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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주요 항공으로는 일로일로 국제공항이 있다. 일로

일로의 중심 도시인 일로일로 시티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항공편 :

마닐라 국제공항(MNL)과 일로일로는 비행기로는 

55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다. 에어 필리핀, 세부 퍼

시픽, 필리핀 항공, 제스트 에어 등이 일로일로행 

국내선 항공편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 세부 시티에

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매일 운항되고 있는 소수의 

일로일로행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비행 

시간은 약 25분이다. 

해상 교통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일

로일로행 페리가 다수 운항되고 있다. 여행 시간은 

약 20시간이다. 일일 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콜로드에서 출발하면 소요 시간은 약 한시간이

다. 삼보앙가나 카가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운항

되며 소요 시간은 14시간이다. 세부에서는 매일 운

항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2시간이다. 

호텔과 리조트

일로일로에서 숙박 문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 지역에서 스탠다드 호텔부터 해변가 리조트, 고

급형 펜션 하우스까지 다양하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호텔 대다수는 주도인 일

로일로 시티에 밀집해 있다. 그러나 머무는 숙소가 

어디이든, 일롱고인들이이 특유의 친절한 미소로 

여행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살펴 줄 것이다. 

외식과 나이트라이프

일롱고인은 음식에 일가견이 있다. 중국, 스페인, 

미국 음식이 섞여 만들어진 그들만의 독특한 요리

를 맛본다면 일로일로의 개성 있는 맛은 물론 풍

부한 문화까지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일로일로의 

시그니처 현지 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로컬 

음식점을 찾으면 된다. 일부 식당에서는 국내외 요

리를 모두 제공하기도 한다. 해산물 애호가를 위한 

해산물 전문점도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필리핀의 중심, 일로일로

추천 음식으로는 라 파스 바초이(바초이 라면, La 

Paz Batchoy)가 있다. 이 음식의 유래는 1930년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급식 완탕 수프라고 불리

는 판싯 몰로(Pancit Molo)도 먹어볼 만하다. 이는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인 몰로의 별미이다. 

일로일로의 밤은 현지인과 여행자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하다. 

쇼핑, 시장, 그리고 공예품

현지 재료로 만든 제품이나 기념품, 수공예품은 일

로일로 센트럴 마켓(Iloilo Central Market)이나 티눅

킵 하우스 일롱고 제품(Tinukib House of Ilonggo 

Produc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행자는 두 상점 

모두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최상의 지역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일로일로의 다양한 상점

에서 자수가 정교하게 새겨진 직물이나 개성 있는 

수공예품, 또는 골동품 등을 발견하며 즐거운 시간

을 보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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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일로
일로일로의 역사는 스페인이 지배하기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하여 고유의 풍부한 문화를 형성해 

볼거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탐험할 가치는 충분하다.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오염되지 않은 숲, 

활력이 가득한 폭포와 신비로운 동굴에 이르기까지, 

일로일로에는 자연의 경이로움이 가득하다. 

또한 일롱고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일로일로를 결코 잊을 수 없게 하는  

커다란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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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pcion

아고와 탐발라자는 콘셉시온에 있는 섬으로 서로 

인접해 있다. 접근성이 좋아 마을에서 보트를 타

고 섬으로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두 섬 모두 

전통 형태의 안락한 숙박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3. 카타안 만(샌 호아킨, 일로일로 시티에서 60km 

거리에 위치)

샌 호아킨 마을의 카타안 만에는 특별한 동굴이 다

수 존재한다. 또한 시원한 바닷물 아래로 다채로운 

해양 정원과 풍부한 생물종이 펼쳐져 있어 일로일

로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다이빙 스폿 중 한 군데로 

꼽힌다. 샌 호아킨 마을에서는 바상 바사(Basang 

Basa)나 북통 바토(Bugtong Bato)비치와 같은 눈부

시게 아름다운 비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4. 폭포

일로일로에는 폭포가 많다. 추천할 만한 곳은 나

사얀 폭포(Nadsadjan falls)이다. 이그바라스 마을

에 위치하며 일로일로 시티와는 39km 거리에 있

다. 바로탁 비에호의 낙파나 폭포(Nagpana Falls)

도 좋다. 다랑쿨란 폭포(Darangkulan Waterfalls)는 

아닐라오 마을의 마냐키야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봉우리의 기슭에 있다. 레온의 이모이 폭포(Imoy 

Falls)도 있다. 

5. 산

녹색 나뭇잎이 풍성한 경치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산들이 많다. 일로일로에 머무는 동안 마나퍄그 산

(판 데 아주카르 산으로도 알려져 있다)이나 나풀락 

산과 같은 산들을 하이킹하거나 트레킹을 경험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는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 

지역 페이스트리 가게나 빵집에서는 일롱고인들이 

아침이나 간식(스낵)으로 즐겨 먹는 다양한 종류의 

빵과 비스킷을 판매한다. 갈레타스, 비스코쵸, 토로

네스, 바르키요스 파이 등이 있다. 

일로일로는 다양한 유적지 외에도 아름다운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으로 유명하다. 동남

아시아전역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코스가 일로일

로에 있다. 바로 산타바바라 골프 코스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골프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

고 있다. 

다이빙

일로일로는 다이버들의 천국이다. 훌륭한 다이빙 

스폿을 포함하는 섬이 다수 존재하는데, 특히 샌 호

아킨의 카타안 만은 추천할 만하다. 다이빙을 하기

에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장소가 되어줄 것이다. 

그 외에도 새롭고 놀라운 다이빙 스폿이 곳곳에에 

존재한다. 

지역 명소

자연 명소 

1. 블루바디앙간 비치, 샌드바 섬 (콘셉시온, 일로일

로 시티에서 108km 거리에 위치)

블루바디앙간 비치는 섬에서 가장 맑은 물을 자랑

한다. 수평선의 경관이 뛰어나며 조류 및 바람에 따

라 움직이는 0.5km 길이의 백사장은 놀라울 정도

로 아름답다. 일부 상업화되지 않은 매력적인 리조

트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블루바디앙간 

섬에서 평화로운 휴일을 완벽하게 완성해 보자.

2. 아고 비치와 탐발리자 비치 (콘셉시온, 일로일로 

시티에서 108km 거리에 위치)

를 접착시킨 거대한 하얀색 산호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성당은 일로일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서부 비사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꼽힌다. 

4. 파비아 성당

이탈리아 파비아의 로마네스크 바실리카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지어진 성당이다. 비잔틴 양식의 건축

물로, 일로일로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붉은 돌(red 

stone) 건축물이다. 붉은 벽돌로 구성되며, 산호암 

창문틀이 특징이다. 

5. 산타 바바라 성당

산타 바바라 성당은 1991년에 국가유산 연구소가 

국가 랜드마크로 선정한 곳이다. 1800년대 후반 스

페인의 통치에 저항한 일로일로의 혁명 세력들의 

총사령부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다. 

축제

일년 중 어느 때에 방문하더라도, 일로일로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축제는 디낙양(Dinagyang) 축제로, 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다양하게 구경

할 수 있다. 다채로운 의상과 경쾌한 북소리는 수호 

성인인 산타니뇨를 기리는 독특한 방식이며이 행사

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매년 1월 넷째 주에 개

최되고 반드시 추천하는 축제이다. 

일로일로의 기타 축제 :

불꽃축제 (아레발로, 1월 셋째 주 개최)

라노 축제 (하니우아이, 1월 중 개최)

칸델라리아 혹은 캔들 축제

(자로, 2월의 두 번째 날 개최)

일로일로 파라우 레가타 축제

(일로일로 시티, 2월 셋째 주 개최)

핀타도스 데 파시(파시, 3월 셋째 주 개최)

반타얀 축제 (김벌, 3월/4월 중 개최)

팍후콤 (칼리녹, 3월이나 4월 중 개최)

2. 일로일로 박물관

지역 박물관으로 식민지 시대 이전의 유물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각종 전시회를 통해 일롱고의 문화를 감상

할 수 있다. 일부 종교 유물도 전시 중이다. 

3. 라 빌라 리카 데 아레발로

1580년에 총독을 역임한 론키요(Ronquillo) 장군

이그가 태어난 스페인 아빌라 주 아레발로의 이

름을 따서 지은 명칭이다.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산토니뇨 상이 있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준 왕관의 복제품도 보관 중이다. 현재는 

정원의 꽃들이 일년 내내 만발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여 일로일로의 플라워 빌리지라는 이름으

로 알려져 있다. 

종교 명소 

1. 샌 호아킨 성당

스페인의 기독교도와 테투안의 무어인들 사이의 

역사적 전투에 대한 긴장감을 정당하게 완화해 

주는 유일한 필리핀 성당이다. 

2. 산토 토마스 빌라누에바 교구 또는 미아가오 

성당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성

당이다. 일로일로에서 40km 떨어진 미아가오에 

위치한 이 교회는 1786년에 지어졌다. 두 개의 서

로 다른 모양의 종탑이 특징이다.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 정교하게 조각된 교회의 정면과 수호 

성인인 빌라누에바의 산토 토마스, 교황, 성 헨리

의 아름다운 석상을 볼 수 있다. 

3. 몰로 성당

고딕 르네상스 양식의 성당으로 1800년대에 지어

졌다. 계란의 흰자에 모래를 섞어 만든 모르타르

6. 동굴

일로일로의 모든 자연 명소를 만족스럽게 둘러 보

았다고 생각하게 될 즈음, 비밀이 가득해 보이는 

신비로운 지역 동굴을 발견할 수 있다. 일로일로

의 딩글에 있는 블라복-푸티안 국립 공원에는 탐

험을 즐길 수 있는 동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적지

1. 레알 거리

현재 J.M.바사 레알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이 거

리는 과거 서부 비사야스의 무역 중심지였다. 뮤

엘 로니(Muelle Loney)항구와 근접해 부유한 귀

족이나 중국인, 유럽인 무역인들이 활동 하기에 

좋았다. 레알 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과거 영

광스러운 활동들에 대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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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ilo  www.iloilo.gov.ph 

 www.iloilocity.gov.ph

 www.exploreiloilo.com

Other useful websites for nearby regions:
Bacolod www.bacolodcity.gov.ph

Guimaras www.guimaras.gov.ph

Boracay www.boracay.com

Aklan www.aklan.gov.ph

Capiz www.capiz.gov.ph

Antique www.antique.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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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ern Visayas Regional Tourism Office 

 + (6333) 337 5411

Iloilo Provincial Tourism Office 

 + (6333) 337 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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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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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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