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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해변
BEACHCOMBER RESORT
음식점 이용금액 10% 할인

BORACAY TOILET
전체 금액 10% 할인

GERRY’S GRILL
모든 메뉴 10%할인, 레체 플란 무료제공, 생일 축하 
노래 서비스, 맥주 번들 구매 시 무료 안주 제공(
산미구엘 라이트, 패일 필슨, 레드홀스 각 8병/680페소) 
- 리엠포, 칠리 치즈 스틱, 룸피앙 상하이, 튜나 시시그, 
시시그킬라우, 코코 피쉬 핑거 중 택1

HAWAIIAN BBQ
모든 음식 및 음료 10% 할인

JONY’S
음식 및 음료 5% 할인

KASBAH
모든 음식, 음료 10% 할인. 1,500페소 이상 구매시 시샤 
무료 이용. 해피 아워 제외

OBAMA GRILL
음식 및 음료 10% 할인

PAMANA
음식 및 음료 10% 할인

TWO SEASONS
음식 및 음료 이용금액 10%할인 (6pm-10pm만)

DISCOVERY SHORES BORACAY
만찬, boodle fight (필리핀 전통 식사법), 연회, 룸서버스, 
진행중인 프로모션이나 그 외 특별 할인을 제외한 모든 
식당과 바의 식음료 10% 할인. VIP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할인 가능.

제 2 비치

EUROTEL
유로스위트 룸 예약 시 무료 마사지 제공 (기타 호텔 
프로모션과 중복 혜택 불가) 유효기간 : 2017 5/15 
~8/15
GOLDEN COWRIE
최소 500페소 이상 주문시 10% 할인

HAVEN BISTRO
전체 이용 금액 10%할인 (영주권 소지자 및 기타 
프로모션 중복 할인 불가)
IFIESTA
우리 고객에게는 셔츠 10%할인 (레귤러 아이템)

INTERISLAND TROPICAL LOGISTICS
10인 이상 이용 시 10% 할인

JOHNNY ROCKETS
전체 이용금액 10%할인

MY BORACAY ADVENTURES
모든 액티비티 이용 고객에게 무료 기념품 제공. 3개 이상 
액티비티 이용 시 할인

NONIE’S RESTAURANT
전체 이용 금액 10%할인 (영주권 소지자 및 기타 
프로모션 중복 할인 불가)

PALASSA SPA
모든 예약 10% 할인

PARAISO GRILL
이용 금액 10% 할인

PLATO D’BORACAY
전체 쿠킹 10% 할인 및 무료 아이스티 한 잔 제공

RED COCONUT
식사 및 음료 10%할인 (레드 코코넛 레스토랑, 코코 카페, 
코코 바)

SHADES OF BORACAY
편광 쉐이드 구매 고객 350페소 상당 무료 밤부 케이스 
제공. 2,800페소 상당의 순수 밤부 쉐이드 구매 시 UV 
밤부 쉐이드 무료 제공 

SHAKEYS
모든 음식 10% 할인 (할인 진행 중 항목 제외)

SHINE BORACAY
식사하는 고객만 10% 서비스 차지 무료 가능.

TITO’S RESTO BAR AND GRILL
최소 1,000페소 이상 구매 시 티토스 모히또 또는 디저트 
무료 제공

TRUE FOOD INDIAN CUISINE
모든 음식 10% 할인 (현금이용고객 한)

제 3 호 해변
BELLA ISA SPA
1시간 마사지 이용 시 다음 마사지 50% 할인. 최초 
방문고객에 한함. 또는 관리 10% 할인. (직접 방문 예약 
고객에 한함. 중복할인 불가)

CALYPSO DIVING
모든 다이빙 예약 10% 할인

CHATIME
음료 2잔 구매 시 1잔 무료

DIVE GURUS
다이브 사파리 10% 할인

ISLAND STAFF RESTAURANT
전체 이용 금액 10% 할인 (음식에 한함)

PRANA RESTAURANT BY MANDALA SPA AND
VILLAS
프라나 레스토랑 – 만달라 스파 & 빌라 프라나 레스토랑 
음식 및 음료 10% 할인 스파 예약 10% 할인 (기타 
중복할인 불가)  유효기간 : 2017년 8월

SENSI RESTAURANT
총 구매금액 10% 할인

YASURAGI RELAXATION SPA
야수라기 릴렉세이션 스파에서의 모든 스파 트리트먼트 
40% 할인. 

D’MALL
ARIA
현금 지불 시 총 구매금액 10% 할인 / 카드 지불 시 총 
구매금액 5% 할인

ARIA GELATO
현금 지불 시 총 구매금액 10% 할인 / 카드 지불 시 총 
구매금액 5% 할인

BAHARAT KABSA STEAKHOUSE
아라빅 커피 및 차 무료 제공

CAFE DEL SOL
현금 지불 시 총 구매금액 10% 할인 / 카드 지불 시 총 
구매금액 5% 할인

EPIC
음식 및 음료 이용 금액 10% 할인

FILIGRENASIA
2,500페소 이상 이용 금액 5% 할인

HAMA
현금 지불 시 총 구매금액 10% 할인 / 카드 지불 시 총 
구매금액 5% 할인

I LOVE BACKYARD BBQ
음식 및 음료 이용 금액 10% 할인

LEMON I CAFE RESTAURANT
음식 및 음료 이용 금액 10% 할인 (포장 고객 할인 불가)

OLE
음식 및 음료 10% 할인

STEAMPUNK
음식 및 음료 10% 할인

TILAPIA N’ CHIPS
1,000페소 이상 구매 시 15% 할인 또는 1,000페소 이하 
구매 시 10% 할인

불라복
LOS INDIOS BRAVOS
음식 및 음료 10% 할인 (10am-5pm)

THE LAZY DOG
음식 및 음료 10% 할인 (연중 내내 할인 가능)

 丁尼维海维
MASALA MOE’S  INDIAN  &  MEDITERRANEAN 
HERITAGE
1, 000 페소 이상 구입하면 Chaipe 무료
2,000 페소 이상 구입하면 무료 디저트로 Jamun (
여름철 과일 중 하나인 자문)무료

SPIDERHOUSE RESORT
레스토랑 이용 금액 10% 할인

NAMI RESORT
총 구매금액 10% 할인

메인 비치 이외
CRYSTAL COVE ISLAND
매 예약 10% 할인

THE ORIENT BEACH BORACAY
식음료 20% 할인과 공식 숙박요율에서  20% 할인

TIRTA SPA
Prashant 스파 건물에서 40% 할인

SHANGRI- LA’S BORACAY RESORT & SPA
 레스토랑,  바 음식 및 음료 구매 10% 할인.  (프라이빗 
다이닝,  이벤트 및 인룸 다이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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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5 월 15 일부터 2017 년 8 월 15 일까지 유효 함

0999-889-0042
0917-394-8083
036-288-9999

유선 혹은 메시지를 통해 완벽한 
여행 계획을 준비 하세요. 
업무시간 - 오전7:00 ~ 오후9:00

MyBoracayGuide.com

호텔 픽업 
전문 투어가이드
할인
무료 기념품

보라카이 최고의 여행사에서 당신의 
여행을 계획 해 보세요!

온라인을 통하여 
액티비티를예약하세요.

IMPORTANT NUMBERS
Bureau of Immigration           036 288 5267
Department of Tourism  036 288 0094
Fire Department             198(24-hours Hotline)
Hospital    036 288 3041
Lifeguard Command Center                        036 288 3689 | 60
PCGA Rescue   036 506 3486
Philippine Coast Guard  036 506 6150
Police         036 288 3036 | 288 6940 | 288 4392
Action Center   036 288 5701
BANKS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                    036 288 6612
Metrobank           036 288 5868
RCBC     036 288 1904
Banco de Oro   036 288 2750
Philippine National Bank  036 288 3412
Eastwest Bank   036 288 2688
AIRLINES
Philippine Airlines   036 288 7558
Cebu Pacific    036 288 7542
Silkair    036 500 7226

보라카이에 오신것을 환영 합니다! 
보라카이는 활석 가루로 이루어진 4km에 달하는 화이트 비치 주변으로 
수많은 리조트, 샵, 레스토랑이 즐비 해 있기로 유명한 섬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크리스탈 코브, 카라바오, 타블라스 섬은 꼭 한번 방문 해 보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보라카이의 계절은 바람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아
미한 시즌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하바가트 시즌으로 나뉩니다. 강
한 바람과 파도가 이는 불라보그 비치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카이트 
서핑 포인트 입니다.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아티-아티한 페스티발, 드레
곤 보트 레이스, 매년 여름 진행되는 얼티메이트 프리즈비 또한 보라카이
에서 유명한 이벤트 입니다. 화이트비치를 제외하고도 보라카이에는 일
리길리간 비치, 바링가이 비치, 디니위드 비치, 푼타비치, 앙골 비치 등  
아름다운 해변이 즐비 해 있습니다. 보라카이의 최 북단에 위치한 원시적
인 형태를 가장 잘 유지 하고 있는 야팍 비치는 현재 ‘푸카비치’로 개명하
여 불리고 있습니다. 푸카비치는 또한 ‘푸카 셸 비치’로 불리는데, 모래사
장 위의 풍부한 조개 껍질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시간을 내서 섬 곳곳
을 둘러보고, 당신의 여행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Phrases commonly used:
English -  Korean             Tagalog                
Hello  안녕하세요  Kamusta
 (An Nyung Ha Se Yo)
How are you?  잘 지내셨나요?  Kumusta ka?
 (Jal Ji Nae Shun Na Yo?)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세요.  Magandang araw
  (Jo Eun Ha Roo Dae Sae Yo)
I’m sorry.  죄송합니다.  Patawad
 (Jae Song Ham Ni Da)
What is this?  이게 뭔가요?  Ano ito?
 (Ea Ge Mon Ga Yo?)
Where is ...?  이 어디 있나요?  Nasaan si ...?
 (~ Ea Eu Di Inn Na Yo?)
How much?  얼마예요?  Magkano?
 (Eul Ma Yeh Yo?)
Too expensive  너무 비싸네요.  Masyadong mahal
 (Neo Moo Bi Sah Ne Yo.)



1. 파라세일링  2,000페소/1인 2인승
2. 제트스키(30분)  2,500페소/1대 최소 2인

3. 플라이 피쉬  750페소/1인 최소 3인

4. 바나나 보트  300페소/1인 최소 5인
5. 웨이크 보드  3,200페소/15분 
                                              강사 비용 포함, 최대 3인 30분
6. 헬멧 다이브
    해저 생물과 하나가 되어 해저를 걸어보는 경험을 즐기세요.   
    1,500페소/1인
7. 티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장비를 익히고 기본적인 다이빙을 배워 봅니다. 
 3,000페소/1인
8. 인어공주 레슨
 동화 속의 인어공주가 되어 그들이 어떻게 수영을 하고 이동을 하
 는지 배워 봅니다. 
 2,000페소/1인
9. 그룹 아일랜드 호핑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스릴 넘치는 절벽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 다.
 1,400페소/1인
10. 4시간 프라이빗 아일랜드 호핑
 프라이빗 아일랜드 호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완벽한 보라카이   
    여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라카이의 유명한 해변을 방문하세
 요.   
    2,000페소/1인    최소 3인
11. 크리스탈코브 올인원 스탑 패키지 
 보라카이의 이웃 섬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겨
 세 요.  
    1,700페소/1인
12. 럭셔리 세일링 
    42톤의 크기의 럭셔리 파운틴 파조 베네치아 카타마란으로 럭
     셔리한 세일링을 즐겨 보세요. 
    4,300페소/1인       스타트 가격, 최소 4인
13. 보라카이 선 크루즈 - 선 스트록 
    선셋을 배경으로 크루즈에서 파티를 즐겨 보세요.
       1,300페소/1인 
14. ATV, 버기카 
    프라이빗 비치로 이어지는 열대우림 속을 ATV 혹은 버기카로
       모험 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1,250페소/1인  1,900페소/1대 

15. 2시간 랜드 투어 
    랜드 투어를 통해 보라카이를 둘러보고, 보라카이만의 독특한 경관을
       마  음껏 즐기세요. 푸카비치에서의 선셋을 감상하며 투어는 마무리 됩
       니다. 
       2,800페소/1-2인
16. 고카트 
       프로 카레이서가 된 듯 피니쉬 라인을 향해 돌진 해 보세요!  
       1,200페소/1인 5라운드
17. 세그웨이 투어
       프라이빗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 해 보세요. 
       2,300페소/1인,1시간
18.  승마 
        카우보이가 되는 상상을 해 보셨나요? 프라이빗 정글과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정원속을 말을 타고 둘러 볼 수 있습니다.
     1,300페소/1인,1시간 
19. 메인랜드 어드벤쳐 
       메인랜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종일 투어
       입니다.
       1,900페소/1인 
20. 인디아나 존스 에코 투어
       필리핀 최장 거리의 동굴에서 탐험가가 되어 보는것은 어떠신가요? 계
       곡물에서 물놀이를 하는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2,800페소/1인 최소 2인
21. 헬리콥터 투어
       헬리콥터를 타고 섬 전체를 둘러 보는 것 만큼 환상적인 경험이 없습니
       다. 화이트비치의 백사장과 푸른 바다, 아름다운 산호초 위를 날아 보세
       요.     
       5,200페소/1인 최소 2인, 스타트 가격
22. 만달라스파 & 빌라 인비고레이팅 커플 패키지
       골든 스파 경험을 통해 로열티를 만끽하세요.
       4,200페소/1인 
23. 라바 스톤 마사지 
       부드러운 화산석으로 피곤한 근육을 편안히 풀어 드립니다.  
       3,500페소/1인 
24. 포세이돈 커플 패키지
      마치 신과 여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로맨틱한 스파 패키지를
      경험 해 보세요. 
      6,000페소/1인 
25.팔라사 골드 패키지
     진정한 동양-지중해 스타일의 향기와 허브 오일이 동반되는 골드 트리트
     먼트를 통해 완벽한 휴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3,500페소/1인 스타트 관리

TOP 25 ACTIV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