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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마닐라에서 출발하여 바탕가스 피어를 거치는 

경로라면, 푸에르토 갈레라까지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버스의 경우에는, 마닐라(쿠바오와 

EDSA 부근)의 다양한 버스 정류장에서 바탕가

스행 버스를 30분 간격으로 탑승할 수 있다. 

피어에서는 발라테로(Balatero)와 사방(Saban 

g), 민도로 오리엔탈의 뮤엘(Muelle)까지 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다수의 리조트에서 

마닐라 왕복의 직항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에 호텔과 리조트 서비스를 확인해보자.

호텔과 리조트

모험가와 휴양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존재한다. 내륙에는 민도로의 광대

한 정글과 산악 지대를 모험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머무를 수 있는 호텔과 여관이 있고, 해변에

는 당장이라도 맑은 바다에 뛰어들어 끝없는 아

름다움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변 리

조트가 있다. 

외식과 나이트라이프

화이트 비치와 사방에서는 푸에르토 갈레라의 

생기 넘치는 “홍키 통크(honky-tonk)”를 즐길 

수 있다. 매일 밤 열리는 유명한 파티에 참여하

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린다.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낮 사이 고요했던 해변가

가 온갖 가라오케 기계가 뿜어내는 음악 소리와 

DJ, 라이브 밴드의 공연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파티 경험이 가능한 바와 

펍도 즐비하다. 이곳의 음식과 음료는 무척 저

렴한 편이다. 

클럽은 낮 시간에는 문을 닫거나 식당으로 영업

하기도 한다. 푸에르토 갈레라의 아름다운 물속

에서 환상적인 다이빙을 즐긴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푸에르토 갈레라
갤리온 항구라는 의미로, 스페인의 갤리온선 무역이 

한창 번영하던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선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항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무역로를 따라 항해하는 상선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곳이다. 오늘날에도 항구는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선원들이 주로 찾던 과거에 비하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욱 다양해졌다. 스쿠버다이버와 사진가, 

동식물 연구가 등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푸에르토 

갈레라를 방문한다. 푸에르토 갈레라는 주로 멋진 

해변과 다양한 해양 생물이 가득한 산호초, 그리고 

아름다운 다이빙 스폿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진귀하고 이국적인 어종이 풍부해 1974년 UN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연중 내내 

20여 곳의 주요 구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다이버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지하의 파라다이스로도 

유명한 푸에르토 갈레라는 민도로의 여러 국립공원과 

오염되지 않은 땅으로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되기도한다. 또한 맑고 매혹적인 호수와 

강, 폭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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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과 발견의 땅, 푸에르토 갈레라

 쇼핑, 시장, 그리고 공예품

상점은 주로 마을 중심가나 관광 명소에 밀집해 있다. 

기념품으로는 지역 특산물이나 수공예품 등이 좋다.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다. 

스포츠 액티비티& 탐험

푸에르토 갈레라는 해양 생태계의 서식처인 산호초 

군집으로 유명해서 다이빙 스폿으로 이상적이다. 세

계적으로도 진귀한 산호와 아네모네, 수중 동물군을 

볼 수 있다. 가시거리는 일년 내내 평균 70에서 100

피트(20-30m)이며, 물의 온도는 약 80에서 90F(25°

-29°)이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스노클링 장소로

도 훌륭하고, 해안가에서는 다채로운 산호 정원과 해

양 생물을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다. 사방 해안가와 스

몰 라 라구나(Small La Laguna), 빅 라 라구나(Big La 

Laguna), 코코비치, 엔세나다비치에는 최소 16군데의 

다이빙 센터가 존재한다. 모든 다이빙 센터에서 약 2

분 거리 내에는 최소 25곳의 다이빙 스폿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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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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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오리엔탈 민도로 
오리엔탈 민도로에서는 몇 가지의 필리핀 최고 자

연 경관을 볼 수 있다. 물론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푸에르토 갈레라이지만, 그 외에도 밤낮으로 탐험

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많다

1. 타마라우 폭포(Tamaraw Falls)는 도로 옆에 나란

히 위치한 423피트 높이의 폭포이다. 푸에르토 갈

레라와는 2시간 거리로 가까우며, 방문할 만한 가

치가 높은 명소이다. 

2. 유물 박물관(The Excavation Museum)은 푸에르

토 갈레라에 위치한다. 15세기 중국 및 샴 자기 수집

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중국 명나라 시대의 옹관묘

와 훌륭한 조개 수집품 등이 있다. 

3. 할콘산(Mt. Halcon)은 해발 8, 488피트로 필리핀

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자연 위주 여행과 등산

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할

콘산으로 이동하기에 좋은 출발점은 바코(Baco)이

다. 바코는 푸에르토 갈레라와 2시간 거리에 있다. 

4. 망얀족 마을(Mangyan Settlements)에서 토착 부

족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망얀족은 민도로에

서만 만나볼 수 있는 민족으로, 그들의 마을은 푸에

르토 갈레라와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바코 바랑가이

둘랑간에 위치한다. 

5. 투쿠란 강 투어(Tukuran River Tour)는 강과 논 

지방을 걷는 2-3시간의 트레킹 과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민도로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볼 수 있다. 투어의 출발 및 종착지는 아브라데일로

그(Abra de Ilog)이다. 이곳은 푸에르토 갈레라의 북

쪽 방향에 위치하며 보트로는 2시간 거리에 있다. 

6. 칼라판(Calapan)은 오리엔탈 민도로의 중심 도

시로, 기타 지방이나 푸에르토 갈레라(소요 시간: 3

시간)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되는 지역

이다. 근처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해변이 있어 미래 

관광 개발이나 투자를 하기에도 이상적이다. 

7. 나우한 호수(Lake Naujan)는 뜨거운 온천수와 자

유롭게 흐르는 물에 둘러싸여 있는 담수호이다. 다

양한 물새종과 기타 철새들을 위한 야생 보호구역

인 동시에 루손 메인랜드와 기타 지역으로 신선한 

민물고기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한다. 칼라판의 남

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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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ental

Puerto Galera www.puertogalera.gov.ph/tourism/ 

 www.puertogaleradive.com

 www.puertogalera.org

 www.ormindoro.gov.ph

 www.mangyan.org

Occidental Mindoro

Abra de Ilog www.abradeilog.gov.ph

Apo Reef www.whc.unesco.org/en/

tentativelists/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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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AROPA Regional Tourism Office 

 +63-2-890-1014

Airlines:

AirTrav +639-17-818-1418

 www.philippineairlines.com

Air Juan +632-718-8111

 www.airasia.com 

Ferries:

2GO Travel +632-528-7000 

 https://travel.2go.com.ph/ 

Starlite Ferries +63-43-723-9965

www.starliteferries.com 

Si-Kat Puerto Galera Ferry 

 +(632) 708-9628

 http://www.sikatferrybu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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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 National Police Emergency Hotlines 

 +63-43-287-3043

 +63-917-329-6806

Bureau of Fire Protection +63-915-900-1179

Puerto Galera Infirmary +63-916-608-8091

Municipal Disaster Rescue & Risk Management Office 

 +639-43-287-3763

 +63-917-146-9446

Tourist Police Unit +63-977-866-0086

Philippine Coast Guard +63-929-686-4198

 +63-906-510-0927

LAGOON

LAGOON

Shark Ridge

Apo Island

Binangaan Island

Caios del Bajo

1. 아포리프해양국립공원은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이며,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공원에 해

당한다. 민도로 섬의 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

에 위치하며, 총 규모는 40평방킬로미터이다. 물

에는 풍부한 해양 동물군이 존재하고 산호종만 

약 400-500가지에 이르러 화려한 산호군을 자

랑한다. 해양 생물로는 상어와 거북이, 노랑가오

리, 쥐가오리 등이 있다. 아포리프에는 매혹적인 

조류의 서식지, 비낭가안(Binangaan)과 카이오

스 델 바조(Caios del Bajo) 섬이 있다. 

2. 산호세는 아포리프로 갈 수 있는 대안적인 출

발지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주요 명소로

는태양이 작열하는 세 개의 섬이 있다. 이 섬에는 

고운 모래의 화이트샌드비치가 있으며, 다양한 

수상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이 가능하다(3-5번항

목 참고).

3. 앰불롱 섬(Ambulong Island)에는 화이트샌드

비치가 많다. 그 외에도 물 밖으로 튀어나온 기둥

형 절벽이나 지하 동굴, 산호 정원, 열대어, 보호

구역 내의 어민 마을 등등이 있다. 

옥시덴탈 민도로
아포리프해양국립공원(Apo Reef National 

Marine Park)이 있어 “마린 원더랜드”라고도 불

린다. 또한 미지의 자연 명소와 광활한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는 섬들이 아름답다. 산악 지형의 

내부는 험준한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적인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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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스폿

1. 탈리파난 리프

2. 마닐라 채널

3. 바탕가스 채널

4. 더 힐

5. 코랄 가든

6. 노스 포인트

7. 마르쿠스 케이브

8. 스윗립 코너

9. 시크릿 리프

10. 마무즈 리프

11. 오디스 딩딩

12. 딥 라 라구나 리프

13. 드라이 닥

14. 라 라구나 포인트

15. 앤톤스 렉

   (성크리스토퍼)

16. 스몰 – 빅 라 라구나

17. 사방 렉

18. 사방 포인트/사방 베이

19. 사방 리프

20. 딥 몽키비치

21. 몽키 비치

22. 몽키 렉

23. 어니스 케이브

24. 렉 포인트

25. 둔곤 월

26. 웨스트 에스카르시오

27. 홀인더월

28. 핑크 월

29. 디 아톨

30. 샤크 케이브

31. 조슈아스 월

32. 피쉬볼

33. 캐년

34. 홀스 헤드 리프

35. 더 스텝

36. 킬마드리프트

37. 터틀 록

38. 더 볼더스

39. 시난디건 월

약 40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이빙 스폿이 많다. 

4. 일린 섬(Ilin Island)은 산호세 근처에 있는 섬들 중

에서 가장 큰 섬이다. 섬에는 해녀마을이 있는데, 

온갖 조개와 산호초를 구경할 수있다. 

5. 화이트 섬(White Island)에는 1.5km 길이의 화이

트샌드비치가 있다. 이 해변은 수영과 스쿠버다이

빙, 그리고 낚시를 즐기기에 좋다. 간혹 모래 사이

에서 거북이 알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방문자는 이 

알을 건들이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는다. 

6. 판단 섬(Pandan Island)은 훌륭한 다이빙 스폿

으로 가득하다. 또한 아포리프로 갈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출발지이기도 하다. 

7. 이글리트 바코산 국립공원(Mt. Iglit-Baco 

National Park)은 타마라우 보호구역이다. 타마라우

는 민도로 섬에서만 발견되는 멸종 위기의 희귀 동

물이다. 보호구역의 규모는 총 75, 000헥타르이며, 

해변 리조트 및 다이빙 액티비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에코 투어리즘과 트레킹, 등산 등을 즐길 수 

있다. 

마린두케
마린두케는 민도로의 동부에 위치한 섬이다. 렌텐 

계절(Lenten season, 사순절 계절로 가톨릭 종교행

사)에 맞추어 필리핀 최고의 컬러풀한 축제인 모리

오네스 페스티벌(Moriones Festival)이 열리는 곳이

다. 축제에서는 예수의 피 한 방울로 시력을 회복한 

로마의 백부장 롱기누스의 전설을 재연한다. 이 기

적으로 롱기누스는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그로 인

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재연은 롱기누스가 

붙잡혀 참수되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른다(종려 주

일부터 부활절까지 1주일 간). 모리오네스 페스티벌

은 다채로운 로마 시대 의상과 중세 유럽 투구, 페

인트칠을 한 가면(즉 모리온, Morion) 분장을 특징

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