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놀어학원 출국 오티자료 2020

01. 필리핀 출국을 위한 기본 준비사항
필수 준비사항
여

권

항공권
모놀어학원 입학허가서
모놀어학원 SSP인가서류
5x5cm 사진 2매

필리핀 입국 시점으로부터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왕복 항공권 (리턴 티켓 없이는 필리핀 입국 불가능)
필리핀 입국목적이 모놀어학원에서의 어학연수임을 증명.
어학연수장소(모놀)가 필리핀정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됨임을 증명.
SSP 발급용 (필리핀 정부에서 정한 규격이므로 반드시 5x5cm이어야 함, 안경 미착용)

학습 준비사항
스마트폰(전자사전/MP3)
문구류
단어장과 문법책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준비 (오디오 파일 청취 후, 과제 진행)
필기구 및 노트 등 (현지 구입 가능)
학원 교재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학습을 원할 경우 유용

생활 준비사항
세면도구

치약, 칫솔, 샴푸, 비누 등 (현지 구입 가능)

드라이기

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준비

수

개인용품으로 여유있게 준비 (현지 구입 가능)

건

의복류

긴팔 위주로 준비 (현지 구입 가능)

의약품

간단한 구급약 및 장복하는 의약품

화장품

체류기간에 맞게 준비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담)

기타 준비사항
주거래 은행에서 VISA, MASTERCARD 등 해외 사용이 가능한 직불카드
국제직불카드
여행자보험 또는
유학생보험

현지에서 도난사고 및 응급사고 시 유용하므로 가입 권장
환율은 1페소에 약 23원 정도이며(상시 변동) 개인 용돈을 포함한 학원 도착 후 납부 비
용(비자연장비)을 한국에서 미화로 환전하여 가져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추후 필요한

환전

비용은 국제직불카드로 필요할 때마다 페소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
출 시 수수료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리핀 도착하고 공항에서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10달러 정도 소액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한국에서 사용중인 휴대폰은 일시정지 후 출국 권장, 현지 번호 필요시 별다른 통신사
가입절차 없이 심카드를 구입하여 본인 스마트폰에 꽂아 사용 가능합니다.
과도한 생필품 (휴지, 치약, 샴푸 등), 한국식품 (김치, 컵라면, 햇반 등), 많은 양의 옷가

가지고 오면

짐!

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일에는 편하게 입고 있으며, 주말용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
음)와 학용품, 여러권의 영어 교재 (문법책 1권이면 충분, 많이 가져온다고 한들 다 볼 시
간이 없음), 옷걸이 (학원에서 지급)

02. 필리핀 도착 전 납부비용 (인보이스항목에 포함)
1. SSP 신청비 (정식 인가 받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특별허가증으로 1회 납부, 유효기간 6개월)
1-1. 발급비용 : 125USD
1-2. 준비서류 : 신청서(학원에 도착하여 작성), 5x5cm 사진 2매
2. 관리비
- 50USD / 4주당 (교재, 전기세, 수도세, 기숙사 유지보수 비용)

03. 필리핀 도착 후 납부비용
1. 비자 연장비
1차

3,430 페소 / 59일
4,700 페소

89일

9,000 페소

119일

10,300 페소

149일

11,600 페소

179일

2차

무비자 (30일) 입국 가능하며, 필리핀
체류 기간에 따라 상이한 비용 납부

2. ACR I-CARD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 1년)
2-1. 발급비용 : 3,000 페소
2-2. 기타사항 : 2차 비자 연장 시, 함께 신청
3. 기숙사 보증금 (기숙사 입실 시 1회 납부, 퇴실 시 전액 환불)
- 100 달러 또는 4,000 페소
4. 기타
- 개인 용돈

04. 한국 출국 & 필리핀 입국 안내
◆ 한국 출국 안내
1. 탑승 수속
1-1. 티켓과 여권을 잘 확인하고 출발 2시간 전까지 인천공항 3층, 해당 항공사 수속 카운터로 갑니다.
(대한항공 이용객은 터미널 2로 이동)
1-2. 탑승권을 발급 받고, 위탁수화물을 탁송합니다. (E-TICKET은 귀국할 때까지 분실하면 안됩니다.)
수화물 확인 택을 잘 챙깁니다. (필리핀 공항 도착 시, 확인)

항공사

위탁수화물 중량

초과운임 (1kg 당)

기내반입 수화물 중량과 사이즈

필리핀항공

20kg

편도운임의 1.5%

7kg 미만, 배낭 등 반입 가능

대한항공

20kg

편도운임의 1.5%

12kg 미만, 가로x세로x높이의 합115cm 이하

아시아나

20kg

편도운임의 1.5%

10kg 미만, 가로x세로x높이의 합115cm 이하

세부퍼시픽

15kg

12,000원

7kg 미만, 가로x세로x높이의 합115cm 이하

케세이퍼시픽

20kg

편도운임의 1.5%

7kg 미만, 56x32x23cm 이하

제주항공

15/20kg

30,000~80,000원

10kg 미만, 가로x세로x높이의 합115cm 이하
(변동가능)

2. 출국 수속
2-1. 출국장에는 늦어도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2.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검색대가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 고가물품
신고를 합니다.
2-3.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출국 확인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2-4.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면세점이 나오며, 이용 항공사에 따라 탑승
출구를 찾아 이동하여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3. 필리핀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3-1. 입국신고서 작성 요령

3-2.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학원주소
MONOL ACADEMY
PUROK 9, TACAY ROAD,
PINSAO PROPER, BAGUIO CITY

3-3 건강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을 때
1. 필리핀 입국 심사 (Immigration Check)
- 필리핀 입국 심사대 노란선을 기준으로 차례를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 시, 여권, 리턴 티켓, 필리핀 입국신고서를 제출
하고
30일 비자 도장을 받습니다.
<<주의>>
* 입국 심사 시, 이민국 직원이 필리핀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반드시 스터디 (STUDY)이라고 대답하고 이메일
로 받은 입학허가서와 SSP 등록서류를 함께 보여줍니다.
* 간혹 리턴 티켓을 날짜를 확인하고 비자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 중에 개인적으로 연장할 것이다 (I WILL
EXTEND
MY VISA BEFORE EXPIRED)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 59일 비자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시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30일 무비자로 입국) 1차 비자 연장비용
(3,430PHP)을 내고 비자 재 연장을 하여야 함.
* 59일 비자 스탬프

출국 전 한국의 필리핀 대사관으로 부터 59일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2018,06,23 입국하여 59일간
2019.08.21 까지 체류 승인
2. 짐찾기 (Baggage Claim)
– 입국 심사가 끝나면 타고 온 비행기 편명이 표시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로 가서 짐을 찾고 세관심사대로 이동합니다.
<<주의 : 수화물 및 소지품 분실>>
모놀어학원 픽업 담당매니저에게 즉시 연락
공항의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 있는 수하물 분실물 센터에 가서 신고
BAGGAGE CLAIM TAG과 화물 보관증서,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 세부 정보를 알림
짐을 못 찾는 경우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즉시 신고한 수 분실 증명서를 받음
3. 세관검사 (Customs)
– 세관원들이 화물표(짐표)와 화물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므로 수화물 확인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
으면 Express/Nothing to Declare 이 곳을 통과하시고,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 Ordinary/Goods Declare로 통과
합니다.
수화물 분실 또는 파손이 된 경우, Lost & Found 사무실에서 수화물 인환증과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짐표를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4. 픽업 장소로 이동
– 모놀어학원 픽업 장소로 이동하여 픽업을 받습니다.
5. 일반 주의사항
* 국제전화의 경우 1분당 7-10페소이며, PLDT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공중 전화 사용 가능
* 공중 전화기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르므로 구매 전 확인
* 각 공항에 전화 카드, 심카드 판매기 비치, 구입 가능

05. 마닐라 픽업 안내
탑승하는 항공에 따라 도착하는 공항의 위치가 다릅니다.
마닐라 공항 내에는 3곳의 도착장이 있으며, 각 도착장마다 픽업 담당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TICKET에
보면 도착지에 마닐라라고 써있고 그 옆에 T1, T2 또는 T3 라고 적혀있습니다. 학생이 도착하는 공항을 아래에서 확인
하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모놀어학원 픽업 피켓

모놀어학원 픽업담당자 유니폼

픽업 시 주의사항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이 들 때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
하세요. 또한 픽업은 해당 시간대에 도착해야할 모든 학생이 나왔을 경우 즉, 픽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단체로 바기오를
향해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학생이 늦게 나올 경우에는 모든 픽업이 완료될 때까지 먼저
나온 학생들도 함께 기다려야 하므로 침착하게 서둘러서 나오면 됩니다.
혹시, 공항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수화물 분실 등) 당황하지 말고 꼭 픽업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픽업 장소
1. 마닐라 국제 1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픽업장소: 도착층 DUTY FREE 앞
픽업담당자 연락처: +63-927-549-3550
터미널1은 다른 공항과 달리 매우 혼잡합니다. 간혹 공항 내에서 배너(현수막)를 찾을 수 없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
부분 2층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이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GREETERS’ AREA M-Z, 오른쪽으로(사진1) 통과하여 사진
에 보이는 내리막 길을(사진2) 내려와야 합니다. 내리막 길을 내려와 왼쪽을 보면 노란색 간판의 듀티프리(사진3) 앞에
서 모놀어학원 픽업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IMG 1

Terminal 1 Meeting area diagram
IMG 2

IMG 4
IMG 3

Guide for MONOL Pick-up in T1

(video)

IMG 5

2. 마닐라 국제 2공항 (필리핀 항공)

픽업장소: 졸리비(JOLLIBEE)앞
픽업담당자 연락처: +63-927-549-3554
아래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출입구(사진1) 쪽에서 바라보면 펜스와 통행로가(사진2) 보입니다.
통행로를 따라 우측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 졸리비(사진3) 앞에서 모놀어학원 픽업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IMG 1

IMG 2

Terminal 2 Meeting area Diagram

IMG 3

3. 마닐라 국제 3공항 (세부퍼시픽, 케세이퍼시픽, 에어아시아 항공 등)

픽업장소: 버거킹(BURGER KING) 앞
픽업담당자 연락처: +63-927-549-3547
아래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출입구 쪽에서 바라보면 전면이 유리벽으로(사진1) 쭉 막혀 있습니다. 나온 방향 그대로
패스트
푸드점 버거킹 (사진2) 앞에서 모놀어학원 픽업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IMG 1

IMG 2

Terminal 3 Meeting area Diagram

IMG 3

06. 학원 도착 후 일정
◆ 학원 이동 및 도착 일정
요일

시간

스케쥴

비고
바기오 이동

토

장시간 이동으로 수면 보충은 꼭 필요
(버스안이 굉장히 추우니 무릎 담요 및 점퍼 필히 준비) / 1회 휴게소 휴식

일

– 11:30

아침식사 및 휴식

1２:０0 – 1３:０0

점심식사

1４:０0 – 1４:３0

SSP서류 작성 및 영어 이름 신청 (B4 식당층 집합)

1４:３0 – 1５:０0

간이 오리엔테이션

1５:０0 – 18:00

건물 투어 및

교사 1명과 그룹을 만들어 어학원 내 위치 파악
과

바기오 시티투어

바기오 시내 광관 및 환전, 생필품 구입

18:00 이후
08:00 – 12:00
월

S

학원 복귀
레벨테스트

레벨테스트 및 아이디카드 사진 촬영

13:00 – 15:00

정식 오리엔테이션

15:00 – 17:00

교재 구입 및 비용 납부 (기숙사 보증금, 비자연장비 등)

07. 2020년도 단체픽업날짜 및 시간
◆ 픽업날짜
1월

4-5, 18-19

7월

4-5, 18-19

2월

1-2, 15-16, 29

8월

1-2, 15-16, 29-30

3월

1, 14-15, 28-29

9월

12-13, 26-27

4월

11-12, 25-26

10월

10-11, 24-25

5월

9-10, 23-24

11월

7-8, 21-22

6월

6-7, 20-21

12월

5-6, 19-20

◆ 픽업시간

토요일 08:00PM –일요일 01:00AM (터미널1, 터미널2, 터미널3에서 가능합니다)
일요일 05:00AM – 07:00AM (터미널3 에서만 가능합니다)

08. 규정
1. 등록 및 환불 규정
<등록 안내>
· 모놀어학원은 자세한 상담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다이렉트로 등록을 받습니다.
· 모놀어학원은 최소 4주 등록을 기본으로 2주 단위로 그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비는 등록 신청 후 3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입금 시 등록은 자동취소 됩니다.
· 학비 및 기타 비용은 출발 1주 전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
· 출국 전 등록 취소를 결정할 경우, 모놀어학원으로 연락을 필히 주셔야 합니다.
<지연도착 및 결석, 미도착>
· 학생 본인 사유로 인해 개강일 보다 늦게 학원에 도착하였을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 환불되지 않습
니다.
· 연수 기간 동안 학원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
간을
위한 보충수업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닐라에 도착한 후 픽업을 받을 때, 정해진 시간까지 픽업장소로 와야 하며, 만약 학생 본인의 사유로 인해 사전 연락
없이
약속된 장소,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된 픽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픽업 시간에 늦을 경우 사전에 꼭 픽업 담당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기간 연장>
· 연수 기간 연장은 현지에서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 공실이 없을 경우, 연장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비용에 대해서는 연장 코스 개강일 1주 전까지 학원 지정 계좌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학비가 입금 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
· 학비, 기숙사비, 등록비, SSP발급비, 관리비 외, 현지에 도착하여 기숙사 보증금 및 비자연장비, 개인 용돈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듭니다. (발행된 인보이스 하단 참조)
· 보험, 항공예약 등의 서비스는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
· 모놀어학원에서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사업 분쟁이나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등 연수 기관의 통제 밖의 사유로 인
해 제공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모놀어학원 또는 그 대리인은 어
떠한 책
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과 모놀어학원이 맺은 계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2. 환불규정
등록 취소 및 환불 요청은 모놀어학원으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비 및 이미 처리된 실비(픽업비, SSP비용, 관리비)
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 등록 취소 및 환불 요청>
· 출국 예정일이 1주일(7일)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 연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등록비를 제외한 납부비용

100%전액 환불됩니다.
· 출국 예정일 1주일(7일) 전부터 출국일 사이에 연수를 취소할 경우, 등록비와 기숙사비의 1주일(7일)분 공제 후 환불됩
니다.
· 연수 시작 전 취소 환불금은 환불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환불됩니다.
<출국 후 기간 단축 및 환불 요청>
연수 시작 후 연수를 중단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지에서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환불은 시작하지 않은 텀(4주)에 한해, 2주 단위로 이루어지며 환불 신청일에 따라 환불금이 다릅니다.
· 텀 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연수 기간(4주 미만)에 대해서는 정규수업 내 그룹수업 편성은 불가능하며, 정규수업이
맨투맨으로만 이루어진 One-on-one Speaking ESL 또는 TOEIC과 같은 커리큘럼 또는 그룹수업을 맨투맨 수업으로 변
경하여 남은 기간 수강하여야 합니다.
· 모놀어학원 도착 후 6일 이내(첫 주 금요일까지)에 환불신청을 할 경우 등록비, 픽업비, SSP비용, 이미 시작 된 텀 관
리비를 제외한 납부비용 100%가 환불됩니다. (일주일 체험연수 적용)
· 새로운 텀 시작이 1주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연수를 취소할 경우 남은 학기(텀) 납부비용은 100% 환불됩니다.
· 새로운 텀 시작이 1주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연수를 취소할 경우 1주일(7일)의 기숙사 비용을 공제한 연수비가 환
불됩니다.
· 이미 시작한 텀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지불된 실비(SSP, ACR I-Card, 비자연장비, 관리비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연수 중 취소 환불금은 졸업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됩니다.
· 연수 연장의 경우 또한 환불 규정을 동일합니다.
·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 마지막 날은 토요일로 간주합니다.
* 총 8주의 연수과정 중 4주 연수 취소에 대한 환불금 예시
1-1. 연수 1~3주차에 5~8주(총 4주) 연수를 취소할 경우 4주에 대한 연수비 100% 환불
1-2. 연수 4주차에 5~8주(총 4주) 연수를 취소할 경우 4주에 대한 연수비에서 1주일(7일)의 기숙사 비용을 공제 후 환불
* 총 8주의 연수과정 중 2주 연수 취소에 대한 환불금 예시
2-1. 연수 1~4주차 기간중에 7~8주(총 2주) 연수를 취소할 경우 2주에 대한 연수비 100% 환불(연수 5,6주차는 맨투맨
수업만 수강 가능)
2-2. 연수 5~6주차 기간중에 7~8주(총 2주) 연수를 취소할 경우 환불금 없음(그룹수업이 포함된 커리큘럼 수강중인 경
우)
<커리큘럼/기숙사 타입 변경 시 차액 환불 요청>
각종 변경 신청은 현지에서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커리큘럼/기숙사 타입 변경 시 차액의 50%가 현지에서 페소로 환불됩니다.
<퇴교 시>
· 학원 규정위반으로 퇴교를 당할 경우 잔여 기간(시작하지 않은 텀(4주))에 한해 전액 환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