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ACADEMY
‣ Homepage: www.cebucg.com

‣ E-mail : cg@cebucg.com

- CG ACADEMY 출국 전 안내 자료 1. 어학원 기본 정보
【Sparta Campus】
 주소: 1951-A-1, Uldog, Cansojong, Talisay City, Cebu, Philippines [6045]
 사무실 전화: +63-32-462-5013 (필리핀 현지 전화)
 인터넷 전화: +82-70-7570-1035 (한국 인터넷 전화)

【Banilad Campus】
 주소: Base Camp, Maria Luisa Road, Banilad, Cebu City, Cebu, Philippines [6000]
 사무실 전화: +63-32-234-3267 (필리핀 현지 전화)
 인터넷 전화: +82-70-4880-3337 (한국 인터넷 전화)

2. 어학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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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국 전 체크 사항
【여권 및 사전 준비서류】
- 출국 전 여권 만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6개월 이상의 잔여 개월 필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출국과 입국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 15세 미만의 자녀와 동반하여 필리핀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항공권 확인】
- 본인의 항공권이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같은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다를 경우 탑승거부가 될 수 있으며,
항공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 시 항공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으로 출국 시에는 반드시 리턴 하는 티켓(한국 혹은 필리핀이 아닌 제 3국 포함)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체류 비자】
- 필리핀의 경우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여 출국 전 비자 발급을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30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비자연장은 현지 도착 후 어학원에서 대행하며, 비자 만료기간 이후에 연장신청을 하신 경우, 기준 요금 외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CG 어학원 등록규정과 환불규정의 확인】
- CG어학원 등록규정과 환불규정을 출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학생의 등록규정 미확인에 따른 피해에 대해
CG어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환전 및 해외직불카드 준비】
- 어학연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개인비용(용돈 등)에 대해서는 미화(USD) 혹은 해외직불카드(VISA, Master,
PLUS CIRRUS 가 찍힌 카드)로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화(USD)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100달러짜리 지폐만을 준비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10달러, 5달러 등 작은
단위 미화(USD)는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 시 환율을 좀더 낮게 적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직불카드(혹은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필리핀 현지 각 은행 ATM기에서 페소(PHP)로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처음 발급 및 사용 시 은행 및 카드 종류에 따라 해외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발급 받으신 은행에 해외에서의 사용 및 현금인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준비물 챙기기】
- 세면도구 및 기초 소모품(휴지, 샴푸, 치약 등)은 세부 현지에서의 구입을 추천(저렴함)합니다. 수건과 속옷,
의류 등은 충분히 준비하시되 반팔로 준비하시고, 긴 바지나 긴 팔 상의도 가벼운 것으로 하나쯤은
준비하세요. 의료품은 현지에서도 구입 가능하나, 본인의 특이체질, 알러지 여부 등 개인의 성향에 따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학습 참고서 등의 준비】
- 수업을 위한 교재는 영어로 쓰여진 교재를 사용하며 현지 어학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필요에 따라 문법책이나 단어책 정도는 챙겨오셔도 무방합니다. 현지에서 수업 교재는 원본이 아닌
제본된 책을 사용합니다.
- 모바일 네트워크(와이파이)를 이용해야만 하는 사전(스마트폰)은 현지 인터넷 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전자사전 혹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사전(어플) 등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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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준비물 체크리스트(참고사항)
체크항목

여권
항공권

※ 본인의 필요 여부에 따라 참고용으로 보세요.

체크

준비물 내용
어학연수의 필수품,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사진이 있는 1 면은 복사해서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해 둔다.
출국, 귀국 날짜, 영문이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실에 대비해 복사본을 보관해
두거나 PDF 혹은 JPJ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 해 둔다.

원화/달러

원화는 귀국 시 교통비 등에 필요하며, 달러는 100 달러 지폐로 준비한다

국제직불카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는다

여행자보험

사고를 대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작은 가방

큰 가방과 분리해서 귀중품을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있으면 편리하다.
여권번호, 항공권 티켓번호, 신용카드번호, 현지주요기관이나 학원 사무실 등의 번호를

필기도구/수첩

메모해 둔다. 또한, 문구류는 필리핀의 경우 질이 나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 여유 있게
준비해간다.

카메라
세면도구

여행에 있어서 카메라는 필수품. 휴대폰 카메라도 좋다.
현지가 더 저렴하므로 현지에서 구입한다.
도착 직후 주말 사용을 위해 여행자 세면세트 소량을 별도로 준비

모자/선글라스

필리핀에서는 필수품

수영복

필리핀에서는 필수품

자외선 차단크림

필리핀에서는 필수품

편한 신발

학원 내에서는 보통 슬리퍼를 신으므로 편리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비치샌들

해변 여행시에 운동화보다 낫다.

휴대용 우산

비가 올 경우나, 필리핀 우기 때는 접이식 우산 휴대

화장품

필리핀에서는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구하기 어렵다.

빗/드라이어

사소한 것이지만 필요하므로 준비해간다.

면도기

현지에서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반팔 티/바지

편한 것으로 되도록 넉넉히 가져간다.

재킷/가디건

냉방차량, 비행기, 비올 때, 밤에는 기온 차가 생기므로 가벼운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속옷

넉넉히 준비한다.

수건

넉넉히 준비하며, 세탁 후 찾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준비한다

생리용품

현지에서도 구입가능하나, 특별한 브랜드 선호 시 준비해간다

비상약

평소에 복용하는 약,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상처치료제, 1 회용 밴드, 비타민 C 등

손톱깎이/귀이개

휴대용으로 작은 것을 가져가면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귀이개는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전자사전

필수이므로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

노트북

동영상 강의를 저장해서 가져가도 좋고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저장하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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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로 인한 필리핀 입국 준비서류
-

도착 시점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 필리핀을 출국하는 왕복항공권 (추후 연수기간에 따라 현지에서
출국일 변경이 가능한 오픈 티켓)

-

출발시간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RT-PCR 영문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내 안티젠 신속
항원 테스트 영문 음성확인서로 입국 가능.
(1회 혹은 2회 백신 시리즈 접종 후, 부스터샷 접종자는 PCR테스트 음성확인서 또는 안
티젠 신속 항원 테스트 음성확인서 불필요)

-

영문 여행자 보험증서

-

원헬스패스 등록 (출발 3일 내 등록): 공항에서부터 확인하고 있으니, 출국 전, 작성하여
QR코드를 스크린캡쳐와 프린트물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 대비 추가 준비물
-

연수기간 동안 사용할 개인 마스크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2 개 이상

6.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전까지의 유의사항
【공항 도착 및 체크인】
- [공항 도착] 안전하고 여유 있는 공항 출국 절차를 위하여는 통상 2시간 30분 ~ 3시간 전 도착하는 것이 적
당하며, 늦어도 출발시간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 [체크인 카운터 찾기] 예약하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찾아 가셔서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각 공항
출국장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국 안내판(현황판)을 보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항공권의 발권] 이메일로 받으신 E-Ticket을 출력하셔서 체크인 카운터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하물] 항공사 별로 위탁 수하물 및 기내 수하물의 무게, 수량 등 규정이 다르므로 발권하신 항공권의 수
하물 규정을 꼭 확인하며, 짐을 챙기실 때 기내 반입 가능 및 불가능 물품을 잘 분류하여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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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권 및 수하물표] 탑승 수속을 마치면 항공권과 위탁하신 수하물의 수하물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수하
물표와 탑승권은 필리핀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무사히 본인의 짐을 수령할 때까지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안검색, 출국심사 및 탑승】
- [보안 검색] 탑승권을 받으신 후에는 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사를 받습니다. 기내수하물이나 소지
품 등을 검색대에 올리시면 되며, 노트북 등 일부 전자기기는 별도로 꺼내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심사] 보안 검색이 끝나면, 본인의 짐을 잘 챙겨 출국 심사장으로 이동 합니다. 출국심사 직원에게 여
권 및 탑승권을 건네고 출국 도장을 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출국심사가 완료됩니다. 한편, 출국 수속은 자동
출입국심사 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탑승게이트 확인 및 면세점 이용] 출국검사(보안검사, 출국심사)소를 지나면 면세점이 나옵니다. 일부 탑승
게이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면세점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탑승게이트 위치도를 꼭 먼저 확인
하시고 여유있게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세점 쇼핑은 되도록 간단히 마치시고, 탑승 게이트에 늦어도 출
발 30분 전까지 가셔서 탑승을 대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면세 한도】
- 필리핀 입국 시에는 적당한 양의 의류와 보석 및 화장품 류, 400개피의 담배, 2통의 잎담배(시가), 주류 2병
등을 면세로 구입해 입국할 수 있으며, 면세금액의 한도는 1만페소 입니다. 1만페소는 약 미화 200달러 정도
로 그렇게 높지 않으니 지나친 쇼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외환규정은 미화(또는 그에 준하는 외환)는 1만불 이하 및 필리핀 5만페소 이하입니다.

【기내에서 입국관련 서류 작성】
- 기내에서는 해당 항공사 승무원이 나누어 드린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검역신고서(시기에 따라 검역신고가
없는 경우가 있음)등을 미리 작성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항공기 스케줄 변경, 지연 또는 비행기를 놓치는 등 비상상황 발생시】
- 항공기 스케줄의 변경 또는 출발이 지연되거나,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즉시, 본인의 유학원 담당자
또는 CG 어학원 서울 오피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항공스케줄과 관련한 변경 사항 발생 시 통보를 하지 않으신 경우 필리핀 현지 공항에서 픽업을
하거나 기숙사 체크인을 하는데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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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리핀 도착 및 픽업 안내
【세부막탄국제공항 간략도】

【공항 명칭 및 내용】
막탄세부국제공항(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MCIA)은 공항 부지 내 터미널이 2 개
존재하며, 그 명칭은 MCIA Terminal 1 과 MCIA Terminal 2 입니다.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 국내선 전용 터미널로 세부에 도착하기 전, 필리핀 내에 위치한 다른 공항(마닐라 공항 등)을 경유하여 세부
에 입국하신 경우 Terminal 1을 이용하게 됩니다.
- Terminal 1인 국내선 터미널을 이용하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 등은 거치지 않습니다.
- 입국심사 및 세관검사는 국제선을 통해 필리핀 내에 최초 도착한 공항에서 이루어집니다.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 필리핀 이외의 국가로부터 세부로 직접 입국하시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Terminal 2를 이용하게 됩니다.

- 국제선으로 Terminal 2 를 이용한 입국 시, 입국심사 및 세관 검사 등을 하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검역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국제선 이용 시 입국 흐름】

[STEP 1] 입국장 이동 및 검역심사(없는 경우도 있음)

[STEP 2] 입국심사

[STEP 3] 위탁수하물 인수

[STEP 4] 세관심사

[STEP 5] 픽업 담당자 확인

[STEP 6] 픽업 담당자와 학원으로 출발
7

【입국장 이동 및 검역심사 검역심사】
- 세부 공항에 착륙하면 기내에서 내리실 때에는 가지고 타신 휴대수하물 및 소지품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내리신 후 세부공항 입국장으로 이동합니다.
- 입국심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내로부터 내리신 이후 “Passport Control” 간판을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조).
-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검역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작성해 두신 검역신고서만 간단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신고 및 검역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역신고서 작성 예시】
1. 성 / 이름 / 중간이름
2. 성별 / 나이 / 국적
3. 항공편명 / 좌석번호 / 도착일자
4. 주소 (Henry Hotel 기입)
5. 호텔명 (Henry Hotel기입)
/주소 (적지 말고 비워둡시다)
6. 연락처(+국가번호 _______)/이메일 주소
7. 최근 4주 이내 방문국가 (있으면 적으세요)
8. 최근 병력 (체크 하지 말고 비워둡시다)
9. 병원, 농장 등 방문 이력 (전부 “No”에 체크합니다)
10.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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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 기내에 놓고 내린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세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고 나서 다시 기내로 돌아
가는 데에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 입국심사는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과 작성해 두신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받고 여권을 돌려 받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 필리핀정부는 어학연수생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학연수생들은 무비자
또는 59일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을 합니다.
- 59일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59일 비자에 관한 페이지를 입국 심사관이 볼 수
있도록 펼쳐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국 심사관이 입국목적을 물어보는 경우 “Tour”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필리핀의 경우 관광비자(무비자)로 입국 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티켓(타국 가능)을 소지하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간혹 입국심사 시 리턴 티켓을 확인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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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작성 예시】
1. 여권번호
2. 성
3. 이름
4. 미들네임
5. 생년월일 (월-일-년도)
6. 국적
7. 성별
8. 본국 주소
9. 필리핀주소 (Henry Hotel)
10. 연락처 및 이메일 (이메일 기입)
11. 직업
12. 항공편명 (항공권에서 확인가능)
13. 출발지항
14. 방문목적 (Vacation에 체크)
15. 서명
16. 입국일 (월-일-년도)

【위탁수하물 수령】
- 입국심사가 끝나면 다음으로는 위탁수하물이 나오는 수하물 인수대(턴테이블,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하여 맡
겼던 본인의 수하물을 찾아야 합니다.
- 입국 심사장에서 여권을 돌려받고 그대로 직진하면,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 1번~4번의 4개의 수하물 인수대(턴테이블)가 있으며, 각 인수대 중앙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본인이 타고
온 비행편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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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테이블에서 본인의 위탁수하물을 찾으신 경우 반드시 다시 한번 수하물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수하물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하신 공항에서 수속 시 받으셨던 수하물표는 안전하게 본인의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올 때까지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수하물 분실사고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수하물 인환증(A Baggage Claim Tag, 수하물표): 바코드가 찍혀 있는 스티커 형태로 출발 공항에서 받습니다.

【세관 심사】
- 수하물을 찾고 출구로 나오기 전에 세관 심사장을 지나야 하며, 작성해 둔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하물
및 소지품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세관 심사가 마무리 됩니다.
- 필리핀은 세관 검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오니 규정된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도 이내 물품이라 할지라도 면세점 쇼핑백이 아니라 포장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심사장(Red Channel)은 수화물
인수대(턴테이블)에서 출구 쪽 방향이며,
Red Channel 간판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

【세관신고서 작성 예시】

1. 성

2. 성별

3. 이름

4. 생년월일

5. Middle Name

6. 국적

7. 필리핀 내 주소 (Henry Hotel 기입)

8. 여권 번호

9. 여권 발급 국가

10. 여권발급일 (월/일/년)

11. 필리핀 출국일

12. 출발 국가

13. 필리핀 입국일

14. 항공편명

15. 동반 가족수

16. 연락처

17. 위탁 수하물 수량

18. 기내 수하물 수량

19. 여행자 타입 (Non-Filipino에 체크)

20. 여행목적 (Vacation에 체크)

21. 서명

22. 작성일 (월/일/년)

23. 소지한 페소 금액

(1~14 질문 항목) 모두 “NO”에 체크

24. 서명

25. 작성일 (월/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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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픽업 담당자 확인】
- 세관심사를 마치고 나면 출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건물 밖으로 나오기 전 다
시 한번 잊으신 짐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관 심사를 거쳐 건물 밖으로 나가는 출구 밖 정면으로 철제 펜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펜스 뒤편으로 저
희 CG어학원 픽업 담당자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바탕의 피켓을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 건물 밖에는 저희 CG 어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유학원 및 여행사 등 많은 픽업 담당자들이 각자 피켓을 들
고 서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지정된 CG 피켓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어학원의 픽업 담당자가 학생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픽업 담당자에게 찾아오셔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 CG 어학원 픽업담당자는 약속된 장소 이외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픽업 담당자가 자리에 없더
라도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픽업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름을 확인한 후 픽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학원 전용 밴을 이용하여 CG 어학원으
로 출발 합니다.
- 경우에 따라, 픽업해야 하는 다른 학생의 비행 도착시간이 약 1시간 내외인 경우 다음 학생과 함께 학원으
로 이동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잠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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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으로 도착 시 흐름】

[국내선]
[STEP 1] 위탁수하물 인수

[STEP 2] 픽업담당자 만남

[STEP 3] 어학원으로 출발

[참고사항]
마닐라 등 필리핀 내 다른 도시의 공항을 경유하여 세부 공항에 오시는 경우 검역심사, 입국심사, 세관심사는
이전 공항에서 이루어 집니다.
막탄세부국제공항 국내선 입국 시에는 수하물만 수령하여 건물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14

【국내선 도착 및 수하물 수령】
- 필리핀 내 마닐라 등 다른 도시를 경유하여 막탄세부국제공항 국내선으로 도착하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나
세관심사는 하지 않으며, 입국 절차는 경유 하셨던 공항(예를 들면 마닐라 공항)에서 하게 됩니다.
- 막탄세부국제공항 국내선 도착 시에는 기내에서 내린 뒤 바로 위탁수하물이 나오는 수하물 인수대(턴테이블,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하여 맡겼던 본인의 수하물을 찾아야 합니다.
- 출발하신 공항에서 수속 시 받으셨던 수하물표는 안전하게 본인의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올 때까지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수하물 분실사고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

【국내선 픽업 담당자 확인】
- 본인의 위탁수하물을 다 찾으시면 이제 CG어학원 담당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 국내선 입국장(도착) 건물은 항공편에 따라 출구가 2군데(좌측 유리문 또는 우측 유리문으로 나오게 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 페이지 국내선 도착 흐름도 참조]
- 두 군데의 유리문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면, 중앙에 2층 국내선 출국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보
입니다. ( [사진참조] 에스컬레이터 양 옆으로는 Duty Free 상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2층으로 가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 양쪽 홀에 CG어학원 픽업 담당자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바탕의 피켓을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사진설명]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구 바깥에서 CG 픽업 매니저를 쉽
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어학원의 픽업 담당자가 학생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픽업 담당자에게 찾아오셔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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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어학원 픽업담당자는 약속된 장소 이외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픽업 담당자가 자리에 없더
라도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픽업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름을 확인한 후 픽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학원 전용 밴을 이용하여 CG 어학원으
로 출발 합니다.
- 경우에 따라, 픽업해야 하는 다른 학생의 비행 도착시간이 약 1시간 내외인 경우 다음 학생과 함께 학원으
로 이동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잠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픽업담당자를 못 만난 경우】
- 국제선 혹은 국내선의 픽업담당자 대기장소를 다시 한번 잘 확인 해 주십시오.
- 학생과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픽업담당자는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 픽업담당자는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픽업담당자 전용 현지 휴대전화를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도착
후 픽업 담당자를 만나기 전까지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파르타 캠퍼스 픽업 담당자 전용 번호 : 0927-711-1276 (로밍폰 이용 시 +63-927-711-1276)
2) 바닐라드 캠퍼스 픽업 담당자 전용 번호 : 0956-286-4097 (로밍폰 이용 시 +63-956-286-4097)
3) 스파르타 캠퍼스 실무 담당자 : 0917-114-1471 (로밍폰 이용 시 +63-917-114-1471)
4) 바닐라드 캠퍼스 실무 담당자 : 0917-109-1116 (로밍폰 이용 시 +63-917-109-1116)

【공항 내 택시이용】
-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득이 직접 택시를 이용하여 학원으로 오시는 경우 공항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앞 페이지, 국제선 입국 흐름 및 국내선 입국 흐름 미니맵을 통해 택시승강장의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승강장으로 가는 길목에 교통수단 알선을 목표로 호객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용이 비싸고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교통편은 이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택시는 흰색의 일반 택시가 있으며, 공항 전용 택시인 노란색 택시가 있습니다. 노란색 공항택시는 일반 택
시에 비해 1.5배 정도 비싼 가격이나, 공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좀더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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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 Campus 찾아오시는 길】
- 스파르타 캠퍼스 주소: 1951-A-1, Uldog, Cansojong, Talisay City, Cebu, Philippines [6045]
- 필리핀은 택시 이용 시 도로명 및 주소만으로 쉽게 찾아가기 힘듭니다.
- 택시 기사에게 설명할 때 Talisay City로 향하는 SRP 도로를 이용, “Flying V” 주유소에서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
- 진입 후 약 200m 직진하면 우측으로 보라색 건물 2개가 보이며, 아래 사진 처럼 입구에 CG 라고 크게 주황
색으로 간판이 붙어있는 곳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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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lad Campus 찾아오시는 길】
- 바닐라드 캠퍼스 주소: Base Camp, Maria Luisa Road, Banilad, Cebu City, Cebu, Philippines [6000]

- 택시 기사에게 바닐라드, 마리아 루이사 로드 라고 말한 뒤, 골목 진입 후 약 100m 전방에 좌측으로 아래의
사진과 같이 “마루 한국 식당”과 “올레 스파 마사지샵” 주차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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