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①

Global Habitat of Manta Ray

Yap Islands
Micronesia

세계적인 만타레이 서식지

얍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글 구자광 / 사진 구자광, Brad Holland

얍제도의 다이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만타레이(Manta Ray)를 보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얍제도에서 만타레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어
연중 다이버가 붐비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얕은 수심(18m 이하)에 자리 잡고 있고, 수온은 년중 따듯하여
초보자들도 다이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얍제도의 다이빙은 계절풍이 불어오는 상황에 따라 다이빙 시기와 사이트가 바뀌게 되는데
11~5월까지는 서쪽의 밀 채널(Mi'l Channel)에서, 6~10월까지는 동쪽의
구프누 채널(Goofnuw Channel)의 만타의 계곡(Valley of the Rays)에서 만타레이를 볼 수 있다.
음력으로 매월 그믐날과 보름날 전후에는 환상적인 만타레이 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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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이판
괌

얍제도
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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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얍제도(Yap Islands)
얍제도(Yap Islands)는 얍(Yap), 축(Chuuk), 폰페이(Pohnpei), 코스라에(Kosrae)
등과 함께 미크로네시아 연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을 구성하
는 4개의 주 가운데 하나이다.

얍제도 정보
비자
얍제도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 없다. 여권유효기간이 6

얍제도는 얍(Yap), 가길토밀(Gagil-Tomil), 마프(Maap), 루뭉(Rumung)의 4개의

개월 이상 남아있고, 돌아가는 항공편만 있으면 3개월까지 체류할

큰 섬과 멀리 20여 개의 작은 유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얍섬(100.2

수 있다.

㎢)에는 173m 높이의 타비월산과 구릉들로 이루어진 중앙산맥이 있으며 숲이

교통

무성하다.

얍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별도의 대중교통수단은 없으며, 택시나

얍제도는 1526년 포르투갈인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추측되며 1686년 스페인 갈

호텔에서 나온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레온선의 선장인 프란시스코 라세아노가 다시 발견한 뒤로 스페인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1899년에는 독일로 넘어갔고, 1919년에는 일본이 통치하기 시작하다
가 1921년 미국과 일본이 유선통신 설비의 사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분쟁의 중심이 되었다. 1947년에 국제연합(UN)의 태평양 신탁통치 지역의 일부
가 되었다. 1986년에 완전히 독립되었다.

언어
영어와 팔라우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한다.

시차
한국보다 한 시간 늦다.

통화
US$ Currency. 돌 화폐는 상징적으로 쓰인다.

이 나라의 특이한 점은 돌 동전이 화폐로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주요 수출품은

전기

코프라(Copra)이다. 코프라는 코코넛의 과육과 코코야자(Cocos nucifera)의 배

110V, 60Hz

유를 말린 것이다.
전기/전압 110V

미크로네시아 관광청 www.visit-micronesi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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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미크로네시아 연방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괌(Guam)과 팔라우(Palau) 사이에 위치한 얍은 항공기로 괌에서는 1시간 30분, 팔라우에

미크로네시아란 ‘작은 섬들’이란 뜻으로 북서태평양 상의

서는 45분이 소요된다.

필리핀에서 하와이 사이에 점점이 뿌려져 있는 2,203개

서울에서 얍제도까지는 직항편이 없어 괌에서 갈아타야 한다. 서울에서 괌으로 가서 다시

의 작은 섬들을 지칭한다. 정식 명칭은 미크로네시아연방
(FSM :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이다.
해안선의 길이가 6,112㎞에 달한다. 얍(Yap), 축(Chuuk),

괌에서 얍제도로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는 팔라우에서 얍제도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이 있
었으나 현재는 없다. 괌에서 United Airlines이 운항되고 있다.

폰페이(Pohnpei), 코스라에(Kosrae) 등 4개 제도와 총
6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는 캐롤라인

인천공항

제도라 불리며, 면적은 702㎢, 인구는 10만 7665명(2008
년 현재), 수도는 폰페이(Pohnpei)섬에 있는 팔리키르
(Palikir)이다.
본래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팔라우와 마셜제도까지 포
함하고 있었지만, 1979년 마셜 제도가, 1981년 팔라우가

일본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4개 지역만이 연방에 잔류하였다.
1979년 미국의 자치령이 되었고, 1990년 최종적으로 독
립국이 되었다. 현재에도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적으
로 의존하고 있으며, 중미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이 나라

4시간 30분

의 정체는 대통령중심제로서 신사협정에 따라 의원 중에
서 4개 주에서 윤번제로 선출된다.
주민은 미크로네시아인이 대다수이며, 언어는 영어와 미
크로네시아를 사용하고,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이다. 기후
는 열대성 기후이며, 동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온다. 주

사이판

민의 대다수는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나, 인광석을 제외
하면 자원이 빈약하고, 관광개발 역시 지리적 위치와 기
간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괌
1시간 30분

얍
팔라우

얍공항

Colonia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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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얍제도의 다이빙 환경
얍제도의 다이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만타레이(Manta Ray)를 보는 것

다이빙 시즌 및 기후

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얍제도에서 만타레이를 보기 위

얍제도는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울시즌부터 초여름

해 모여들어 연중 다이버의 발길로 붐빈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얕은 수심

까지이며, 8~9월 사이에는 태풍을 만날 확률이 높다. 만타레이의 메이팅(짝

(18m 이하)에 자리 잡고 있고, 수온이 연중 따듯하여 초보자들도 다이빙을

짓기) 시즌은 12월에서 4월 사이이다. 이 시기에는 좀 더 많은 만타가오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볼 수 있어 전세계의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성수기 시즌이다. 연중

얍제도의 다이빙은 계절풍이 부는 시기에 따라 다이빙 시기와 사이트가 바

평균 수온은 29℃ 정도이고, 12~2월 사이에는 27~28℃ 정도이다. 이때는

뀌게 되는데 11~5월까지는 서쪽의 밀 채널(Mi'l Channel)에서, 6~10월까

3~5mm 이상의 슈트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는 동쪽의 구프누 채널(Goofnuw Channel)의 만타의 계곡(Valley of the
Rays)에서 만타레이를 볼 수 있다. 매월 그믐날과 보름날 전후에는 최고의

다이빙 방법

환상적인 만타레이 쇼를 볼 수 있다. 또한 시야도 맑아 만타레이뿐만 아니라

얍제도는 리조트와 다이빙샵을 같이 운영하는 얍제도에서 제일 럭셔리한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경산호과 다양한 해양생물을 제대로 관찰할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와 기타 작은 다이빙샵 3군데가 영업

수 있다.

하고 있다. 얍제도의 대부분의 다이빙사이트는 다이빙샵에서 20~60분 거

그밖에 잘 알려진 다이빙사이트로는 수중 아치들이 미로와 같이 이어진

리에 있다. 작은 다이빙 보트를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1~2회 다이빙을 하고

얍 케번즈(Yap Caverns)와 뛰어난 수중 경관과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타나

샵으로 돌아오거나 도시락을 준비하여 3회 다이빙을 마치고 오기도 한다.

는 라이온피쉬 월(Lionfish Wall) 등의 사이트들이 있다. 얍제도에서는 야간
다이빙, 조류다이빙, 딥다이빙 등 다양한 형태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스
페셜한 다이빙을 추가하면 더욱 환상적인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버티고
(Vertigo)에서 하는 샤크피딩이 장관이고, 레인보우 리프(Rainbow Reef)에서
는 선셋 다이빙으로 만다린피쉬 메이팅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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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제도 남부지역 모습

얍제도의 다이빙 리조트&샵
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
http://www.mantaray.com
얍제도에서 제일 크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리조트와 다이빙샵을
같이 운영한다.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Nature's Way
http://www.naturesway.fm

Yap Pacific Divers
www.yap-pacific.com

Beyond The Reef
www.divey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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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a Ray Bay Resort & Yap Divers
폐선을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타레이 다이빙, Manta-Ray Diving
이곳 얍제도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만타레이의 서식지로 유명하여 만타

구애 행동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가 있다.

레이를 보는 것이 최대 이벤트이다. 연중 만타레이를 매일 볼 수 있는 유일

만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에서 바닥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만타

한 장소이기도 하다. 만타레이는 날개의 폭이 3m에 달하는 거대한 가오리로

레이가 다이버에게 다가온다. 한 번에 2~3마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이

서 보통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계절에 따라 얍섬의 남북으로 이동하며 서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타레이가 클리닝스테이션에서 배회하면 청소놀

식한다. 미크로네시아 정부에서는 이 만타레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

래기는 만타레이의 아가미나 피부에 붙은 기생충을 떼어 먹는데 이러한 자

호하고 있으며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다이빙 시간이 한시간을 훌쩍

얍제도는 도로, 수로 및 채널로 연결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로

넘기도 한다.

넓고 얕은 계단식 리프로 둘러싸여 있다. 적도에서 북쪽으로 9도 정도에 위
치하고 있어 수온은 항상 26~28℃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8월에서

만타레이 다이빙을 위한 몇 가지 간단한 규칙

10월까지는 수온이 가장 높고, 2월에서 4월까지는 수온이 가장 낮다.

얍제도에는 채널이 많아 채널을 따라 얕은 수심으로 가면 맹그로브 수림지

11월에서 4월 사이에 계절풍이 불어오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건조하고

대가 무성하게 발달되어 있어 플랑크톤이 충분하게 공급된다. 라군 안쪽의

토지가 마른다. 이 시즌에는 섬 북서쪽에 있는 다이빙사이트 M'il annel에서

얕은 수심에는 상어 같은 천적이 없어 만타레이가 새끼를 낳아 기르기에 유

만타레이의 교미 행위(Mating)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바람과 높은

리한 입지 조건을 가졌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곳에는 수많은 만타들이 서

파도 때문에 동부 해안의 대부분 다이빙사이트는 폐쇄된다.

식하는 것이다. 이들은 야간에 먹이활동을 하고 아침에는 주기적으로 클리

이 시기가 지나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바람이 완만해지며 하루에도 여러

닝스테이션에 들러 기생충을 제거한다. 만약 이때 클리닝을 하는 것을 다이

번 소나기가 쏟아져 건조해진 대지가 수분을 머금으면서 식물들이 무성하게

버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라게 된다. 이 시기에는 섬의 북동부에 있는 Gofnuw Channel의 클리닝스
테이션에서 만타레이를 볼 수 있다. 6월 말경과 7월에 섬 주변의 수면이 호

• 만타레이가 가까이와도 만지거나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수처럼 잔잔해진다.

• 비디오 조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즌과 상관없이 만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에서는 연중 내내 만타레이를 얕

• 살아있는 산호에 매달리면 안된다. 암석이나 죽은 산호를 이용해야 한다.

은 수심의 다이빙으로 볼 수 있다. 겨울 시즌에는 만타레이가 작은 그룹으로

• 만타레이가 위로 지나갈 때는 아래에서 큰 버블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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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다이빙 Shark Diving
얍은 리프샤크와 함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환상적인 곳이다.
이곳에는 Grey Reef Shark, Black-tip Reef Shark, White-tip
Reef Shark 등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리프샤크는 섬 주변의
거의 모든 다이빙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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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얍제도의 다이빙사이트
Manta Ridge

Vertigo

이 사이트는 Mi'l 채널을 가로 지르는 수심 9m 산호초 능선에 위치한다. 이

이곳은 Gray 및 Black-tip reef sharks 무리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M'il

곳은 만타레이의 클리닝스테이션이다. 주변에는 경산호, 연산호와 말미잘의

Channel 남쪽의 섬 서쪽 해안에 위치하며 다이빙샵에서 보트로 25~35분

작은 덩어리가 산재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작은 리프고기들이 만타레이에

거리에 있다. 미크로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상어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페롯피쉬가 인상적이다.

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은 Grey reef sharks, Black tip reef sharks,
Napoleon wrasse, Moray eels, Grouper, Snapper 등이다.

Mi’l Channel
이곳은 가죽과 유사한 연산호와 경산호가 산재해 있다. 만타릿지(Manta

Cabbage Path

Ridge) 근처에는 보라색 연산호가 많이 있고, 조류가 강할 때 폴립이 열린

25m의 수직으로 된 월이 형성되어 있고 바닥까지는 완만한 경사로 이어진

다. 숄져피쉬, 험프헤드 페롯피쉬 및 곰치 등 다양한 열대 리프피쉬들이 산

곳이다. 월에는 부드러운 가죽 산호로 덮인 여러 개의 크랙이 있다. 화려한

호 사이에서 서식하고 있다. 만타레이, 혹스빌 거북이, 대형 바라쿠다, 리프

색상으로 뽐내고 있는 대형 산호초에는 크리스마스트리 튜브웜이 많이 덮여

삭크, 이글레이, 잭과 스내퍼 무리가 서식하고 있다.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리프 물고기와 험프헤드 패롯피쉬와 같은 거대한
리프피쉬. 리프샤크, 바다거북, 바라쿠다 등을 볼 수 있다.

Goofnuw Channel의 Valley of The Rays
수로의 모래 바닥에서 솟아오른 산호 돌출부가 만타클리닝스테이션 역할을

Stamtish

한다. 만타레이는 산호 꼭대기를 배회하며 청소놀래기와 각종 작은 리프피

이 사이트는 Mi'l 채널을 가로 지르는 수심 5m 산호초 능선에 위치한다. 이곳

쉬가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해준다.

은 만타레이 클리닝스테이션이고 최근에 발견된 사이트이다.

계곡의 중심은 만타 클리닝스테이션 중 가장 큰 Merry-Go-Round라고 불
리는 양상추 산호가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다. 수로의 북쪽(Maap Side)에는
작은 양상추 산호군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Car wash라고 불리우며 이
곳도 클리닝스테이션으로 사용된다. Car wash에서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Manta Rock은 큰 산호 피나클이며 Rays
RUMUNG

Valley에 위치한 세 번째 클리닝스테이션이다.
Yap Corner
Mi'l Channel
Manta Ridge

Sunset Reef
MAPP

Stamtish

Vertigo

Fanif Wall

FANIF

GAGIL

Turtle Cove
Kurrekurredutt Dropoff
Mogethin Reef

Cherry Blossom Wall
Sunset Reef
Soft Coral
Big Bend
Cabbage Path
Spanish Wall

Magic Kiingdom
Stop Sign
Yellow Wall
Gilmaan Wall

Yap Carv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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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IL

Slown Easy

RULL
KANIFAY
GILMAN

Gapow Reef
Paaw Reef

Pealak Corner
Lighthouse Pass

Samakai Wall
Stonehenge
Telegraph Reef
Sakura Terrace
Cresent Reef
Fan Dancer
Aliko Reef
Deco Garden
White House Slope
Millennium Garden
O'Keefe's Passage

End of the Land
Eagle's Nest

Lionfish Wall

Hide Out

WELOY

Tradewind Mini-wall
Valley of The Rays
Goofnuw Mini-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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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Fish Wall

Yap Corner

월을 따라 틈새에 사는 라이온피쉬의 이름을 딴 것이다. 물고기와 산호

화이트팁리프샤크(White-tip reef shark)뿐만 아니라 대형 오세닉그레이샤크

가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월다이빙 중 하나이다. 월 전체에 연

(Oceanic Gray Sharks)와 잭피쉬, 스내퍼의 큰 무리, 큰 바라쿠다 및 이글레이의

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는 만타레이, 이글레이, 바다거북, 상어, 튜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은 팔라우의 유명한 블루코너(Blue Corner)와 비슷한

나 등 원양어류를 볼 수 있다.

느낌을 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다이빙사이트이다.

Magic Kingdom

Rainbow Reef

완만하게 경사진 리프로 1992년 11월의 태풍으로 산호에 큰 피해를

O'Keefe의 섬 앞에 있는 리프로 경산호가 죽어 덤불을 이루고 있다. 선셋다이빙

입기 전까지 미크로네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다이빙 사이트로 보석과도

을 하면 덤불 속에는 만다린피쉬가 메이팅(Mating, 교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았다. 태풍으로 발생한 해일은 아름다운 산호군락을 무참하게 파괴
했다. 하지만 이 곳에서도 바라쿠다 무리와 화이트팁 리프샤크, 그레이
리프샤크를 볼 수 있다.

Yap Caverns
섬의 가장 남쪽에 있는 다이빙사이트로 다이버들에게 아기자기하게 형
성된 지형들이 많이 있고 센 조류와 서지로 인해 다이나믹한 재미를
주는 곳이다. 동굴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지형과 산호초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얕은 부분의 커다란 산호 돌출부는 다이버가 탐험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틈과 공간이 벌집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동굴에서
비치는 빛은 푸른바다의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다양한 경산호 월에 작
은 틈과 균열이 생겨나면서 구멍이 생기고, 작은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
어 이 곳을 드나드는 것도 재미있었다. 수직 월에는 연산호가 풍부하
게 서식하고 있다.
White tip and grey reef sharks, abundant coral, pelagic fish,
schools of bump-head parrot fish, eagle rays, Sea turtles,
Scorpion leaf fish, Dragonettes, Blennies with cleaning stations for
sharks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매크로 피사체도 많이 볼 수 있다. Ghost pipe fish, Ornate
ghost pipe fish, Porcelain crabs, Moyers Dragonets, Nudibranch,
Leaf fish, Scorpion fish, Antheas, Flame angels, Cleaner and Ghost
shrimp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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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다이빙
Mandarin Fish Mating
만다린피쉬는 낮에는 죽은 산호밭 사이를 다니며 생활하고, 밤에는 안으
로 깊숙히 들어가 좀처럼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
은 만다린피쉬가 석양이 질 때 밖으로 잠시 나와서 메이팅(교미)을 할 때이
다. 하지만 밝은 빛을 보면 잽싸게 숨어버리는 습성이 있어 붉은빛을 비춰
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해질녘즈음에 숫놈이 암놈을 찾아다니면서 구애를 하는데, 구애하는 시간
은 해가 지기전인 20분 남짓으로 빠른 시간에 메이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놈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적당한 암놈을 찾는다. 그러면 암놈이 마음에
드는 숫놈을 하나 선택해서 동시에 약 50Cm 높이까지 약 5~6초 동안 공
중부양을 하면서 알과 정자를 방사한다.
공중부양을 하는 시간은 몇 초만에 이루어진다. 사진을 찍기 원하면 죽은
산호 더미속에 만다린피쉬의 동작을 계속 주시하면 동시부양을 할 만다
린피쉬를 찾아낼 수 있다. 공중부양을 시작하면 만다린피쉬를 따라 카메
라를 이동하면서 만다린피쉬가 최고 높이에 솟구쳤을 때 빠르게 셔터를
당기면 된다.

Shark Feeding
Vertigo 다이빙사이트에선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샤크피
딩을 한다. 다이빙 보트가 사이트에 도착하면 약 5분간 엔
진소리를 크게 내면서 주위를 빙빙 돈다. 이 소리들 들은
주변의 상어들이 엔진소리를 듣고 모여든다.
상어가 나타나는 트랙을 따라 다이버들이 자리를 잡으면
가이드가 보트에서 생선을 내리면서 상어를 유인한다. 샤
크 피딩은 수심 15m 정도의 깊이에서 진행되며 모여드는
상어는 화이트팁샤크, 블랙팁샤크, 그레이샤크 등 대부분
위험하지 않는 상어들이다. 이때는 상어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다이버의 근처까지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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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얍제도의 육상관광
얍섬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3시간 투어를 신청하면 된다.

전쟁 잔해 Wreckage of war
이곳 얍제도에도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연합군의 전투기나 일본군의 전
투기와 대포 잔해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한번 느
끼게 한다.

전통 공연 Traditional Yapese Dancing
전통 공연은 성인남녀와 아이들이 춤을 추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거나 성인식이나 결혼식을 할 때 공연을 한다.
온몸에 꽃과 야자수 잎으로 만든 장식물로 치장을 하고 피부에 심황과 코
코넛 오일을 묻혀 황금빛 빛을 내게 한다. 여성은 풀잎스커트만을 걸치고
가슴은 그대로 드러낸 채 춤을 춘다. 이러한 춤은 남녀별로 그룹으로 나누
어 실시한다.
전쟁 잔해 Wreckage of war

전통 공연 Traditional Yapese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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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돈 Stone Money
얍섬의 Rai(돌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다. 겉보기엔 둥
그런 돌의 가운데 구멍을 낸 동전 모양인 이 돌돈은 현재도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얍에는
아직도 6,000개가 넘는 돌돈이 존재하며, 마을마다 돌돈
은행(Stone Money Bank)이 남아있다. 이것은 실제 거래보
다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얍섬의 돌
돈은 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얍에서 수백 Km 떨어
진 팔라우에서 만들어 얍까지 운반된 것이라고 한다.

마을회관 Community House, Men‘s House
얍제도에서 팔루(falu or failu)라 불리는 일종의 전통적인 마을회관
(Community house, Men
‘s house라고도 불림)이 비교적 잘 보존되
어 있다. 이 커뮤니티 하우스에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공동체의 회의장이었다. 아름답고 독특한 전통적
인 건축물은 현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손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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