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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주요 공항으로는 타그빌라란 시티 공항(TAG)이 있

다. 타그빌라란은 보홀주의 주도이다. 

항공편 :

마닐라(MNL)에서 타그빌라란까지 몇 편의 국내선 

항공편이 매일 운항되고 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

간 15분이다. 

해상 교통 :

마닐라와 세부, 듀마귓에서 타그빌라란까지 운항

하는 대형 페리와 고속 선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 타그빌라란은 카가얀데오로와 부투안, 그리고 

북부 민다나오의 기타 도시로 향하는 선박이 정기

적으로 정차하는 지점이다. 

호텔과 리조트

보홀에는 여행자가 이용할수 있는 수많은 호텔과 

리조트, 펜션, 게스트하우스 및 기타 시설이 마련되

어 있다. 이중 대부분은 팡라오 섬의 해안 지역과 

중심지에 밀집해 있다. 그 밖에도 섬 곳곳에서 더 

많은 숙소를 찾아볼 수 있다. 숙소는 안락하고 안전

한 편이며, 가격대도 적당하다. 

외식과 나이트라이프

보홀에서 특별한 가격대로 저녁 식사의 즐거움을 

누려 보자. 지역 해산물 시장에서 담파 스타일로 재

료를 골라 주방장에게 건네 주면 그가 보홀의 가정

식 요리로 만들어준다. 무척 저렴한 가격에 훌륭하

고 호화로운 식사를 맛볼 수 있다. 매일 다양한 종

류의 신선한 해산물을 접할 수 있으며 재료만 고르

면 즉석에서 현지 음식 스타일로 구워 주기도 한다. 

여기에 그 유명한 산 미겔 맥주가 식사를 위한 입맛

을 제대로 돋워 줄 것이다. 나이트라이프의 대부분

은 수많은 여행자가 머무는 팡라오 섬의 해안가에

서 즐길 수 있다. 타그빌라란 시티에는 클럽과 바가 

많지 않다. 보홀은 가족 휴양지 분위기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보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보홀에는 초콜릿 힐과 

안경원숭이, 16세기 감시탑, 바로크 양식 선교교회, 

로복 강, 그리고 타그빌라란 시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존재한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백사장과 안식처처럼 

아늑한 형태의 만을 갖춘 야자수 모양의 해안선도 

매혹적이다. 여기에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한 보홀라노 족까지!

보홀은 세부, 팔라완, 보라카이의 일부가 조금씩 

섞여 있는 섬이다. 풍부한 역사와 

스페인 식민 시대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세부, 

우거진 식물군과 독특한 동물종을 자랑하는 

팔라완, 그리고 화이트샌드비치와 리조트를 

갖춘 천혜의 휴양지로서의 보라카이를 

각각 닮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이 

혼합되어 보홀만의 유니크한 매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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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간단하고 

캐주얼한 옷차림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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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다양하다. 

보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다정한섬

쇼핑, 시장, 그리고 공예품

보홀의 수공예품은 필리핀 내에서도 유명하다. 매

트와 바구니, 라피아 소재 직물, 패션 액세서리, 목

공예품, 가공 식품, 그리고 자기 등의 다양한 종류

가 있다. 섬 전체에 걸쳐 기념품 상점이 즐비하며, 

이곳에서 토착 기념품을 찾아볼 수 있다. 특산물로

는 피넛 키스(유명한 초콜릿 힐 모양을 닮은 보홀

의 땅콩 특산물)와 퍼플 얌(현지에서는 키남파이

(Kinampay)나 우비(ubi)로 알려져 있다), 안테케라 

마을산 바구니, 그리고 지역 섬유와 부리 이파리로 

만든 투비곤 마을산의 직물 등이 있다. 

스포츠 액티비티& 탐험

보홀은 필리핀이 선사하는 이국적인 것의 모든 것

이라고 보아도 좋다. 완만한 언덕이나 낮은 산은 트

레킹과 산악자전거 활동에 이상적이다. 석회석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초현실적인 아름다운 

동굴이 가득하다. 해 질 녘에는 곤충을 잡아 먹는 

박쥐가 활기를 띠며 나타난다. 이 작은 섬에만 공식

적으로 총 1, 400개의 동굴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미지의 동굴도 포함되어 있다. 



HISTORICAL ATTRACTIONS

8.Blood Compact Site (Barangay Bool, Tagbilaran City)

This spot is where a native Boholano chieftain,
Datu Sikatuna and Don Miguel Lopez de Legazpi,
representing the King of Spain, forged the first
"Treaty of Friendship" between the brown and
white races in 1565 with drops of their blood.
Every year, the event is re-enacted during a major
festival known as the " Sandugo," or "One Blood."  
It is normally held in the month of July.
9.Anibogan Massacre Site 

(Catigbian, 73 km from Tagbilaran City)

A memorial to valour, glory and heroism, the site
commemorates the massacre of Filipino victims
during World War II.

10.Dagohoy Marker (Danao, 92 km from Tagbilaran
City)

The Dagohoy marker honours Francisco Dagohoy,
who inspired an 84-year revolt against Spain from
1744 to 1829  the longest revolt in the country s
history.

11.President Carlos P. Garcia Memorial Park
(Tagbilaran City)

Erected in loving memory of the greatest
Boholano, Carlos Polistico Garcia, the four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t sits
on a rolling site chosen by the late president
himself, when he was then-governor of Bohol.
The exquisite monument is made by National
Artist Napoleon Abueva, another famous son of
Bohol.

RELIGIOUS ATTRACTIONS

The entire island is studded with stone churches
that date back centuries.  Most towns boast of a
church that was built during the Spanish era, the
most notable being at Baclayon and Dauis.  It is
Spain s never-ending legacy in Bohol, and a
testament to the very religious nature of the
Boholano.

FESTIVALS

If you want to experience the fiesta in th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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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Websites for the Region:
Bohol                                www. bohol. gov.ph
                                        www. bohol. ph
                                        www. bohol-island.com

Tagbilaran                           http://www. tagbilaran. gov.ph/

Other useful Websites for nearby Regions:
Cebu                                 http://www. cebu. gov.ph/
Negros Oriental                   http://www. negor. gov.ph/
Siquijor                               http://www. m ysiquijor.com/

Useful Contacts:
Department of Tourism Offices:
London                              +44 (0) 20 7321 0668
                                         

info@itsmorefuninthephilippines.co.uk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uk
Manila                                +63 (0) 459 5200
                                        www. w owphilippines.com. ph 

Cebu                                 +63 (0) 32 254 28 11
                                        dotregion7@ gmail.com
                                        www. visitmyphilippines.com

Airlines:
Philippine Airlines                 +63 (0) 2 855 8888
                                        www. philippineairlines.com

Cebu Pacific                        +63 (0) 2 702 0888 
                                        www. cebupacificair.com
                                        

ceb.reservation@ cebupacificair.com
Asian Spirit                          +63 (0) 2 840 3811
                                        www. asianspirit.com

Air Philippines                      +63 (0) 843 7770
                                        www. airphils.com

Ferries:
W G & A Superferry               +63 (0) 2 894 3211
                                        www. w gasuperferry.com

Negros Navigation                +63 (0) 2 245 5588
                                         

www.negrosnavigation. ph/index. shtml
Super Cat Fast Ferry             +63 (0) 32 232 4511 to 16
                                        www. supercat.com. ph

W eesam Express                  +63 (0) 32 412 9562
FastCraft                             www. w eesamexpress.com
Sulpicio Lines                      +63 (0) 32 232 5361 to 80
                                        www. sulpiciolines.com

Trans-Asia Shipping Lines     +63 (0) 2 325 4773
                                        +63 (0) 32 254 6491 to 95
                                        www. transasiashipping.com

Cokaliong Shipping Lines      +63 (0) 2 232 7211
                                        +63 (0) 38 411 3874 / 411 5242
                                        www. cokaliongshipping.com

Ocean Jet Fast Ferry             +63 (0) 255 7560
                                        www. oceanjet.net

Other useful Contacts:
British Embassy Manila         +63 (0) 2 816 7116
British Consulate Cebu         +63 (0) 32 346 0525
Provincial Tourism Office      +63 (0) 38 411 3666
                                        +63 (0) 38 501 9186

Police Department, Tagbilaran City Hotline: 166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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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taste, diving is close to shore and very
accessible.

Attractions within the Region
NATURAL ATTRACTIONS

1.Philippine Tarsier 
(Corella, 10 km from Tagbilaran City)

This is one of the rarest faunas found in the
Philippine archipelago and considered as the
smallest primate in the world.  Measuring four
to five inches, a few of these tiny creatures are
housed in Loboc, for viewing by tourists.
However, if you’re really interested to see them
in their natural habitat, there is a 1 5-kilometre
pathway through the rolling terrain of the
interior towns of Corella, Sikatuna, and Loboc
where the tarsiers thrive.

2.Chocolate Hills 
(Carmen, 55 km from Tagbilaran City)

This is the most famous attraction of the
province, with 1,268 perfectly symmetrical hills
located near to the town of Carmen.  Named as
a National Geological Monument, these hills look
like chocolate bonbons when their green grass
cover turns to brown during summer.  Among
these hills that abound in Central Bohol, two
have been developed into top-class resorts and
provide facilities including a view deck, a youth
hostel, and a restaurant.

3.Hinagdanan Cave 
( Dauis, 6 km from Tagbilaran City)

It has clean, fresh water gushing from rocky
sides.  
An eerie underworld of stalactites and
stalagmites with a bathing pool underneath, this
cave is about 
21/ 2 kilometres away from the poblacion of Dauis.

4.Loboc River 
(Loboc, 21 km from Tagbilaran City)

Enjoy a refreshing boat ride in the serene waters of Loboc
River, starting from Loay Bridge which is the outlet of the river
and along the palm-fringed banks inland.  The ride via
motorized pump boat ends near the Tontonan waterfalls,
which provides a pleasant bathing session.  Some tours offer a
lunch menu of local delicacies with serenaders en route.
5.Busay Falls (Loboc, 26 km from Tagbilaran City)

Busay Falls is 12 metres wide and 4 metres deep.  It caters to
swimmers and sightseers who would be enthralled to
commune with nature.  The Floating Restaurants had been
anchored there as venue for meetings and conferences.

6.Rajah Sikatuna Protected Landscape

Rajah Sikatuna Protected Landscape is classified as an
Important Birdwatching Area frequented by foreign birders for
possible sightings of threatened and restricted-range species
of the Mindanao and Eastern Visayas Endemic Region.  These
include 
the Mindanao Tarictic and the Mindanao subspecies of the 
Rufous Hornbill plus must-see species like the W attled
Broadbill, Steere s Pitta and the Yellow-breasted Tailorbird.

7.Kain-git Beach (Tagbilaran City)

A popular beach area that is close to the heart of Tagbilaran
City and frequented by local bathers.  It is being developed
and maintained by the city government and is fast becoming a
major entertainment area offering kiosks selling drinks,
seafood and local delicacies.

In addition, the southern coast of Bohol province is strewn
with numerous white sand beaches, from world-famous Alona
Beach in the west to Anda Beach in the east.  Most resorts are
concentrated in Panglao island, so this is where visitors prefer
to stay.  Bohol s eastern shores, however, offer unpolluted and
unspoilt places to visit, relax and try things that only the local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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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there is always the 
beach.  For those who are called 
out from the inlands and into the 
sea, beaches here are exquisite 

 ideal for relaxing and taking up 
some rays.  Just a little bit further 
out into the ocean, more 
adventure awaits.  All sorts of 
water sports are found on 
Bohol s waters and shores, 
everything from parasailing, windsurfing,
kayaking, boating, jet skiing, water skiing, wake-
boarding, 
skim-boarding, to island hopping  with around 
73 islands to choose from.  And when you
thought you ve done everything possible in
Bohol, you discover a whole new universe of
wonders as you take a dip in the ocean.

Diving
Bohol diving is a celestial experience.  It boasts
of an underwater panorama of impressive coral
gardens teeming with colourful marine life.
Noted for their  deep, steep walls, Bohol s unique
dive sites were created by the continental shifts
during prehistoric times.  Diving is close to most
resorts, which means you do not have to travel
far from the dive shop to the actual dive site.

The majority of Bohol diving is concentrated
around the south western end of the Bohol
mainland.  The islands of Panglao, Balicasag,
Pamilacan and Cabilao are all synonymous to
excellent diving year-round.  Panglao is a great
place to base yourself, but resorts are also
available in the outlying islands.  Whichever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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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시기의 “숨겨진 보물”이 

존재한다고 한다. 보홀의 전원 지대에

도 해변이 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

람들에게 보홀의 해변은 햇살을 만끽

하며 휴식을 취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장소이다. 바다에서 조금 더 멀리 떨

어진 곳에서는 보다 활동적인 모험을 

즐길 수 있다. 파라세일링부터 윈드서

핑, 카약, 보트 타기, 제트스키, 수상스키, 웨이크보딩, 스

킴보딩, 그리고 73개 섬에서 누리는 호핑 투어에 이르기

까지, 여행자는 보홀에서 모든 종류의 수상 스포츠와 다

채로운 액티비티를 선택하여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마

침내 보홀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

하는 순간, 다이빙 체험으로 보홀의 절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이빙

보홀에서는 천상의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다채

로운 해양 생물로 가득한 산호초 정원의 수중 파노라마

가인상적이다. 

깊고 가파른 해안 절벽을 특징으로 하는 보홀의 독특

한 다이빙 스폿은 선사시대의 대륙 이동을 통해서 만들

어졌다. 대다수 리조트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기 위해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다. 보

홀의 다이빙 스폿은 주로 본 섬의 남서부 끝 방향에 집

중되어 있다. 

팡라오와 파밀라칸, 카빌라오 섬에서는 일년 내내 환상

적인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다이빙 액티비티의 시작점

으로는 팡라오 섬이 훌륭하다. 물론 외진 섬에서도 리조

트 이용이 가능하다. 

다이빙은 해안과 근접한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보

홀 어디에서나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지역 볼거리

자연 명소 &명물
1. 필리핀 안경원숭이

(코렐라, 타그빌라란 시티에서 10km 거리에 위치)

크기는 4-5인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로 알려

져 있으며, 필리핀 군도에서 볼 수 있는 희귀한 동물 가운

데 하나이다. 일부가 관광 목적으로 로복 지역으로 옮겨

와 서식하고 있다. 본래의 서식지에서 생활하는 안경원숭

이 집단은 로복과 코렐라, 시카투나 마을 안에 있는 15km 

길이의 완만한 지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초콜릿 힐

(카르멘, 타그빌라란 시티에서 55km 거리에 위치)

보홀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명소로 카르멘 마을 부근에 위

치한다. 1, 268개의 언덕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어 장관을 

이룬다. 국립 지질학적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여름

에는 언덕을 덮고 있는 녹색 잔디가 갈색으로 변해 초콜

릿 캔디처럼 보이기도 한다. 센트럴 보홀에 자리한 언덕 

가운데 2개의 언덕은 전망대와 유스호스텔, 식당과 같은 

다수의 부대시설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로 개발되었다. 

3. 히낙다난 동굴

(다우이스, 타그빌라란 시티에서 6km 거리에 위치)

히낙다난 동굴에서는 맑고 아름다운 물이 동굴 바위에서 

뿜어져 나온다. 

다우이스 마을에서 약 2.5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다. 동굴 밑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석순과 종유석이 기괴

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4. 로복강

(로복, 타그빌라란 시티에서 21km 거리에 위치)

잔잔한 로복강 한가운데에서 보트 라이드를 즐겨보자. 경

로는 강의 유출구인 로아이 대교에서 출발하여 내륙의 야

자수 군락지대를 따른다. 전동식 펌프 보트 탑승의 종점

은 톤토난 폭포 부근이다. 이곳에서는기분 좋은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일부 투어 중에는 탑승 중에 세레나데를 곁

들인 현지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5. 부사이 폭포

(로복, 타그빌라란 시티에서 26km 거리에 위치)

부사이 폭포의 폭은 12m, 수심은 4m이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 및 다

양한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자연과의 특별한 교감에 매혹을 느낀다. 

가까운 거리에는 회의나 만남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물 

위의 플로팅 레스토랑’이 있다. 

6. 라자 시카투나 국립공원

라자 시카투나 국립공원은 민다나오 및 동부 비사야스 풍토성 지방

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 또는 소수종의 새들을 볼 수 있는 주요 들

새 관찰 지역이다. 외국에서 새를 기르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공

원에는 붉은 코뿔새의 민다나오 지역 변종과 민다나오 타릭틱, 황새

치, 팔색조, 노란 가슴 재봉새와 같이 반드시 보아야 할 새종들이 포

함되어 있다. 

7. 카잉깃 해변

(타그빌라란 시티)

타그빌라란 시티의 중심부와 가까운 해변 지역으로 수영을 즐기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다. 시당국에서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

며, 주요 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음료와 해산

물, 지역 별미를 제공하는 키오스크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홀 지역의 남부 해안에는 서쪽으로 세계적인 명소인 알로나

비치가 있고, 동쪽으로는 안다비치가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화이

트샌드비치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리조트는 팡라오 섬에 밀집해 있

기 때문에 방문객은 이 섬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편 보

홀의 동부 해안에는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천혜의 장

소들이 모여 있어 현지인처럼 휴식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다. 

유적지
8. 혈맹 성지(바랑가이 보올, 타그빌라란 시티)

혈맹 성지는 1565년에 보홀라노의 족장 다투 시카투나와 

스페인 왕의 대리인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가 각자의 

피를 나누어 “우호조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장소이다. 

이는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우호조약으

로 기록되어 있다. 

매년 “산두고(Sandugo)”, 혹은 “하나의 피(One Blood)”

라는 거대한 축제를 열어 조약을 재연하기도 한다. 축제

는 보통 7월 중에 개최된다. 

9. 아니보간 대학살 유적지

(카티그비안, 타그빌라란 시티에서 73km 거리에 위치)

2차 세계대전 중 학살된 필리핀인들의 용기와 명예, 그리

고 영웅적인 행동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유적지이다. 

10. 다고호이 기념비

(다나오, 타그빌라란 시티에서 92km 거리에 위치)

다고호이 표지는 프란시스코 다고호이를 기리는 비다. 

그는 1744년부터 1829년까지 약 84년간 스페인을 상대

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 반란은 필리핀 역사상 가

장 길었던 저항 활동으로 기록된다. 

11. 카를로스 P. 가르시아 대통령 추모 공원 (타그빌라란 

시티)

보홀라노 족 출신이자 필리핀 4대 대통령을 역임한 카를

로스 폴리스티코 가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

기 위한 공간이다. 장소는 카를로스 P. 가르시아 대통령

이 생전 보홀의 지사로 있을 때 선택해 놓은 구릉 지대에 

위치한다. 

이 아름다운 추모비는 보홀이 낳은 또 다른 유명인인 국

립 예술인 나폴레옹 아부에바(Napoleon Abueva)가 만

들었다. 

종교 명소
보홀 곳곳에는 수세기의 역사를 간직한 석조 성당들이 있

다. 대다수는 스페인 식민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그중 가

장 가볼 만한 곳은 바클레욘(Baclayon)성당과 다우이스

(Dauis) 성당이다. 스페인이 보홀에 남긴 유산으로, 보홀라

노 족이 가진 종교적 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다. 

Useful websites for the region:
Bohol www.bohol.gov.ph

 www.bohol.ph

 www.boholtourismph.com

Tagbilaran www.tagbilaran.gov.ph

Other useful websites for nearby regions:

Cebu www.cebu.gov.ph

Siquijor www.mysiquij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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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 Visayas Regional Office

 + (6332) 412-1980

Cebu + (632)-888-2313 local 1131

 https://sugbuturismo.cebu.gov.ph

Airlines:

Philippine Airlines +63-2-855-8888

 www.philippineairlines.com

Cebu Pacific +63-2-702-0888

 www.cebupacificai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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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sam Express +63-32-231-7737

 www.weesam.ph

Trans-Asia Shipping Lines +63-32-254-6491 to 98

 www.transasiashipping.com

Cokailong Shipping Lines +63-32-232-7211 to 18

 www.cokaliongshipping.com

Ocean Jet Fast Ferry +63-32-255-7560

 www.oceanj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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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ncial Tourism Office +63-38-412 3666

Police Department (Tourist Police Unit) 

 +63-38-502-8365

 09289923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