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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ebu.gov.ph

필리핀 관광부

+82-2-598-2290 
pdot@philippinetourism.co.kr 

유용한 웹사이트 (세부 지역)

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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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2-254-2811
(032)2546650 
dot7@tourism.gov.ph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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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세부

세부로 떠나기 대중교통수단세부로 떠나기 대중교통수단

세부는 역사와 종교, 자연과 모험이 함께 있는 곳으로 모든 

여행객을 위한 여행 버킷리스트입니다. 세부 시티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오랜 역사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세계적 수준의 멋과 맛은 세부를 

잊을 수 없는 여행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막탄-세부 국제공항

한국에서 막탄-세부 국제공항(IATA:CEB)까지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막탄섬과 라푸라푸 시티 내의 

주요 여행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세부 

구석구석을 여행해보세요. 세부에서 지프니를 이용하신다면  

지프니 노선 앱(Cebu Jeepney Map app)을 이용해보세요. 

지프니로 이동이 어려운 곳은 미터 택시나 

하발하발(Habal-habal; 오토바이 택시)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최신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요리로 만나는 세부 요리로 만나는 세부 

세부의 음식 - 고르고, 먹고, 사랑하라! 

주부촌의 세부 레촌(LECHON CEBU AT ZUBUCHON) : 

레촌(통돼지구이)은 필리핀의 국민 음식입니다. 세부의 레촌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맛있기로 알려졌는데요, 요리전문가인 안소니 

부르댕도 "역대급 최고의 레촌"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허브와 

레몬그라스, 양파 등으로 양념한 뒤 바다 소금과 후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 재료로 양념한 세부의 레촌은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바삭바삭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입니다. 

쿠시나 우노의 시즐링 포체로(SIZZLING POCHERO AT 

KUSINA UNO) :  포체로는 소고기 스튜로 보통 탕으로 많이 

먹지만, 세부 사람들은 뼈와 골수 등 건더기를 지글지글 뜨거운 

철판에 담아낸 뒤 진한 그레이비 소스를 잔뜩 뿌려서 야채와 

밥과 함께 먹습니다. 훈제한 맛과 부드러운 맛을 함께 가진 

별미음식입니다. 

노용(NGOHIONG) : 중국 요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짭짤하고 바삭바삭한 스프링롤 튀김 요리입니다. 카를로스 

대학교(UNIVERSITY OF SAN CARLOS CAMPUS)에서 

판매하는 노용은 5가지 향신료 가루와 코코넛 야자심이 들어간 

것이 특징으로 매콤한 식초나 마늘 디핑 소스를 곁들이면 좀 더 

완벽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와 종교가 있는 
세부여행 
역사와 종교가 있는 
세부여행 

세부는 포르투갈 태생의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1521년에 

도착한 곳입니다. 마젤란이 가지고 온 스페인 문화는 원주민의 문화와 

교류하여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수 세기에 걸친 무역과 분쟁, 종교가 

국가의 방향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세부 곳곳에서 그 흔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톨릭의 출발점인 마젤란의 십자가(Magellan’s 

Cross)에서부터 라푸라푸 기념공원(Lapu-Lapu Shrine), 산 

페드로 요새(Fort San Pedro), 콜론거리,  오스메냐 대로까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08:00~17:00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막탄-세부 국제 공항에서 세부 시티까지 그랩 차량 

서비스(카카오택시와 비슷)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 장소에서 미터기 택시와 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 쇼핑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휴게소 및 숙박시설 이용 가능

세부여행
추천코스
세부여행
추천코스

SCAN FOR 
MORE FUN! 

인스타그래머블한 
매력이 가득한
세부여행 

인스타그래머블한 
매력이 가득한
세부여행 SCAN FOR 

MORE FUN! 

세부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과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많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공간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립니다.  

발길 닫는 곳마다 풍요로운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라오 가든(Sirao Garden)은 원래 작은 꽃 농장으로 시작했지만, 

사진 찍기 좋은 꽃밭이 있는 공원으로 여행객들에게 알려지면서 ‘

리틀 암스테르담’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레아신전(Temple 

of Leah)에서는 남편이 아내였던 레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그리스풍의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메냐 픽(Osmeña Peak)은 세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환상적인 뷰를 자랑합니다. 채소와 가축을 기르는 소박한 농장을 

지나 바람이 부는 정상에 오르면 숨 막히는 해안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보홀해협과 타뇬해협의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길을 
걸어보기 
자연의 길을 
걸어보기 

대도시에서 몇 시간만 가면 찾을 수 있는 야생의 안식처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흥분과 고요한 평화, 그리고 감동과 평온 

사이의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세부에는 멋진 폭포가 잔뜩이니, 

폭포 관람도 놓치지 마세요. 

08:00~17:00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막탄-세부 국제 공항에서 세부 시티까지 그랩 차량 

서비스(카카오택시와 비슷)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 장소에서 미터기 택시와 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 쇼핑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나 지프니, 트라이시클을 이용하여 

여행지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휴게소 및 숙박시설 이용 가능

SCAN FOR 
MORE FUN! 

기분 좋아지는 아드레날린이 가득한 곳, 가와산 폭포는 울퉁불퉁한 

바위와 시원한 맑은 샘물을 헤치며 깨끗한 청정수역을 탐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연보석과 같은 이곳은 계곡(캐니언)에서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캐녀닝으로 유명합니다. 자연이 만든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러 떠나보세요!

더 잔잔한 물살을 찾고 있다면 이남바칸 폭포(Inambakan 

Falls)와 아귀니드 폭포(Aguinid Falls)를 방문해보세요. 폭포 

주변에서 수영하기 완벽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나틸란(Ginatilan) 지역에 위치한 이남바칸 폭포는 푸른 물이 

깊숙이 고여 있는 30.48ｍ 높이의 폭포로,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폭포에서 흥미진진한 탐험을 해보세요.

세부는 즐길 수 있는 해변과 독특한 모험으로 가득합니다. 

오슬롭 고래상어 체험(Oslob Whale Shark Watching)은 

길이가 7.3m에 달하는 순하고 우아한 고래상어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슬롭은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여행지입니다, 세부 남부지역에서 꼭 

경험해야 할 또 다른 활동은 모알보알에서 정어리 떼를 보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물고기 떼가 장난치며 활보하는 모습에 

넋을 잃고 매료되어 보세요. 

08:00~17:00

성인에게 더 적합 (미성년자에게는 다소 모험임)

세부시티의 남부 버스터미널에서 노란색 세레스 버스를 타면

모알 보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승무원에게 시내 

중심가에 내려달라고 요청한 뒤  트라이시클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파낙사마비치(Panagsama Beach)

로 이동하세요. 

2km 이내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1일 코스로 체험 가능하며, 방문객을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08:00~17:00

성인에게 더 적합 (미성년자에게는 다소 모험임)

세부 시티의 남부 버스터미널에서 노란색 세레스 버스를 

타고 바토(Bato)로 이동합니다. 산토 토마스 성당(Sto. 

Tomas de Villanueva Parish)에서 내리면 지역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가와산 폭포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귀니드 

폭포를 방문하실 때는 버스 승무원에게 폭포 입구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삼보안(Brgy. Tangbo in 

Samboan town)에서 내려 농구코트를 지나 작은 길을 

따라가면 폭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폭포에서 2km 이내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폭포에서의 대부분의 활동은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능합니다.

아귀니드 폭포(Aguinid Falls)는 세부 삼보안(Samboan)에 있는 

폭포입니다.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층마다 상쾌한 푸른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위나 계단을 통해 폭포 위로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풍경은 매혹적인 노력을 한 후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편안한 보상들입니다.

세부 
데이투어
추천코스

세부 
데이투어
추천코스

• 아일랜드 호핑투어

• 막탄섬에서의 스쿠버다이빙

• 막탄 라푸라푸 기념공원(Lapu-Lapu 

     Monument and Mactan Shrine)

• 카사 고로르도(Casa Gorordo)

• 수그보 박물관(Museo Sugbo)

• 카르카르 시티(Carcar City)

DAY 1: 시티투어

• 마젤란의 십자가(Magellan’s Cross)

• 산 페드로 요새(Fort San Pedro)

• 시말라 성지(Simala Shrine)

• 시라오 플라워 가든(Sirao Flower Garden)

• 레아 신전(Temple of Leah)

• 도교사원(Cebu Taoist Temple)

장기여행객을 위한 
추천코스
장기여행객을 위한 
추천코스

DAY 2: 모알보알

DAY 3: 오슬롭 + 가와산 폭포 

• 오슬롭 고래상어 체험

• 가와산 캐녀닝

마닐라마닐라

또 다른 재밌는 곳에서 필리핀을 좀 더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필리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보홀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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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 & PLAN
YOUR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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