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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관광지인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학원

세련되고 쾌적한 리조트식 학원

캠퍼스간 Transfer 가 가능한 학원

Dreams come true
IN CG ACADEMY
외국어를 정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CG어학원으로 오셔서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CG는 수준 높은 수업과 우수한 환경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을 소중한 가족같이 아끼고 보살펴 드립니다. 

CG는 단지 연수환경만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의 영어 실력 및 문화체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한다면 보다 빠른 결과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교육과정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한 입문반, 익숙해지기 시작한 외국어를 한 단계 향상시켜 주는 초급반,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급반, 듣기 / 쓰기 / 동시통역까지 가능한 상급반의 

네 단계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단계는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CG Academy Sparta Campus CG Academy Banilad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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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b u  G l o b a l i z a t i o n  A c a d e m y

CG ACADEMYCG ACADEMY  5가지 장점5가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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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어학원의 체계적 학습시스템

2004년 오픈 이래 영어를 제2언어로 활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CG는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에 힘을 써왔습니다. 

CG 어학원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문에 있어 최고급 강사진들이 근무할 

뿐만 아니라, 신규 선생님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 다듬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최고의 트레이닝 과정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4명이 넘지 않는 소그룹 수업

필리핀 특유의 맨투맨 수업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그룹 수업을

1:4 소규모로 진행하여 쉽고 편안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뷔페식 식단

국적에 상관없이 맛과 건강을 생각한 뷔페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스페셜 데이 메뉴를 편성해서 식사의 즐거움을 더 했습니다.

월요일~목요일까지 한끼는 거의 20여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과일, 

음료등 아일랜드 바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 비율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영어라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적 비율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학생 개성에 맞춘 다양한 코스

CG어학원은 빠른 영어실력 상향을 위한 스파르타식 커리큘럼부터 

영어시험 대비반 커리큘럼까지 보유한 스파르타 캠퍼스와, 편리한 입지를 

자랑하는 바닐라드 캠퍼스는 세미 스파르타식 수업과 일반 ESL, 가족연수 등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학생들 본인의 목표와 생활에 맞춘 코스 

선택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인 영어 공부가 가능합니다.

세부 최강 스파르타식 Sparta Campus!

세부 시내 중심에 위치한 Banilad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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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 Campus
세련되고 쾌적한 리조트형 학원

세부 최강 스파르타식 학원

CG 스파르타 캠퍼스는

하루 12시간의 세부 최강

스파르타식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구속이 잘 어우러진 CG 어학원은 

영어실력과 문화체험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실 수 있도록 

학생 한분 한분 성심 성의껏 

관리하고 있습니다.

06

하루 12시간 강도 높은
스파르타식 수업

- 월요일~목요일(금요일은 오후 5시까지 수업), 

   아침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경력 많은 선생님

   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수업제공

- 주중 외출금지, 공부에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으로 집중 관리

연수생활의 모든 편의 제공

- 책상, 책장, 옷장, 침대, 에어컨,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방에서 무선으로 인터넷 무료 사용

- 학원 내 수영장, 농구장, 탁구장, 조깅트랙, 매점, 

   독서실, 컨퍼런스 룸, 학원 전구역 Wi-Fi Zone 등 

   편의시설 제공

01

EOP (English Only Policy) 시행

- 영어 실력 향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원 내

   에서 모든 대화를 영어로만 해야 하는 EOP를 시행

- 시행시간 : 정규 수업시간 중

   (오전8시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 예외시간 : 점심 시간 및 정규 수업 외 시간

- 예외지역 : 기숙사 내, Office

02

03

ACADEMY

2인실

그룹수업학원전경

1인실

4인실

농구장 매점

식당

3인실

CG Academy Sparta Campus



BANILAD Campus
교육환경이 완벽히 조화된 세미스파르타식 학원

세부 시내 중심에 위치한 학원

CG 바닐라드 캠퍼스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학업, 휴양, 문화체험을 동시에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학원입니다.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육 시스템

- Banilad Campus 는 다양한 학생의 요구사항에 

   맞춰진 커리큘럼이 준비 되있습니다.

- 기존 General 코스보다 좀 더 영어 공부를 집중 

   있게 하고 싶은 학생을 위한 Semi-Sparta Course

   도 준비 되있습니다.

- 초, 중, 고 생을 위한 가족연수 또한 편안한 보호자

   와 함께 안전한 연수가 가능합니다.

01

최대 4명이 넘지 않는
소그룹 수업 제공

-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룹 수업이 아니라 보다 

   쉽고 편안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1:4수업 

   제공 (정규시간 내 모든 그룹 수업)

-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세부 최고의 편의성을
갖춘 입지 조건

세부에서 가장 중심가로 알려진 바닐라드에 위치

해 있어 주변으로 최대 번화가인 IT Park까지 

5~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각국 식당(한식, 일식, 이탈

리아식 등), 마사지샵 및 최고급 스파, 각국 마트(한

국, 일본), 은행 등이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학원 주변에 택시 및 그랩(Grab)이 많고, 지리적으

로 세부 중심에 있어 어느 지역이든 쉽고, 빠르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03

0908

헬스장식당

맨투맨 수업그룹 수업

썬베드

카페

오피스

2인실1인실

3인실 4인실

ACADEMY

컨퍼런스룸

CG Academy Banilad Campus



바닐라드 프로그램
SPARTA Campus Program BANILAD Campu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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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단계의 레벨 총 8단계의 레벨

CG Academy 스파르타 프로그램 안내 CG Academy 바닐라드 프로그램 안내

하루 시간표 하루 시간표

1 Level Elementary

2 Level Low Beginner

3 Level Mid Beginner

4 Level High Beginner

5 Level Low Intermediate

6 Level Mid Intermediate

7 Level High Intermediate

8 Level Advance

1 Level Elementary

2 Level Low Beginner

3 Level Mid Beginner

4 Level High Beginner

5 Level Low Intermediate

6 Level Mid Intermediate

7 Level High Intermediate

8 Level Advance

시간 수업 프로그램

07:00 ~ 08:00 아침 식사 (※ 주말 및 공휴일은 8:00 ~ 9:00)

08:00 ~ 08:45 1교시

1:1수업 또는 그룹수업
또는 공강 (EOP 적용)

08:55 ~ 09:40 2교시

09:50 ~ 10:35 3교시

10:45 ~ 11:30 4교시

11:40 ~ 12:25 5교시 (점심 식사 가능)

12:25 ~ 13:25 점심 식사

13:25 ~ 14:10 6교시

1:1수업 또는 그룹수업
또는 공강 (EOP 적용)

14:20 ~ 15:05 7교시

15:15 ~ 16:00 8교시

16:10 ~ 16:55 9교시

17:05 ~ 17:50 Evening Class

17:50 ~ 19:00 저녁 식사

19:00 ~ 20:00 Vocabulary Test & Essay (지정석)

20:10 ~ 22:00 자율 학습

※ 평일 외출 불가, 금요일 9교시 이후 외출 가능

시간 수업 프로그램

07:00 ~ 08:00
아침 식사 (※ 주말 및 공휴일은 08:00 ~ 09:00)

주중(Vocabulary Test)

08:00 ~ 08:45 1교시

1:1 수업 또는 그룹 수업
또는 공강

08:50 ~ 09:35 2교시

09:40 ~ 10:25 3교시

10:30 ~ 11:15 4교시

11:20 ~ 12:05 5교시 (점심 식사 가능)

12:05 ~ 13:05 점심 식사

13:05 ~ 13:50 6교시

1:1 수업 또는 그룹 수업
또는 공강

13:55 ~ 14:40 7교시

14:45 ~ 15:30 8교시

15:35 ~ 16:20 9교시

16:25 ~ 17:00 Optional Class 1 – Essay

17:05 ~ 17:50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저녁 식사 가능)

17:50 ~ 19:00 저녁 식사

19:00 자유 시간

Sparta Course

•1:1수업 (4교시) + 1:4수업 (4교시)

•Evening Class (1교시 : 문법, TOEIC Listening, IELTS) 또는 Self Study

•Vocabulary Test & Essay (1시간) + 자율학습 (2시간)

Light ESL Course

•1:1수업 (4교시)

•Optional Class 1 – Essay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General ESL Course

•1:1수업 (4교시) + 1:4수업 (2교시)

•Optional Class 1 – Essay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Semi-Sparta Course

•1:1 수업 (4교시) + 1:4 수업 (4교시)

•단어 테스트 (의무) - 테스트 불합격시 외출불가 

•Optional Class 1 - Essay (의무)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의무 수업 아님)

※ 정규시간 외출불가, Essay수업 후 외출가능

Premier Sparta Course

•1:1수업 (5교시) + 1:4수업 (3교시)

•Evening Class (1교시 : 문법, TOEIC Listening, IELTS) 또는 Self Study

•Vocabulary Test & Essay (1시간) + 자율학습 (2시간)

Intensive ESL Course

•1:1수업 (5교시) + 1:4수업 (1교시)

•Optional Class 1 – Essay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TOEIC Sparta Course

•1:1 수업 (TOEIC 2교시 + ESL 2교시) 1:4 수업 (TOEIC 2교시 + ESL 2교시)

   * 1:4 그룹수업 선택과목 중 토익수업 2교시가 포함됨(수업정원에 따라 대기할수도 있음)

•Evening Class (1교시 : 문법, TOEIC Listening, IELTS) 또는 Self Study

•Vocabulary Test & Essay (1시간) + 자율학습 (2시간)

모의 테스트 2주에 1번 실행

Power ESL Course

•1:1수업 (6교시)

•Optional Class 1 – Essay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TOEIC Premier Sparta Course

•1:1 수업 (TOEIC 3교시 + ESL 2교시) 1:4 수업 (TOEIC 2교시 + ESL 1교시)

   * 1:4 그룹수업 선택과목 중 토익수업 2교시가 포함됨(수업정원에 따라 대기할수도 있음)

•Evening Class (1교시 : 문법, TOEIC Listening, IELTS) 또는 Self Study

•Vocabulary Test & Essay (1시간) + 자율학습 (2시간)

모의 테스트 2주에 1번 실행

IELTS Basic Course

•1:1 수업 (IELTS 2교시 + ESL 2교시) 1:4 수업 (IELTS 2교시 + ESL 2교시)

•단어테스트 (의무) - 테스트 불합격시 외출불가 

•Optional Class 1 - Essay (의무)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의무수업아님)

※ 정규시간 외출불가, Essay수업 후 외출가능

Business English Course

•1:1 수업 (Business 2교시, ESL 2교시) + 

    1:4 수업 (Native 2교시, ESL 2교시)

•Evening Class (1교시 : 문법, TOEIC Listening, IELTS) 또는 Self Study

•Vocabulary Test & Essay (1시간) + 자율학습 (2시간)

연수기간 : 4주(다른 코스와 병행 가능)

TOEIC Guarantee Course

1. 개강일 : 매월 개강일 지정(홈페이지 참조)

2. 연수기간 : 12주(10주 수업 + 2주 시험 결과 대기) 

3. 보장 점수별 등록 조건

 - TOEIC 600 Course : Entrance 토익 400점 이상

 - TOEIC 700 Course : Entrance 토익 540점 이상

 - TOEIC 800 Course : Entrance 토익 680점 이상

 - TOEIC 900 Course : Entrance 토익 800점 이상

※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도착 첫날 CG 자체 모의시험으로 평가

•1:1 수업 (4교시 - Reading(2교시), Listening, Vocabulary)

   그룹 수업 (4교시 - Listening & TOEIC Preparatory Exam)

•Evening Class (1교시 - TOEIC)

•TOEIC Vocabulary(1교시) + 자율학습 (2교시, 의무)

매주 1회 모의 테스트 실행

Business English Course 연수기간 : 4주(다른 코스와 병행 가능)

•1:1 수업 (Business 2교시, ESL 2교시) +

    1:4 수업 (Native 2교시, ESL 2교시)

•Optional Class - 1 Essay

•Optional Class - 2 Gramma,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Family Guardian ESL Course

•1:1수업 (4교시)

 * 최대 2시간 주니어에게 양도 가능

Family Junior ESL Course

•1:1 수업 (4교시) + 1:4 수업 (2교시)

스파르타 프로그램

ACADEMY ACADEMY

IELTS Basic Course

•1:1 수업 (IELTS 2교시 + ESL 2교시) 1:4 수업 (IELTS 2교시 + ESL 2교시)

• Evening Class (1교시 - IELTS) 또는 Self Study

• Vocabulary Test & Essay (1시간) + 자율학습 (2시간)

모의 테스트 2주에 1번 실행

IELTS Guarantee Course

1. 개강일 : 매월 개강일 지정(홈페이지 참조)

2. 연수기간 : 12주(10주 수업 + 2주 시험 결과 대기)

3. 보장 점수별 등록 조건

- IELTS 5.5 Course : Entrance IELTS Test 3.5 이상 또는 TOEIC 500 이상

- IELTS 6.0 Course : Entrance IELTS Test 5.0 이상 또는 TOEIC 700 이상

- IELTS 6.5 Course : Entrance IELTS Test 6.0 이상 또는 TOEIC 810 이상

※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도착 첫날 CG 자체 모의시험으로 평가

•1:1 수업 (4교시 - Speaking, Writing, Reading, Grammar) +

   소그룹 수업 (4교시 - Listening, IELTS Preparatory Exam)

•Evening Class (1교시 - IELTS)

•IELTS Vocabulary (1시간) + 의무자율학습 (2시간)

매주 1회 모의 테스트 실행

IELTS Intensive Course

1. 개강일 : 매주 월요일 개강

2. 연수기간 : 4주~12주

3. 점수별 등록 조건

- IELTS 5.0~5.5 Course : Entrance IELTS Test 3.5 이상 또는 TOEIC 500 이상

- IELTS 6.0~6.5 Course : Entrance IELTS Test 5.0 이상 또는 TOEIC 700 이상

※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도착 첫날 CG 자체 모의시험으로 평가

•1:1 수업 (4교시 - Speaking, Writing, Reading, Grammar) +

    소그룹 수업(4교시 - 2교시 IELTS Listening, 2교시 IELTS Speaking)

• Evening Class (1교시 - IELTS)

•IELTS Vocabulary (1시간) + 자율학습 (2시간)

매주 1회 모의 테스트 실행

모의테스트 2주에 1번 실행

TOEIC Course

•1:1 수업 4교시 (2교시 TOEIC, 2교시 ESL)

•1:4수업 4교시 (2교시 - TOEIC, 2교시 – ESL 그룹 수업)

•단어테스트(의무) - 테스트 불합격시 외출불가

•Optional Class 1 – Essay (의무 수업)

•Optional Class 2 –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Listening 
                                  (의무수업아님)

※ 정규시간 외출불가, Essay 수업 후 외출가능

※ 매 2주마다 모의토익 시험응시

모의테스트 2주에 1번 실행



Global Business English 실제 Business English에 관한 수업뿐 아니라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보다 실용적인 미국식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 쓰여지는 

유용한 표현들을 익힐 수 있다.

Daily Expressions & 
Survival English

실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체험을 통해 그 해결 방식을 

스스로 익혀가게끔 도와주는 수업이다.

CNN
CNN 뉴스를 통해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와 정확한 뉴스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반복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Media 영화, 드라마 등을 보고 실제 상황별 다양한 종류의 유용한 표현 등을 배우는 수업이다.

Debate & Argumentation
매일 새로운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전개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사고력 신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유용한 수업이다.

Forms Of Listening
반복적이고 효과적인 Listening 연습을 통하여 문장의 구조 패턴을 익힘으로써 

정보의 핵심을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Public Speaking & 
Speech Communication

말하기의 능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청중의 마음에 다가가 열의를 불러 일으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스피킹의 요소들을 기르는 수업이다.

Creative Writing
올바른 문법 활용을 기본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업이다.

Oral Conversation & 
Listening

교과서적인 표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고 다양하게 적용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용한 방법 들을 배우고 익히는 수업이다.

Supplementary English
간략한 문장에 숙어나 접속사 등을 능숙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용한 표현법, 

적절한 동사의 사용 등을 배우는 수업이다.

Fundamental Guide 
To Effective Writing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좀 더 쉽게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쓰기 실력 또한 향상을 시켜주는 수업이다.

Intensive Approach 
To The New TOEIC Listening

TOEIC 시험 중 LC부분에서의 성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반 Listening 훈련 또한 할 수 있는 수업이다.

Tactics For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을 준비하며 성적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함께 학생의 영어 실력 수준에 

맞추어 말하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수업이다.

Intensive IELTS 
Preparation Course

IELTS 시험을 대비한 집중적인 준비과정을 다루고 있는 수업으로 

시험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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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유의
사항

어학원
규정

01. 출국 2주전 환불 요청 시

02. 출국 2주전부터 출발일 전 취소 시

03.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25% 이내 환불 요청 시

04.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25%~50% 이내 환불요청 시

05.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50% 이후 환불 요청 시

입학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입금액의 80% 환불

수업한 주를 제외한 50% 환불

수업한 주를 제외한 20% 환불

환불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5:00 부터 외출 가능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밤 (다음날 수업이 없는 경
   우) ⇒ 24:00 (밤 12시)
- 월요일~목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마지막 날(다음날 수
   업이 있는 경우) ⇒ 22:00 (밤 10시)
- 주말 외박은 여행에 한해 허용, 단 여행계획서를 미리 제출
   해야 하며, 다음주 월요일 숙박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세부 시티, 만다웨 시티, 탈리사이 시티, 막탄섬 내에서의 
   숙박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막탄섬의 경우 어학원에서 지정한 숙소만 허용)

     *  음주 행위 및 음주 반입 시도행위

     *  이성간 방 출입

     *  기타 관리자의 지시에 불이행 시
9. 벌점은 누적 계산되며, 해당 점수에 따라 주말 외출이 
   금지됩니다.
10. 천재지변, 분쟁, 재난, 재해, 펜데믹, 질병, 전염병, 전쟁, 내
란, 테러, 정부 및 공공단체의 공식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
건이 발생하여 학원이 이에 조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은 환불 없이 수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이 종료
되고 학원운영이 재개될 경우, 남은 연수기간의 수업은 다시 
제공해드립니다.
11. 모든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학원, 기숙사 외에 개인적인 외출, 여행으로 발생되
   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연수 기간 중 일어나는 분실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
   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유학생 보험 또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오셔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후의 피해에 대해서 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교관련 규정

어학원 규정에 의거 퇴교 조치 시에는 일체의 환불 없이 즉시 퇴실

하셔야 하며, 유학원 및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1. 교육단계와 담당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변경 

   불가 (매주 수,목요일 수업 변경 신청, 적용 시점은 월요일)

2. 지각, 조퇴, 결석의 경우 벌점 부과

3. 필리핀 국경일 및 지정 휴일에는 수업이 없음

4. CG 어학원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사전 통보 후 변경

    할 수 있음

5. 비누, 치약, 샴푸, 휴지 등 개인 소모품은 본인 부담

6. 관리자에게 별도로 보관신청을 하지 않은 개인물품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학원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7. 공용전기세와 별도로 각 방에 있는 에어컨의 계량기에 

    따라 전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계량기 임의 조작시 벌

    점 및 벌금 부과)

8. 아래의 행위 등을 했을 시 벌점 부과

     *  정규 Level Test 불참

     *  통금시간 위반

<스파르타 캠퍼스>

-  평일에는 외출불가 (금요일 16:50 이후 외출 가능)
-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밤 자정 (12시)
- 일요일 또는 공휴일 마지막날 (다음날이 수업일인 경우) 
   22시 00분
- 주말 외박은 여행에 한해 허용 (단 여행계획서를 미리 제
   출해야 하며, 다음주 월요일 숙박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함)
- 세부 시티, 만다웨 시티, 탈리사이 시티, 막탄섬 내에서의 
   숙박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막탄섬의 경우 어학원에서 지정한 숙소만 허용)

<바닐라드 캠퍼스>

- 주중:오전8시부터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는 자유롭게 
   외출 가능(단, Semi-Sparta 코스와 IELTS Basic 코스 학생   
   은 17시 이후 외출 가능)

CG어학원 등록규정과
환불규정을 확인하셨나요?

CG어학원 등록규정과 환불규정을 출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학생의 등록규정 미확인에 따른 피해

에 대해 CG어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irrus 또는 PLUS 마크가 찍힌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 받으세요.

세면도구 기초 소모품(휴지)등은 세부에서 구입하세요. 더 저렴합니다. 전자사전은 요즘은 거의 필수이며, 

수건과 속옷, 의류 등은 충분히 준비하시되 반팔로 준비하시고, 긴 바지나 긴 팔 가디건도 가벼운 것으로 

하나쯤은 준비하세요. 감기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에어컨을 24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상처치료제와 대일밴드, 비타민C 등은 반드시 챙기시고, 알러지 여부와 평소 건강상태에 따라 약을 준비하세요.

국제직불카드는
발급 받으셨나요?

연수준비물 챙기기

1:4 그룹수업 선택과목 CG Academy 등록규정
Cebu Globalization Academy Cebu Globalization Academy

Native Speaker

Native Speaker

ACADEMY ACADEMY

* 4주 미만은 연수 시작 후 환불 요청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 학비 + 기숙사비 + 장기할인 포함)

※ Business English Course 는 4주만 진행합니다.      ※ IELTS Guarantee Course 는 기본 12주 코스입니다.

현지 추가 비용

1. SSP (Special Study Permit) 비용 : 6,800페소

2. 비자 연장비

    - 1차 연장비 : 4,130페소

    - 2차 연장비 : 5,300페소 + I Card : 3,500페소

    - 3차 연장비 : 3,430페소

    - 4차 연장비 : 3,430페소

    - 5차 연장비 : 3,430페소

3. 종합관리비 : 2,200페소 / 4주 (공동 전기세, 수도 요금 및 관리비)

    * 기숙사 방 내 에어콘 사용 비용은 별도

4. 보증금 : 1,000페소 / 4주

5. 픽업비 : 1,200페소

6. 교재비 : 권당 250~45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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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Sparta Campus Price CG Banilad Campus Price
ACADEMY ACADEMY

인실 기간

ESL Course TOEIC Course IELTS Course Business

Sparta Premier
Sparta TOEIC TOEIC 

Premier
TOEIC

Guarantee Basic Guarantee Intensive Business
English

4인실

4주 ₩1,700,000 ₩1,750,000 ₩1,750,000 ₩1,800,000 ₩1,750,000 - ₩1,850,000 ₩1,750,000

8주 ₩3,300,000 ₩3,400,000 ₩3,400,000 ₩3,500,000 ₩3,400,000 - ₩3,600,000 -

12주 ₩4,850,000 ₩5,000,000 ₩5,000,000 ₩5,150,000 ₩5,450,000 ₩5,000,000 ₩5,600,000 ₩5,300,000 -

16주 ₩6,400,000 ₩6,600,000 ₩6,600,000 ₩6,800,000 ₩6,600,000 - ₩7,000,000 -

20주 ₩7,950,000 ₩8,200,000 ₩8,200,000 ₩8,450,000 ₩8,200,000 - ₩8,700,000 -

24주 ₩9,500,000 ₩9,800,000 ₩9,800,000 ₩10,100,000 ₩9,800,000 - ₩10,400,000 -

3인실

4주 ₩1,750,000 ₩1,800,000 ₩1,800,000 ₩1,850,000 ₩1,800,000 - ₩1,900,000 ₩1,800,000

8주 ₩3,400,000 ₩3,500,000 ₩3,500,000 ₩3,600,000 ₩3,500,000 - ₩3,700,000 -

12주 ₩5,000,000 ₩5,150,000 ₩5,150,000 ₩5,300,000 ₩5,600,000 ₩5,150,000 ₩5,750,000 ₩5,450,000 -

16주 ₩6,600,000 ₩6,800,000 ₩6,800,000 ₩7,000,000 ₩6,800,000 - ₩7,200,000 -

20주 ₩8,200,000 ₩8,450,000 ₩8,450,000 ₩8,700,000 ₩8,450,000 - ₩8,950,000 -

24주 ₩9,800,000 ₩10,100,000 ₩10,100,000 ₩10,400,000 ₩10,100,000 - ₩10,700,000 -

2인실

4주 ₩1,850,000 ₩1,900,000 ₩1,900,000 ₩1,950,000 ₩1,900,000 - ₩2,000,000 ₩1,900,000

8주 ₩3,600,000 ₩3,700,000 ₩3,700,000 ₩3,800,000 ₩3,700,000 - ₩3,900,000 -

12주 ₩5,300,000 ₩5,450,000 ₩5,450,000 ₩5,600,000 ₩5,900,000 ₩5,450,000 ₩6,050,000 ₩5,750,000 -

16주 ₩7,000,000 ₩7,200,000 ₩7,200,000 ₩7,400,000 ₩7,200,000 - ₩7,600,000 -

20주 ₩8,700,000 ₩8,950,000 ₩8,950,000 ₩9,200,000 ₩8,950,000 - ₩9,450,000 -

24주 ₩10,400,000 ₩10,700,000 ₩10,700,000 ₩11,000,000 ₩10,700,000 - ₩11,300,000 -

1인실

4주 ₩2,000,000 ₩2,050,000 ₩2,050,000 ₩2,100,000 ₩2,050,000 - ₩2,150,000 ₩2,050,000

8주 ₩3,900,000 ₩4,000,000 ₩4,000,000 ₩4,100,000 ₩4,000,000 - ₩4,200,000 -

12주 ₩5,750,000 ₩5,900,000 ₩5,900,000 ₩6,050,000 ₩6,350,000 ₩5,900,000 ₩6,500,000 ₩6,200,000 -

16주 ₩7,600,000 ₩7,800,000 ₩7,800,000 ₩8,000,000 ₩7,800,000 - ₩8,200,000 -

20주 ₩9,450,000 ₩9,700,000 ₩9,700,000 ₩9,950,000 ₩9,700,000 - ₩10,200,000 -

24주 ₩11,300,000 ₩11,600,000 ₩11,600,000 ₩11,900,000 ₩11,600,000 - ₩12,200,000 -

등록금 10만원 (환불불가)

수업료
(4주)

Sparta 90만원 Premier Sparta 95만원

TOEIC 95만원 TOEIC Premier 100만원 

TOEIC Guarantee 110만원 IELTS Basic 95만원

IELTS Intensive 105만원 IELTS Guarantee 115만원

Business English 95만원

기숙사 1인실 100만원 2인실 85만원 3인실 75만원 4인실 70만원 

장기할인 12주 -5만원 16주 -10만원 20주 -15만원 24주 -20만원

인실 기간
ESL Course IELTS 

Course
TOEIC 
Course Business Family ESL Course

Semi-Sparta Light General Intensive Power IELTS Basic TOEIC Course Business Guardian Junior

4인실

4주 ₩1,700,000 ₩1,550,000 ₩1,600,000 ₩1,650,000 ₩1,700,000 ₩1,750,000 ₩1,750,000 ₩1,750,000 ₩1,600,000 ₩2,050,000

8주 ₩3,300,000 ₩3,0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3,400,000 ₩3,100,000 ₩4,000,000

12주 ₩4,850,000 ₩4,400,000 ₩4,550,000 ₩4,700,000 ₩4,850,000 ₩5,000,000 ₩5,000,000 ₩4,550,000 ₩5,900,000

16주 ₩6,400,000 ₩5,800,000 ₩6,000,000 ₩6,200,000 ₩6,400,000 ₩6,600,000 ₩6,600,000 ₩6,000,000 ₩7,800,000

20주 ₩7,950,000 ₩7,200,000 ₩7,450,000 ₩7,700,000 ₩7,950,000 ₩8,200,000 ₩8,200,000 ₩7,450,000 ₩9,700,000

24주 ₩9,500,000 ₩8,600,000 ₩8,900,000 ₩9,200,000 ₩9,500,000 ₩9,800,000 ₩9,800,000 ₩8,900,000 ₩11,600,000

3인실

4주 ₩1,750,000 ₩1,600,000 ₩1,650,000 ₩1,700,000 ₩1,75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650,000 ₩2,100,000

8주 ₩3,4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3,500,000 ₩3,200,000 ₩4,100,000

12주 ₩5,000,000 ₩4,550,000 ₩4,700,000 ₩4,850,000 ₩5,000,000 ₩5,150,000 ₩5,150,000 ₩4,700,000 ₩6,050,000

16주 ₩6,600,000 ₩6,000,000 ₩6,200,000 ₩6,400,000 ₩6,600,000 ₩6,800,000 ₩6,800,000 ₩6,200,000 ₩8,000,000

20주 ₩8,200,000 ₩7,450,000 ₩7,700,000 ₩7,950,000 ₩8,200,000 ₩8,450,000 ₩8,450,000 ₩7,700,000 ₩9,950,000

24주 ₩9,800,000 ₩8,900,000 ₩9,200,000 ₩9,500,000 ₩9,800,000 ₩10,100,000 ₩10,100,000 ₩9,200,000 ₩11,900,000

2인실

4주 ₩1,850,000 ₩1,700,000 ₩1,750,000 ₩1,800,000 ₩1,85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750,000 ₩2,200,000

8주 ₩3,6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3,600,000 ₩3,700,000 ₩3,700,000 ₩3,400,000 ₩4,300,000

12주 ₩5,300,000 ₩4,850,000 ₩5,000,000 ₩5,150,000 ₩5,300,000 ₩5,450,000 ₩5,450,000 ₩5,000,000 ₩6,350,000

16주 ₩7,000,000 ₩6,400,000 ₩6,600,000 ₩6,800,000 ₩7,000,000 ₩7,200,000 ₩7,200,000 ₩6,600,000 ₩8,400,000

20주 ₩8,700,000 ₩7,950,000 ₩8,200,000 ₩8,450,000 ₩8,700,000 ₩8,950,000 ₩8,950,000 ₩8,200,000 ₩10,450,000

24주 ₩10,400,000 ₩9,500,000 ₩9,800,000 ₩10,100,000 ₩10,400,000 ₩10,700,000 ₩10,700,000 ₩9,800,000 ₩12,500,000

1인실

4주 ₩2,100,000 ₩1,950,000 ₩2,000,000 ₩2,050,000 ₩2,100,000 ₩2,150,000 ₩2,150,000 ₩2,150,000 -

8주 ₩4,100,000 ₩3,800,000 ₩3,900,000 ₩4,000,000 ₩4,100,000 ₩4,200,000 ₩4,200,000 -

12주 ₩6,050,000 ₩5,600,000 ₩5,750,000 ₩5,900,000 ₩6,050,000 ₩6,200,000 ₩6,200,000 -

16주 ₩8,000,000 ₩7,400,000 ₩7,600,000 ₩7,800,000 ₩8,000,000 ₩8,200,000 ₩8,200,000 -

20주 ₩9,950,000 ₩9,200,000 ₩9,450,000 ₩9,700,000 ₩9,950,000 ₩10,200,000 ₩10,200,000 -

24주 ₩11,900,000 ₩11,000,000 ₩11,300,000 ₩11,600,000 ₩11,900,000 ₩12,200,000 ₩12,200,000 -

등록금 10만원 (환불불가)

수업료
(4주)

Semi-Sparta 90만원 IELTS Basic 95만원

Light 75만원 TOEIC COURSE 95만원

General 80만원 Business 95만원

Intensive 85만원 Family(Guardian) 80만원

Power 90만원 Family(Junior) 125만원

기숙사 1인실 110만원 2인실 85만원 3인실 75만원 4인실 70만원

장기할인 12주 -5만원,    16주 -10만원,    20주 -15만원,    24주 -20만원

(등록금 + 학비 + 기숙사비 + 장기할인 포함)



이      름      주한기(Neo)

국      적      한국(Republic of Korea)

연수기간      2017.01.09~03.05(8주)

이름 

Liang Han Yun(Harvey)

국적 

대만(Taiwan)

연수기간 

2016.9.18~10.23(5주)

이름 

Quoc Hung Nguyen(David)

국적 

베트남(Vietnam)

연수기간 

2017.07.15~12.30, 24주(재학중)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 필리핀에 영어공부를 하러 온 대학생 주

한기 입니다. 제가 CG어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호주 가기 전 영어공부를 최대한 하고 

싶어서 수업이 많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많으면 관리도 힘들 것이라 생

각했지만, 생각하던 것과 달리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

고 주말에는 근처에 위치한 여행지로 여행을 가면서 평일에 공부로 인해 쌓인 스트레

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매일 단어시험을 보고, 에세이 노트를 적어 힘들지만, EOP라

는 시스템으로 하루 종일 영어를 듣고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귀도 트이고 점점 발전하

는 실력에 재미가 붙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도 엄청 재미있게 대해주시고 편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시간에 항상 의자에 양반다리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ㅎㅎ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는 아무 말 없이 편하게 수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기본적으

로 지킬 것들만 다 지키면 아무 제약도 없이 마음 편히 공부 할 수 있는 학원이었습니

다. 여럿이 지내는 불편함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친구와 같이 와서 연수를 하거나 아니

면 1인실을 계시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분들도 권위적으로 행동하

는 것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고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단체생활이지만 억울

하거나 손해 봤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Hello, I’m Harvey. I studied in CG and it was so effective.

I chose CG because it is located far from city, so that I can focus on

studying.

The main purpose that I study English is to improve my speaking

skill for daily life and also for business.

I’m totally satisfied of this effect that I get during 5 weeks.

I recommend you have chance to go to island hopping tour that

CG provides, and enjoy the beautiful life in Cebu.

I have some feedbacks about my life in CG school.

Since I came here in July, I consider that I have improved my English 

skills. And I could get higher IELTS score than before. In addition,

I have had many friends as well as teachers and they have helped me 

to communicate by English without being shy.

Now I don’t feel any difficulty when I speak in English.

The last thing, CG is the best school I have studied. CG provides high 

quality curriculum. If I just follow that, I can improve my English skills. 

I think you should keep it up. wish you the best.

I had a nice time in CG for 1 month. CG has strict rule that pushes me 

to study.

I think that I can’t have the chance to put myself in this strict 

environment again.

You may think “Isn’t it too strict?”,

There are humorous teachers, a lot of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cheering each other, and having some time to play made me not to 

think that it’s hard to endure.

I can study English practically, different from the one that I can

learn in Japan. So, I could get TOEIC score surprisingly higher than 

before. If you’re hesitating, I recommend you to study in CG!

이름 
Nishijima Taro(William)

국적 
일본(Japan)

연수기간 
2017.07.01~07.29(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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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TOURISMACTIVITYACTIVITY
CG어학원에 등록하시면 세계적 관광지인 세부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휴양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CG어학원에 등록하시면 세계적 관광지인 세부의 다양한 액티비티

(아일랜드 호핑, 스킨스쿠버 다이빙, 고급 리조트 투어 등)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홀섬

카와산폭포

아얄라몰

샹그릴라 리조트 & 스파

플랜테이션베이 리조트

탑스힐

1918



CG 스파르타  1951-A-1 Uldog Cansojong, Talisay City, Cebu, Philippines 

                         TEL (CEBU) +63-32-462-5013

CG 바닐라드  Base Camp, Maria Luisa Road, Banilad, Cebu City, Philippines 

                         TEL (CEBU) +63-32-234-3267

한국 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4 강남뉴스텔 205호 

                         TEL 02-532-0302
                         E-MAIL cg@cebucg.com
                         www.cebucg.com

ACADEMY

세부 어학원 협회 회원 필리핀 교육부 TESDA 필리핀 SEC 인증 필리핀 이민국 SSP 인증

CG ACADEMY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