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zon

Visayas

Mindanao

Basilan

Bohol

Cebu

Negros

Panay
Aklan

Iloilo

Samar

LeytePalawan

S U L U  S E A

C E L E B E S  S E A

P H I L I P P I N E  S E A

Banaue

DAVAO

LAOAG

MANILA

El Nido

Taytay

Busuanga

Puerto Princesa

Boracay

Mindoro

CEBU

가는 방법

주요 공항으로는 푸에르토프린세사, 엘니도, 산

도발, 부수앙가, 그리고 쿠요 공항이 있다. 마닐

라에서 푸에르토프린세사까지의 거리는 306해

리이다. 

항공편 : 마닐라에서 팔라완의 주요 공항까지 

향하는 다양한 국내선 항공편을 매일 20회 이상 

운항하고 있다. 세부의 경우에는 팔라완까지 1

주일에 4회 운항한다. 

해상 교통 : 마닐라와 민도로에서 페리를 정기 

운항한다. 페리는 푸에르토프린세사, 코론, 쿠

요에서 정차한다(마닐라에서 코론까지의 소요 

시간 : 대략 12시간, 코론에서 푸에르토프린세사

까지의 소요 시간: 대략 12시간).

호텔과 리조트

주요 도시와 섬에는 모든 예산 범위로 누릴 수 

있는 숙박시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팔라완의 주도이자 필리핀에서 가장 깨끗한 자

연 도시로 인정받는 곳이다. 주도 내외의 다양

한 명소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에 좋은 

숙소와 관광 시설이 즐비하다. 

해변과 야생 보호구역, 산 호수, 지하강 등이 풍

부해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자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내 로컬 마켓에서는 진귀한 토

착품을 판매하고, 박물관에서는 푸에르토 프린

세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고고학 

및 역사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수도인 마닐라를 포함하

여 다바오, 세부, 부수앙가, 엘니도와 같은 기타 

주요 도시에서도 비행기로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신비한 쿠요섬이나 터바타하 리

프(Tubbataha Reef)국립해양공원과 같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섬들로 가기 위한 훌륭한 출발

점이 되기도 한다. 

팔라완 ‘CAN’
팔라완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문화(Culture)다. 진정한 필

리핀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팔라완은 이상적인 

여행지다. 모험심이 강한 여행자라면 팔라완의 토착인

들인 바탁족을 만나보자. 이 부족은 현재 클레오파트라 

니들(Cleopatra's Needle)의 경사지에 정착해서 살아가

고 있다. 타본과 팔라완 박물관은 타본 동굴에서 발견

된 선사시대 유물과 스페인 식민 시대의 유물을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어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인상적인 건축물도 다양하다. 팔라완에는 포블라시

온과 브룩스 포인트에 있는 유명한 등대, 카가얀실로

(Cagayancillo), 쿠리온 대성당(Culion Cathedral) 등 

대표적인 건축물이 많다. 연중 개최되는 여러 가지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축제에 참여하여 생생하고 실감

나는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퍼레이드와 

연출 공연, 종교 행사, 그리고 춤 공연 등이 펼쳐진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험(Adventure)이다. 팔라완은 모

험의 기회로 가득하다. 일부 도전 정신을 자아내는 짜

릿한 다이빙 스폿에서는 풍부한 해양 생물종의 매혹

적인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 풍경

을 배경으로 장관을 이루는 석회암 절벽과 거대한 산

호초 사이에서 카약이나 래프팅을 즐겨보는 것도 좋

다. 약간은 느린 속도의 액티비티를 선호하는 사람들

에게는 항해나 낚시, 또는 카누가 알맞다. 낙타본 해

변(Nagtabon Beach)과 엘니도 클리프(El NidoCliffs)

는 언덕이 많은 지형에 있어 승마와 내륙 트레킹을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연(Nature)이다. 팔라완의 자연 환

경은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

다. 해양 보호구역부터 다양한 지하 호수, 강, 산호초, 

그리고 매혹적인 해변에 이르기까지, 팔라완에는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터바타하 리프(Tubbataha 

Reef)와 세인트폴 산맥의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

강 국립공원(Saint Paul Subterranean River National 

Park)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혼다 만(Honda Bay)과 같은 천상의 해변이 

다수 존재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기본 정보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비자 : 비자 없이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기후 : 동북아시아 몬순 : 11월 ~ 2월

　　　동남아시아 몬순 : 6월 ~10월

　　　바다 여행 추천 시기 : 3월 ~ 5월

　　　우기 : 6월 ~ 12월

연중 평균 기온 : 24°에서 32°사이

옷차림 : 일년 내내 간단하고 캐주얼한 옷차림만으

로 충분하다. 

통화 : 필리핀의 통화는 페소(Peso, PHP)로 환율은 

지역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모든 

주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물 : 리조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휴대용 생수를 

구할 수 있다. 

통신 및 인터넷 : 국제 전화와 팩스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다양하다. 

가져오면 유용할 물건들 : 자외선차단크림, 태닝로션, 

벌레 퇴치약, 개인 상비약, 수영복, 기타 액세서리 등

지리 : 1, 780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 애호가들의 지상 낙원, 
모험가들이 꿈꾸는 여행지

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Korea

Suites 102 & 801, President Hotel, Euljiro 16, Jung-Gu, Seoul South Korea 04533

Tel: +822 598-2290 Fax: +822 318-0520

Email: pdot@philippinetourism.co.kr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팔라완은 1, 78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지역으로, 깨끗한 해변과 인상

적인 형태의 암석, 신비로운 동굴, 그리고 지하 미스터리가 가득하다. 야생 

그대로의 땅, 자연 애호가의 지상 낙원, 모험가가 꿈꾸는 여행지, 팔라완은 

이 모든 이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천상의 여행지이다.  

팔라완의 멋진 열대우림과 환상적인 다이빙 스폿, 웅장한 산, 원시 동굴, 은

은하게 빛이 나는 해변들은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섬에는 이국적인 동식물이 풍부하고 산호초 주

변으로 다채로운 해양 생물종이 아름답게 떼 지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마닐라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팔라완의 본섬은 425km 길이에 면적은 

40km인 좁고 길쭉한 형태이다. 큰 산맥의 양쪽으로는 불규칙한 모양의 해

안선이 눈길을 끄는데, 각각 수직 석회암 절벽과 넓은 화이트샌드가 번갈

아서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풍경이다. 이러한 독특한 해안 지형은 여행자

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팔라완은 여행 잡지 트래블 앤 레저(Travel+Leisure)가 꼽은 세계 최고의 

섬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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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 프린세사 명소

1. 혼다 만(Honda Bay)

매혹적인 해변을 품고 있는 다수의 작은 섬으로 구

성된다. 혼다 만은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섬 호

핑, 비치코밍등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2. 팔라완 야생동물 보호센터

관광지인 동시에 연구 시설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악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 내에는 작은 동물원이 

포함되어 있어 팔라완의 독특하고 희귀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3. 베트남 빌리지

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당시 팔라완으로 피난길

에 오른 “베트남 보트피플”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마을이다. 오늘날 베트남 빌리지 주민들은 팔라완의 

분위기와 문화를 완성하는 섬의 일부가 되었다. 또

한 이곳에서는 베트남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4. 버터플라이 가든

이국적인 필리핀 식물이 가득한 정원에서 나비에 둘

러싸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가끔 독특한 

곤충이나 어린 나비가 탄생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5. 미트라 목장

혼다 만이 내려다보이는 이상적인 피크닉 장소이

다. 온종일 태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이곳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쐬며 하루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북부 푸에르토 프린세사 명소

6.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Saint Paul 

Subterranean River National Park)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새로운 7대 자연 경관

으로 꼽힌 국립공원이다. 횡단할 수 있는 지하강

을 끼고이어져 있는 8km 길이의 석회석 카르스

트 경관이 특징이며, 지하강을 따라가면“대성당

(Cathedral)”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하 동굴/라군으

로 갈 수 있다. 

7. 포라오 섬 타본 조류 보호구역(Stanlake Island 

Tabon Bird Sanctuary)

멸종 위기에 처한 새 종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보호구역이다. 조류 관찰자에게는 파라다이스와도 

같은 곳으로 일부 육지와 바다를 거쳐야만 닿을 수 

있는 외진 곳에 있다. 이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록

사스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8. 바탁 부족 방문 및 정글 트레킹

바탁족은 현재 인구 500명 미만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원시 산악 지대 부족이다.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이

르기 위해서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일부 원

시림을 거쳐야 한다. 며칠밤 마을 변두리에서 텐트를 치고 

묵을 수 있다. 

9. 엘니도 해양 보호구역

팔라완의 끝자락인 바킷 만(BacuitBay)에 위치한 보호구역

으로 여행자들에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잘 알

려져 있다. 열대우림, 맹그로브, 화이트샌드비치, 산호초, 석

회암 절벽 등이 자아내는 천혜의 경관과 인상적인 생태계를 

자랑하는 인기 있는 자연 명소이다. 희귀 수생 포유류인 듀

공이 있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특별한 경험도할 수 있다. 

남부 푸에르토 프린세사 명소

10. 타본 동굴

총 규모 138헥타르에 이르는 동굴로 험한 절벽과 심한 경사

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동굴에서 약 2만 2천년 전의 

타본인 화석이 발굴되어 일명 “필리핀 문명의 요람”

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200개의 동굴 중에는 7개

의 동굴만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중 하나

가 타본 동굴로, 고대인은 이곳을 거주지 및 매장지

로 활용했었다. 

일컫는 말이다. 2차 세계대전중에는 일본 함대의 

정박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44년 9월 24일에는 

미해군 전투기와 급강하폭격기에 의해 최대 24척

의 일본 보급선이 이곳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그 결

과로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다이빙 렉 구역이 형성

되었다. 

코론 섬(코론 마을과는 다른 곳)은 얕은 암초 구역

부터 굉장한 지하 동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이

빙 스폿을 자랑하는 축복받은 섬이다. 코론은 7개

의 산 호수로도 유명하다. 주요 육로 명소로 인정

받고 있는 이곳에서는 쥬라기 시대에 형성된 화려

한 석회암 절벽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중 카

얀간 호(Kayangan Lake)는 필리핀에서 가장 깨끗

한 청정 호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라쿠다 호

(Barracuda Lake)에서는 지하 바라쿠다 동굴에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트윈 라군은 소금기 있는 따뜻한 바닷물

과 신선하고 차가운 산수가 섞이는 작은 지하 통로

로 연결된 석호이다. 

섬의 대부분의 지역은 신성한 조상들의 땅으로 여

겨지며, 그중에는 북부 팔라완의 부족인 탁반와

(Tagbanua)족이 포함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지만, 개방 지역에서 

충분히 전체 지역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다. 

부수앙가와 코론 섬 사이에는 시에테 페가도스

(Siete Pecados)라고 불리는 7개의 작은 섬(세븐 아

일랜드)이 있다. 반원형의 섬들로, 얕은 수심의 놀

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산호 정원을 볼 수 있다. 근

처에는 마키닛 온천(Maquinit Hot Springs)이 있다. 

이곳에서 바다로 흘러 드는 뜨거운 화산수의 치유

용 풀에 앉아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다. 

칼라윗 섬(Calauit Island)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

리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해달라는 세계자

연보전연맹(IUCN)의 요청에 따라 케냐의 이국적인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섬에서는 

기린과 얼룩말등의 아프리카 동물 무리와 칼라미아 

사슴, 빈투롱과 같은 지역 동물종이 나란히 서식하

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주변 바다에서는 바다

거북과 대합조개, 듀공 등이 서식한다. 

Useful websites for the region 
 www.visitpalawan.info

Puerto Princesa http://puertoprincesa.ph/ 

 http://tourism.puertoprincesa.ph/ 

Puerto Princesa Underground River National Park 

 http://whc.unesco.org/en/list/652

 https://nature.new7wonders.com/

wonders/puerto-princessa-underground-river-philippines/ 

 www.pcsd.gov.ph/protected_areas/stpaul.htm 

Tabon Caves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1860 

Wahig Penal Colony http://www.bucor.gov.ph/facilities/ippf.html 

 http://tourism.puertoprincesa.

ph/?q=destinations/iwahig-prison-and-penal-farm 

El Nido www.elnidopalawan.com 

 https://whc.unesco.org/en/

tentativelists/5034 

Northern Palawan Calamianes 

 www.ddivers.com 

Coron www.coronwrecks.com/sites.htm 

 www.philippinediving.com/sites.htm 

Tubbataha Reef National Park 

 www.tubbatahareef.org 

Useful contacts:
Department of Tourism Offices:

Republic of Korea – Seoul 

 +82-2-598-2290 

 pdot@philippinetourism.co.kr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Manila + (632)-459-5200 

 www.tourism.gov.ph 

Provincial Tourism Office  +63-48-433-2968

City Tourism Office +63-48-433-2983 

Airlines:

Philippine Airlines +63-2-855-8888

 www.philippineairlines.com

Cebu Pacific +63-2-702-0888

 www.cebupacificair.com

SEAIR +63-2-849-0100

 www.flyseair.com 

AirSWIFT +632-318-5941 (-43)

 www.air-swift.com 

Air Asia +82-050-4092-00525

 www.airasia.com 

Ferries:

2GO Travel +632-528-7000 

 www.travel.2go.com.ph

Other useful contact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aguig 

 +63-2-856-9210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 

 +63-32-231-1516(-9)

City Police Station +63 (048)-434-9890 / 434-9889

Provincial Police Station +63 (048) 434-7053

Police Maritime +63 (048) 433-3262

City Health Office +63 (048) 434-6582

Provincial Health Office +63 (048) 43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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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Sites
1 Okikawa Maru
2 Akitsushima
3 Taiei Maru
4 Irako
5 Kogyo Maru
6 Olympia Maru
7 Tangat Gunboat
8 Lusong Gunboat
9 Nanshin Maru
10 Skeleton Wreck
11 Kyokuzan Maru
12 Fishing Boat
13 Barge
14 Barracuda Lake
14a Barracuda Cave
15 Kayangan Lake
16 Cathedral Cave
17 Dos Islas Reef
18 Pinnacle
19 CYC Island Reefs

Amos Rock
South Rock

Ranger Station

Bird Islet

Anchor Area

Anchor Area

Anchor Area

Anchor Area LAGOON

Anchor Area

Black Rock

LAGOON

Anchor Area

SULU SEA

SULU SEA
NORTH REEF

SOUTH REEF

Light House

칼라미안 섬

칼라미안 제도는 4개의 주요 섬인 부수앙가와 칼

라우잇, 코론, 쿨리온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팔라

완의 나머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이킹부터 라

펠링, 다이빙, 스노클링, 고고학적 탐험, 카약/래

프팅, 스포츠 피싱, 비치호핑, 부족 방문에 이르기

까지, 모험을 갈망하는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액

티비티를 선사한다. 

칼라미안 제도의 섬들은 일명 미니팔라완을 포함

해서 서로 대단히 인접해 있다. 

칼라미안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은 부수앙가로, 제

도의 나머지 섬들을 이어주는 연결 지점의 역할

을 한다. 마닐라와 푸에르토 프린세사, 보라카이

에서 부수앙가 공항으로 향하는 정기 노선을 운

항하고 있다. 공항에서 45분 거리에는 이 섬의 중

심 도시인 코론(Coron)이 있다. 코론에서는 배낭 

여행자와 모험가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숙박 시설이 존재한다. 또한 더 먼 섬

을 향한여정을 떠나기 전에 구비해 두어야 할 물

건들을 판매하는 시장도 있다. 

부수앙가의 매력은 험준한 해안선과 주변 섬들에 

있다. 가장 아름다운 섬과 리조트의 일부는 해안

에서 몇 분이면 닿는 거리에 위치한다. 부수앙가

의 주변 섬들에서는 필리핀에서 가장 다양한 생

태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 

지역으로도 각광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론 렉(Coron Wreck)이 

이 섬에 있다. 코론 만에서 수심이 다양한 구역을 

11. 라사 섬 조류 보호구역

팔라완 혼빌을 포함하여 87종의 독특한 새 종을 

보호하고 있는 훌륭한 섬 보호구역이다. 폭포와 

맹그로브 숲을 탐험할 수 있다. 

팔라완은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와 모험, 자연 생

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환상적인 여행지이다. 언

덕 트레킹을 하거나계곡 및 강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길 수 있고, 일년 내내 현지에서 열리

는 다양한 축제에 참가하여 즐거운 문화 체험을 

누릴 수도 있다. 팔라완에는 여행자가 체험할 수 

있는 놀랍고 특별한 경험들이 가득하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와의 거리

지명 대략적인 거리

아볼란(Aborlan) 남향 69km

아구타야(Agutaya) 동향339.3km

아라셀리(Araceli) 동향 200.2km

발라박(Balabac) 남향 273.7km

바타라자(Bataraza) 남향 227km

브룩스 포인트(Brooke’s Point)  남향 192km

부수앙가(Busuanga) 북향392.67km

카가얀실로(Cagayancillo) 북향 329.69km

코론(Coron) 북향 361.18km

쿠요(Cuyo) 동북향 308.94km

두마란(Dumaran) 동북향 180km

엘니도(El Nido) 북향 273.38km

칼라야안(Kalayaan) 북향 519.6km

리나파칸(Linapacan) 북향305.9km

막사이사이(Magsaysay) 북향 315.2km

마르코스(Marcos) 남향 207km

터바타하 리프 국립해양공원

팔라완의 터바타하 리프국립해양공원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에 최초로 등재된 곳이다. 규모는 총 33, 200 헥타르에 달하며, 두 

개의 환초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최고의 산호초 중 하나가 이 공원

에 있다. 이것은 동일한 규모로는 유례없는 고밀도의 산호초이기도 하

다. 술루해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보트를 탈 

경우 터바타하까지 총 12시간이 소요된다. 터바타하를 방문하기에 가

장 좋은 시기는 3월에서 6월 사이이다. 일주일 간 강렬한 리브어보드

(live-aboard)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리프에서는 필리핀 최고의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거대한 원양어부

터 가장 작은 어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인근 작은 섬들은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다이빙 스폿

1. 오키카와 마루

2. 아키츠시마

3. 타이에이 마루

4. 이라코

5. 코교 마루

6. 올림피아 마루

7. 탄가트 건보트

8. 루송 건보트

9. 난신 마루

10. 스켈레톤 렉

11. 교쿠잔 마루

12. 피싱 보트

13. 바지

14.  바라쿠다 호 /  

14a. 바라쿠다 동굴

15. 카양간 호

16. 대성당 동굴

17. 도스 이슬라스 리프

18. 피너클

19. CYC 섬 리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