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어학원 오리엔테이션 자료

 출국
인천공항 출국절차
1. 탑승수속 카운터(A~M)에서 티켓팅 후 수화물을 탁송하도록 합니다.
2. 1~4번의 출국게이트에서 탑승권과 여권을 확인시켜준 후에 입장합니다.
3. 소지품 검사 및 출국심사를 거친 후, 탑승게이트에서 탑승하도록 합니다.

*탑승게이트가 101 ~ 132 일 경우에는 셔틀트레인을 타고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김해공항 출국절차
1. 탑승수속 카운터(해당항공사)에서 티켓팅 후 수화물을 탁송하도록 합니다.
2. 출국장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 시켜준 후에 입장합니다.
3. 소지품 검사 및 출국심사를 거친 후, 탑승게이트에서 탑승하도록 합니다.

수화물 규정
1. 국제선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탁송 가능한 무게의 한계를 체크하도록 합니다.(대부분 20Kg)
(초과시 1KG 당 수수료 약 15,000원 입니다. 스프레이, 휴대폰보조배터리 반입불가)
2. 국내선 항공권에도 탁송 가능한 무게의 한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게 초과시 1KG 당 수수료 150PESO입니다)
3. 기내 반입하는 짐의 무게는 국제선 7KG이하로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이하, 국내선도 7KG 입니다
(스프레이, 음식, 라이터, 칼, 화장품(액체류), 우산 등은 기내 반입불가 품목들입니다)

 필리핀 입국
입국심사
기내에서 나눠주는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를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여 마닐라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신고서와 국
제선왕복항공권, 여권를 보여줍니다. 돌려받는 여권에는 입국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사항: 필리핀 입국 심사 때 왜 필리핀에 입국했느냐를 물어보면 JUST TRIP 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통상 그냥 통과 시켜줌)
-입국신고서 샘플-

-세관신고서 샘플-

luxur place hotel

HONG
나이

gangnam seoul

GILDONG

국내선 환승
-필리핀에어라인 이용시
(야간스케쥴 출발자는 국내선 수속을 공항 2층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짐을 들고 올라갑니다)
1. 인천공항 또는 부산공항에서 국제선 국내선 티켓을 받도록 합니다. 도착 후 먼저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여권,
국제선왕복항공권, 입국신고서, 가족연수는 영문주민등록등본 제출)

2. 이민국을 통과 후, 짐을 찾고, CUSTOMS에서 세관신고서를 제출 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짐 찾은 곳 주변에 TRANSFER
간판을 찾아서 물건을 다시 맡기고, 건물을 빠져 나옵니다.(야간 스케쥴 이용시 – 세관 신고 후 건물을 빠져 나옵니다)

3

출구로 나온 후, 좌측을 보면 TO DEPARTURES 라고 적힌 파란간판이 나옵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4

계단을 올라가면 첫번째와 같은 광경을 보시게 됩니다.
길 끝까지 걸어가면 졸리비 패스트푸드점이 나오고, 우회전 하
시면, 두번째 사진과 같은 광경을 보시게 되실겁니다. 약 20m 걸어가시면 세번째 그림처럼 국내선을 타기 위해 사람들
이 줄 서 있는 광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국내선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5

DOMESTIC 간판이 있는 입구로 들어가서 아무런 절차없이 바로 비행기 타러 갑니다.(야간 스케쥴 이용시 - 국내선 공
항으로 들어가신 후 BACOLOD 카운터를 찾으신 후 이티켓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짐 수속 후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6.

약 1시간 비행 후 바콜로드에 도착하면 한국인 매니져가 출구 오른쪽에 ‘E-ROOM’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시간 보다 빨리 도착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비상연락망에 나와있는 매니져에게 전화주세요)

-세부퍼시픽 이용시
1.

국제선과 국내선을 세부퍼시픽으로 이용시 먼저 입국신고(여권,항공권,입국신고서, 가족연수는 영문주민등록등본 제출)
를 한 후, 자기의 짐을 찾습니다

2. 짐을 찾은 후 세관신고대에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과 후, 출구로 나와 왼쪽끝으로 갑니다.

3. 길 끝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후 DOMESTIC 간판을 찾은 후 BACOLOD 카운터에서 수속을 합니다.

4. 시간에 맞추어서 탑승게이트를 통과하여, 해당 게이트에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4.

약 한시간 후 바콜로드에 도착하면 출구 오른쪽에 한국인 매니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외 항공사 이용시(아시아나,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

이민국에서 입국심사
- 여권,국제선항공권,입국신고서 제출

2.

개인짐을 찾은 후 세관신고대에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구로 나옵니다.

3.

출구로 나온 후 쿠폰 택시 또는 공항셔틀버스를 타고 해당 국내선(터미널 2 or 터미널 3)으로 이동합니다.

참고사항
아시아나,대한항공,캐세이퍼시픽, 제주항공
필리핀에어라인 (국제선,국내선)
세부퍼시픽(국제선,국내선), 에어아시아

터미널 1
터미널 2
터미널 3

비상연락망
필리핀사무실

한국사무실

박현중 매니져

0915-945-3126

최칠현 원장

0926-751-1695

천세미(픽업담당)

0927-136-9613

김진호 실장

0082-10-2090-0960

*현지 기숙사 도착하기 전까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상연락망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항공기 연착
이나 도착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였을 경우, 국내선 항공기를 놓쳤을 경우, 입국거부를 당했을 경우 등…)

 현지 생활 오리엔테이션
1.

도착후
학원에 도착하시면 지정된 기숙사로 입실하여 현지 매니져와 기숙사 생활관련 오티 후 푹 쉬시면 됩니다.

2.

레벨테스트, 시간표 배정
일과 시작 첫날 PERSONAL DATA 작성, 레벨테스트, 시간표 작성 후, SSP발급(6000페소)을 위한 사진과 I-CARD발
급(3000페소-8주 초과 연수만 해당됨)을 위한 사진, 기숙사 보증금(3000페소-연수후 문제 없을시 환불), 교재비(약
1600페소)를 납부합니다.

3.

기숙사, 학원 생활 규정
기숙사 통금 시간은 일요일~목요일은 밤 12시이며, 금요일~토요일은 밤 2시까입니다.
온수 이용 시간은 오전 6-9시, 오후 6-9시 입니다.
필리핀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통금 규정을 3회 어길 시 퇴교됩니다.
이성간 방 출입시 퇴교됩니다.
결석시간 1주 5시간, 4주 20시간 초과할 시 경고 후 퇴교됩니다.

4.

비자연장
처음 입국시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첫달
연장 +30일 3130PESO
두번째달
연장 +30일 4400PESO
세번째달
연장 +30일 2430PESO
네번째달
연장 +30일 2430PESO
다섯번째달 연장 +30일 2430PESO
비자 연장은 무료로 학원오피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5.

기숙사 생활
식사시간

아침 07:00~08:00
점심 12:00~13:00
저녁 18:00~19:00

식사시간외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
니다.

도서관 이용시간

아침 08:00~밤12:00

귀중품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세요.

세탁,청소시간

일주일 3회 실시

월수금 또는 화목토
해당하는 날 08:00까지 문 밖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불편한 사항 신고

08:00~18:00

매니져님께 서면으로 보고

전화이용

08:00~18:00

무료

전기세

사용한 양만큼 납부

도로쪽 방은 전기세 보조

6.

학원생활
수업은 월~금요일까지 정규수업이 있으며, 수업 시작 시간 20분후까지 미참석 시는 자동으로 결석 처리 됩니다.
레벨테스트는 매달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며, 미참석자는 수업변경이나 기숙사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국경일 및 공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7.

현금인출기 사용
(1) 먼저 ATM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카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ATM 앞에서 카드를 삽입합니다.
(2) 비밀번호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PIN AND PRESS’ENTER’KEY)
(3) WITHDRAW CASH(현금인출)을 누릅니다.
(4) SAVINGS을 누릅니다(신용카드 이용시는 CREDIT를 누릅니다)
(5)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합니다.(기기마다 다른데 최대 5000~10000페소 찾을수 있음)
*기기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비슷합니다

8.

귀국시 공항세 준비
국내선 200페소

 준비물
여행가방은 가방의 수가 많으면 취급이 불편하며 분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개수가 많지 않게 준비합니다. 그 중 중요
한 물건들은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크기로 미리 준비합시다.
의류
반바지, 반팔 티셔츠, 모자, 여름 속옷류, 양말류, 수영복(수경), 춘추용 얇은 점퍼류, 샌들(필수),
운동화, 선글라스
사진(필리핀에 도착하셔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8주이하 뒷배경 흰색 2인치*2인치 6매 이상
9주~16주 2*2 7장 이상
17주~24주 2*2 8장 이상

돈
출국하기전 미리 필리핀돈 1,000페소(공항에서 개인 간식비) & 미국 500$(100$ * 5장)정도를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환전해
간 돈은 책값(약 1800페소), 기숙사 보증금(3000페소), SSP발급비(6000페소), I-CARD발급비(3000페소), 비자연장비(3130페
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국제직불카드/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준비(VISA용 ATM이 가장 많습니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생활용품
수건(4~5장), 우산, 카메라, 헤어드라이기, 손톱깎이, 귀이개, 면도기, 평소 쓰시는 화장품류,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용품을
자신이 쓰시던 것으로 사오시면 좋습니다 (학원에서 도보 7분거리에 대형마트 있습니다)
상비약
해열제, 소화제, 각종 연고, 두통약, 비타민, 지병치료약, 감기약, 지사제, 바르는 모기약
그외 필요한 물품
전자 사전, 토익/토플(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책), 11 자 모양 플러그
한글로 설명이 되어있는 회화/문법/단어/숙어집

학비 할인의 이유로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생은 학원에서
퇴교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