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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주요 공항으로는 다바오 국제 공항(DVO)이 있다. 

다바오와 마닐라의 거리는 1, 545km이다. 

항공편 :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다바오 행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한다. 홍콩과 인도네시아, 마카오, 싱가포르, 

서울과 같은 이웃한 아시아 도시에서도 소수의 국

제선 항공편을 운항한다. 

해상 교통 : 

필리핀 남부 도시 일부와 마닐라에서 다바오 행 해

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바오 항구는 주로 

민다나오의 남부와 남동부의 농업 수출용으로 이

용되고 있다. 

호텔과 리조트

다바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을 제공한

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숙박시설부터 외진 장소에 

마련된 조용하고 은밀한 리조트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다채롭다. 각 지역의 중심 도시 부근에서는 

5성급 비즈니스 호텔도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 액티비티 &탐험 

민다나오에서는 골프와 승마, 비치코밍과 같이 즐

거운 액티비티부터 트레킹, 등산, 래프팅, 서핑과 

같이 격렬한 액티비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종

류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주요 명소

아포산 국립 공원 

아포산은 해발 2,954m의 산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높다. 매년 3월에는 지역 정부에서 아포산 트레킹 

일정을 마련하고 수백 명의 산악인들이 참가한다. 

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른 호수와 간헐천, 

황기둥, 물살이 빠른 강과 폭포 등 자연이 만들어 

내는 평온함과 아름다움을 목격하면서 솟아 있는 

봉우리를 오르고, 자연 속 액티비티를 온몸으로 만

끽한다. 투데이 폭포는 100m 높이로, 지역에서 가

장 높다. 

다바오
다바오는 다채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현대적인 

감각의 대도시이다. 크기는 24만 4천 헥타르를 

자랑하는데, 이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로 가득한 다바오는 필리핀 

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상업과 교육, 관광, 예술, 문화, 

그리고 복지의 중심지다. 인구의 이동률이 높은 

다바오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모스크 옆에는 교회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또한 바고보, 블란, 만다야, 

만사카, 마노보, 티볼리 등다양한 소수민족들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그에 따라 다바오에는 

필리핀의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인 다양성이 

풍부하게 발전했다. 다바오는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이다. 전 세계인의 화려한 삶이 

녹아 있어 발전의 속도는 언제나 빠르지만, 

야외의 자연 경관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을 만큼 평화롭고 아름답다. 

기본 정보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비자 : 비자 없이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기후 : 11월부터 2월까지는 쾌적한 건기이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따뜻한 건기 날씨가 이어진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따뜻하고 대개는 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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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나오의 경이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자!

산 페드로 대성당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다바오 천주교의 

교구이다. 스페인 식민 시대인 1847년에 지어졌으

며 당시의 제단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 

푸엔테스피나 오키드 &트로피컬 플랜트 

1977년에 취미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필리핀 최대 

규모의 절화 생산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지역 절

화 산업의 중심지이자 날마다 전국 대도시로 아름

다운 꽃 제품을 공급한다. 특히 왈링왈링으로 알려

져 있는 반다 산데리아나가 주요 공급품이다. 

아기예수 성전 

마티나 힐의정상에 위치하며 조용하고 경건하다. 

개방형 성전으로 프라하의 아기 예수 상과 파티마

의 성모상 복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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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카미긴 주 

민다나오의 북쪽 90km 지점에 있는 보홀 해에는 배모양의 

화산섬인 카미긴이 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자원으로 유명하며, 온천과 폭포, 화산(섬에 7개의 화산

이 있다), 이국적인 동식물이 가득해 천혜의 섬으로도 잘 알

려져 있다. 카미긴에는 두 개의 매혹적인 섬이 있다. 하나는 

화이트 샌드로 뒤덮여 있는 2km 길이의 무인도인 화이트 섬

이고, 다른 하나는 화이트샌드비치를 끼고 4헥타르 규모의 

숲이 펼쳐져 있는 만티그 섬이다. 카미긴 섬에는 올드 스페니

시 처치 루인스(Old Catamaran Church Ruins)가 있는데, 지

역 내 가장 오래된 스페인 정착지의 잔재이기도 하다. 이곳은 

1871년 불칸 다안 폭발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섬에서 가장 인

기가 많은 행사는 란조네스 축제로, 매년 10월에 개최된다. 

샤르가오 섬, 수리가오 델 노르테 

샤르가오는 민다나오의 북동쪽에 위치한 눈물 방울 모양

의 섬이다. 동쪽 해안선은 수심 10, 057m에 이르는 필리핀 

해구와 태평양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 샤르가오 섬은 최상

급 서핑 로케이션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매년 10월에는 

국제 서핑대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서핑 외에도 스노클링

과 다이빙을 통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항

해와 동굴 탐험을 하기에도 이상적이다. 

삼보앙가 시티, 삼보앙가 델 수르주

삼보앙가 헤르모사, 또는 아름다운 삼보앙가

라고 불리는 이 도시의 이름은 고대 꽃의 도시

(Ancient City of Flowers)에서 가장 인기가 많

았던 축제의 이름과도 동일하다. 이곳에서는 

건축 양식은 물론 생활 습관, 그리고 언어에서

도 스페인이 지배하던 시절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삼보앙가 시티는 스페인 사람들이 모로

족에 맞서 셀 수 없이 전투를 벌였던 스페인 시

대를 보여주는 유적지의 본거지이다. 

에덴 자연공원

탈로모 산기슭에 위치한 공원으로 다바오 시티와 걸

프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 마음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필리핀 독수리 보호센터 

1896년, 영국의 조류학자인 존 화이트헤드가 최초로 

발견한 희귀 필리핀 독수리(Phitecophaga Jefferyi)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필리핀 독수리는 키가 

약 1m이고, 날개의 길이가 2m에 달하는 가장 큰 독수

리이다. 야생에서는 주로 아포산숲에서 발견된다. 이 

센터에서 다양한 필리핀 독수리를 관찰할 수 있다. 

다바오 강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최근에는 다바오 시

티에서 액티비티를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험을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다. 래프팅은 바기오 지역의 고

지에서 출발하여 강을 따라 칼리난을 거친 다음 저지

대에서 마치는 여정으로서 약 3시간 과정이다. 난이

도는 1급에서 5급까지 다양하다. 래프팅 경로에는 약 

30구간의 급류를 타는 곳이 있다. 

사마르 섬 

다바오 시티에서 불과 10분 거리이다. 사마르 섬에는 

아름다운 화이트샌드비치가 있고, 바다와 땅을 가리

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무궁무진하게 많다. 

멋진 강과 폭포, 유적지, 그리고 약 180만 마리의 박쥐

가 모여 사는 동굴이 인기가 있다. 이러한 지상의 어

드벤처 외에도, 취향에 맞게 골라서 즐길 수 있는 다

이빙 스폿도 다양하다. 북동쪽의 리지드 케이브(Ligid 

Caves)나 피너클 포인트(Pinnacle Point), 혹은 남동쪽

의 머쉬룸 락(Mushroom Rock)과 같은 명칭들은 바다

맨드라미목이나 문어, 곰치, 잭피쉬, 돌고래, 기타 원

양성 동물 등 온갖 다양한 생물의 이미지를 자연스럽

게 연상시키기도 한다. 한편 스노클러를 위한 멋진 장

관도 존재한한다. 대모 바다거북이가 마리사 암초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광경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카다야완 사 다보 페스티벌 

축제의 본래 명칭은 아포 두왈링(Apo Duwaling)이

다. 이는 필리핀의 최고봉인 아포산과 과일의 왕 두

리안, 그리고 난초의 여왕인 왈링-왈링의 이름을 조

합해서 만든 명칭이다. 세 가지 모두 다바오의 명물

이기도 하다. 오늘날 카다야완은 부족 춤과 각종 꽃 

퍼레이드를 통해서 다바오의 예술과 문화, 역사적 

유산을 기리는 필리핀 최대의 축제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다. 

에 터전을 만들어서 살아가기도 한다. 이중 티볼리

족은 직조와 놋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부

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야생 생물도 

흔히 볼 수 있다. 앵무새, 제비, 물총새, 솔개, 왜가리

와 같은 새 집단이 둥지를 틀고 서식하기도 한다. 

제너럴 산토스 시티, 사우스 코타바토 

필리핀 남부의 주요 이동 경로를 생각해 보면, 제너

럴 산토스 시티가 왜 필리핀의 참치 수도라는 애칭

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곳은 풍부

한 어획량으로 전 세계 수산 시장에 황다랑어를 공

급한다. 그 밖에 야외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칼라야 카르스트 랜드(Kalaja Karsts 

Land, 칼라야 동굴과 칼라야의 정면이 그려져 있다)

와 분가 스프링(Bunga Springs), 압세콩 폭포, 그리고 

노폴 힐과 같은 최상급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축제

아라우 코로나달 (1월 둘째 주;코로나달)

카히무난 (1월 둘째 주;부투안) 

칼릴랑간 (2월 둘째 주;제너럴 산토스 시티) 

시버그-시버그 (2월 넷째 주;삼보앙가)

아라우 삼보앙가 시부가이 (2월 넷째 주;삼보앙가)

아라우 다바오 (3월 첫째 주;다바오)

파나그타그보 (3월 첫째 주;타굼 시티)

카아물란 (3월 첫째 주;부키드논)

반와혼 (5월 둘째 주;수리가오)

파그사라부크 (5월 마지막 주; 다피탄 시티)

산 후안 히복-히보칸 (6월 마지막 주;카미긴)

시롱-시롱 (6월 마지막 주;수리가오)

사가얀 (7월 첫째 주;라나오 델 노르테)

트날라크 (7월 둘째 주;코타바토)

키나바요 (7월 마지막 주;삼보앙가)

칼리봉안 (8월 둘째 주;코타바토)

카야그-안 (8월 마지막 주;카가얀)

폴로몰록 (9월 둘째 주;코타바토)

파디고 산 (9월 둘째 주;다바오)

삼보앙가 헤르모사 (9월 둘째 주;삼보앙가)

카가얀 데 오로, 미사미스 오리엔탈 

민다나오의 북부에 위치한 카가얀 데 오로에는 관광

객이 매혹을 느끼기에 충분한 천연 자원이 가득하

다.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동굴이 많아 다양한 동굴 

탐험을 즐길 수 있고,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오래

된 숲에서 스카이브릿지를 건너는 독특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카가얀 데 오로 강을 따라 래프팅을 건너보

는 것도 좋다. 지역 토착민들의 민족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말라삭 에코 투어리즘 빌리지도 가볼 만한 곳

이다. 

부키드논 주 

부키드논 주는 섬의 중심부에 있는 산지 고원에 위

치한다. 민다나오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이자 전 세

계 최대 규모의 파인애플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역이다. 키탱글래드 산과 같은 뛰어난 자연 명소도 

존재한다. 이 산에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

우리인 둘랑 둘랑(Dulang Dulang)이 있다. 지역 특

유의 생물군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역 중심 도시인 말라이발라이 시티에서는 갈수록 

유명세를 얻고 있는 카아물란 페스티벌(Kaamulan 

Festival)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세부 호수, 사우스 코타바토 

필리핀이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곳이다. 세부 호는 수많은 하천과 개울, 강, 온천으

로 이루어져 있어 사우스 코타바토와 술탄 쿠다라

트 지역 전체에 농사를 위한 관개 용수를 제공한다. 

주요 부족인 티볼리족과 우보족은 세부 호수 주변

Useful websites for the region:
All regions www.visitmyphilippines.com 

Davao www.davaocity.gov.ph

 www.discoverdavao.com

 en.wikipedia.org/wiki/Davao_City

Camiguin www.camiguin.gov.ph

 en.wikipedia.org/wiki/Camiguin

Samal www.samalcity.gov.ph 

 en.wikipedia.org/wiki/Samal_City

Siargao www.surigaodelnorte.gov.ph 

 en.wikipedia.org/wiki/Siargao

Zamboanga www.zamboanga.gov.ph 

 en.wikipedia.org/wiki/Zamboanga_City

Cagayan de Oro www.cagayandeoro.gov.ph 

 en.wikipedia.org/wiki/Cagayan_de_Oro

Bukidnon www.bukidnon.gov.ph 

 en.wikipedia.org/wiki/Bukidnon

General Santos www.gensantos.gov.ph 

 en.wikipedia.org/wiki/General_Sa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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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al Tourism Office 

 + (6382) 225 1940 

Davao City Tourism Office 

 + (6382) 222-1956/222-1957

Airlines:

Philippine Airlines +63-2-855-8888

 www.philippineairlines.com

Cebu Pacific +63-2-702-0888

 www.cebupacificair.com

Air Asia +82-050-4092-00525

 www.airasia.com 

Ferries:

2GO Travel +632-528-7000 

 www.travel.2go.com.ph

SuperCat Fast Ferry +63-32-233-7000 (Cebu)

 +632-528-7000 (Manila)

 www.superc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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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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