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최신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이자 세계 최초의 글로벌 도시 중 하나인 마닐라는
문화와 레저, 미식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필리핀의 오래된

유용한 웹사이트
마닐라 시티 .................................. manila.gov.ph/tourism
en.wikipedia.org/wiki/Manila
www.manilaguide.com
마카티 시티 .................................. www.makati.gov.ph
en.wikipedia.org/wiki/Makati

역사와 현대의 문화생활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달루용 시티 .............................. www.mandaluyong.gov.ph
en.wikipedia.org/wiki/Mandaluyong_City

사랑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마닐라로 떠나보세요!

파사이 시티 .................................. www.pasay.gov.ph
en.wikipedia.org/wiki/Pasay_City

마닐라로 떠나기
대중교통수단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마닐라공항)

파식 시티 .................................... www.pasigcity.gov.ph
en.wikipedia.org/wiki/Pasig_City
퀘존 시티 .................................... www.quezoncity.gov.ph
en.wikipedia.org/wiki/Quezon_City
타귁 시티 ..................................... www.taguig.gov.ph
en.wikipedia.org/wiki/Taguig_City
www.bgc.com.ph
www.fort-bonifacio.com

비상연락처

마닐라공항(IATA:MNL)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으로

필리핀 관광부

한국에서 마닐라공항까지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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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필리핀 구석구석까지 국내선 또는
육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닐라에서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Grab)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미터

마닐라 사무소 .................................................. +632-8459-5200
www.tourism.gov.ph

택시회사
24/7 ............................................................. +63-2-8641-8206
Al Kotby ....................................................... +63-2-8432-2406
Metered Metro ............................................. +63-2-8252-9566

택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전화번호

LRT와 MRT 경전철을 통해 마닐라 주요 지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P2P(Point to Point) 버스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마닐라) ..................... +63-2-8856-9210

마닐라의 주요 상업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리핀인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영사관) ........................... +63-32-231-1516(-9)

삶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지프니(Jeepney)를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Manila
마닐라

PNB은행 ........................................................ +632-8573-8888
메트로뱅크 ..................................................... +632-8870-0700
RCBC은행 ...................................................... +632-8877-7222
BDO은행 ....................................................... +632-8840-7000
BPI은행 ......................................................... +632-889-10000

PHL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PHLTOURISM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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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FOR
MORE FUN!

사람 & 자연
최고의 여행지

마닐라는 인간이 정성을 기울여 보살핀 경험과 자연이 함께
하는 거주지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놀라운 수중 생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마닐라 오션파크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신나는 공연과 재미있는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 또는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정말 근사한 방법입니다.

마닐라여행
추천코스
SCAN FOR
MORE FUN!

하루에 만나는
수백 년의 시간

마닐라는 수백 년 동안 스페인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역사적 상징물로 가득 품고 있습니다.
인트라무로스 포트 산티아고의 자갈길을 걸으면 500년
전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마닐라는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의
절묘한 조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닐라 대성당과
퀴아포성당과 같은 가톨릭 랜드마크에서는 필리핀
사람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장소들을
방문하여 가톨릭의 상징을 경험해보세요.
비논도의 번화한 차이나타운은 동양의 전통과
음식문화가 번성한 곳입니다. 중국 문화와의 교류와
우정에 대한 오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닐라를
여행하는 하루 동안 마닐라가 여러분을 다른 장소와
시간으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국립 박물관 단지에서 필리핀의 국민 화가 후안 루나의 작품인
스폴리아리움(Spoliarium)과 같은 국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가 숨 쉬는 곳, 리잘파크 공원에서 산책을 하신 뒤 로하스
대로에서 마닐라베이의 선셋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리잘파크에서 마닐라베이까지 지프니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SCAN FOR
MORE FUN!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체크) 독특한
특산품 발견? (체크) 가장 큰 쇼핑몰과
독특한 매력의 주말 시장? 예, 그렇습니다.
SM 몰 오브 아시아와 그린벨트 쇼핑몰
등을 돌아다니며 마음껏 쇼핑을
즐겨보세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티엔데시타스(Tiendesitas)에서
흥정에 빠져보세요. 지역 특산물을 느긋하게 고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주말에 휴식과 함께 식사를 원하세요? 살세도 토요시장과
레가스피 선데이마켓에서 가정식 요리와 함께 쇼핑을
즐겨보세요.

08:00~17:00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파사이에 있는 마닐라공항에서 그랩의 차량
서비스(카카오택시와 비슷)를 이동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싶다면 LRT,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을
이용하여 여행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일부 장소는
역에서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저가형 호텔에서부터 5성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주요 여행지 근처에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는 여행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쇼핑의 천국
마닐라

SCAN FOR
MORE FUN!

메트로폴리탄
마블스

마닐라 시티에서는 현대 생활의 주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카티 비즈니스 지구는 최고의 부동산과 편의시설로
가득합니다. 필리핀의 청담동이라는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로 고급 브랜드와 현대적인 박물관을 찾아 떠나보세요.
퀘손시티에서는 필리핀 국립대학인 UP대학교와 공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08:00~17:00

당신을 위한
섬세한
미식 여행
최고의 퓨전 음식, 모두 마닐라 음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과 오리엔탈 : 수 세기에 걸친 중국 문화는 마닐라에
맛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논도 차이나타운을
방문해보세요. 만두, 오이스터팬케이크, 볶음두부 등과 같은 정통
중국 음식에 만족하실 것입니다!
용감한 자, 발룻을 먹게 되리라.
발룻(BALUT)은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요리로
별미이면서도 도전입니다. 모험적인 입맛을 가진 분이라면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로할로(HALO-HALO)
할로할로는 곱게 간 얼음에 과일, 연유 등을 섞어 먹는 빙수
비슷한 음식입니다. 현지인은 물론 여행객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필리핀의 대표 디저트입니다.

마닐라
데이투어
추천코스
• 비논도의 음식과 문화 투어
• 파식강 페리(마닐라, 마카티, 만달루용, 파식)
• 마닐라 베이의 선셋 감상

장기여행객을 위한
추천코스

또 다른 재밌는 곳에서 필리핀을 좀 더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필리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세부

DAY 1: 아얄라 마카티
• 마카티 시티로 이동
• 아얄라 박물관(Ayala Museum)
• 그린벨트 쇼핑몰
• 야시장 구경

보홀
보라카이

DAY 2: 비논도 + 인트라무로스
• 비논도의 음식과 문화 투어
• 포트 산티아고(Fort Santiago) 산책
• 인트라무로스 투어(Intramuros Tour)
• 마닐라 베이의 선셋 감상
DAY 3: 국립 박물관

팔라완
클락
Visit for more fun!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https://philippines.travel/

파사이에 있는 마닐라공항에서 그랩 택시나 공항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P2P(Point to Point) 버스도 마닐라의 주요
상업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호텔에서부터 5성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주요 여행지 근처에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는 여행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필리핀 구석구석,
당신이 몰랐던 재미와
만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여행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

https://app.philippines.travel/
SCAN & PLAN
YOUR TRIP!

PH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