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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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방법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다수의 버스 터미널에서 칼라

바르손 행 에어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비테와 

리살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바탕가스와 

라구나, 케손까지는 2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된다. 

호텔과 리조트

휴식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

이 존재한다. 가격대는 놀라울 만큼 저렴하다. 클래식

한 디럭스 리조트 호텔부터 임대형 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숙소 선택이 가능하며, 모든 인원에 적합

한 객실과 아파트, 맨션 등을 찾을 수 있다. 라구나와 

기타 지역의 스파 리조트가 인기 있다. 프라이빗 온천

이 포함된 객실은 일상용으로도, 혹은 장기간 머무는 

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스포츠 액티비티& 탐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액티비티를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다. 카비테에서는 세계 정상급 골프 코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타알 호수에서는 화산 트레킹이 가능

하다. 바탕가스의 멋진 섬과 해안에서 다이빙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다. 여행자는 다채로운 탐험을 통해서 리

살의 잠들어 있는 전통 마을을 발견하거나, 케손의 숨

겨진 숲에서 트레킹을 하고, 팍상한의 급물살을 타보는 

도전도 경험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도전을 하든, 

모든 것은 수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주요 명소

유적지 투어
이름 위치

1. 아기날도 기념관  카위트, 카비테

1898년 6월 12일,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한 장소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

한 전당으로 현재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2. 리살 기념관  칼람바, 라구나

3. 코레히도르 섬  코레히도르 섬, 카비테

코레히도르 섬은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48km 정도 떨어

진 곳에 위치해 수도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관광지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다수의 전투를 치른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관 및 군사 시설, 터널 등을 갖추고 있다. 

칼라바르손
칼라바르손은 카비테(CAvite)와 라구나(LAguna), 

바탕가스(BAtangas), 리살(Rizal), 그리고 케손

(QueZON)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5

개 주 명의 철자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다. 

메트로 마닐라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혼잡한 대도

시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은신처

와도 같은 곳이다. 

칼라바르손에는 식민 시대와 관련한 역사가 풍부

하게 깃들어 있다. 자유와 독립의 이상을 꿈꾼 영

웅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다. 지역 곳곳에 훌륭

한 기념물이 존재해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한편, 관광과 투자 및 무역 산업 방면으로도 경제

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칼라바르손은

시대의 끊임없는 교훈과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

세 덕분에 미래가 무척 밝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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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들, 그리고 축제의 땅

4. 아폴리나리오 마비니 기념관  타나우안, 바탕가스

5. 타알 전통 마을  타알, 바탕가스

6. 카이사사이 성당  카이사사이, 바탕가스

7. 제너럴트라이아스 기념관

 제너럴트라이아스, 카비테

8. 테지로스 컨벤션  제너럴트라이아스, 카비테

           1897년 기념

9. 팍상한 전통 마을  팍상한, 라구나

10. 아티스트 빌리지  앙고노, 리살

11. 페트로글리프(암각화) 비낭고난, 리살

12. 라구나 데 베이  파킬, 팡일, 

 팍상한, 라구나 전통 마을

13. 성 미카엘 바실리카  타야바스, 케손

14. 언더그라운드 시메터리 나그카를란, 라구나

15. 보니파시오 기념관  트레세 마르티레스, 

 샌 파블로, 라구나

16. 제너럴 미구엘 말바  산토 토마스, 

 바탕가스 박물관

17. 마르셀라 M. 아곤실리오 

 타알, 바탕가스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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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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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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Websites for the Region:
Cavite http://en.wikipedia.org/wiki/Cavite 

www.cavite.gov.ph 
http://elgu2.ncc.gov.ph/cavitecity/

www.globalpinoy.com/travel/province/cavite.php
www.cavite.info

Corregidor http://en.wikipedia.org/wiki/Corregidor 
www.corregidorisland.com 
http://corregidor.org

Batangas http://en.wikipedia.org/wiki/Batangas 
www.batangasnow.com 
www.batangascity.gov.ph 

www.globalpinoy.com/travel/province/batangas.php

Laguna http://en.wikipedia.org/wiki/Laguna_(province) 
www.laguna.gov.ph

www.globalpinoy.com/travel/province/laguna.php 

Quezon http://en.wikipedia.org/wiki/Quezon 
www.quezon.gov.ph 
www.discoverquezon.com

www.globalpinoy.com/travel/province/quezon.php

Rizal http://en.wikipedia.org/wiki/Rizal 
www.rizalprovince.gov.ph
www.rizalprovince.com
www.globalpinoy.com/travel/province/ rizal.php

Useful Contacts:
Department of Tourism Offices:

London +44 (0) 20 7321 0668

info@itsmorefuninthephilippines.co.uk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uk

Regional Office IV +63 (2) 524 1969
lcjurilla@tourism.gov.ph
dot4@visitsoutherntagalog.com
www.visitsoutherntagalog.com

Batangas Tourism Office +63 (43) 723 0130

Cavite Tourism Office+63 (46) 419 2930

Tagaytay City Tourism  +63 (46) 413 1993
Office +63 (46) 413 1649

Laguna Tourism Office+63 (49) 808 0464

Bus Companies

Baliwag Transit +63 (2) 912 3343

8055?338?)2(?36+BTLB

Jam Transit +63 (2) 541 4409

Pangasinan Five Star +63 (2) 851 6614

Tritan Transit +63 (2) 025 1758

Victory Liner +63 (2) 833 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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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이름 위치

1. 아닐라오  바탕가스

마닐라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아닐라오는 주말 휴양지로 즐

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다이빙 파라다이스로, 35개의 황홀한 

다이빙 스폿을 포함한다. 필리핀 다이빙이 최초로 시작된 장소

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해양 생물종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예컨대 풍부한 색감의 다채로운 바다나리와 군소, 씨 고블린, 

유령실고기, 그리고 갯민숭 달팽이를 확대 촬영을 하기에 완벽

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마비니  바탕가스

3. 베르데 아일랜드  바탕가스

베르데 아일랜드에서는 환상적인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

다. 암초를 뚫어 그 사이로 강력한 전류를 흘려 보내 작동시킨 

거대한 송풍기와 그 날개, 그리고 원해어가 떼지어 몰려다니는 

광경을 대단히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 멋진 경험이 가능하다. 

 비치 리조트
이름 위치

1. 아닐라오  바탕가스

2. 푼타 발루아테  바탕가스

3. 마타붕카이  바탕가스

4. 산 후안  바탕가스

5. 하밀로 연안  바탕가스

하밀로 연안은 1, 800 헥타르 규모의 신개발 지역으로, 우거진 

숲과 암층, 석회암 절벽, 그리고 13개의 아름다운 화이트샌드비

치를 포함한다. 

6. 푸에르토 아줄  카비테

7. 푸팅 부항인  케손

 조류관찰 지역
이름  위치

1. 팔라이팔라이 산  카비테 국립 공원

2. 마킬링 산  보존림 

3. 빌라 에스쿠데르  케손

골프 코스
이름  위치

1. 칼라타간 골프 클럽  칼라타간, 바탕가스

2. 칼텍스 리파이너리 골프 클럽 

 산파스쿠알, 바탕가스

3. 캐년 우드  로렐, 바탕가스

4. 클럽 말라라얏  리파 시티, 바탕가스

5. 에버크레스트 골프 클럽 & 리조트 나석부, 바탕가스

6. 서밋 포인트  리파 시티, 바탕가스

7. 타가이타이 하이랜드 Bo. 칼라부소, 

 타가이타이 시티, 바탕가스

하이랜드는 타알 호의 눈부신 자연 경관을 선사하면서도 도전

적인 고도차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골프 코스중 하

나로 알려져 있다. 

8. 타가이타이 미드랜드  탈리사이, 바탕가스

9. 이글 리지  제너럴트라이아스, 카비테

세계적인 골퍼들이 코스 설계에 참여하여 유례없는 4코스가 만

들어졌다. 이글 릿지는 모든 수준의 골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골프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10. 푸에르토 아줄 비치 &컨트리 클럽 

 테르나테, 카비테

11. 로얄 타가이타이 컨트리 클럽 

 알폰소, 카비테

12. 셔우드 힐스 골프 클럽  트레세 머티레스, 카비테

13. 사우스우즈  카르모나, 카비테

14. 디 오차드  다스마리냐스, 카비테

15. 더 리비에라 아기날도  하이웨이, 실랑, 카비테

16. 스플렌디도 골프 코스  타가이타이, 카비테

17. 칼리라야 스프링  탈라옹건, 바랑가이, 

 이스트 룸반, 카빈티, 라구나

18. 칸루방 골프 &컨트리 클럽 

 칸루방, 라구나

19. 칸루방 슈가 에스테이트  칸루방, 라구나

20. 산타엘레나 골프 클럽  산타 로사, 라구나

21. 더 컨트리 클럽  칸루방, 라구나

22. 이스트리지 골프 클럽  비낭고난, 리살

23. 포레스트 힐스  코지오, 안티폴로 시티, 리살

 어드벤처 투어
이름  위치

1. 타알 호수와 화산 투어  타알, 바탕가스

총 8.8 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섬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을전

체 27km 길이의 호수가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다. 호수와 화산은 사화산의 

분화구에 위치한다. 칼라바르손의 주요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트레킹은 물

론 다양한 탐험을 즐기기에도 이상적인 장소다. 

2. 캄포 트렉소 캠프 사이트  타가이타이, 카비테

3. 마클롯 산  바탕가스

4. 스카이다이빙 센터  타나우안, 바탕가스

5. 팍상한 래피드  팍상한, 라구나

물이 400 피트 깊이로 떨어지는 팍상한 폭포는 필리핀에서도 가장 유명한 폭포다. 

용감한 여행자들은 폭포 밑으로 가서 떨어지는 물을 직접 맞아 보기도 한다. 보트 라

이드를 타고 돌아오는 경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기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하얀색의 빠른 물줄기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이다. 

6. 마킬링 산  라구나

7. 바나하우 산  마하이하이, 라구나

8. 라구나 데 베이  라구나

9. 보드세일링  칼리라야 호, 라구나

10. 와와 고지  몬탈반, 리살

11. 푸팅 바토  코지오, 리살

12. 수송 달라가  비낭고난, 리살

13. 버드 아일랜드  폴리리오, 케손

 건강 시설과 스파

이름  위치

1. 너처 스파  타가이타이, 바탕가스

2. 생추어리 스파 앳 마야마야  나석부, 바탕가스

3. 더 팜 앳 샌 베니토  리파 시티, 바탕가스

4. 칼로스파  콜레이크, 안티폴로 시티 리살

5. 로스바노스 핫 스프링  로스바노스, 라구나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로스바노스는 휴화산인 마킬링 산에서 솟아 나오

는 온천수를 이용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온천이다. 로스바노스에는 다수

의 리조트와 온천이 있어 관광객과 현지인이 모두 정기적으로 즐겨 찾는다. 

5a. 온천 도시  로스바노스, 라구나

5b. 스플래쉬 마운틴  로스바노스, 라구나

5c. 푹 니 마리앙 마클링  로스바노스, 라구나

5d. 힐스파  로스바노스, 라구나

5e. 리비스 낭 나욘  로스바노스, 라구나

5f. 윈디 힐 리조트  로스바노스, 라구나

 축제
이름  위치

1. 파라다 낭 레촌 (6월24일) 발라얀, 바탕가스

2. 레가다 (6월 24일) 카비테 시티, 카비테

3. 안티폴로 페스티벌과 순례 안티폴로, 리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4. 샌 클레멘테 축제 앙고노, 리살

히간테스 페스티벌 (11월)

5. 파히야스 페스티벌(5월 15일)

 룩반, 케손

파히야스 페스티벌은 필리핀 전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

명한 축제 중 하나이다. 파히야스는 룩반 사람들이 추수감

사제로 산이시드로 라브라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

던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집을 키핑이

라고 부르는 다채로운 색상의 쌀 빵으로 정성스럽게 장식

한다. 

 뷰포인트
이름  위치

1. 타가이타이 리지  타가이타이 시티, 카비테

(타알 호수와 화산을 내려다볼 수 있다)

2. 피플스 파크 인 더 스카이  다프다프, 카비테

3. 피크닉 그로브  타가이타이 시티, 카비테

4. 플라워 팜  타가이타이 시티, 카비테

5. 라구나 데 베이  라구나

6. 언더그라운드 시메터리  나그카를란, 라구나

7. 내셔널 아트 센터 

8. UP 로스바노스  마킬링 산, 라구나

9. 칼리라야 호수  칼리라야 호수, 라구나

10. 안티폴로 대성당  안티폴로, 리살

11. 오버루킹  안티폴로, 리살

언덕 정상에 위치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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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ite www.cavite.gov.ph

 en.wikipedia.org/wiki/Cavite

Corregidor www.corregidorisland.com

 www.corregidor.org

 en.wikipedia.org/wiki/Corregidor

Laguna www.laguna.gov.ph

 en.wikipedia.org/wiki/Laguna_

(province)

Quezon www.quezon.gov.ph

 en.wikipedia.org/wiki/Quezon

Rizal www.rizalprovince.ph

 en.wikipedia.org/wiki/Riz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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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abarzon Regional Tourism Office 

 + (6349)-508-0761

Cavite + (6343)-431-8514

Batangas + (6343)-723-6736

Laguna + (6349)-501-0464

Tagaytay City + (6346)-413-0025

Bus Companies:

Baliwag Transit + (632)-912-3343

Jam Liner  + (639)-17-526-0008

www.jam.com.ph

Pangasinan Five Star + (632)-851-6614

www.5starbus.ph

Victory Liner + (632)-842-8679

www.victoryli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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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