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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 GLOBALIZATION ESL CENTER INC. 

1951-A-1,ULDOG,CANSOJON,TALISAY CITY,CEBU 

(+63 32)238-3296 

 

CG어학원 한국사무실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2 메가시티빌딩 1306호 

전 화 : 02-532-0302 

팩 스 : 02-6677-8474 

김찬일 이사 : 010-9317-3044 

 

CG 어학원 세부  

사무실 전화 : +63-32-238-3296  

인터넷 전화 :  070-7570-1035   

한국인메니져 :  +63-918-326-3323 (한국인픽업 담당자 연락처) 

 
*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Tel. 63-2-811-6139  

 

입국심사 

무국적자나 필리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유효여권을 가진 모든 방문객들은 비자 없

이 입국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을 지닌 여행자는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정부는 어학연수

생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학연수생들은 무비자나 59일 관광비자를 소

지하고 입국을 합니다. 따라서, 공부허가증인 SSP(Special Study Permit)를 학원에서 신청하기 전인 입국 당

일에는 심사관이 입국목적을 물어보는 경우 반드시 “Travel”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국심사 시에 

출국 항공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귀국 항공권을 휴대합니다. (전자티켓을 발급 받은 경

우에는 발행확인서를 출력한 A4종이를 보여줍니다)  

 

출국 

필리핀현지에서 타국으로 나가는 모든 출국자는 출국세로 750페소를 내야 합니다.  

국내선 공항세는 220페소 입니다. 

 

출입국시 주의 사항 

출국 시에는 공항 안으로 들어 갈 때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역 

한국에서 직접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이 필요없습니다. 특별히 질문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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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세관 검사를 쉽게 하기 위해, 방문객들은 기내에서 물품 및 현금 등을 기재한 세관신고서를 필히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적당한 양의 의류와 보석 및 화장품류, 400 개피의 담배, 2 통의 잎담배(시가), 

와인 2 병 또는 1 리터 미만의 양주 2 병을 면세로 구입해 입국할 수 있다. 외환규정은 미화 1 만불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들은 관세구역안에 있는 중앙은행카운터에 그 액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환전 

환전은 1,000달러(100달러 지폐로) 미화로만 환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당일 환전도 가능합니다. 환전액 100달러는 비상용으로 보관하세요. 용돈은 국제직불카드

를 이용해서 현지 은행 ATM기에서 페소로 찾습니다. 1회 인출 시 수수료가 은행에 따라 약 2~4달러(약 2천

원~5천원)가량 붙습니다. 따라서 1~2주마다 한번씩 찾아 쓰시면 됩니다.  

 

☞☞ 국제직불카드는 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 Cirrus마크(마스터계열)가 있는 국제현금 혹은 직불카드로 

발급받으세요.  ※CITI카드로 발급하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수업 안내  

LEVEL테스트 

도착 다음날 그룹강의실에서 레벨테스트(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를 2시간 가량 받습니다. 해

당 테스트 결과에 의해 레벨이 결정되며, 한번 결정된 레벨은 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업 진도 

1:1 수업은 교재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룹수업의 경우 첫 페이지부터 시작 혹은 이미 수업이 진행

된 경우 해당수업의 진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각 레벨에 적합한 수업을 진행하므로 이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클래스에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EVEL-UP테스트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등급향상을 위한 Level-Up테스트(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가 진행됩니

다.  

작문 및 문법 숙제 

Vocabulary Test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하며, Test에서 2회 이상 탈락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한 

Penalty를 받게 됩니다. Essay 또한 동일 시간에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강사의 변경 

모든 수업은 매주 목요일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중 외출금지 규정 

평일에는 외출, 외박을 금하며,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외출을 허용합니다. 금∙토요일(공휴일 포함)에는 

새벽 1 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마지막 공휴일-다음날이 수업일인 경우) 저녁은 10 시까지의 Curfew 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한해 여행 목적의 외박이 허용되며, 금요일 오후 5 시 이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주말 여행이 가능합니다. 

 

식사시간 안내  

◈ 아침 식사 시간 : 아침 7 시~7 시 50 분    

◈ 점심 식사 시간 : 오후 11 시 50 분~오후 12 시 5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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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사 시간 : 오후 17 시 50 분 ~18 시 50 분 

※주말 아침 식사는 8 시~8 시 50 분  

 

청소 및 세탁서비스  

◈ 방 청소 : 각 방은 주중 스케줄에 의해 1 회 청소해 드립니다.  

◈ 시트교환 : 침대커버와 베갯잇, 이불 등은 주중 제한없이 교환해 드립니다. 

◈ 세탁 : 세탁은 월~금요일 받습니다. 세탁물은 각 방에 마련된 세탁바구니에 담아주세요. 각 바구니 별로 

세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실위험은 없습니다. 고가의 의류는 변색이나 탈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세탁소에 맡기시거나 직접세탁을 권해드립니다.. 

  

연장 및 환불신청    

연수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남은 연수기간 4 주 내에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연장과 

환불신청은 현지 학원에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불 액은 등록규정을 참조해 주세요. 

 

 출국 전 체크 사항 
 

여권 챙기기   

여권은 만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6개월 이상의 잔여개월 필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출국과 입국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항공권 챙기기    

항공권은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같은 지 확인하세요. 상이 할 경우 탑승거부가 될 수 있으므로 항공권을 재발

급 받으셔야 합니다. (재 발급 시 항공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챙기기    

Ssp 준비서류입니다. 2X2(inch-흰색배경) 사진으로 준비해주세요. 

 ( 8 주연수시 3 장, 12 주연수시 4 장, 16 주연수시 5 장, 20 주연수시 6 장, 24 주연수시 7 장) 

 

비자발급    

필리핀의 경우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자 발급을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현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30일 이후나 비자 만료기간 이후에 발급이나 연장하실 시,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CG 어학원 등록규정과 환불규정을 확인하셨나요?  

CG 어학원 등록규정과 환불규정을 출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학생의 등록규정 미확인에 따른 피해에 대해 

CG 어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국제직불카드는 발급 받으셨나요?  

마스터계열의 Cirrus 마크가 찍힌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직불 혹은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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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 카드를 발급 하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연수준비물 챙기기  

세면도구 및 기초 소모품(휴지, 샴푸, 치약 등)은 세부에서 구입을 추천(저렴함)합니다. 전자사전은 필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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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은 준비하세요.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은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치료제와 밴드, 비타민C 

등은 반드시 챙기시고, 알러지 여부와 평소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의료품을 준비하세요. 

 

학습 참고서 준비   

수업은 영어로 쓰여진 교재를 사용하며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평소 한국에서 보

시던 문법책과 듣기학습용 테잎, 토익 준비서(특히 R/C파트)등을 챙겨오세요. 교재는 제본된 것을 사용합

니다. 

  

공항 티켓발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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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2.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고 인천공항 3층 항공 수속 창구로 갑니다. 

3. 수속창구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출하시면 수하물 무게를 재고 본인의 짐에 스티

커를 붙이고  

탑승권과 함께 짐의 스티커 번호표, 귀국용 항공권을 돌려 줍니다. 

4. 출국검사 (보안검사, 출국심사)소를 지나면 면세점이 나옵니다. 

5. 항공기 출발 30분전에 탑승권에 나와있는 게이트로 가서 탑승합니다. 

6. 인천공항에서 세부까지 직항은 4시간10분 정도 걸리고, 비행기에서 기내식 식사

를 하시면서 필리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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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어학원 규정> 

1. 수업관련 규정 

1) 수업변경 

① 교육단계와 담당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변경불가 합니다. 강사의 결근이나 조퇴로 인한 

공강은 100% 보강이 되며 강사의 퇴사 혹은 학생과 마찰이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하여 강사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수업변경은 매주 수요일 수업변경신청을 받으며(오전 9 시까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우선번호가 

주어집니다. 

(일주일 단어 누적 점수 - 일주일 벌점 적용)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 07:30분(한 학생당 5분)부터  

우선권번호대로 진행이 되며, 수업시간 중에는 수업변경 관련 상담이 불가하며,  

쉬는 시간마다 번호표대로 수업 변경 상담이 이루어집니다.(대필 시 관련 학생 모두 취소됩니다.)  

본인순서에 수업변경을 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의 순서에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업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수업변경시간을 잘 확인하시어 수업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수업변경을 신청한 학생은 목요일 순서에 따라 모두 수업변경 가능합니다.) 

③ 변경된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 선생님 사임 시 우선권 배정에서 가산점 +5점(최대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2) 정규 Level Test 

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정규 Level Test를 시행합니다. 

② 모든 학생은 시험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③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는 벌점이 부과되며 수료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을 보는 주에 연수가 종료되는 학생의 경우에도 시험을 보셔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수료증이 교부되지 않으며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⑤ 시험결과 의도적으로 시험을 조작, 누락한 사실(예를 들어, 레벨업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험 점수를 

낮게 나오게 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르게 

되니 시험 에 성의를 다해 주십시오. 

⑥ 정규 Level Test 전 날은 Evening Class 가 없습니다. 학생 스스로 Level Test 를 준비하시고 자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단, 외출금지) 

※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 

3) 지각 및 결석 

① 수업 시작을 알리는 본종이 울리기 전에 교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② 지각 : 본종이 울린 후 3분 이내에 수업을 참가하지 않을 시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③ 결석 : 본종이 울린 후 5분 이내에 수업을 참가하지 않을 시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업시간이 절반(25분)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수업포기로 간주합니다. 

⑤ 병가 결석 (수업변경 신청 후, 우선권 배정에서는 병가결석도 포함됨) 

- 매 4주당 8교시의 병가 결석이 인정됩니다. (벌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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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횟수는 매 4주당 갱신이 되며, 이전의 잔여 횟수는 다음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⑥ 조퇴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퇴 및 수업 종료 벨이 울리기 전 수업을 마칠 시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4) Evening Class(* 선택하신 모든 수업은 매주 목요일(수업변경일) 동일 적용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Grammar TOEIC Listening IELTS 

Elementary ~ High Beginner Evening Class를 듣거나 Self Study를 선택할 수 있음. Self Study를 

선택한 학생은 정해진 장소에서 Self Study를 진행함. Low Intermediate ~ Advance  

5) Daily Vocabulary Test 

① 매일 정해진 단어를 암기 후 각각 예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② Vocabulary Test Penalty 기준 

- 주 4회 테스트 중 2회 50%이하 득점 시 : 그 주 금요일 외출금지 

- 주 4회 테스트 중 3회 50%이하 득점 시 : 그 주 금, 토요일 외출금지 

- 주 4회 테스트 중 4회 50%이하 득점 시 : 그 주 금, 토, 일요일 외출금지 

( 병가결석 8회를 초과한 경우 그때부터 당일의 결석점수가 당일 단어시험에 반영됩니다.) 

ex) 9/13일 결석 1회(벌점 5점) --- 9월 13일 단어시험 성적이 20점이 되어야만 통과. 

9/13일 결석 2회(벌점 10점) --- 9/13일 단어시험 성적이 25점이 되어야만 통과. 

6) Essay 

- 각 학생 마다 한권의 노트를 지급합니다. 자율학습 시간이 끝날 때 관리자가 노트를 모두 수거해 가서 

다음날 교정을 해드리며, Essay 수업이 시작될 때 책상위에 놓여 있는 노트를 본인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적정량의 Essay 를 써주셔야 하며, 만약 관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시 추가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밤 10시(자습종료시간)까지 에세이노트를 제출 안했을 경우 에세이 미제출로 벌점이 부과(-5점)됩니다.) 

7) 필리핀 국경일 및 지정휴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보강되지 않습니다.  

8) CG 어학원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사전 통보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선생님과 학생간의 이성 교제는 금하며, 적발 될 시에는 학생은 퇴교조치, 선생님은 퇴사조치 됩니다. 

1:1 만남, 돈거래, 사제 간 음주 금지. 

10) 강의실 내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며, 또한 수업 시간 중 음식물 배달도 금합니다. 

11) 졸업자를 기준으로 종합 출석률이 90%를 넘지 못하거나 벌점 100 점 이상 취득 시 수료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종합 출석률은 학생이 실질적으로 출석을 한 비율을 말합니다. 병원에 간 경우는 벌점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출석률에 결석으로 포함되어 출석률이 낮아집니다.) 

2. 기숙사관련 규정  

1) 비누, 치약, 샴푸, 휴지 등 개인 소모품은 본인 부담이며, 관리자에게 별도로 보관신청을 하지 않은 

개인물품 의 분실이나 도난은 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2) 건물 청소 일정 (기숙사) 

 
＃1,17 ＃2,18 ＃3,19 ＃4,20 ＃5,21 ＃6,22 ＃7,23 ＃8 ＃9 ＃10 ＃11 ＃12 ＃13 ＃14 ＃15 ＃16 

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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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 ◉ ◉ ◉ ◉ ◉ ◉ 

        
수  

                
목  

        
◉ ◉ ◉ ◉ ◉ ◉ ◉ ◉ 

금  ◉ ◉ ◉ ◉ ◉ ◉ ◉ ◉ 

        
① 청소 

- 각 Unit 마다 담당 청소 직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분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귀중품은 

사무실에 맡 겨 주시길 바랍니다. 방청소는 개별 신청 시 진행합니다. 

- 현금 등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시거나 꼭 휴대하여 분실물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 탁 보관하지 않은 분실물 관련해서 학원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가능 시간  

평일 점심시간 12시 ~ 1시, 저녁시간 18시 ~ 19시 주말 11시 ~ 17시 (사전예약 필수) 

※ 학생이 없으면 청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세탁 

- 원하시는 날짜(월요일~금요일까지)에 직접 세탁바구니를 들고 16 동 뒤에 있는 세탁 장소에 가지고 가셔서 

담 당 직원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 세탁소 운영시간 : 평일 오후 5시까지, 토요일 OFF, 일요일 10시~17시까지 세탁물 위탁만 가능  

- 세탁물을 맡길 때는 학생과 담당직원이 빨래의 수량･종류를 같이 확인하고, 보관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 보관증을 받으신 후에는 이를 잘 보관하셔야 하며, 차후 세탁물을 돌려받으실 때 보관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동일한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아주 소량의 빨래를 위탁하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세탁이 안 되며, 빨래 바구니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 (세탁기 한 대 분량)만 위탁이 가능하십니다.( 학원 바구니 미사용 시 세탁 불가) 

- 보관증 분실로 인해 수량이나 종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만일 보관증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세탁물이 반납이 안됐을 시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피스 / 긴 바지 ⇒ 500페소 ⁋ 상의 / 반바지 ⇒ 300페소 

- 고급 의류 및 전문 세탁이 필요한 것(니트류, 논워싱 청바지 등)은 직접 세탁을 하시거나 세탁소에 맡기실 것을 

권합니다. 

- 기타 양말, 수건, 속옷 등은 가급적 직접 세탁을 부탁드리며, 그래도 세탁을 요구할 시에는 세탁을 하여 

드립 니다.(단, 분실 시 학원에서는 어떠한 변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신발, 모자, 가방류는 세탁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 시 탈색이나 변색, 수축, 늘어남, 분실(호주머니 내용물)에 대해서는 변상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학생이 직접 세탁 건조대에서 세탁물을 수거하는 행위 (벌점 -50점, 외출금지 1주일) 

3) 방 Key를 분실하게 되면 1,000페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문 손잡이 교체비용) 

4) 각 방 에어컨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또는 콘센트를 임의로 조작할 시에는 계량기의 수치와 상관없이 

조작행 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간 사용한 전기세를 한 달 기준 3,000 페소로 일괄 적용해서 

청구하며, 또한 벌 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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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숙사와 학원 건물 내에서의 음주는 절대 금지되며 음주반입 시도나 음주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벌점 

부과 또 는 퇴교조치 됩니다.(이때 학원의 가드는 음주 반입시도 저지를 위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으니, 친절 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 행위 적발 시 당사자 및 일행 전원이 동일하게 

처벌되며, 만약 빈 술병 이 발견될 시 해당 Room 또는 Unit 의 모든 학생들이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기숙사 게이트 앞에서 음주행위 엄중처벌) 

6) 이성간 방(건물) 출입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벌점 부과 또는 퇴교조치 됩니다.(본인 방 외 

출입금지) 

7) 학생들 간의 싸움, 폭행, 성희롱 및 성범죄 행위가 발각･확인될 시에는 즉시 퇴교 조치됩니다. 

8) 식당으로부터 여하한 음식물 혹은 식기류를 가지고 나가거나 기숙사 방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를 

금합니다. 단, 반출사유가 있을 경우(환자 식사 제공용)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기는 

당일 반납하여야 합 니다.  

9) 학생들의 주방 출입은 금지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주방사용 금지) 

10) 불온한 목적 또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원 측에 손해를 입히고 

면학분위기 를 해칠 경우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퇴교시킬 수 있습니다. 

11) 학원 내에서 절도, 협박, 총기, 마약류 사용 등과 같은 범죄 행위에 연류 되었음이 발각,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퇴교조치 됩니다. 

12) 불손한 의도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 없이 퇴교될 수 

있습니다. 

13) 학원 내에서 학생증은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셔야 하며, 분실 시 100 페소의 추가 제작비를 내셔야 합니다. 

(방 변경을 할 경우 발생되는 게이트패스 변경비로는 100페소를 받습니다.) 

14) 밤 12 시 이후의 음식배달 요청을 금하며, (단, 음식배달은 Fast Food 에 한함-한국식당에서의 배달은 

불가) 이 시간 이 후 배달되는 음식은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1) 매점 이용 시간 ⇒ 07:30H ~ 23:00H (주말 10:00H~19:00H) 

2) 수영장 사용 관련 주의사항 

① 수영장을 이용할 때에는 수영복을 착용하셔야 합니다.(반바지, 티셔츠 등의 옷을 입고 수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②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이빙을 절대 금하며, 수영장 주변을 뛰는 행위도 금합니다. 

③ 특히 심장마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하오니, 이 점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다이빙 및 학생을 밀어서 빠뜨리는 행위, 학생을 던지는 행위, 수영장 근처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끔 유발시키는 행위 적발 시 연대 책임(주위에서 구경하던 학생들 포함)으로 

엄중 처벌합니다. ( 벌점 50점, -1주 외출 금지 ) 

3) 시설물 이용 시간 - 수영, 탁구, 배드민턴, 쉼터 : 08:00 ~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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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족구 : 8:00 ~ 20:00까지(주말 이용) ( 공을 대여 하실때는 매점에 학생증 제출 후 이용가능.) 

- 자습실 및 인터넷 실 : 08:00 ~ 01:00까지  

4. 통금시간 및 외출 

1) 평일에는 여행 및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의 세부 여행시 평일 외출 최대 5 일 허용(친구제외)) - 연수기간 중 단 1 회에 한해 

허용합니다. 

- 증빙서류로 가족의 항공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출입 요령  

① 학원 정문을 통해서 학원 밖으로 나갈 때에는 GATE PASS 와 학생증을 동시에 Guard 에게 제출해서 신분을 확인을 

받습니다. 이 후 Guard 는 GATE PASS 를 비치되어 있는 기숙사 방 번호 판에 꽂아 놓아서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체크 합니다. 

② 학원으로 들어오실 때에도 학생증을 Guard 에게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 받으시고, 기숙사 방 번호 판에 

꽂혀  

있는 GATE PASS를 Guard로부터 다시 받으셔야 학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 받으시게 됩니다. 

3) 통금시간  

①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밤 ⇒ 24:00 (밤 12시) 

② 일요일 또는 공휴일 마지막 날(다음날 수업이 있는 경우) ⇒ 21:00 (밤 9시) 

4) 외박은 여행에 한해 허용이 되며, 평일 오후 5 시까지 사무실에 있는 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간 이후 제출되는 여행계획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 세부시티, 만다웨시티 내에서의 여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최소 막탄섬 이상 여행지에 한해 

허용됩니다.)  

(막탄의 경우 지정된 호텔만을 허용합니다. 식당 게시판 참고)  

6) 여행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월요일 오후 6 시까지 증빙서류(숙박 영수증, 단체인증사진)를 제시하여 

확인을 받 으셔야 하며,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학생은 무단외박(벌점 100 점-2 주 외출금지)으로 

간주됩니다.  

7) 일요일 통금시간(9:00pm)위반 후 정규일과시간(월 until 07:00am) 내에 학원 미 복귀시 벌점 100 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5. 벌점 제도 및 퇴교 

1) 벌점 관련 조치사항-주 단위 외출금지는 주말 뿐 아니라 전체 한 주가 적용됩니다. EX)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외출금지 

① 50점 : 1주일 외출금지 

② 100점 : 2주일 외출금지 

③ 150점 : 3주일 외출금지 

④ 200점 : 퇴교 ※ 벌점은 연수 종료 시까지 누적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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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점 부과 사항 

항 목 벌 점 

수업 지각(정규수업, Evening Class, Group Study, Vocabulary Test, Essay, 야간 자율학습) 2 

수업 결석(정규수업, Evening Class, Group Study, Vocabulary Test, Essay, 야간 자율학습) 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수업 종료벨이 울리기 전 수업을 마치는 행위  2 

강의실, 자습실내 음식물 섭취 및 음식물 반입 20 

저녁 7 시 이후 트라이시클 이용 또는 걸어서 학원 복귀 시 20 

무단으로 외부인을 학원내에 출입 시켰을 시 20 

기숙사내 흡연(화장실 포함) 및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20 

학생 간 임의 방 교환 행위 ( 본인 방 외 출입 금지) 30 

식당 음식 및 식기를 식당 밖으로 반출할 시 30 

교내에서의 고성방가 및 소란 행위( 수영장 포함 ) 50 

정규 Level Test 불참. 50 

전기 계량기 또는 콘센트 임의 조작, 키복사 시 50 

통금 시간 1 시간 내 위반  50 

어학원 내 취사행위 및 취사도구 반입･적발 시 50 

학생이 직접 세탁 건조대에서 세탁물을 수거하는 행위 50 

음주 행위 적발 시 또는 음주 반입 시도 행위 (학원 앞 또는 게이트 앞 음주금지) 100~200 

이성간 방(건물) 출입 시 100~200 

통금 시간 1 시간 이후 위반 및 무단 외박(여행계획서 제출 후 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시 포함) 100~200 

주중 외출 금지 사항 위반 시 100 

불건전 또는 위험한 장소 출입 예) 카지노, KTV, Club(Alchology, Juliana) 등 (소지품 주의!!) 100~200 

교내 도박 행위 시 100 

학원 내 시설물의 고의 파손 행위 시 100 

Guard 지시 불이행 100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인하여 어학원과 타 학생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 

100~200 

월담 시도 학생과 같은 주말 활동을 위해 이를 동의 할 시 100 

월담 행위  200 

지나친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 또는 타인 및 학원에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음주 후 발생하는 모든 사건 

관련) 

200 

※ 기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벌점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위의 사항과는 별개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3) 퇴교 관련 

- 퇴교 조치 시에는 일체의 환불 없이 즉시 퇴실하셔야 하며, 유학원 및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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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퇴실하는 주에 벌점누적으로 외출이 안 되는 경우 예외 없이 외출을 불허합니다. 비행기탑승시간 전에 미리 

본인 이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꼭 본인의 짐을 들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짐 보관 해드리지 않습니다.)  

6. 환불 규정  

출국 2 주전 환불 요청 시 입학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출국 2 주전부터 출발일 전 취소 시 입금액의 80% 환불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25% 이내 환불 요청 시 수업한 주를 제외한 50% 환불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25%~50% 이내 환불 요청 시 수업한 주를 제외한 20% 환불 

연수 시작 후 연수기간의 50%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 불가 

( 환불금액은 학생퇴실 후 4주 뒤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7. 책임의 한계 

1) 천재지변 또는 분쟁이나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등 불가항력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모든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1 차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학원, 기숙사 외에 개인적인 외출, 여행으로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연수 기간 중 일어나는 분실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이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오 셔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미 가입 후의 피해에 대해서 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연수를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 가입의 경우 신속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사고(원내 포함)는 보험을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연수준비물 체크리스트 (참고 사항) 

※ 본인의 필요 여부에 따라 참고용으로 보세요. 

 

체크항목 체크 준비물내용 

여권  

어학연수의 필수품,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사진이 있는 1 면은 

복사해서 여권과 다른 곳에 보관해 둔다. 

항공권  

출국, 귀국 날짜, 영문이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복사본을 보관해 둔다. 

원화/달러  원화는 귀국시 교통비 등에 필요하며, 달러는 100 달러정도 준비한다 

SSP 신청서류   2X2 Inch Size 사진 1 장(배경흰색), 비자연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준비  

국제직불카드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는다 

여행자보험증  사고를 대비해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예비용 사진  여권 분실의 사고를 대비해 2~3 장 정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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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방  

큰 가방과 분리해서 귀중품을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있으면 

편리하다. 

필기도구/수첩  

여권번호, 항공권 티켓번호, 신용카드번호, 현지주요기관이나 학원 

사무실 등의 번호를 메모해 둔다. 또한, 문구류는 필리핀의 경우 질이 

나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 여유있게 준비해간다.   

카메라  여행에 있어서 카메라는 필수품. 휴대폰 카메라도 좋다. 

세면도구  

현지가 더 저렴하므로 굳이 사야 한다면 현지에서 구입한다. 

(샴푸/린스/치약/칫솔 등 : 예 - 팬틴샴푸 약 2,3 천원)  

모자/선글라스  필리핀에서는 필수품 

수영복  필리핀에서는 필수품 

자외선 

차단크림  필리핀에서는 필수품 

편한 신발  학원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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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가능하다. 

반팔 티/바지  편한 것으로 되도록 넉넉히 가져간다.  

재킷/가디건  

냉방차, 비행기, 비올 때, 밤에는 기온차가 생기므로 가벼운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속옷  넉넉히 준비한다.  

수건  넉넉히 준비하며, 세탁후 찾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준비한다  

생리용품  현지에서도 구입가능하나, 특별한 브랜드 선호시 준비해간다  

비상약  

평소에 복용하는 약,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상처치료제, 1 회용 

밴드 , 비타민 C 등 

선물/이태리타올  

귀국시 친한 친구에게 줄 작은 답례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태리타올과 샤워퍼프  등 은 현지에 없으므로 가져간다.   

손톱깎이/귀이개  

휴대용으로 작은 것을 가져가면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귀이개는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전자사전  요즘 전자사전은 필수이므로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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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학원엔 많은 DVD 타이틀이 준비되어 있고,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을 준비해가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동영상 강의를 

저장해서 가져가도 좋고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저장하기에도 

좋다.    

  

 

필리핀 입국신고서 (프린트해가세요~) 

 

 

1. 성 

2. 이름 

3. Middle name : 적지 않습니다. 

4. 전화번호 또는 E mail  

5. 여권번호 

6. 출국 국가 (South of Korea 또는 Korea) 

7. 거주 국가 (Korea) 

8. 직업(Student 또는 Bussiness man) 

9. 편명 (티켓에 적혀 있습니다. 예 PR489, 5J129, OZ709 등) 

10. 여행목적 (첫번째 여행/휴가 에 체크) 

11. 서명 (본인 싸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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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신고서 (프린트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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