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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처

+(632)8459-5200 
www.tourism.gov.ph

+(032)8412-1980

+63-32-254-2811 local 1131 

항공사 

+(632)8855-8888 
www.philippineairlines.com 

+(630)2702-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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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632)528-7000 
www.travel2go.com.ph

+63-32-233-7000 (세부)
+(632)8528-7000 (마닐라) 
www.supercat.com.ph 

+63-32-231-7737
www.weesam.ph 

+63-32-254-6491 to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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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232-7211 t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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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255-7560 
www.oceanjet.net 

+(63)2856-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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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4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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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 보홀 

보홀로 떠나기 대중교통수단보홀로 떠나기 대중교통수단

보홀-팡라오 국제공항(IATA:TAG)  

2018년도에 개항한 친환경 공항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공항이 있는 팡라오섬에서부터 탁빌라란 

시티까지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닐라 경유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IATA: MNL)에서 

보홀-팡라오 국제공항까지 국내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닐라에서 세부까지 국내선 이용 후 세부에서 보홀까지 

여객선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 경유

한국에서 막탄 국제공항(IATA:CEB)까지 직항 항공편 이용한 

뒤 공항에서 항구로 이동하셔서 여객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페리 이용 시 보홀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요 관광지까지 버스와 브이하이어(V-Hire)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가까운 거리라면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필리핀 중부 비사야 지역에 위치한 보홀은 생태관광의 천국으로 

필리핀 여행의 1번지입니다.  

자연과 역사 유적, 신나는 액티비티가 함께 하는 필리핀 최고의 

관광지에서 다양한 축제와 맛있는 향토음식, 편안한 편의시설을 

모두 누려보세요! 

보홀은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입니다. 자연과 문화, 모험이 

어우러진 여행지로 커플, 가족, 솔로 여행객 모두에게 이상적인 

휴양지가 됩니다. 지금 보홀 여행을 예약하세요!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최신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마닐라마닐라

또 다른 재밌는 곳에서 필리핀을 좀 더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필리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세부세부

팔라완팔라완

보라카이보라카이

클락 클락 

잠시만요! 
필리핀 구석구석, 
당신이 몰랐던 재미와 
만나세요. 

PHL

https://app.philippines.travel/

https://philippines.travel/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여행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

Visit for more fun!

• 전원지역투어 : Tagbilaran, Baclayon, Albur

• 로복강 크루즈(Loboc River Cruise)

• 로복강 투어

• 초콜릿힐(Chocolate Hills)

• 아바탄강 투어(Abatan River Tour)

• 깔라마이 만들기(Jagna Calamay Making) 

• 팜투어 : Maribojoc Demo Farm, Vita  Isola Farm 

• 바클레욘 성당(Baclayon Church)

• 알부르케르케 성당

     (Alburquerque Church) 

보홀
데이투어
추천코스

보홀
데이투어
추천코스
• 타르시어 안경원숭이 보호센터(Tarsier Sanctuary)

• 로복강 크루즈(Loboc River Cruise)

• 로복강 투어

• 초콜릿힐(Chocolate Hills)

• 아바탄강 투어(Abatan River Tour)

• 깔라마이 만들기(Jagna Calamay Making) 

• 팜투어 : Maribojoc Demo Farm, Vita Isola Farm 

• 바클레욘 성당(Baclayon Church)

• 알부르케르케 성당(Alburquerque Church) 

DAY 1: 도착. 전원 지역 투어

장기여행객을 위한 
추천코스
장기여행객을 위한 
추천코스

DAY 2: 아일랜드 호핑투어

DAY 3: 팡라오섬 

• 팡라오섬 투어

• 보홀 비팜(Bohol Bee Farm) SCAN & PLAN
YOUR TRIP!

딜라이트
보홀이 주는 
또 하나의 기쁨 

딜라이트
보홀이 주는 
또 하나의 기쁨 
꼭 봐야 하는 것과 꼭 해봐야 하는 것 때문에 발걸음이 

바쁘시겠지만 잠깐만 멈춰서 보홀의 별미를 맛보며 달콤한 

순간을 즐겨보세요. 

피넛 키세스(PEANUT KISSES) : 초콜릿힐 모양을 한 땅콩맛 

과자로 달콤함과 바삭바삭함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과 보홀의 땅콩으로 만든 피넛 키세스는 보홀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초리소(CHORIZO DE BOHOL) : 보홀 사람들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 작고 둥근 소시지입니다. 달콤하면서도 마늘 향이 풍부하여 

기분 좋은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깔라마이(CALAMAY) : 코코넛 껍질 안의 달콤함과 쫀득함을 

즐겨보세요! 깔라마이는 코코넛밀크와 찹쌀, 그리고 브라운 

설탕으로 만든 필리핀 특산품으로, 현지인들에게는 특히 우베 

깔라마이(Ube Calamay)가 인기입니다.  

시크와테(SIKWATE) : 달콤 쌉싸름한 맛의 핫초콜릿입니다. 

보홀의 남부 해안에 있는 하그나(Jagna) 지역에서 생산하는  

카카오는 필리핀 최고의 초콜릿 따블레아(tsokolate table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녹색관광의 안식처 보홀! 보홀의 매력적인 자연 속을 거닐며 

신나는 모험과 설레는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초콜릿힐의 
경이로움 속을 거닐기
초콜릿힐의 
경이로움 속을 거닐기

50㎢나 되는 넓은 땅 가득 1,700여 개나 되는 원뿔형의 언덕을 

볼 수 있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지질학적 명소입니다. 언덕의 

모양이 키세스 초콜릿과 비슷하여 초콜릿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서는 다른 여행지에서는 보기 힘든 숨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기(3월~5월)에 방문하시면 언덕의 

풀이 초콜릿의 빛깔과 같은 진한 갈색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힐 전망대에 올라서 보홀의 360°의 풍경을 바라보세요! 

최근 개발된 초콜릿힐 어드벤처 파크는 ATV와 집라인(Zipline) 

등의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5헥타르 규모의 리조트 

레크리에이션 센터입니다. 

08:00~17:00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탁빌라란 시티의 다우 버스터미널에서 

카르멘(Carmen) 또는 사그바얀 타운(Sagbayan 

Town)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하발하발(오토바이 택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휴게소 및 숙박시설 이용 가능 

보홀여행
추천코스
보홀여행
추천코스

SCAN FOR 
MORE FUN! 

커다란 눈 때문에 안경원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타르시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영장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앙증맞은 

생김새의 안경원숭이는 4천 5백만 년 전부터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안경원숭이는 야행성 사냥꾼이라서 밤에 

귀뚜라미, 개구리, 딱정벌레, 도마뱀 등을 사냥하여 먹이로 먹고, 

낮에는 나뭇가지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원숭이는 서식지를 강제로 옮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타르시어 

안경원숭이 보호센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복강 
이색체험 
로복강 
이색체험 

보홀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만나는 시간, 로복강 크루즈에 올라 

느긋하게 즐기는 현지 음식과 활기찬 밴드공연을 상상해보세요. 

로복강 크루즈는 자연과 문화, 거기에 요리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보홀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크루즈 뷔페 외에도 수상자전거, 

스탠드업 패들보딩 탑승이나 조류관찰, 반딧불투어(야간)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커플여행, 가족여행지로 강력 추천

08:00~14:00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탁빌라란 시티에서 다우 버스터미널로 이동. 로복 또는 

카르멘 타운으로 가는 버스나 밴 탑승. 

리조트와 숙박시설 이용 가능

08:00~16:00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탁빌라란 시티에서 다우 지프니 터미널로 이동 후 코렐라로 
가는 지프니 탑승. Tarsier Sanctuary Road 에서 하차 
(타르시어 보호구역 안내문이 보일 때 지프니에서 내려주세요)

숙박 시설 없음 

매혹적인 
필리핀 타르시어 
안경원숭이 

매혹적인 
필리핀 타르시어 
안경원숭이 SCAN FOR 

MORE FUN! 

SCAN FOR 
MORE FUN! 

탁빌라란 시티에서는 보홀 지방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탁빌라란 국립박물관(Tagbilaran National 
Museum)에서 지질학적 유물과 암석 등을 관람해보세요. 대통령 
저택으로 사용되었던 맨션을 박물관으로 꾸민 보홀박물관(Bohol 
Museum)에서는 카를로스 P. 가르시아 전 대통령의 소장품과 
고풍스러운 가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옆에 있는 
성당(St. Joseph Cathedral)에서 구약성경의 상징들로 장식된 
신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을 보시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팡라오
보홀의 해변 
팡라오
보홀의 해변 

보홀 여행의 중심지인 팡라오 섬은 화이트 비치와 세계적인 수준의 
다이빙 명소의 본고장입니다. 팡라오 섬에서 초콜릿힐과 타르시어 
안경원숭이 보호센터, 강과 폭포 등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변 리조트에서 놀라운 경험을 해보세요. 하얀색 산호모래, 
수정처럼 맑은 물, 컬러풀한 물고기까지, 자연의 매력으로 
가득합니다. 알로나 비치(Alona Beach)와 듀말루안 
비치(Dumaluan Beach)에서는 안락한 최고급의 편의시설을, 
바고보(Bagobo beach)와 돌호비치(Doljo beach)에서는 
은은하게 길게 뻗은 백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중 개방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팡라오는 보홀-팡라오 국제 공항이 있는 곳으로 
해변들과 월드클래스의 숙박시설까지 이동이 쉽습니다.

여행 예산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숙박시설 선택 가능 

08:00~17:00 (방문지에 따라 운영 시간 변동 가능)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보홀-팡라오 국제 공항에서 버스나 밴으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세부에서 방문한다면 페리를 타고 보홀의 항구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내린 뒤에는 
브이하이어(V-Hire) 승합차나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예산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숙박시설 선택 가능

탁빌라란 시티의 
역사와 유산 
탁빌라란 시티의 
역사와 유산 

SCAN FOR 
MORE FUN! 

SCAN FOR 
MORE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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