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보라카이 픽업바우쳐를 톡에 전송해드립니다 / 꼭 한번 읽어주세요
■ 도착일시간 : 신경안쓰셔도 됩니다.오실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 출발일 : 날짜/시간/장소 꼭 확인해주십시요 (PICK UP DATE & PICK UP TIME & PICK UP HOTEL)
## 바우쳐에 기록된 보라카이 출발일은 미팅날짜로 표시됩니다.항공권 출발날짜와 다를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 비행기출발은 실질적으로 11/08 Z2036이나 바우쳐에는 당사 미팅날짜인 11/07일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 칼리보공항에서 나눠주는 배표/환경세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분실시 재구입해야함)
■ 항구에서 포터맨들에게 팁은 짐1개당 20~50페소가 의무적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원치않으시면 직접
짐을 들고타셔야 합니다 (이건 매너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공항 → 항구이동후 배에 짐 실어주고 내릴때 1회팁 / 보라카이항구에서 리조트로 이동후 리조트에 짐 내려주는 짐꾼에게 팁
올때는 반대로 총4회에 걸쳐 팁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직원이 배에서부터 호텔까지 모셔다 드린다면 1회 40~50페소 주세요)

■ 당부 (올때 미팅이 안될경우를 대비한) : 아래 SOS 사항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카이가 one-way로 바뀌고 도로공사로 자주 교통체증이 걸리고 있어서
미팅시간에 딱 맞게 오지 못하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약 너무 늦게온다 싶으면 호텔프런트에 부탁해서 픽업업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꼭 한번 중간에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 연합 : 다른분들과 함께 이동하며 연합의 차종이 버스/봉고/미니버스 어떤걸로 이동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또한 4~5군데의 회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원을 맞춰 이동하므로 다소 출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최대 대기시간이 30분이상 되지 않게 출발들 하고 있음을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단독 : 칼리보공항 ↔ 항구,항구 ↔ 리조트이동만 단독이며 보트는 단독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단독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대기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모시고 이동하고 있습니다,간혹 리조트 → 항구까지 이동시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분들과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는 차종을 업그레이드 해서 함께 모시고 가는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 트라이시클 → 멀티캡 or 밴으로 변경)

■ 만약 취소시에는 1인당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출발 5일전(영업일기준)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라카이에 계시는동안 돌아오는 날짜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꼭 출발전에 이상없는지 확인해주세요
(변경수수료 1인당 5,000원) 간혹 고객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 항공권날짜가 7/9일 PR488이면 7/8일날 미팅하게되므로 7/8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항공권에 있는
7/9일 날짜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항공권에 있는 날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미팅날짜를 현지출발편
에 맞추어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맞게 신청하신거죠?

■ 필리핀기사들의 친철도는 크게 기대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무례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친절한 대리기사나 택시기사와 같은 서비스는 절대 없습니다

칼리보공항에 도착후 ARRIVAL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BPHT 직원이 고객님 이름 or 투어카페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검정색 옷입고 있음) .항공편지연과 상관없이 계속 기다리오니 도착하시는데
로 미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칼리보 공항에서 → 까띠끌란항구까지는 대략 1시간30~40분정도 소요됩니다

※ 현지기상상황과 교통체증,기타 현지축제등으로 인
해 소요시간이 더 걸리 수는 있습니다

※ 가끔 비가와 옷이 젓거나,땀때문에 옷을 갈아입어 유니폼을 못 입
고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때에는 종이나 위처럼 당사 피켓을 들
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렇게 확인도 해주세요

당사에서 이용중인 BPHT 컴파니는 자가용차량 or 밴 or 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은 연합
으로 함께 동승하는 조건이나 단독팀은 다른팀과 동승하지 않고 단독차량으로 모십니다 (연합
은 인원에 따라 봉고/미니버스/대형버스가 될 수 있으며 출발전 차량종류는 정해지지 않습니
다.현지사정에 따라 그때 그때 차량형태가 정해집니다 )

Private car

Shared / Private van

까띠끌란항구에 도착후에는 보트로 대략 10~15
분 이동하여 보라카이섬내 선착장인 각반에 도착
합니다
배의 종류는 그때 그때 틀리며 다른분들과 함께 동승
하는 조건입니다(단독이라 해도 보트는 연합으로 다른
분들과 함께 탑승하게 됩니다,단독불가)
※ 이때 배에 짐을 날라주는 보트맨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짐1개
당 30~50페소의 팁을 주셔야 합니다(의무적임)

각반에 도착한후 리조트까지는 전기트라이시클(왼쪽)이나
멀티캡(아래),또는 밴(맨아래)으로 직원이 동승하여 리조트
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 전기트라이시클이지 구식 트라이시클 아닙니다

*2 -3 pax electronic trike (2~3인이면 전기트라이시클)
*4-7 multicab (4~7인이면 멀티캡)
*8-10 van (8~10인이면 밴탑승)
For emergency please, contact our hotline number: SUN: + 63 933 861 2748
WhatsApp / Globe: +63 917 135 7393

※중요사항 : 미팅시간은 다 되었는데 직원이 안보입니다
1) 보라카이 공항으로 이동하는날 보라카이 픽업직원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려고 하나 보라카이가 현재도로공
사/ONE-WAY등으로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여 시간에 늦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날씨가 좋지 않거나 파도가 높은 경우 배편이 원활하게 운항되지 않을 경우에도 픽업이 밀리는 경우가종종
있습니다.

3) 앞에 리조트손님이 5분 늦으면 뒤이은 리조트손님 픽업이 그 만큼 늦어져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연합)
## SOS 응대방법 : 바우쳐를 프런트에 보여주시고 please call BPHT staff 이라고 한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텔직원들이 연락을 하여 어디쯤 오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불안해하지 마세요)
## 제가 몇시 어디에서 만나서 출발하나요? (자주받는질문) 꼭 바우쳐에 날짜/시간/장소가 있으니 바우쳐에
기록된 장소에서 만나주셔야 합니다

☞ 이돈만큼은 꼭 남겨야한다 보라카이에서 돈을 다쓰고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안됩니다.
공항안에서 1인당 700페소(달러/페소만가능) 공항세를 사셔야하며 공항근처 식당등에서 혹 저녁을
드신다면 그 정도의 금액정도는 꼭 남겨두어야 하니 보라카이에서 돈을 왕창 다 쓰지는 마세요
☞ 칼리보공항안이 워낙 협소하다보니 쉬는공간이 많지 않고 불편하여 공항밖에 있는 라운지를 많이
예약 하고 계십니다.필요하신분들은 라운지 예약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라카이라운지예약하러가기 http://www.boracay.co.kr/include/airportlounge.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