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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소개
2. 출국 준비 하기
3. 출국 하기

4. 입국 하기
5. 오리엔테이션일정표
6. 하루 일과표
7. 학교 생활 정보 & 기본 규정안내
8. 현지비용 안내
9. 기숙사 퇴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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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명: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정부형태: 대통령제, 6년 단임제
 언어: 영어 (공용어), 따갈로그어
 종교: 카톨릭 (85%), 이슬람 교 (5%), 기타 (10%)
 기후: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기후 (연평균기온 27도)
건기(12월~5월)와 우기(6월~11월)로 구분
 면적: 300,400㎢ (한반도의 약 1.3배, 남한 3배)
 지역: 7천 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
크게 루손, 비사야스, 만다나오로 구분

 비행시간: 한국에서 약 4시간 소요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늦음
 비자: 30일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며, 현지에서 연장가능
 전압: 220v (110v 플러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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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 필리핀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지프니와 택시를 소개합니다.


지프니
필리핀은 장거리 여행 시 버스를 이용하며,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지프니를 애용합니다.
정해진 노선이 있으며, 근거리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요금은 단거리 8페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인터 어학원 바로 근방의 쇼핑몰 방문 시 이용이 편리합니다.
* 지프니 이용 시에는 개인물건 분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택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입니다.

택시 이용 시 미터기를 확인하여 돈이 기본요금 (40페소) 이상이 찍혀있다면 미터기를
다시 켜달라고 요청 해야 합니다.
* 택시 이용 전에는 꼭 잔돈을 체크하고 탑승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돈이 없이 500페소, 1000페소 등의 큰 단위 지폐를 납부 할 경우
거스름돈이 없다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폐 안내


페소(Peso)
필리핀 화폐 단위는 페소(Peso) 입니다.
* 페소 (Peso), 1페소=약 27원 (환율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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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통상적인 경우 기본적인 준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너무 많은 짐은 출,귀국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항공권: 항공편 명과 출국 날짜, 출발시간을 숙지. 수화물 무게 제한 Kg 확인,
기내 및 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미리 확인.
* 짐은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 가방에 표시를 하고, 네임텍 부착을 권유 합니다.

• 비자: 필리핀 비자는 30일까지 무비자 이며, 현지에서 연장을 진행.
• 사진: SSP 발급에 필요한 여권용 사진 1장과 학생증 및 학교 제출용 4장.
총 6장의 사진을 준비.

• 국제 직불카드: 씨티은행 카드 수수료는 약 US$1
(단, ATM 기기가 세부시티 아얄라 몰에 있어서 택시비가 발생 합니다.)
“Sirrus / Plus” 마크가 있는 타 카드 수수료는 약 200페소 이며,
학교 근처 ATM 기기에서 인출이 가능 (city 은행 ATM 기기 아님)
• 환전: 환전은 US 달러로 환전을 하되, US$ 100 짜리로 환전을 해야 현지에서
페소로 다시 환전할 때 좋은 환율을 적용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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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보험: 안전을 위해서 꼭 가입하시길 권유합니다.
영문 보험증서와 보험 카드를 소지 하세요.

• 의약용품: 상비약, 생리용품 등 현지 적응 기간동안 쓰일 정도만 준비.

• 학용품: 필기도구와 연습장 등 수업 이동 시 사용한 작은 가방 등을 준비.
• 시계: 알람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나 자명종 시계로 준비.
• 사전: 전자사전이 있으면 꼭 챙겨 오시고 없으면 일반사전 준비.
• 전기플러그: 필인터는 220V 를 사용합니다. 110v 플러그는 준비는 필수는 아닙
니다.

• 세면도구: 샴푸, 린스, 비누, 칫솔, 치약, 수건 등 과 욕실용 슬리퍼, 화장지 준비.
* 초기용품만 필요하며, 현지에서 추가 구입 가능합니다.
• 안경,렌즈,식염수: 현지에서 구입시 비용이 비싸니 여유분을 준비하세요.
• 의류: 속옷 및 양말, 반바지 반팔, 긴 바지, 긴 소매 상의 신발, 옷걸이를 준비.
* 수영복, 수경, 수모 도 준비 되어야 학교 수영장 이용 가능합니다.
• 그외: 선글라스, 우산, 디카, 충(건)전지, 노트북 등 개인 소지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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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항공 탑승 3시간 이전에 공항에 도착합니다.
 아래의 정보는 인천국제 공항의 정보입니다.

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 국적기 (OZ, KE ) 3층 출국장 ]

보안검색

출국심사

탑승

[ 외항사 (CX, PR 세부퍼시픽 등) 스타라인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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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도착 시 헬스 폼 제출 및 법무부< Immigration>에 입국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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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탄 공항은 이용자가 많아 매우 혼잡함으로 항공기에서 하차 후 빨리 입국심사대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심사
- 여권, 필리핀 입국신고서 제출
 입국심사 답변 3가지 안내:
 목적- 관광(Tour)
 체류장소 – Waterfront Hotel
 체류기간 – 2weeks
(무 비자로 30일 체류 가능)

* 세관 심사 통과 시 주의사항 *

 담배 1보루, 술 1병 외 면세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관원이 세금을 책정하여, 공항에서 지불.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고 물품이 있는경우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은 후 작성.
 면세 봉투는 모두 검사하므로 사전 기내용 소지 가방에 구입한 물품을 모두 넣고 봉투는 안보이게 주의.
 소지가방 검사를 할 경우 모든 면세품에 대해서 세금 책정을 함. 영수증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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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NTER 에서 출국하는 전주에 담당자 소개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사전에 발송하는 픽업 담당자 소개문을 참고하시면 담당자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학교 이동시간은 약 5분 ~ 10분 가량 소요되며, 기숙사 도착하여 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비행기 연착, 출발 지연 등의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Tel. 02-583-1991 )



도착한 다음날 부모님께 꼭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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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이 시작하는 첫 주의 월요일은 레벨테스트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시간

진행순서

내용

07:50 ~ 11:30

레벨테스트

Study Hall (학교 도서관), 필기도구 필히 지참
레벨테스트 전 여권 & 2*2 사진 6장 제출

11:35 ~ 12:30

점심식사

학교식당

13:00 ~ 15:00

오리엔테이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
(참석 시 오리엔테이션 자료, 필기도구 지참)

15:00 ~ 16:00

환전 & 쇼핑

학생 스탭이 동행하여 환전 및 간단한 생필품 구매
(세이브 모어 쇼핑몰: 학교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짐)

16:00 ~ 16:30

현지 지불 비용 납부

학교 건물 1층 오피스에 납부

17:30 ~ 18:00

저녁식사

학교식당

18:00 ~ 22:00

개인 휴식 & 자유시간

자유시간 및 휴식

다음날 (화요일) 오전 7시 50분까지 스터디 홀 또는 오피스에 방문하여 레벨테스트 결과 및 시간표를 수령.

 사진을 준비 못하신 분은 쇼핑시 사진촬영 가능합니다.
 방문하는 쇼핑몰엔 ATM 기계 이용이 가능합니다. (씨티은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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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시간 하루 일과표 입니다. 수업시간은 개인 수업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시간

진행순서

07:10 ~ 07:50

아침식사

08:00 ~ 08:45

1st Period

08:50 ~ 09:35

2st Period

09:40 ~ 10:25

3st Period

10:30 ~ 11:15

4st Period

11:20 ~ 12:00

5st Period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45

6st Period

13:50 ~ 14:35

7st Period

14:40 ~ 15:25

8st Period

15:30 ~ 16:15

9st Period

16:20 ~ 17:00

10st Period

17:30 ~ 18:10

저녁식사

18:10 ~ 22:00

자유시간

내용

• 식사 메뉴
- 아침식사: 빵, 죽, 간단한 주스
- 점심 & 저녁 식사: 해당 메뉴 게시판에 공지
• 학교건물 안내

- 1층: 1:1 강의실(섹션 A,B,C,D), 오피스, AVR, 소극장,
도서관, 화장실
- 2층: 그룹강의실(GC), 양호실
• 수업안내
- 월~금 (정규수업): 각자 시간표에 따라 진행
- 토 (무료수업): 08:00 ~ 11:35 그룹 2교시
(레벨 별 해당 그룹수업 학교 게시판에 공지)

 위 시간표는 참고용 이며, 수업일정은 현지 사정 및 레벨 별 수업배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5분 수업이 진행되며 쉬는 시간은 5분이 제공됩니다.
 토요일 오전 무료 그룹수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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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및 자세한 규정은 환불 규정 동의서를 참고하세요.





교재구매
수업 첫날에는 주로 자기소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됨.
담당 강사와 함께 배정된 교재 재확인 (교재가 변경 될 수도 있음)
반품 및 교환: 수업시작 이후 2일 이내 영수증 지참 시 사용 전 교재일 경우에만 가능 (낙서된 교재 불가)

 버디강사 시스템
 학생이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수업적응, 평가, 상담, 시험준비, 액티비티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함.
 버디강사 배정은 학생 수업 강사 중 1명으로 선택 배정되며, 수업변경을 원할 경우 버디강사와 상의 가능함.





수업 및 강사변경
스터디홀에 설치된 공용 PC로 시간표 및 강사 스케줄 확인 가능. (버디강사와 상의 필요)
변경신청은 오피스에서 “강사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스케줄 담당자에게 제출 후 재확인
수업 및 강사 변경은 화요일 or 금요일 오후 4시 반 이전까지 스케줄 담당자에게 제출 후 다음주 월요일 확인
가능. (1주일에 1회 변경 가능, 변경하고자 원하는 수업을 모두 한번에 신청 해야함.)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그룹수업에 들어갈 수 없음 (적발 시 경고 조치)






결석
개인적인 사정(건강 및 가족방문 등)으로 수업에 불참할 경우 오피스에 사전 통보 (결석확인서 제출 필요)
1주일 동안 무단으로 2회 이상 결석할 경우 패널티로 해당 수업 4주 동안 수업 불가
수업시작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수업이 자동취소가 되며, 결석으로 처리
출석률 90% 미만의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






시험
월 단위로 Word, Grammar, Listening Power 테스트 실시 (시험결과는 버디강사에게 확인)
Progress Test: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 (08:00 ~ 11:35)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은 모든 수업이 삭제되어 수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음.

 학교 액티비티 ‘ENGLISH DAY’ 행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Progress Test 이후) 에 진행되는 학교 액티비티 행사
 매월 다른 주제로 이루어지는 필인터만의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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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리퀘스트 슬립 (RREQUEST SLIP)’ 제도 & 청소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 및 문제는 기숙사 및 오피스에 배치된 ‘리퀘스트 슬립’을 작성하여 제출
기숙사 관리자 감독하에 매주 1회 ~2회 일괄적으로 청소 실시 (기숙사 게시판에 스케줄 게시)
주의사항: 도난 및 물건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항상 중요한 물건은 개인의 주의가 필요함.






정기 방역 실시
방역일정: 월 2회 (2주에 1회)
방역시간: 오후 1시 – 오후 4시
장소: 학교 및 기숙사 전체 방역 실시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미리 게시판 공지)

 세탁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 단, 직원 점심시간에는 신청이 안됨)
 신청방법: 사전에 본인 빨래 수량을 확인해서 기숙사에 비치된 세탁물 신청서 (Laundry App;ication Form)
작성 후 매점에 있는 세탁소에 본인 빨래를 맡김 (남자: 화/금요일, 여자: 월/목요일)
 주의사항: 고가의 의류나 소중한 옷 등은 개인세탁을 권함 (해당 빨래 맡긴 후 손상 시 변상되지 않음)
 매점
 운영시간: 오전 8시 – 오후 10시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점)
 메뉴: 한국라면, 떡볶이, 쉐이크,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판매

 수영장 이용 안내
 운영시간: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월~금), 오후 1시 – 오후 9시 (토), 오전 8시 – 오후 9시 (일 / 공휴일)
 수영장 이용 전 반드시 샤워, 수영복 및 수영모 착용 필요 (학교 수영장 사용규칙 준수)

 인터넷(FREE wi-fi) 및 공용 PC 이용
 기숙사 실내, 실외 무선 인터넷 (Wifi) 구역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암호 없음)
 개인 노트북이 없을 경우 스터디홀 공용 PC 이용 가능 (채팅, 게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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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실내: 절대 흡연 금지 (적발 시 경고 및 퇴교 조치)
 실외: 지정된 장소 (매점 앞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가능, 타 장소 흡연 적발 시 경고 및 퇴교 조치

 주류 및 위험물 반입 금지
 주류 및 위험물 절대 반입 금지: 정문에서 짐 검사 실시하며, 적발 시 경고 및 퇴교 조치

 배달 서비스 금지
 학교 내 면학 및 환경 위생 분위기 조성 취지 하에 금지함

 외출 및 출입 규정
 정규 일과시간 (오전 8시 – 오후 5시) 중에는 외출이 불가능 하며, 개인사정 (은행 및 우체국 업무 등)으로
인해 외출이 필요한 경우 오피스에서 “GATE PASS’ 작성 후 매니저 사인 허가 필요
 외출 시 반드시 학교 정문 출입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정문 가드에게 본인 ID&KEY 를 맡겨야 함.
 본인이 타인 또는 타인이 본인의 ID수령 및 출입일지를 기록해서는 안됨 (적발 시 경고 및 퇴교 조치)





통금 규정
통금시간: 일요일-금요일 저녁 10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자정 12시.
PROGRESS TEST 가 있는 주에는 다음날 토요일 오전수업이 없으므로 통금시간이 자정 12시.
3진 아웃제도: 1차 경고, 2차 경고 (유학원 및 집에 통보/ 각서작성), 3차 퇴교 (환불없음)

 외박 신청 및 규정
 허가기간: 매주 금요일 정규시간 이후 부터 외박 가능하며, 다음날 수업이 없는 경우 해당일 전일부터
외박 가능함,
 신청방법: 외박신청서와 안전사고 동의서를 금요일 (외박 가능한 날)까지 반드시 오후 5시까지 오피스에
제출
 주의사항: 외박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외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통금시간 (오후 10시,자정12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학교에 출입하면 통금위반 규정 적용
 원칙적으로 주중 외박 금지 (가족 방문일 경우 매니저와 상의 후 별도 허가서 받아야 함)

PHILIN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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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카드 착용
 학교 건물 출입 및 수업을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학교 아이디 착용 필수

 복장 (Dress Code, 드레스 코드)
 수업 참여시 드레스 코드 규정을 준수
 핫팬츠, 미니스커트, 민소매 티셔츠 또는 탱크 탑 등 금지






그외 규정
폭행, 절도, 기물파손 등의 폭력행위 금지
정규 일과시간 외 무단으로 강의동 출입 금지
학교 등록 시 개인의 음식 알러지, 자신의 질병, 신체적 장애 등에 관해 반드시 본원에 통보 및 조치필요
식사 시간 준수 및 식기류 외부 반출 금지










수업 및 문화 에티켓
땀/입 냄새 등의 주위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및 전원 끄기
수업 중 담당 강사의 정당한 지시 이행하기
담당 강사 호칭 시 이름 앞에 ‘Teacher’라는 호칭 사용 및 적절한 예절 갖추기
타 문화 및 생활방식 존중, 민감한 주제 (종교, 정치, 과거사 등) 삼가
수업 중 타인의 발언을 중간에 자르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의견만 지나치게 제시하는 행위 자제
허락 없이 상대방의 물건 건들지 않기

 강제 퇴교 및 경고
 강제퇴교: 1회 적발 시 퇴교조치이며, 환불 없음
* 카지노 출입 (게임여부와 상관없이 퇴교) * 절도 및 통금시간 이후 외출 시도 * 이성간 방 출입
* 인터넷 상 유언비어 유포 *본원 명예훼손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본원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매춘 및 향정신성 약품 이용 등
 경고: 3회 적발 시 퇴교조치 (학교규정과 관련된 사항 불이행 및 위반할 경우), 환불 없음
* 허가 없이 외부인 출입허용 (필요 시 사전에 매니저와 상담 후 승인 필요)
* 방 열쇠 분실 또는 무단 복사 (열쇠 분실 시 즉시 매니저에게 알림. 페널티 1,000페소)
* 주류 반입 (정문에서 짐 검사), 실내 흡연 (청소직원들이 검사)
* 고성방가 (오후 10시 이후에는 정숙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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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납부 비용은 페소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지환전)
 필인터 어학원은 총 연수 기간의 현지 납부 비용을 한번에 납부합니다.

항목

SSP
Deposit
Electric
ACR I-CARD
ID CARD
Water
Visa
Extension
books
Pick-Up
Management

비용

내용

6,500페소

Special Study Permit, 필리핀 어학연수 허가증, 필수 발급

연수기간에 따라 다름

연수종료 시 전기세 공제 및 기숙사 시설물에 이상이 없으면 남은 금액 환불

1,800페소 / 4주

65킬로와트 (KWH) 이상 사용량에 대해서는 1와트당 15페소의 전기요금 부과
(기숙사 보증금에서 공제됨)

3,000페소

59일 초과 체류하는 경우 필수 발급, 2011년 2월 필리핀 전 지역 시행

250페소

아이디 카드 2장 발급 (1장은 외부용으로 사용), 반드시 학교 내 착용

200페소 / 주

연수기간에 따라 한번에 완납

연수기간에 따라 다름

관광비자로 매월 연장함

권당 150~500페소

레벨테스트 및 수업과정에 따라 달라짐

800페소(Weekend)

평일(3:00AM Monday – 6:00AM Saturday) 입교 시 1,200페소

1,200페소/4주

공공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용 징수, 환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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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납부 비용은 페소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지환전)
 필인터 어학원은 총 연수 기간의 현지 납부 비용을 한번에 납부합니다.

 기숙사 보증금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4,000페소

5,000페소

7,000페소

9,000페소

11,000페소

12,000페소

 비자연장비용
회

기간

비용

합계

-

1주 – 4주

없음 (30일 무비자 체류)

-

1차

5주 – 8주

3,640페소

3,640페소

2차

9주 – 12주

5,420페소

9,060페소

3차

13주 – 16주

2,940페소

12,000페소

4차

17주 – 20주

3,450페소

15,450페소

5차

21주 – 24주

3,950페소

19,40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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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퇴실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퇴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입생들을 위한 방 청소 및 준비 점검이 필요하기에 퇴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항공스케줄이 저녁 또는 새벽인 경우, 학교 가드에게 짐을 맡기실 수 있으며, 귀국 1주일 전에는
항공스케줄을 반드시 오피스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출국 1주일 전 귀국대상 학생명단 학교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Dormitory Check Form 작성하기: 연수기간 동안 기숙사 방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Dormitory
Check Form을 작성해야 하며, 기숙사 가드에게서 받을 수 있고, 현지 직원 한 명과 함께 방을 체크한 후
이에 대한 확인 사인을 받습니다.
 전기세 체크: 기숙사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오피스에 오셔서 매니저에게 전기세 공제를 받습니다.
 여권 및 보증금 돌려받기: 전기세 공제 확인 후, 학교 1층 오피스에 오셔서 여권, 및 전기세를 제외한
기숙사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여권 비자 연장 및 만료일 확인하기)
 기숙사 방 KEY 및 학교 ID 반납: 출국 당일 날 기숙사 가드에게 반드시 반납해 주세요.
 공항 이동 및 공항세 준비: 막탄-세부 국제공항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합니다.
(국제선 공항세 : 750페소, 국내선 공항세: 20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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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