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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다양한 버스회사에서 코르디예라행 교통편을 운행

한다. 버스나 자동차, 혹은 패키지 여행업체를 통해 

내륙에 이른 다음 쿠바오나 메트로 마닐라의 터미널

에서 환승하면 된다.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의 평균 여행시간은 약 6시

간이다. 이푸가오와 바나우에, 본톡, 사가다의 경우

에는 누에바 비스카야 지역을 거치므로 약 8시간 내

지 10시간이 소요된다. 

날씨가 적합한 경우, 바기오 시티나 투게가라오 시

티 행 정기 국내선 노선을 이용하면 육로 이동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 항공편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

인해 보자.

호텔과 리조트

바기오 시티와 본톡, 바나우에에서는 중간 등급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더 먼 지역에서는, 깔끔한 시

설을 갖춘 호스텔이나 오두막형 숙소, 펜션하우스를 

찾아볼 수 있다. 홈스테이도 가능하다. 

쇼핑, 시장, 그리고 공예품

코르디예라는 가격 흥정에 능한 사람들의 파라다이

스와도 같은 곳이다. 벼룩시장이나 기념품숍에서 판

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로지 흥정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역 기념품숍은 각 관광 명소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각종 민족 예술품과 공

예품, 그리고 가구 등이 있다. 

바기오 시티는 본래 산지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장소

로, 특히 시장이나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부족 공

동체의 서로 다른 토착 예술품이나 공예품을 구경할 

수 있다. 음식부터 가구, 수공예품, 예술품, 새 상품, 

그리고 중고 상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종류의 제

품을 판매하며, 각각의 가치도 훌륭하다. 

코르디예라 행정지역
코르디예라 행정지역은 필리핀에서 바다와 면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지방이다. 아브라 주, 벵게트 주, 이

푸가오 주, 칼링가 주, 마운틴 주, 그리고 아파야오 주

로 총 6개 주로 구성된다. 지방의 중심지는 벵게트 주

의 주도인 바기오이다. 

코르디예라에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거대

한 금광과 순림의 소나무림, 그리고 풍부한 토양과 

수원이 유명하다. 이러한 자원 덕분에 주민들은 산

비탈의 논밭인 라이스 테라스에서 농업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필리핀의 수많은 토착 부족들의 고

향이자 광범위한 지역 산물을 자랑하는 지역 중 하

나이기도 하다. 

기본 정보

시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다. 

비자 : 비자 없이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기후 : 코르디예라가 자부하는 최상의 경관, 그 중

에서도 그린 테라스를 보고 싶다면 2월에서 6월 사

이의 시기가 가장 좋다. 우기는 7월부터 1월까지다. 

연중 평균 기온 : 14°에서 28°사이

연중 평균 습도 : 77%

옷차림 : 일년 내내 간단하고 캐주얼한 옷차림만으

로 충분하다. 

통화 : 필리핀의 통화는 페소(Peso, PHP)로 환율은 

지역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모든 주

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물 : 리조트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휴대용 생수를 

구할 수 있다. 

통신 및 인터넷 : 국제 전화와 팩스사용이 가능하

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다양하다. 

하늘로 향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단

스포츠 액티비티& 탐험

코르디예라 자치구에서는 빼어난 자연 경관의 감

상 외에도, 험한 산악 지대를 이용하여 다양한 액티

비티와 탐험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기오에

서는 지역 바이커들이 산토 토마스 산을 빠르게 오

를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암부클라오 댐(Ambuklao 

Dam)까지의 숨 가쁜 여정을 도와주기도 한다. 필리

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풀라그 산의 등반도 함

께할 수 있다. 북쪽 지역의 사가다는 동굴 탐험가가 

모험을 즐기기에 좋다. 흥미로운 지하 동물과 하천

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가다의 지역 장례 풍

습인 신성한 매장지도 둘러볼 수 있다. 본톡 박물관

에서는 이고로트 족의 문화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

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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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websites for the region: 
Baguio City www.baguio.gov.ph

 www.gobaguio.com

 en.wikipedia.org/wiki/Baguio_City

Banaue www.banaue.gov.ph

www.lakbaypilipinas.com/travel_banaue.html

en.wikipedia.org/wiki/Banaue_Rice_Terraces

Sagada www.sagada.gov.ph

 en.wikipedia.org/wiki/Sagada

Abra www.abra.gov.ph

en.wikipedia.org/wiki/Abra_(province)

Apayao www.apayao.gov.ph

 en.wikipedia.org/wiki/Apayao

Kalinga www.kalinga.gov.ph

en.wikipedia.org/wiki/Kalinga_(province)

Benguet www.benguet.gov.ph

 en.wikipedia.org/wiki/Benguet

Ifugao www.ifugao.gov.ph

 en.wikipedia.org/wiki/Ifugao

Mountain Province 

en.wikipedia.org/wiki/Mountain_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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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Tourism Office 

 + (6374) 442 7014

Baguio City Tourism Office + (6374) 44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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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 Companies:

Victory Liner + (632)-842-8679

www.victoryliner.com

CODA Lines Corporation + (639)-27-559-2197 (Quezon City)

 + (639)-35-535-9114 (Baguio City)

+ (639)-20-651-9672 (Mountain Province)

www.codalinesph.com

Philippine Rabbit + (639)-93-3819-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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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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Websites for the Region:
Baguio City              www.baguio.gov.ph
                             www.baguiocityonline.com
                             www.gobaguio.com
                             http://en.wikipedia.org/wiki/ Baguio_City

Banaue                    www.banaue.gov.ph
                             

www.lakbaypilipinas.com/travel_ banaue.html
                             

http://en.wikipedia.org/wiki/ Banaue_Rice_
                             Terraces

Sagada                   www.sagada.gov.ph
                             http://en.wikipedia.org/wiki/ Sagada

Abra                       

http://en.wikipedia.org/wiki/ Abra_(province)

Apayao                    www.apayao.gov.ph
                             http://en.wikipedia.org/wiki/ Apayao

Kalinga                    www.kalinga.gov.ph
                             http://en.wikipedia.org/wiki/ Kalinga

Benguet                   www.benguet.gov.ph
                             http://en.wikipedia.org/wiki/ Benguet

Ifugao                     www.ifugao.gov.ph
                             http://en.wikipedia.org/wiki/ Ifugao

Mountain Province    http://elgu2.ncc.gov.ph/ m tprovince
                             http://en.wikipedia.org/wiki/
                             Mountain_Province

Useful Contacts:
Department of Tourism Offices:

London:                   (T) +44 (0) 20 7321 0668
                             info@itsmorefuninthephilippines.co.uk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uk

Baguio City:             (T) +63 (0) 74 442 6708

Airline:
Asian Spirit:             +63 (0) 2 840 3811

www.asianspirit.com

Bus Companies:
Auto Bus:                              +63 (0) 2 735 8096

Victory Liner Pasay City:          +63 (0) 2 833 0293

Victory Liner Cubao:               +63 (0) 2 929 7460

Victory Liner Caloocan City:     +63 (0) 2 361 1514

Philippine Rabbit:                   +63 (0) 2 734 9836

Dagupan Bus Company:         +63 (0) 2 727 2330

Dangwa Bus Company:           +63 (0) 2 731 2879

Saulog:                                 +63 (0) 2 727 2330

Major Attractions

BAGUIO CITY
Baguio City is the capital of the Cordilleras.  
But with its cool mountain air and
cosmopolitan flair, Baguio City is also known
as the Summer Capital of the Philippines.

Botanical Gardens or so-called the Igorot
Village,  which feature native huts typica lof
Cordillera architecture.  This village captures
theethnic spirit and cultural legacy of the
Igorot dweller.  The garden is also a site of
cultural presentations and other tribal
m eetings.

Burnham Park is the oldest of all Baguio
parks .  One can unwind from the tension of
the daily grind by biking, skating or simply
reflecting on 
the day s experiences amidst a soothing
backdrop of colourful flowers.

Camp John Hay a former American military
base which is now open to the public.  Its
excellent cottages, golf courses, bowling
lanes, dining places and natural ambience are
all preserved and well maintained.

Mines View Park provides breathtaking views
of mountain ranges and Baguio s mineral
bowl  where gold, silver and other ores were
once quarried.

Wright Parka pine tree park reserve
offering kiddy horse rides and tranquil strolls
in and out 
of mist-shrouded hillsides.

Baguio Market famous for its wide array of
locally sourced goods and products, from
colourful woven fabrics and strung beads to
primitive wood carvings, cut flowers,
strawberries and vegetables.

Baguio Cathedral this most familiar
landmark in the city with its twin spires and
one hundred steps sits atop a small hill in the
heart of the city, offering churchgoers and
visitors an unparalleled view of the entire
commercial hub.

Panagbenga Festival the Baguio Flower
Festival is the most colourful event held
annually in February.  Street parades, floats,
costumes and traditional folk dance displays

Main photo courtesy of Daniel R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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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명소

바기오 시티
코르디예라의 중심 도시다. 산맥 특유의 시원한 공기

와 범세계적인 분위기 덕분에 필리핀 내에서는 여름을 

위한 수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고로트 빌리지(Igorot 

Village)라고도 불리는 보타니컬 가든에서는 코르디예라 

건축물의 전형이기도 한 토종 오두막을 볼 수 있다. 이 

마을에는 이고로트 족의 민족 정신과 문화 유산이 깃들

어 있다. 문화적인 발표나 기타 부족들 간의모임 장소로

도 활용된다. 

번햄 공원(Burnham Park)은 바기오에 있는 모든 공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공원이다. 다채롭고 평화로운 꽃

밭을 배경으로 자전거나 스케이트를 타보자. 혹은 단순

히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일상의 긴장감이 풀릴 

것이다. 

캠프 존 헤이(Camp John Hay)는 전(前) 미국 군사 기지

로, 현재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과거의 작고 아

담한 별장과 골프 코스, 볼링장, 식당, 그리고 빼어난 자

연 경관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마인즈뷰파크(Mines View Park)에서는 숨막힐 듯이아

름다운 산맥의 경관을 볼 수있다. 또한 금은광과 기타 

광석을 채굴하던 과거 바기오의 광산도 엿볼 수 있다. 

라이트 파크(Wright Park)는 소나무가 울창한 공원이다. 

이곳에서는 승마를 경험할 수 있고, 안개에 뒤덮인 언덕

을 오르내리며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바기오 마켓(Baguio Market)에서는 다양한 지역 특산품

을 구경할 수 있다. 다채로운 직물과 구슬 목걸이, 목재 

조각, 자른 꽃, 딸기, 그리고 채소 등이 있다. 

바기오 성당(Baguio Cathedral)은 지역 내에서 가장 유

명한 랜드마크이다. 쌍둥이 첨탑과 100개의 계단이 특

징이며 도시 중심부의 작은 언덕에 위치한다. 교회 신자 

및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여타 상업 중심지에는 결코 뒤

지지 않는 빼어난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파낙벵아 꽃 축제(Panagbenga Festival)는 바기오에서 

매년 2월에 개최되는 가장 다채로운 행사이다. 거리 퍼

레이드는 물론 각종 장신구와 의상, 전통 포크 댄스 등

을 구경할 수 있어 해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바기오를 찾는다. 

기타 볼거리:

필리핀 군사학교, 세션로드, 바기오 컨트리클럽, 케논 

로드, 맨션 하우스, 이스터위빙 스쿨, 산토토마스 산, 

이토곤 우드카버 마을.

바나우에(이푸가오 주)
바나우에는 고대 번성한 문화의 본거지이자, 코르

디예라가 자부하는 가장 멋진 라이스 테라스(Rice 

Terraces)가 있는 지역이다. 산비탈 하부에서 상부까

지 깎여 있어 얼핏 보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거대

한 초록색 계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나우에 라이스 테라스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세계 8대 불가사의에 포

함된다. 2, 000년의 역사를 품은 이 테라스는 코르디

예라 산비탈에 계단식 기념비를 맨손으로 만들어낸 

이푸가오 주민들의 강인함과 독창성, 그리고 공학 기

술에 대한 상징이다. 

테라스 중에서 바타드 라이스 테라스(Batad Rice 

Terraces)는 원형 경기장 모양을 갖추었다. 바나우에 

호텔에서는 약 12km 거리에 있으며 산길을 따라서 2

시간 정도 오르면 이를 수 있다. 

마요야오 라이스 테라스(Mayoyao Rice Terraces)는 

포블라시온 바나우에에서 약 44km 거리에 있다. 마

요야오의 포블라시온은 라이스 테라스의 중심에 자

리하고 있다. 따라서마을에 도착하면 평평한 돌로 만

든 둑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는 라이스 테라스만의 진

풍경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하파오 라이스 테라스(Hapao Rice Terraces)도 돌담

으로 구성되어 있다. 훙두안 자치체에 위치한다. 중심

지인 라고에서는 55km 거리에 있다. 

타피야 폭포(TappiyaWaterfalls)는 바타드 관광의 절

정이다. 바타드 마을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으며, 거

대한 자연 수영장을 갖췄다. 

둑리간 온천(Ducligan Hot Springs)은 둑리간 강둑

에 있으며, 깊은 수영장과도 가깝다. 포블라시온과는 

21km 거리에 있다. 

기타 볼거리:

라고(지역 중심 도시), 탐안마을, 필리핀 전

쟁 기념관(키앙안), 압포(Apfo) 또는 고분, 

앰부와야 호, 빈타칸 동굴

사가다(마운틴 주)
매달린 관과 지하수, 동굴, 아름다운 폭포, 

깨끗한 산 호수 등은 사가다라는 신성한 

장소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알맞은 키워드

가 된다. 

보모독 폭포(Bomod-ok Waterfalls)는 포

블라시온에서 지프니를 이용할 경우에는 

20분, 걸어서 갈 경우에는 2시간이면 도착

하는 거리에 있다. 폭포로 향하는 길이 하

나의 진정한 여정이 되기도한다. 물론 폭

포의 전경 그 자체가 숨이 막힐 정도로 아

름답지만,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라이스 테

라스와 마을의 기이한 분위기도 눈길을 사

로잡기에 충분하다. 

수마깅 동굴(Sumaguing Cave)은 하나의 

‘거대한 동굴’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돼지우

리나 임신한 여성과 같은 별칭이 붙은 기

묘한 석회암층도 찾아볼 수 있다. 폭포수 

안에는 수심이 깊은 웅덩이도 존재하는데, 

오염되지 않아 맑고 깨끗한 물이 특징이

다. 수마깅 동굴 탐험은 가이드와 동행해

야 한다. 

루미앙 동굴(Lumiang Cave)은 수마깅 동굴의 북쪽에 바

로 위치한다. 입구에는 여러 개의 관이 놓여 있는데, 공간

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을 고정시켜 놓는 풍습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들이 모여 독특한 풍경을 만

들어 낸다. 

에코밸리 행잉코핀(에코밸리의 매달린 관, Echo Valley 

Hanging Coffin)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볼거리에 속

한다. 관을 매다는 풍습의 유래는 수백 년의 시간을 을거

슬러 올라간다. 사가다 지역민의 조상은 죽으면 동굴에 

묻히거나 가파른 절벽에 매달리기도 했다. 

게데이 마을(Gueday Village)은 여전히고대 농사법을 따

르는 흥미로운 마을이다. 주민들은 적절한 농사철을 구

분하는 데에 선사시대의 스톤헨지와 유사한 암석들의 배

열을 살핀다. 보콩 폭포(Bokong Waterfalls)는 보모독 폭

포보다는 작지만, 물살이 대단히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

다. 웅덩이의 물은 25피트 깊이이며, 맑고 차갑다. 

기타 볼거리:
본톡(지역 중심 도시), 칸두얀 박물관, 크리스탈 동굴, 사

가다 위빙숍, 마탕킥 동굴, 라탕 지하하천, 다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