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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카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보라카이는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 있는 작지만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보라카이의 해변이 전 세계인들의 여행 버킷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세계 최고의 섬이라고 칭찬받는 이유를

비상연락처
필리핀 관광부
서울 사무소 .................................................... +82-2-598-2290
pdot@philippinetourism.co.kr
마닐라 사무소 ................................................. +(632) 8459-5200
www.tourism.gov.ph
서부 비사야 지방 사무소 ................................... +63 (033) 337-5411
deptour6@yahoo.com

직접 확인해보세요.

Department of Tourism Region VI ................. +63 (036) 288-3679
Boracay Field & Compliance
+63-9165896261
Monitoring Office
dotr6boracay@yahoo.com

수정처럼 맑은 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의 백사장, 아름다운

말레이 관광사무소 .......................................... +63 (036) 288-2493
lgumalaytourism@yahoo.com

해양 생태계까지, 보라카이는 태양 아래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함께 하는 열대 지방 최고의 여행
중심지입니다. 보라카이로 떠나보세요!

보라카이로 떠나기
대중교통수단

Boracay Field & Compliance ........................ +63 (036) 288-3689
Monitoring Office
dotr6boracay@gmail.com
아클란 관광사무소 ........................................... +63 (036) 268-8033
+63-9165896261
aklantourism@yahoo.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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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티클란 공항(고도프레도P.라모스공항)

세부퍼시픽 .................................................... +(630) 2702-0888
www.cebupacificair.com

필리핀 내 국내선을 이용하여 카티클란

칼리보 국제공항 .............................................. +63 (036) 272-1161
+63 (036) 272-1053
+63 (036) 262-3264

공항(IATA:MPH)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티클란
선착장에서 섬까지 보트로 10분 거리입니다.

칼리보 국제공항

카티클란 공항 ................................................. +63 (036) 288-7111 to 2

선박회사

칼리보 공항(IATA:KLO까지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보라카이 섬까지는 버스나 밴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약 90분 정도 소요)

투고 트래블 ..................................................... +6390999330180
+63(036)288-7693
스타라이트 ..................................................... +639177747899
+639568849502
몬테네그로 ..................................................... +639298009738

BORACAY

보라카이

보라카이는 면적이 약 11㎢ 되는
작은 섬입니다. 섬 안에서는 친환경

PHL

전기 트라이시클(e-trikes)로
이동이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빌리거나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수분 공급은 필수!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PHLTOURISM_KR

PHLTOURISM

PHILTOURISMS

PHLTOURISM

보라카이
여행 추천코스
SCAN FOR
MORE FUN!

보라카이
섬에서 할 일

보라카이 섬은 스테이션으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
여행하기에 편합니다. 스테이션1은 가족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평화스럽고 조용한 지역으로 고급스러운 휴양지가
많습니다. 스테이션2는 보라카이의 맛집과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보라카이 여행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3은 알뜰 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동식물이 자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SCAN FOR
MORE FUN!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 근처에는 많은 여행 명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혹은 잠깐 걸어서 모험을 떠나보세요! 보라카이 섬
주변에는 12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악어
모양의 크로커다일 섬(Crocodile Island)은 최고의 다이빙
장소입니다. 다이빙과 스노클링으로 바다 아래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과 산호초를 보면 보라카이 여행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화이트 비치로부터 20분 거리에 있는 푸카 비치(Puka
Beach)는 다른 해변처럼 고운 모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자연과의 만남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푸카비치에서 볼 수 있는 박쥐는 여우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날여우(Flying Foxes) 과일박쥐로 꽃의 꿀이나
과일을 먹이로 삼아 과일박쥐라고 불린답니다.
사실상 온종일 방문 가능

섬 주변 관광 시에는 보트 투어 가능. 섬 안을
돌아볼 때는 친환경 전기
트라이시클(e-trikes)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변 근처에 호화로운 호텔과 리조트에서부터
단체여행객과 솔로 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상 온종일 방문 가능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08:00~17:00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체험 동의 필수)
섬 주변 관광 시에는 보트 투어 가능. 섬 안을
돌아볼 때는 친환경 전기
트라이시클(e-trikes)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변 근처에 호화로운 호텔과 리조트에서부터
단체여행객과 솔로 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SCAN FOR
MORE FUN!

경축하라
섬에서의 생활

분주했던 보라카이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태양이 가라앉으면서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시간, 세일링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환상적인 파티가 필요하신가요? 친구, 연인과 함께 실내 혹은
옥상 루프탑를 즐겨보세요.
오후 5시 이후

머무는 호텔에서부터 해변까지의 거리를

해변 근처에 호화로운 호텔과 리조트에서부터
단체여행객과 솔로 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해변 구경(완료) 바닷속 탐험(완료) 자, 이제 하늘 위에서의
경험은 어떠실까요? 파라세일링(Parasailing)은 보라카이를
즐기는 또 다른 즐거운 방법입니다. 매의 눈으로 하늘 위에서
보라카이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필수)

보라카이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은 뭐니 뭐니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이트 비치 입니다. 약 4km 길이에 걸쳐
펼쳐져 있는 백사장에서 천국과 같은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한적한 해변을 보고 싶으시다면 디니위드
비치(Diniwid Beach)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걸어갈지 아니면 트라이시클을 탈지
결정하세요.

모험을 찾아
자연 속으로 풍덩

SCAN FOR
MORE FUN!

스릴만점
보라카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찔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보라카이가 정답입니다. 바나나보트에서부터
플라잉피쉬까지. 구명조끼를 입고 해양스포츠의 세계
속으로 빠져보세요.

모든 연령에 적합 (미성년자는 보호자 감독 필수)
요트투어 예약 가능 / 펍(pub)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 가능
해변 근처에 호화로운 호텔과 리조트에서부터
단체여행객과 솔로 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호텔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맛집가득
보라카이
미식여행
보라카이는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시겠어요? 디몰(D 'Mall)에서 패스트 푸드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근사한 식사를 하시고 싶다면,
보라카이 섬 곳곳에 있는 호텔과 리조트에서 다양한 요리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는 보라카이를 좀 더 오래
머물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코스입니다.
DAY 1: 보라카이 도착
• 화이트 비치 해변 투어
• 선셋 패러세일링
• 실내 혹은 옥상 루프탑 바에서 여유로운 한 잔

잠시만요!
필리핀 구석구석,
당신이 몰랐던 재미와
만나세요.
또 다른 재밌는 곳에서 필리핀을 좀 더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필리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마닐라
보홀

DAY 2: 해양액티비티
• 호핑투어 + 씨푸드 점심 식사
• 해양스포츠
• 패러세일링
• 제트 스키
• 바나나 보트
• 헬멧다이빙
• 스탠드업 패들보드
• 디몰(D' Mall)의 레스토랑에서 필리핀 현지식 경험
• 마사지로 하루의 피로와 긴장풀기
DAY 3: 쇼핑
• 관광
• 모탁 생활 박물관
(Immersive Motag
Living Museum)
• 보라카이 습지 투어
• 기념품 쇼핑

클락
팔라완
세부
Visit for more fun!

https://philippines.travel/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여행 관련 최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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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