coffee/Donuts/Catering
(680) 488-8025/5208
Carp Restaurant
(680) 488-3341
carp@palaunet.com
Cocoro Restaurant
(680) 488-5852
cocoro@palaunet.com
Desomel Restaurant
Palasia Hotel Palau
(680) 488-8888
Drop-off Bar & Grill
(680) 488-7505
www.necomarine.com
Dragon Tei
(680) 488-2271
dragon@palaunet.com
Elilai Restaurant
(680) 488-8866
info@elilaipalau.com
www.elilaipalau.com
Emaimelei Restaurant I & 
II and Kumangai Bakery
(680) 48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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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y’s Kitchen
(680) 488-4277
Okeanos Italian 
Seafood
(680) 488-6637
info@fishnfins.com
www.fishnfins.com
Riptide Beach Bar & Grill
(680) 488-3486

Sarah’s YumYum Bar & 
Grill Restaurant
(680) 488-5590
sarahsyumyum@yahoo.
com

Sea Passion Restaurant
(680) 488-8861
services@seapassion.
com

Suriyothai Restaurant
(680) 488-8160
suriyothai@palaunet.
com
The Fisherman Seafood & 
BBQ Grill
(680) 488-2298
info@the-fisherman.net
www.thefisherman.net

The Taj Palau
(680) 488-2227
tajpalau@palaunet.com
Tori Tori Restaurant
Near Surangel’s Shop-
ping Center
(680) 488-8876
www.palau-impac.com
Umi Japanese Restaurant
(680) 488-2620
Waves Restaurant
Palau Royal Resort
(680) 488-2000
Yokohama Restaurant
488-2892
dilmei@palaunet.com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시내 소재
(680) 488-2217

Executive Lounge 
Restaurant & Bar
Located at S&C 
Hotel Suites
(680) 488-7707
Flamingo Fish & Streak
(680) 488-8072
flamingo@reklai.com

Forest Garden Restaurant
(680) 488-3631
plantation@palaunet.
com

Fuji Restaurant
(680) 488-2774

HP Arirang II
(680) 488-2777

High Tide - Little Beijing 
Restaurant
(680) 488-4453

Jive Cafe & Restaurant
(680) 488-5483/0606
www.palau-impac.com

Keam Cafe
Located at Belau Na-
tional Museum
(680) 488-2841
Kramer’s
(680) 488-8448
renemenz@palaunet.
com

Landmark Marina Restau-
rant & Bar
(680) 488-1069
tsungw@palaunet.com

Longshoremen’s Inn
(680) 488-2616
bttc@palaunet.com

Marina Cafe Vita
Free pickup for 
dinner hours within 
Koror
(680) 488-4120
Mog Mog 
Restaurant &
Mog Mog 2 Jyu Jyu
(680) 488-4454

Tebang Woodcarving 
Shop
Watch storyboard
carvers in action
(680) 488-4252
tebang@palaunet.com

여행사
A-way Marine
(680) 587-3530/775-2947
stonepalau@hotmail.
com
Antelope Diving Shop
(680) 488-1119
Aqua Magic
(680) 488-1119
am1994@aquamagic.
com
ARA Tour
(680) 488-8799
josaiah0527@yahoo.com
Belau Tour
(680) 488-2583
palau@belautour.com
belautour.com

Blue Marlin
(680) 488-2214
bm@meluis.com
www.meluis.com
Cruise Control
(680) 488-6691
info@cruisecontrol.jp

Dari DIvers Palau
(680) 488-6767
info@daridivers.
com
daridiverspalau.
com
Daydream
(680) 488-3551
palau-info@daydream-
dive.com

Fish n Fins
(680) 488-2637
info@fishnfins.com
fishnf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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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ure Island
(680) 488-8988
palau@pleasureisland.
me

Rock Island Kayak
Expedition
(680) 488-5240/775-1026
planetblue@palaunet.
com

Rock Island Tour 
Company
(680) 488-1573/ 5135
ritc@palauritc.com
palauritc.com
Sam’s Tours
(680) 488-7267
info@samstours.com
www.samstours.com

Sara Guide Service
(680) 488-6856/775-0474

투어 리브어보드
(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

Lesson II Palau Sport
Tel: (680) 488-1120
divecruise@porttours.
co.jp

Ocean Hunter I & II
(680) 488-2637
info@oceanhunter.com
fishnfins.com

Palau Siren
(680) 488-7267
info@sirenfleet.com
sirenfleet.com

Ryoma I
(680) 488-3551
info@daydream-cruise.
com

Solitude (680) 778-2398
(680) 778-2398
alfonso@solitude-livea-
boards.com

Tropic Dancer
Rock Island Aggressor
(680) 775-3483

쇼핑 센터 

 NECO Plaza 
Corporation
(680) 488-8475/ 8474

Surangel & Sons
Supercenter 
(680) 488-3633/ 1408 
sales@surangel.com
www.surangel.com

Western Caroline Shop-
ping Center
(680) 488-1633/ 1484

Hana Tour
(680) 488-4999
info@necomarine.com

Homark Tour
(680) 488-4470/1786
oldiais1966@yahoo.com

IMPAC Tours
(680) 488-0606/3779
info@palau-impac.com
www.palau-impac.com

KB Tour
(680) 488-5690

KK Palau Tour
(680) 488-2049/535-1560
(680) 779-8116
kkpalautour@gmail.com

Lights, Inc.
(680) 488-1676/1818
lights@palaunet.com

Long Rainbow Happy 
Tour
(680) 488-2459
lrhtken@hotmail.com
Magical Meduu Com-
pany
(680) 488-2000
info@magicalmeduu.
com

Maml Divers
(680) 488-8029
info@mamldivers.com
mamldivers.com
NECO Marine
(680) 488-1755
info@necomarine.com
www.necomarine.com
Pacific Diver Oasis
(680) 488-6960
oasispalau@mail.wps.
ne.jp
Palau Dive Adventures, Inc.
(680) 488-5387
reservations@palaudi-
veadventures.com
Palau Pacific Tour Agency
(680) 488-6844/0866
palaupark@hotmail.com

T e l：488-1120 C e l：775-3180・3181・3182
Email：divecruise@sporttours.co.jp

Let's go World Heritage Dive Site.

Palau Sport

Fun dive 
Discover scuba

Snor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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