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Palau

Special Diving (2)
Top 5 of Palau Diving Sites
Top 5 of Underwater Big Shows
글/사진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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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mpHead ParrotFish
Aggregation&Spawning

2 Red Snapper
Aggregation&Spawning

3 Sea Bream Aggregation

4 Orange Spine UnicornFish
Aggregation

팔라우

필리핀

5 Moorish Idol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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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Palau

적도 부근에 위치한 팔라우(Palau)는 신비한 느낌과 깨끗하고 아름
다운 풍경으로 천상의 바다를 자아내는 환상의 섬나라이다. 팔라우
는 괌,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600km 넘게 펼쳐져 있는 군
도(群島)로, 총 35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섬들은 대
부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며, 섬 주위에는 광활한 환초대
가 형성되어 있다. 개수만큼이나 다양하고 오묘한 모양을 한 섬들
사이의 풍광과 함께 환초대에 산재해 있는 수십 개의 다이빙 사이
트는 세계 최고의 바다 절경으로 스쿠바다이버들을 유혹한다.
팔라우는 열대해양성 기후로 보통 21~38℃이며, 연평균 27.2℃이
다. 습도가 적으며 세계에서 가장 때 묻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손
꼽힌다. 수많은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는 우리나라 거제도 정
도 크기의 작은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시차가 없고 인천공항
에서 비행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여행이나 신혼 여행
지로도 인기가 높다.
팔라우에 관한 정보는 본 잡지 2017년 1/2월호에서 자세히 소개하
였다. 이번호에는 팔라우 다이빙 다이브 사이트가 대체로 좋은 편
이다. 그중에서 다이버가 가장 선호하는 5곳(Top 5)에 대해 소개하
고, 다이빙 일정을 음력 보름과 그믐에 맞추어 가면 수중 빅쇼 5가
지를 볼 수 있다.

팔라우의 다이빙 방법
팔라우에서 다이빙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리브어보드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코롤섬의 리조트나 샵에서 숙박을 하
며 데이트립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 팔라우의 남쪽에 위치한 카프섬이나
페릴리우섬에 숙박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리브어보드 이용
리조트에서 데이트립으로 하는 것보다 다이빙이 편하다. 그러나 비용이 비
싸다.
리브어보드에서 하는 다이빙 비용 - 하루에 약 500$US 정도
샵이나 리조트에서 하는 다이빙 비용 - 하루에 약 260$US 정도

코롤(Koror Is.)에서 숙박과 다이빙샵 이용
불루홀이나 불루코너 등 메인 다이빙사이트가 멀다(스피드보트로 50~60
분). 카페, 바, 음식점, 기념품 상가 등이 코롤 중심가에 몰려있어 이용하기
가 쉽다.

카프섬(Carp Is.)이나 페릴리우섬(Peleliu Is.)에서 리조트 이용
불루홀이나 불루코너 등 메인 다이빙사이트가 가깝다(스피드보트로 5~10
분). 외딴섬이기 때문에 투어기간 내내 리조트 내에만 머물러야 한다. 또한
샌드플라이에 물릴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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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투어 정보
여행 일정
일반적인 스케줄은 매주 목요일에 출발하여 월요일에 돌아오는 4박 5
일 일정과 일요일 출발하여 금요일에 돌아오는 5박 6일 일정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성수기에는 추가 두 편이 증편되며 이때에는
보다 다양한 스케줄이 가능하다.

공항세
공항세는 100US$로 올해부터는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다.

입국시 반입 물품
주류는 1인 1리터는 무관세이며 초과분은 관세를 징수한다. 담배는 1인
1갑만 무관세이며 초과분은 1갑에 5US$ 관세를 징수한다. 주의할 점
은 다른 일행들 주류나 담배를 대신 반입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
래서 개인별로 분산해서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고기류와 육포, 생야채, 생과일 등이다. 반면에 김치류와 조리된 야채
는 반입이 허용된다.

환경세
팔라우 정부에 내는 환경세는 바다를 나가는 모든 관광객이 내야 하는

슈트는 3m 슈트면 적당한데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후드베스트를 준

세금이다. 바다를 최초로 나갈 때 50US$을 내야하며 한번 내면 10일

비하면 된다. 물속은 따뜻하지만 보트에서 지낼 때 바람이 불거나 비가

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페릴리우 지역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추가로

오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방풍재킷이 필요하다.

30US$을 내야 한다.

화폐
공항에서 택시 이용

팔라우에서는 US$가 사용된다.

공항에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예약된 리조트의 픽업을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숙박과 식사
팔라우의 다이빙은 숙식과 다이빙 일체를 하는 필리핀 한인리조트와는

일반적인 1일 다이빙 스케줄

다르게 숙박은 일반 호텔을 예약하고, 다이빙은 다이빙샵에서 하는 형식

팔라우의 다이빙사이트는 코롤에서 보통 스피드보트로 30분~1시간

이다. 아침식사는 호텔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호텔에서 하고, 점심식사

가량 이동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코롤에서 지내면서 다이빙을 하는

는 다이빙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다이빙 중에 한다. 또한 저녁식사는 별

경우는 1일 기본 3회 다이빙으로 진행되며 오전 9시경 출발하여 모든

도로 코롤 시내의 식당에서 각자 알아서 해결한다. 참고로 팔라우는 서

다이빙을 마치고 오후 4~5시경 돌아온다. 일반적으로 오전 2회 다이

울과 시차가 없다.

빙을 하고 인근 섬에서 준비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회
다이빙을 마친 후 귀환한다.

호텔 예약과 계산
호텔 예약은 원하는 호텔을 다이빙샵에 알려주면 예약 가능 여부를 체크

다이빙 성수기

한 후 가능하면 예약을 해준다. 이때는 예약자 전원의 한글 이름과 호텔비

팔라우는 대체로 9~5월이 성수기이고, 6~8월이 비수기이다. 비수기는

용을 송금해야 한다. 호텔 요금의 날자 계산은 도착하는 첫날 새벽에 도착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이빙이 불가능한 날이 많다.

해도 1박이 계산되며, 나가는 마지막 날 밤중에 나가도 1박이 계산된다.

수온과 슈트

전기

팔라우는 연평균 수온이 29℃도 정도이다. 12~3월 사이에 27도까지

팔라우의 전기는 110V이며 콘센트 모양이 일자형 모양이다. 한국 전자

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나머지 기간은 29~30℃ 정도의 수온이다.

제품은 일자형 어댑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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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of Underwater Big Shows

1

BumpHead ParrotFish
Spawning Aggregation
그믐날이 29일이라면 매월 음력 26~29일(New Moon Season)에 밀물이 썰
물로 바뀐 직후 Sandy Paradise에서 수천 마리의 Bumphead Parrot-fish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란의식을 한다. 암컷이 순식간에 수면 쪽으로 솟
구치며 알을 산란하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으며 정자
를 방출한다. 이때 수컷들이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퍽’하고 들리기도 한다.
Bumphead Parrot-fish 무리의 산란은 조류가 그리 세지 않는 곳에서 이루

Green Bumphead Parrot-fish

어지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구경하기에 어렵지 않다.

2018 New Moon Schedule
• Jan 13-16
• Feb 12-15
• Mar 13-16
• Apr 12-15
• May 11-14
• Jun 10-13
• Jul 9-12
• Aug 7-10
• Sep 6-9
• Oct 5-8
• Nov 4-7
• Dec 3-6

1

1 산란하는 암컷 찾기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수컷들
2 한 장소에 수천마리가 모여있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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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head Parrot-fish

2

Spawning Aggregation
매월 음력 12~15일(Full Moon)에 밀물이 썰물로 바뀐 직후에 Peleliu Cut이
나 Shark City에서 Red Snapper 무리들이 산란을 위해 대형 무리를 지어 산
란을 한다. Red Snapper 암컷이 순식간에 수면 쪽으로 솟구치며 알을 산란
하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붙으며 정자를 방출한다. Red
Snapper 무리의 산란은 조류가 아주 센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 다
이버들이 구경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Red Snapper

2018 Full Moon Schedule
• Dec 29, 2017-Jan 1, 2018
• Jan 27-30
• Feb 26-Mar 1
• Mar 27-30
• Apr 26-29
• May 25-28
• Jun 24-27
• Jul 24-27
• Aug 22-25
• Sep 21-24
• Oct 21-24
• Nov 19-22
• Dec 25-28

1

1 산란의식을 하기 위해 한 장소로
모여드는 Red Snapper
2 한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사진 민경호

2

모여있는 Red Sn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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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a Bream Aggregation
약 60cm의 크기인 Blue-lined Sea Bream은 청색과 노
란색의 줄무늬를 가진 돔 종류로 수심 수백 m의 수심에
살다가 매년 3~5월경 음력 보름 때 1주일간 산란을 위해
20~40m 수심까지 올라온다. 이때가 다이버들이 물고기
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팔라우의 페릴리우섬 인
근의 옐로우월과 우롱섬 인근의 샤크시티에서 볼 수 있다.
Blue-lined Sea B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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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range Spine Unicorn Fish Aggregation
매월 보름 전후 5일간에 집단 산란을 위해 Blue Corner,
Siaes Corner, New Drop-Off, Peleliu Wall 등의 다이빙사
이트에서 대 집단으로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이
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족하다.

Orange Spine Unicorn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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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orish Idol Aggregation
매월 보름 전날 3일, 특히 2월에 Blue Corner, Siaes
Corner, New Drop-Off, Peleliu Wall 등의 다이빙사이트
에서 단체로 산란을 하기 위해 매달 보름 며칠 전에 Palau
의 Siaes Corner 다이빙사이트에 Moorish Idol(Zanclus
cornutus)의 큰 군집이 모인다.

Moorish Idol

66 |

Top 5 of Palau Diving Sites
Babeldaob

Chandelier Caves
Siaes Corner

Jake Seaplane

Koror Is.

Amatsun Maru Wreck
Chuyo Maru Wreck

Siaes Tunnel

Sata Maru Wreck

Ulong Channel

Iro Wreck

Ulong Is.

Buoy 6

Miky Way

Sandy Paradise

Shark City

Helmet Wreck

Rock Is.
Jelly Fish

Blue Holes

Ngemelis Is.

Blue Corner
Virgin Blue Hole

Whale Island Reef

German Channel

Ngerchong

Big Drop Off
New Drop Off
Barnum Wall
Turtle Cove

Carp Is.

Ngedebus Wall

Peleliu Is.
Orange Beach
Yellow Wall
Peleliu Cut

Peleliu Express

Angau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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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ndelier Cave
코롤 인근에 위치한 사이트로 수심 7~8m에 있는 입구를 통과해서 조금만 들어

코롤에서 2km 거리, 스피드보트로 5분 소요

가면 4개의 홀(공기방)이 있다. 첫 번째 홀에서는 다이버가 장비를 벗어놓고 들

다이빙 수심 - 4~12m

어가서 터널을 따라 탐사를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터널로 들어가면 종유석과

특징 - Cave, 4개의 챔버, 종유석, 입구에 만다린피쉬

석순들을 구경할 수도 있으며 수면근처는 시야가 아주 맑다. 만약 아주 밝은 랜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턴이 있다면 바닥근처에서 위를 쳐다보면 더욱 멋진 광경을 볼 수도 있다. 이곳
은 초보자들도 참가할 수 있는 다이빙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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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rman Channel
저먼 채널은 1899~1914년 사이에 독일이 팔라우를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인공적

코롤에서 3km 거리, 스피드보트로 50~60분 소요

으로 산호벽을 깎아 만든 바닷길로 광물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통로로 이용되었

다이빙 수심 - 25m

다. 채널 자체는 매우 얕지만 주변의 산호 지역은 잘 발달해 있다. 이곳은 만타레

특징 - 산호지대, 만타레이, 샤크

이 클리닝 스테이션이 있어 만타레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모든 다이버

만타레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채널 입구의 절벽에 있는 클리닝 스테이션은 만타
가 자주 찾아와서 클리닝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근처 바닥에 앉아 가만히 기다리
고 있으면 만타레이는 깊은 수심에서 슬로프를 따라 올라와서 클리닝 스테이션을
배회하며 클리닝을 받을 때 구경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조류가 바뀌는 시점에
만타가 채널 입구의 수면 근처에서 플랑크톤 먹이를 먹을 때인데 얕은 수심을 올
려다보고 있으면 만타가 머리 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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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lue Corner
이곳은 수심 15m의 평탄한 지형이 200m 가량 외해 쪽으로 뻗어 있다
가 수직 절벽으로 연결되는데 리프 평원 위로 작은 언덕, 모래 채널,
작은 터널 등이 있다. 여러 종류의 상어들과 바다거북, 그루퍼, 바라쿠
다 무리, 스내퍼, 작은 열대 어류, 나폴레온피쉬, 범퍼헤드패럿피쉬 등
을 항상 볼 수 있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코너의 양쪽에 있는 부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
수하는데 절벽을 따라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서 드리프트 다이빙을 즐
기다가 코너의 끝에 다다르면 리프의 언덕으로 상승하여 조류걸이를
설치하고 조류를 받으면서 외해 쪽으로 활동하는 대물들을 구경한다.
조류가 강할수록 대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볼거리가 많아진다.

코롤에서 40km 거리, 스피드보트로 50~70분 소요
다이빙 수심 - 25m
특징 - 직벽과 산호지대, 대형 물고기
약한 조류 시 모든 다이버, 강한 조류 시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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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lue Hole
블루 코너 인근에 위치한 블루 홀은 수심 2m 정도의 리프에 형성된 4
개의 구멍이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수심 26m 정도에
서 외해로 빠지게 된다. 동굴을 내려가면서 수면을 뚫고 들어오는 푸른
색의 밝은 빛을 바라보는 것이 블루 홀 다이빙의 묘미이다.
블루 홀의 바닥쪽에 좁은 동굴 입구가 있는데 이를 The Temple of
Doom(죽음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이 구멍
은 상급 다이버만 탐험할 수 있다. 불루 홀의 바닥 근체에는 전기조개
를 보는 묘미도 있다.
블루 홀에서 나가면 조류를 타고 블루 코너까지 흘러가면서 다이내믹
한 다이빙을 할 수 있는데 절벽을 따라 지나 가면서 여러 종류의 상어
들과 바다거북 등을 볼 수 있다.

코롤에서 40km 거리, 스피드보트로 50~70분 소요
다이빙 수심 - 30m
특징 - 캐번 터널, 직벽, Temple of Doom(Black Hole)
어드밴스드 다이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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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aes Corner
이곳은 울롱섬 북서쪽에 위치하는 리프의 코너에서 15m 정도의 수심
으로 전형적인 직벽 다이빙으로 팔라우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곳
이다. 10~15m 정도의 끝없는 산호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한쪽
으로 직벽이 펼쳐진다.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서 드리프트 다이빙을 즐기다가 코너의 끝에
다다르면 리프의 언덕으로 상승하여 조류걸이를 설치하고 조류를 받
으면서 외해 쪽으로 활동하는 대물들을 구경한다. 아기자기한 산호의
풍광과 여러 종류의 샤크, 이글레이, 바라쿠다 무리, 잭피쉬 무리, 스
내퍼 무리, 바다거북 등의 대물들을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코롤에서 27km 거리, 스피드보트로 40~50분 소요
다이빙 수심 - 25m
특징 - 직벽, 산호지대
모든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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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ude One

리브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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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다이빙 장비 세팅 장소

객실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식당

특히 화장실의 청결함과 시설은 무엇보
다 마음에 들었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
여 팔라우의 에머랄드 빛 바다를 바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게 꾸며졌으며, 뷔
페식이라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
다. 카메라 장비 세팅실, 샤워실, 휴게실
도 모두 여느 호텔 부럽지 않을 만큼 이
용하기 깨끗하고 편안하게 되어 있다.

카메라 세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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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는 팔라우 코롤(Koror)의 거점 리조트로 팔라우공항에서
는 차량으로 20분가량의 거리에 있다. 코롤에 머물며 인근에서 다이빙하는 경우는 물
론이고, 팔라우 최남단의 페릴리우섬(Peleliu)까지 데이트립으로 다이빙이 가능하다.
작은 해변을 끼고 있는 리조트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2
인실(호텔형), 4인실(팬션형) 등 여러 타입의 객실이 있는데 모두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고, 전화, 온수샤워, 냉장고 등이 구비되어 있다. 그 외 리조트에는 자체 식당, 수영

⇢ 대표 곽윤석(Romeo)

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전화 070-7436-3308

리조트의 한국인과 현지인 가이드들은 친절하고 다이빙을 편안하게 진행시켜 준다.

⇢ 현지 +680-775-2257

다이빙은 인근의 항구로 이동해서 스피드보트에 탑승하는데 다이버들은 몸만 움직이

⇢ 메일 jywang81@hotmail.com

면 되고 장비들은 스텝들이 모두 옮겨주므로 불편한 점은 없다. 그래서 다이빙은 한

⇢ 카톡 palauromeo

번 출발하면 도시락 점심식사를 하면서 3회 다이빙을 실시하는 데이트립으로 진행된
다. 데이트립 다이빙을 나갈 때 제공되는 도시락은 한인 다이버들의 입에 잘 맞는다.
다이빙은 코롤섬 인근 지역과 불루코너, 불루홀 등이 있는 게멜레스섬(Ngemelis) 주
변 포인트는 물론 멀리 페릴리우섬으로 나가기도 한다. 페릴리우섬 등 먼 곳으로 다
이빙을 나가는 경우는 아침 일찍 출발해야 3회 다이빙을 할 수 있는데 빠른 스피드보
트로 페릴리우섬까지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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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ang Island(Malay : Pulau Redang) is an island in Terengganu, Malaysia.
It is one of the largest islands off the east coast of Peninsular Malaysia. It is famous for
its crystal clear waters and white sandy beaches. It is one of nine islands, which form a
marine sanctuary park offering snorkeling and diving opportunities for tourists.

Redang Island

Kuala Terengganu

Coral Redang Island Resort
http://coralredang.com.my
The Diver's Den
5-Star PADI Dive Center

Malaysia

Kuala Lumpur

Singapore

“경력 13년의
12년의 코스디렉터가
코스디렉터가 호주,
호주, 태국,
태국,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풍부한 경험을
경험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경력

아직도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교육일정(매일반) : 2018년 3월 17일~4월 22일(주말반)
- IE(강사시험) : 2018년 4월 28~29일(제주)
IDC(강사개발교육-푸켓 연합과정)
- 교육일정(매일반) : 22018년 8월 4,5(한국 오리엔테이션 및 스킬평가)
2018년 8월 11~17일(푸켓)
- IE(강사시험) : 2018년 8월 18~19일(푸켓)

김수열

변병흠

노마다이브 대표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푸켓 다이브스페이스 대표
2013년 말레이시아 CDTC 졸업
PADI Specialty Trainer외 23개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푸켓 총판

서울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
02.6012.5998 I 010.7114.9292
070.7624.5998
www.nomadive.com I nomadive@gmail.com

노마다이브

nomadive

◆ NOMADIVE 소속강사
서울지역

이동영 강사

대전지역

오윤선 강사

프리다이빙

경기 수원

황욱 박사

경기 광명

박재훈 강사

남윤형 강사

영어교육

이상연 강사

분당지역

김일석 강사

인천지역/일어교육

박주형 강사

박소은 강사

ROTC 특수교육

어린이교육

박준희 강사

피지

변순재 강사

기업담당

김충회 강사

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YOU

이태영 강사

안준우 강사

강인석 강사

남성우 박사

김주석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