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최신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팔라완
팔라완의 17,030km² 가득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산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독특한 생태계 불가사의의 본고장인
팔라완은 필리핀 최후의 미개척지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유용한 웹사이트
푸에르토 프린세사 ........................................... www.visitpalawan.info
puertoprincesa.ph
tourism.puertoprincesa.ph
엘니도 .......................................................... www.elnidopalawan.com
whc.unesco.org
팔라완 북부 깔라미아네스 ................................ www.ddivers.com
코론 .............................................................. www.coronwrecks.com
www.philippinediving.com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 ................................. www.tubbatahareef.org

있습니다. 지하강 국립공원과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야생동물과 평생 기억될 섬의 풍경,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음식 거기에 팔라완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상연락처
필리핀 관광부
서울 사무소 ................................................... +82-2-598-2290
pdot@philippinetourism.co.kr
마닐라 사무소 ................................................. +(632)8459-5200
www.tourism.gov.ph
팔라완 지방 관광사무소 .................................... +63-48-433-2968
시티 관광사무소 .............................................. +63-48-433-2983

팔라완으로 떠나기
대중교통수단
푸에르토 프린세사 국제공항(IATA:PPS)
푸에르토 프린세사까지 항공편을 통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팔라완 교통의 중심지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엘니도나 코론 등의 지역으로 떠나보세요.

항공사
필리핀항공 .................................................... +(632)8855-8888
www.philippineairlines.com
세부퍼시픽 ..................................................... +(630)2702-0888
www.cebupacificair.com
씨에어 ........................................................... +63-2-8849-0100
www.flyseair.com
에어스위프트 .................................................. +632-8318-5941(-43)
www.air-swift.com
에어아시아 ..................................................... +82-050-4092-00525
www.airasia.com

선박회사
투고 트래블 .................................................... +(632)528-7000
www.travel2go.com.ph

유용한 전화번호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마닐라) ..................... +(63)2856-9210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영사관) ........................... +63-32-231-1516(-9)

가까운 곳을 이동하실 때는 트라이시클과 지프니를

Palawan

팔라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는 버스나 미니밴을

시립경찰서 ..................................................... +63 (048) 434-9890
+63 (048) 434-9889
주립경찰서 ..................................................... +63 (048) 434-7053

타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섬을 여행하실 때는 페리

수상경찰 ........................................................ +63 (048) 433-3262

여객선이나 경비행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립보건소 ..................................................... +63 (048) 434-6582
주립보건소 ..................................................... +63 (048) 433-2621

PHL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PHLTOURISM_KR

PHL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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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여행
추천코스
SCAN FOR
MORE FUN!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완벽한 시간 보내기

팔라완 주의 서부 해안 도시,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팔라완 모험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필리핀 문명의 요람인 타본동굴(Tabon Caves)의 해골이 있는
팔라완 박물관(Palawan Museum)에서 현지 역사를 살펴보세요.
팔라완 야생동물 보호센터와 나비농장에서는 매혹적인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베이커스힐(Baker ’s Hill)과
해안가 맛집에서 팔라완 사람들의 맛에 대한 자부심을 맛보세요.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배를 타고 나가 카우리 섬, 스타피쉬 섬,
루리 섬 등 여러 섬 등을 돌며 혼다베이 아일랜드 호핑투어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8:00~17:00

지하강 국립공원
SCAN FOR
MORE FUN!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Puerto Princesa
Subterranean River National Park)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석회암이 녹아 형성된 거대한 카르스트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인트폴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이어지는 8.2km
길이의 지하강은 생태계의 신비로운 모습을 가득 품고 있어서 ‘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4.3km 구간을 탐험하면서 종유석과 석순, 기막히게 멋진 암석
등을 만나보세요.
06:30~16:30
성인에게 권장되는 투어로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거리에 따라
택시, 지프니, 트라이시클을 이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데이투어에는 미니밴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렌터카를 빌려
원하는 곳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엘니도(El Nido)는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선정되는 곳입니다. CNN go에서도 엘니도를 "놀라운 자연의
화려함과 생태계"로 칭찬한 바 있습니다. 수상스포츠와
라군에서의 보트 타기, 폭포와 동굴 트래킹 등을 즐기다가 보트
파티와 비치 바(beach bar)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 할 수 있습니다.
체험거리가 가득한 코론! 코론(Coron)의 푸르른 물, 바닷속
해저산맥, 고운 모래사장, 온천, 하이킹, 사랑스러운 호수
그리고 여러가지 새로운 경험은 마음속 깊이 만족감을 만들어
냅니다.
08:00~17:00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육로, 해로, 항공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빈센테(San Vicente), 리오(Lio),
부수앙가(Francisco B. Reyes airport) 지역은
비행기를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육로로 이동
시는 밴 승합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풍경을
즐기면서 오래 여행하는 분이라면 페리 여객선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여행 예산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숙박시설 선택 가능
(여행 성수기에는 예약 필수)

지하강 국립공원 근처에서 여행 예산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숙박시설 선택 가능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산호세 뉴마켓에 있는 산호세
터미널로 간 뒤 에어컨 버스나 지프니를 타면 사방
포트(Sabang port)의 방문이 가능합니다. 항구의
관광안내소로 가서 환경세를 내고 보트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펜션에서부터 5성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는 여행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호핑의 천국
SCAN FOR
MORE FUN!

전 세계인들이 팔라완의 해변에 매력을 느낀다고 하지요.
팔라완의 완벽하게 깨끗한 바다와 독특한 섬 호핑투어가
전해주는 은밀한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푸에르토 프린세사 인근에 있는 산비센테(San
Vicente)의 롱비치는 필리핀에서 가장 길고도
조용한 백사장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포트바튼(Port Barton)은 해변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주변 섬들의 고요함을 누리기 좋은
곳입니다.

SCAN FOR
MORE FUN!

바닷속 세상
볼거리

팔라완 지역에는 체험할만한 소중한 수중 액티비티가
가득합니다.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Tubbataha Reef)은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국립 해양공원입니다. 귀중한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세계 최고의 다이빙
장소 중 하나입니다. 코론은 난파선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곳으로 1944년 침몰한 일본 보급함대가 산호와 열대어와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다이빙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론의
코랄 가든(Coral Garden)이 가진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는
경험 많은 다이버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엘니도(El Nido)에서는 많은 스노클링 포인트를 즐겨보세요.
시미즈 섬(Shimizu Island)과 빅라운(Big Lagoon), 마틴록
쉬라인(Mantinloc Shrine)도 물놀이의 명소입니다.

08:00~17:00 (방문지에 따라 운영시간 변동 가능)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까지는 리브어보드(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보트)를 통해 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 배는 매주 운항되며, 저녁에
출발하여 해 뜨는 시간에 맞추어 투바타하에
도착합니다. (약 10시간 소요)
여행 예산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숙박시설 선택
가능 /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에서는
리브어보드(liveaboard) 이용 가능

팔라완 팔레트
팔라완에서 꼭 맛봐야 할 것들!
팔라완의 맛을 음미해보세요!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칼루이 레스토랑(KA LUI
RESTAURANT): 따뜻한 가정집에 초대받아 정성껏 만든 음식을
즐기는 기분을 주어서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에게까지 인기
만점의 레스토랑입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에서부터 필리핀 전통 음식, 거기에 감칠맛 나는
디저트까지! 푸에르토 프린세사 최고의 맛집에 꼭 방문해보세요.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바자오 씨프론트 레스토랑(BADJAO
SEAFRONT RESTAURANT): 레스토랑 이름을 보시고
눈치채셨겠지만, 맹그로브 숲으로 둘러싸인 소박한 야외 스타일의
레스토랑입니다. 조개 수프에서 신선한 그릴 메인 코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레스토랑 주변에
보이는 고즈넉한 바다 풍경이 풍성한 음식에 풍미를 더합니다
코론(CORON)의 특산물, 캐슈너트 : 알파벳
C의 모양을 한 캐슈너트를 코론에서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로스팅한 것에서부터
마늘 맛을 더한 것과 흑설탕을 이용하여 설탕
코팅한 캐슈 브리틀(Cashew Brittle)에
이르기까지, 캐슈너트는 멋진 간식이자
최고의 여행 기념품입니다.

팔라완
데이투어
추천코스

잠시만요!
필리핀 구석구석,
당신이 몰랐던 재미와
만나세요.

• 지하강(Underground River)
• 시티투어

또 다른 재밌는 곳에서 필리핀을 좀 더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필리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여행객을 위한
추천코스
DAY 1: 푸에르토 프린세사 역사 투어
• 팔라완 야생동물 보호센터(악어농장)
• 미트라 전망대(Mitra's Ranch)
• 베이커스 힐(Baker's Hill)
• 비누아탄 수공예품 빌리지(Weaving Loom Center)
• 성모수태 성당(Immaculate Conception Cathedral)
• 플라자 쿠아르텔 (Plaza Cuartel)
• 베이워크 산책로(The Baywalk)
• 기념품 가게
• 나비 정원과 원주민 마을
(Butterfly Garden
and Tribal Village)

DAY 2: 지하강 투어
•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 공원
• 사방 두부(Sabang Wharf) 뷔페 레스토랑

보홀
보라카이
세부
클락
Visit for more fun!

https://philippines.travel/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여행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

DAY 3: 혼다베이 투어
• 루리 아일랜드(Luli Island)
• 카우리 아일랜드
(Cowrie Island)
• 스타피쉬 아일랜드
(Starfish Island)

마닐라

https://app.philippines.travel/
SCAN & PLAN
YOUR TRIP!

PH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