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백서



CONTENTS
모놀어학원 소개

학생 서비스

커리큘럼 소개

등록 절차

모놀 생활

퇴교 규정

학비 안내

환불 규정

졸업

실속 정보

인사말

2003년 설립 이래 모놀어학원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업중심의 스파르타 시스템과 표준화된 교수법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다방면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파르타 시스템에 걸맞은 규정을 확립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정보지에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모놀어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과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성취할 수 있는 어학 연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놀어학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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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ONOL

1 모놀어학원 소개

1.1. 위치 및 학원 시설

모놀어학원은 바기오 내에서도 평화롭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13층 규모의 모놀어학원은 90개의 기숙사, 190 여개의 교실 (맨투맨 강의실 145실, 

그룹 강의실 45실)  그리고 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구내 식당, 사우나, 헬스장, 컴퓨터실 및 

기타 실내, 실외 스포츠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중 (월요일 - 금요일) 08:00 - 17:00까지 정규 수업을 제공,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정까지 학생 관리부의  단속이 있으며, 24시간 경비망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1.2. 모놀어학원 연혁

오피스 구조도

2014 Intensive Speaking ESL, TOEIC 코스 개설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커리큘럼 전면 개편

아이캠프, 맘스 클럽 런칭, 미국대학 입학 보장 프로그램
(International Foundation Group) 개설

E-MONOL 온라인 화상 영어 오픈,
모놀 스포스센터(3층 규모) 신축

필리핀 관광청에 의한 추천 어학원 선정,
모놀어학원 13층 규모 자체 신규빌딩 신축

마틴 캠퍼스 오픈,
진주 경상 대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시행

진주 산업 대학교 누리 사업단 어학연수 프로그램 시행

브렌트우드 센터 오픈

1회 모놀 쥬니어 영어캠프 시행

필리핀 바기오 모놀 “IEN” 어학원 설립,
필리핀 교육부 TESDA 및 이민국 SSP 인증

ABOUT MONOL

모놀어학원은 바기오 내에서도 평화롭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13층 규모의 모놀어학원은 90개의 기숙사, 190 여개의 교실 (맨투맨 강의실 145실, 

그룹 강의실 45실)  그리고 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구내 식당, 사우나, 헬스장, 컴퓨터실 및 

주중 (월요일 - 금요일) 08:00 - 17:00까지 정규 수업을 제공,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정까지 학생 관리부의  단속이 있으며, 24시간 경비망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아이캠프, 맘스 클럽 런칭, 미국대학 입학 보장 프로그램



 03
DEPARTMENTS

1.3. 각 담당부서 소개

1.3.1. Office of the Administrator (총괄 담당부)

학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외적, 대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서, 인사 관련 업무 

또한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학원의 모든 행사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합니다.

1.3.2. Teaching Department (교육부)

1.3.2.1. General ES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효과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며, 영어학습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균형잡힌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General ESL과 스피킹에 특화된 Intensive Speaking 

ESL을 제공합니다.

1.3.2.2. Post ESL

고급자 코스로서 보다 전문적인 과정으로 시험대비반 IELTS (유학 및 이민 준비 

과정), TOEIC 또는 취업 전, 후 준비 과정 및 승무원 준비과정 (Business English) 

으로 나뉩니다.

1.3.2.3. Curriculum Development and Training Department

모놀어학원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부서로서 교사의 적절한 교육법,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법을 고민하여 양자간의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트레이닝, 티칭 부서와 

협조하여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합니다. 표준화된 교수법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는 공식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부서에 의해 훈련을 받게 되며, 트레이닝 이후부터는 무작위 

참관 수업을 통해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1.3.3. Student Relation Department (SRD)

국적별 매니저가 근무하는 부서로서 정기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위해 노력하며 학생들의 피드백을 취합하여 학원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학생의 복지를 위해 힘쓰며, 엄숙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 외 업무로는 여행정보제공 및 학생 관련 모든 기록을 

담당하여 학생 성적 및 스케줄, 출결 사항을 관리하며 학생의 비자 연장, SSP 신청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4. Accommodation and Other Services Department (ASD)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및 학원 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인터넷 및 전산 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ID

카드 생성, 온라인 강의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1.3.5. Finance, Acquisition, and Control Department (FACD)

학원 내 필요한 물품 구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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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SERVICES

2.1. 기숙사

각 방에는 분리형 화장실과 샤워실 (온수기 설치), 텔레비전, 제습기, 책상, 옷장, 침대가 갖추어져 있으며, 빨래 바구니는 정식 오리엔테이션 후 각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2.1.1. 3+1 프로그램

2.2. 개인 소지품 관리

CMD에서는 학생들의 귀중품을 졸업 시까지 보관해드립니다.

2.3. 음식 (ASD)

학생들은 구내식당에 ID카드를 맡긴 후 식기도구를 (접시, 숟가락, 포크) 빌릴 수 있습니다.

2.4. 세탁 (ASD)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5. 청소 (ASD)

월요일 - 금요일간 신청한 기숙사에 한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해당시간에 부재중일 경우 서비스는 자동 취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6. 건강 관리 (SRD)

2.6.1. 

2.6.2. 

2.7. 상담 (SRD)

모놀어학원에서 지내는 동안 정기 상담 및 간담회에 (신입생 간담회, 학습법 설명회, 졸업생 간담회, 정기 상담) 참석하게 되며 학생은 학원에 대한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제기할 수 있고 학습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1 프로그램은 3명의 학생과 교사 한 명이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문화가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수업 시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룸티쳐와 함께 복습할 수 있으며, 24시간 영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빠른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은 06:00 - 24:00 사이 이용 가능하며, 15:00 - 24:00 (주말 제외) 시간 내에는 헬스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평일 17:00 -  21:00  (주말 제외) 요가 및 필라테스 전문강사가 레슨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별 건강 기록부를 만들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학원 간호사가 (08:00 - 24:00) 학원 내 환자 발생 시, 1차 진단을 하고 응급 

처치를 돕습니다. 또한 병원 방문이 필요한 학생의 예약을 대행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양호실은 기숙사 308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2 학생서비스

아침식사       07:00-08:00

점심식사       11:50-13:00

저녁식사       17:50-19:00

식사시간



터미널 1 픽업 장소 (Philippine Airlines, Air Asia, Cebu Pacific 제외 모든 항공사)

터미널 2 픽업 장소 (Philippine Airlines)

터미널 3 픽업 장소 (Air Asia, Cathay Pacific, Cebu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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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UP

2.8. 교재 수령 및 구입 (AUDITING)

교재는 08:00 - 11:30, 12:30 -17:00 사이 구입 가능합니다.

2.9. 픽업 서비스

픽업서비스 (SRD)

2주에 한번 마닐라 니노이 공항에서 (터미널 1, 2, 3)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정기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차 픽업 (토요일20:00~일요일 01:00)

2차 픽업 (일요일 5:00~ 일요일 07:00)



2.10. 비자 연장 (SRD)

학생이 학원에 도착하면 ADMIN 에서는 학생의 비자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이전에 비자 연장을 돕습니다. 관련 납부 비용은 게시판을 통해 공지가 되며, 

졸업 시까지 학생의 여권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2.1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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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udy Permit (SSP)

SSP는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는 특별 허가증입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6개월 이상 연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비자 연장 기준이 국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한국인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1. 기준)

* 연수 기간에 따라 2차 신청시 비자 연장 기간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비자 연장 비용

종류 기간 비용

무비자 입국 30일 -

1차 연장 + 29일 3,430 PHP

2차 연장

+ 30일 4,900 PHP

+ 60일 6,200 PHP

+ 90일 8,930 PHP

+ 120일 9,730 PHP

기타 추가 비용

종류 비용 비고

ACR I-Card 3,000 PHP 59일 이상 체류시

CRTV 1,410 PHP 만 6개월 이상 체류시

SSP 6,300 PHP
만 6개월 이상 체류

시 갱신

ECC
Exit Clearance Fee

750 PHP
만 6개월 이상 체류후 

출국시

Annual Fee 310 PHP
11월 1일 이전 필리핀 

입국 후 이듬해 1월 1일 

이후 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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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여행 보조 (SRD)

여행을 계획하는 학생은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항공권 변경 및 취소, 예약 업무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2.12. 우편물 (SRD)

학생에게 배달되는 우편물 및 택배는 SRD에서 일괄 수령하여 학생에게 불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배송비를 모두 지불했음에도 바기오 우체국에 소액의 

배송비를 한번 더 내게 됩니다. 또한 물건을 인수 시, 학생은 수령품을 개봉하여 학원 내 반입 금지 품목 (주류 등)이 있는지 검사 받아야 합니다.

2.13. 불만사항

학생은 언제든지 학원에 관련한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SRD를 통해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정기 상담을 통해 구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매 텀 시행되는 모놀 평가서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4. 인터넷 (MIS)

학원  내 모든 기숙사, 식당층, 라운지에서는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5. 체육시설

농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관련 운동기구는 SRD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3.1. 학사일정

3.1.1. 텀 스케줄 및 일일 스케줄

3 커리큘럼 소개

06:00 - 

06:30 - 07:00

07:00 - 08:00

08:00 - 11:50

11:50 - 13:00

13:00 - 16:50

17:00 - 17:50

17:50 - 19:00

19:00 - 22:00

22:30 -

기상

모닝클래스/선택

아침식사

정규수업

점심식사

정규수업

문법수업/선택

저녁식사

자율학습/선택

개인시간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Class Day1

Class Day6

Class Day11

Class Day16

픽업서비스
주말셀프스터디

주말여행
주말셀프스터디

주말셀프스터디

주말여행
주말셀프스터디

주말셀프스터디

B텀 종료일
주말셀프스터디

주말셀프스터디

A텀 종료일
주말셀프스터디

기말고사

신입생레벨테스트

오리엔테이션 

재학생재시험

외부액티비티

Class Day2

Class Day7

Class Day12

Class Day17

A텀 시작일 
신입생시티투어
주말셀프스터디

주말여행
주말셀프스터디

B텀 시작일

주말셀프스터디

주말여행
주말셀프스터디 비지니스

프레젠테이션

Class Day4

졸업생간담회

Class Day9

Class Day14

졸업생간담회

Exercise Class

Class Day3

Class Day8

3+1액티비티

Class Day13 

Review Class

Class Day5

Class Day10

Class Day15

Exam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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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코스

3.3.1. General ESL 

General ESL은 Regular ESL과 One-on-One ESL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3.3.1.1. 반 편성 시험 (Level Test)

신입생은 텀 첫째 주 월요일에 레벨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Written Exam 외에 간단한 자기 소개 등 Oral Exam을 

통해서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시작 레벨을 부여 받게 됩니다.

3.3.1.2. Regular ESL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추가적인 발음 수업을 통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제공합니다. 워크북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

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복습을 유도하며 레벨은 학생의 이해력, 표현력, 의사 소통 능력 정도에 따라 Foundational ESL과 Essential ESL으로 나

뉘어집니다. 또한 학생의 레벨업은 정규 시험 (2회 / 8주) 결과와 학습 활동으로 (과제 이행도 및 수업 참여도, 쪽지 시험 등) 결정됩니다.

FOUNDATIONAL ESL

LEVEL

과
목

정
규

수
업

추가수업

기간

수업시간

IELTS Score

1:1
(3시간)

대그룹
(1시간)

1:4
(4시간)

ESSENTIAL ESL

LISTENING (2시간)

READING (1시간)

SPEAKING (2시간)

WRITING (1시간)

PRONUNCIATION (1시간)

GRAMMAR (1시간)

7시간 (+1시간)

Advanced

6

Advanced

3

Intermediate

5

Elementary

4

Elementary

2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Test Grade Distribution

Listening

Reading / Speaking

Writing

TOTAL

30%

35%

35%

100%



3.3.1.2.2. 성적 산출 시스템

옆에 보이는 백분표와 같이 각 과목별, 이행도별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1. 시험 결과, 수업 참여도, 과제물 제출 상태, 출석 등을 합산하여 과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2. 매 텀 과목별 점수를 코스 점수 백분표에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합니다. 

3. 학생이 2텀을 (8주 코스) 마치면 각 코스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며, 이는 학생이 

    레벨업이 필요한지 보충과정이 (Bridge Course) 필요한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레벨업을 위해서는 총점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4. 학생의 최종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3.3.1.2.3. 레벨업 (Level Up)

Book1와 Book2 (각 4주) 를 합산하여 Final Grade가 80점 이상일 경우, 레벨업이 가능하며 Book1

을 마친 후에는 레벨업이 불가능합니다.

매텀 시험 결과 (30%) + 수업 참여도 (30%) + 과제물 평가 (25%) + 출석률 (15%) 를 합산하여 

Course Grade가 나오고 2텀 (8주) 성적을 합산한 것이 Final Grade입니다.

3.3.1.2.4. 재평가 시험 (Revalidation Test)

아쉽게 레벨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총점 77 - 79점) 텀 첫째 주 월요일에 레벨업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한번 더 부여 받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를 (80점 이상) 한다면 레벨업을 하고 실패를 하면 

보충과정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76점 이하의 학생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시험 결과가 최종 점수 

또는 레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형태의 시험으로 각 

영역별 활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평가하며, 부수적으로 문법과 발음을 평가하게 됩니다.

3.3.1.2.5. 보충과정 (Bridge Course)

최종 점수에서 76점 이하를 받은 학생 또는 재평가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보충과정 (4주 코스) 으로 배정됩니다.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Pronunciation 

과목들을 추가된 내용으로 재구성 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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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Grade Equivalence

98 - 100

95 - 97

92 - 94

89 - 91

86 - 88

83 - 85

80 - 82

77 - 79

0 - 76

A+

A

 A-

B+

B

 B-

C+

C

 F

Course Grade Distribution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Pronunciation

TOTAL

25%

20%

25%

20%

10%

100%

Subject Grade Distribution

시험점수

수업참여도

과제이행도

출석률

TOTAL

30%

30%

25%

15%

100%

PASSED8주
초급과정

LEVEL-UP8주
중급과정

FAILED8주
초급과정

LEVEL-UP8주
중급과정

COMPLETED4주
보충과정

50% +             = 100%50%

      Course Grade 1                Course Grade 2        Final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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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듣기(Listening) Unit 구조

1.1   듣기 메인북: 1Unit=2시간 수업

         1.1.1   Lesson A

1. Getting Started

해당 Unit에 관련된 가벼운 

내용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3. Unlocking Difficulties

어려운 발음, 이해하기 어휘, 구문

등을 학습합니다.

2. Listening Check 1

질문을 먼저 숙지한 후

오디오 파일을 듣습니다.

4. Listening Check 2

구두 요약 정리를 통하여 

이해 정도를 체크합니다.

6. Focused Listening

해당일 발음수업에서 

배울 소리를 연습하게 됩니다.

5. Listening with Gap Filling

듣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어 빈칸 채우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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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raphrase & Discussion

 본문에 대한 내용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응용 연습을 합니다.

7. Listening Check 3

지문을 보며 오디오 파일을 듣고

전체 내용을 이해합니다.

듣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A

I. GETTING STARTED
   1. 학생에게 워밍업 질문을 하며 수업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II. LISTENING CHECK 
   1. 오디오 파일을 듣기에 앞서 가이드 질문을 살펴서 필히 학생이 모든 질문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2. 교사와 학생은 가이드 질문을 살펴본 후, 오디오 파일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3. 교사는 학생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도를 측정하며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체크해 놓습니다.
III. UNLOCKING DIFFICULTIES: “내용, 어휘, 발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해 줍니다.
   1. 내용: 교사는 칠판이나 학생 교재를 이용하여 오디오 파일에 대한 단서나 내용을 써서 설명해 줍니다.
   2. 어휘: 교사는 학생이 듣지 못한 어휘에 대해서 칠판이나 학생 교재를 이용하여 써서 설명해주고 어휘의 명확한 뜻을 알려줘야 합니다.
   3. 발음: 교사는 예를 들어가며 발음의 특징이나 규칙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특히 발음과 듣기 능력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교정 및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IV. LISTENING CHECK 2
     1. 오디오 파일을 다시 한번 듣게 하며, 학생이 스토리에 대한 “Oral summary”를 하게 합니다. 
         교사는 요약에 대한 문법적, 어휘적 실수를 교정해 줍니다.
     2. 오디오 파일을 다시 한번 듣게 한 후, 최종 “Oral summary”를 하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최종 요약을 학생의 교재에 적어주며 점수를 매깁니다.
     3. 교사는 최종 요약에 대한 문법적, 어휘적뿐만 아니라 내용적 실수도 교정해줍니다.

V. LISTENING with GAP FILLING
     1. 교사는 학생이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빈칸을 단어를 채워 넣도록 합니다. 
     2. 교사는 학생의 답변을 체크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이 해당 단어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VI. LISTENING CHECK 3
     1. 지문을 보면서 듣도록 하여 스토리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2. 교사는 본문과 연관된 문법, 어휘, 발음 등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줍니다.
     3. 작은 소리로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학생이 지문을 따라 읽도록 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의 발음을 체크해 줍니다.

VII. PARAPHRASE & DISCUSSION
     1. 교사와 학생은 본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사용한 문장에 대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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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B

I. LISTENING CHECK 1: 가이드 없이 듣기
     1. 교사는 듣기 내용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언급하지 않으며 학생은 오디오 파일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해당 내용 및 추후 설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메모합니다.
     2. 듣고 받아 적기 후 교사는 학생의 이해 정도만을 체크합니다.

II. UNLOCKING DIFFICULTIES: “내용, 어휘, 발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해 줍니다.
     1. 내용: 교사는 칠판이나 학생 교재를 이용하여 오디오 파일의 대한 단서나 내용을 써서 설명해 줍니다.
     2. 어휘: 교사는 학생이 듣지 못한 어휘에 대해서 칠판이나 학생 교재를 이용하여 써서 설명해주고 어휘의 명확한 뜻을 알려줘야 합니다.
     3. 발음: 교사는 예를 들어가며 발음의 특징이나 규칙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특히 발음과 듣기 능력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1.1.2   Lesson B

1. Listening Check 1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전 지식 

없이 듣고 받아 쓰기를 합니다.

2. Unlocking Difficulties

어려운 발음, 이해하기 어휘, 구문

등을 학습합니다.

3. Listening Check 2

 질문을 먼저 숙지한 후

오디오 파일을 듣습니다.

4. Paraphrase & Discussion

 본문에 대한 내용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응용 연습을 합니다.

5. Take-home Practice

그날 그날 과제가 나갑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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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ISTENING CHECK 2
     1. 오디오 파일을 듣기에 앞서 가이드 질문을 살펴서 필히 학생이 모든 질문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2. 교사와 학생은 가이드 질문을 살펴본 후, 오디오 파일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3. 교사는 학생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도를 측정하며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체크해 놓습니다.

IV. PARAPHRASE & DISCUSSION
     1. 교사와 학생은 본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사용한 문장에 대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V. TAKE-HOME WORK
     1. 수업 후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복습 및 연습을 합니다

1.2   듣기 워크북

3Rs: Vocabulary Development

수업중에 배운 어휘의 유사어, 

반의어 등을 정리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여 예문을 만듭니다.

Checkpoint: Key Points

메인북에서 배운 핵심 내용 및

어휘로 복습을 하고 다음날

구두 시험을 실시합니다.

Exercise: Listening 

Comprehension Check

실습용 오디오 파일을 들으며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합니다.

3Rs: Error Correction

수업중에 교정 받은 내용을

특히 틀린 문장과 교정받은 문장을

함께 정리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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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READING

2 읽기(Reading) Unit 구조

2.1   읽기 메인북: 1Unit=1시간 수업

         2.1.1   Lesson A

2. Voiced Reading

발음에 유의하여 본문을 소리 내어

읽으며 내용을 파악합니다.

3. Comprehension Task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해도를 체크합니다.

4. Extract and Expand

본문에 나온 어휘와 문법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1. Getting Started

해당 Unit에 관련된 가벼운 

내용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5. Reading Summary

“Oral summary”를 위한 

핵심내용을 메모한 후 본문을 

구두로 요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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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READING

Reading Check

Speed reading 지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Speed Reading 1&2

스크립트를 읽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내용을 파악합니다.

Comprehension Check 1 & 2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합니다.

읽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A

I. GETTING STARTED

   1. 학생에게 워밍업 질문을 하며 수업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II. VOICED READING

   1. 학생은 소리 내어 본문을 읽습니다.

   2. 교사는 학생의 발음, 연음, 강세 등의 에러를 메모해 둡니다.

   3. 읽기를 마치면 교사는 학생의 잘못된 발음을 체크해 주며, 특히 “Pronunciation link box” 어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4. 구조적인 발음의 에러는 발음 수업을 통하여 처방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III. COMPREHENSION TASK

   1. 학생은 교사의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2. 교사는 학생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도를 측정하며 잘못 사용한 문장을 교정해 줍니다. 

IV. EXTRACT & EXPAND

   1. 어휘: 주어진 어휘의 뜻을 알아보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2. 문법: “Grammar Link”의 본문 연관 문법을 공부합니다.

V. READING SUMMARY

   -Note Pad

   1. 학생은 수업 전에 “Oral summary”를 위한 가이드를 이곳을 이용하여 작성해옵니다.

   2. 교사는 학생이 작성해온 가이드를 체크해 줍니다.

   -Oral summary

   1. 학생은 교정된 가이드를 이용하여 본문을 “Oral summary”를 합니다.

   2. 교사는 학생의 “Oral summary”를 채점 및 교정해 줍니다.

2.1.2   Less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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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B

VI. SPEED READING
     1. 교사는 학생이 본문을 읽기 전에 필히 모든 질문을 이해하였
         는지 체크를 합니다. 필요 시 추가 설명을 해주도록 합니다.
     2. 학생은 정해진 시간 동안 본문을 소리 내어 읽도록 합니다.

VII. COMPREHENSION CHECK
     1. “Speed Reading”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합니다

VIII. READING CHECK
     1. 학생은 Speed Reading 본문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2. 교사는 학생의 발음, 강세 등의 에러를 메모해 둡니다.
     3. 읽기를 마치면 교사는 학생의 잘못된 발음을 체크합니다 

Substitute Title

주어진 지문의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 봅니다.

Checkpoint: Key Points

메인북에서 배운 핵심 내용 및

어휘로 복습을 하고 다음날

구두 시험을 실시합니다.

3Rs: Error Correction

수업중에 교정 받은 내용을

특히 틀린 문장과 교정받은 문장을

함께 정리하여 적습니다.

Building Comprehension

“Speed reading 1&2”를 다시 읽고 

메인 아이디를 적어 넣습니다.

Question Bank

주어진 지문과 관련된 내용 정리,

질문은 만들어 봅니다.

3Rs: Vocabulary Development

수업중에 배운 어휘의 유사어, 

반의어 등을 정리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여 예문을 만듭니다.

2.2   읽기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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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SPEAKING

3 말하기(Speaking) Unit 구조

3.1   말하기 메인북: 1Unit=2시간 수업

         3.1.1   Lesson A

1. Getting Started: A

Unit의 토픽을 소개하는 가벼운 

내용의 “Warming Up”입니다.

2. Getting Started: B&C

서로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는

개인 또는 그룹 “Activity”입니다

Language in Use: A&B

연습을 통하여

각종 표현을 익힙니다.

Language in Use

중요 표현법을 익히도록 연습합니다.

Language in Use: Expression

Language key points를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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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A

I. GETTING STARTED: 수업할 유닛의 주제를 소개하는 워밍업 활동을 합니다.
   a. 첫 페이지에 있는 사진에 대하여 대화를 함으로써 Unit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사는 먼저 무엇에 관한 사진인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등을 질문 
       한 후, 사진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칠판에 적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b. 사진에 대한 묘사를 한 후, Unit 내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듣기 연습, 빈칸 채워 넣기 등의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합니다. 

II. LANGUAGE IN USE: 중요 표현을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a. 각종 표현법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가며 중요 사항에 대한 학습을 제공합니다.
   b. 중요사항 학습 후, 각종 말하기 연습(빈칸 채우기, 개인 연습, 그룹 연습 등)을 통하여 소개된 내용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1.2   Lesson B

3.1.3   Audio Script

Speak Out

유창하게 표현하도록 학생들에게 

말하기 연습을 제공합니다.

Speak Out: Language Plus

 추가적인 “Language key points”

을 배웁니다.

Speak Out: A, B&C

개인, 그룹별 해당 표현법을

활용하여 연습을 합니다.

Audio Script

자습용 오디오 파일로 수업 중에 

배운 표현법으로 구성된 대화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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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B

III. SPEAK OUT: 좀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말하기 연습을 제공합니다.
     a. Lesson A에 대한 짧은 복습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b. “Language Plus”을 통하여 추가적인 표현법을 가르칩니다.
     c. “Language Plus”학습 후, 다양한 말하기 활동(질문하고 답하기, 토론,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역할연습, 빈칸 채우기, 보고하기……)을 통하여 
         유창하게 사용하도록 연습을 합니다.

IV. SELF-STUDY AUDIO SCRIPT: 자습용 오디오 파일입니다.
     a. 오디오 파일 대화를 통하여 수업 중 배운 표현법을 자습합니다.
     b. 듣기 연습을 통하여 정확한 발음을 익힙니다.

3.2   말하기 워크북

Checkpoint: Key Points

메인북에서 배운 핵심 내용 및

어휘로 복습을 하고 다음날

구두 시험을 실시합니다.

3Rs: Vocabulary Development

수업중에 배운 어휘의 유사어, 

반의어 등을 정리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여 예문을 만듭니다.

Exercise: Listening Conversation

오디오 대화를 듣습니다.

Exercise: Useful Expressions

유용한 표현법을 적도록 합니다.

3Rs: Error Correction

수업중에 교정 받은 내용을

특히 틀린 문장과 교정받은 문장을

함께 정리하여 적습니다.

Exercise: Expression in use

오디오 대화에서 추출한 유용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가상의 대화를 

만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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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기(Writing) Unit 구조

4.1   쓰기 메인북: 1Unit=1시간 수업

         4.1.1   Lesson A

1. Getting Started

Unit의 토픽을 소개하는 가벼운 

내용의 “Warming Up”입니다.

2. Grammar in Focus

Unit에서 사용할 문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ESSENTIAL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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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Lesson B

4. Writing Practice

Lesson A에서 배운 내용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첨삭을 받습니다.

3. Language in Focus

제시된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을 합니다.

쓰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A

I. GETTING STARTED: 수업할 유닛의 주제를 소개하는 워밍업 활동을 합니다.
   수업에 대한 흥미와 면학 분위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Unit 내용과 연관된 가벼운 대화를 합니다.

II. Writing Essential
    a. Grammar in Focus 
        교사는 문법 내용에 대하여 강의를 한 후, 학생들은 주어진 연습 문제를 통하여 해당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Language in Focus
        제시된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을 하며,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실수를 체크해줍니다.

쓰기 수업 진행 절차: Lesson B

III. Writing Practice
    1. 학생은 Lesson A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적습니다.
    2. 교사는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의 각종 실수를 체크해 주며 조언을 통하여 교정을 해줍니다. 
        SAMPLE ESSAY: 수업 중에 배운 문법, 작문 기교, 원리, 어휘에 대한 활용법을 이해하도록 “Sample essay”를 통하여 사용법을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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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쓰기 워크북

Exercise

주어진 주제로 작문을 합니다.

Checkpoint: Key Points

메인북에서 배운 핵심 내용 및

어휘로 복습을 하고 다음날

구두 시험을 실시합니다.

3Rs: Error Correction

수업중에 교정 받은 내용을

특히 틀린 문장과 교정받은 문장을

함께 정리하여 적습니다.

3Rs: Vocabulary Development

수업중에 배운 어휘의 유사어, 

반의어 등을 정리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여 예문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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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발음(Pronunciation) Unit 구조

5.1   발음 메인북: 3Unit=4시간 수업

         5.1.1   Lesson A

About the…

특정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Sounding the…

특정 소리가 입 모양 및 혀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발음되는지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Special Rules

문장과 단어에서 특정소리가 

발음되는 중요 규칙을 설명합니다.

Let’s Practice

구와 문장을 통하여 특정소리의 

발음 연습을 합니다.

Homework: Listen and Repeat

수업 후 오디오 파일을 듣고

발음 하기를 통하여 수업 내용을 

숙달합니다.

ESSENTIAL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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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수업 진행 절차

I. ABOUT THE…: 특정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교사는 특정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짧은 토의를 합니다.

II. SOUNDING THE…: 특정 소리가 입 모양 및 혀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발음되는지 세부사항을 제공합니다.

    1. 교사는 발성법과 듣고 모방하기를 통하여 특정 소리의 발음하는 법을 제시해 줍니다.

    2. 필히 학생이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과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III. SPECIAL RULES: 상황 별 특정 소리 발음하기

    교사는 먼저 특수 규칙을 설명한 후 제시된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IV. LET’S PRACTICE: 단어, 구문, 문장 발음 연습

    교사는 학생들이 제시된 구, 문장, 단락을 통하여 특정 소리의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V. TAKE-HOME WORK: 듣고 따라 하기

    오디오 파일을 통하여 수업에서 배운 특정 소리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기를 통하여 반복 숙달을 하도록 합니다.

5.2   발음 워크북

Checkpoint: Key Points

메인북에서 배운 핵심 내용 및

어휘로 복습을 하고 다음날

구두 시험을 실시합니다.

3Rs: Error Correction

수업중에 교정 받은 내용을

특히 틀린 문장과 교정받은 문장을

함께 정리하여 적습니다.

Exercise

수업에서 배운 발음을 

반복 숙달합니다.

3Rs: Vocabulary Development

수업중에 배운 어휘의 유사어, 

반의어 등을 정리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여 예문을 만듭니다.



3.3.1.3. One-on-one ESL

One-on-one ESL은 연수생 개개인 실력에 맞춰 좀더 세밀화 된 수업에 중점을 둔 코스입니다. 연수생과 교사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연수생은 

학습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교사는 연수생에게 집중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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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N-ONE ESL

FOUNDATIONAL ESL

LEVEL

과
목

정
규

수
업

추가수업

기간

수업시간

IELTS Score

1:1
(3시간)

대그룹
(1시간)

1:1
(2시간)

* 중 1개 선택

ESSENTIAL ESL

LISTENING (2시간)

READING (1시간)

SPEAKING (2시간)

WRITING + PRONUNCIATION  (2시간)

GRAMMAR (1시간)

5시간 (+1시간)

Advanced

6

Advanced

3

Intermediate

5

Elementary

4

Elementary

2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옵
션

수
업

3.3.1.4. Group ESL

Regular Speaking ESL 코스의 일부 과정을 차용한 Group ESL 코스는 소규모 그룹수업으로만 정규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스는 클래스 

메이트들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토론을 통해 영어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확립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FOUNDATIONAL ESL

LEVEL

과
목

정
규

수
업

추가수업

기간

수업시간

IELTS Score

1:4
(4시간)

대그룹
(1시간)

ESSENTIAL ESL

SPEAKING (2시간)

WRITING (1시간)

PRONUNCIATION (1시간)

GRAMMAR (1시간)

4시간 (+1시간)

Advanced

6

Advanced

3

Intermediate

5

Elementary

4

Elementary

2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1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Book2

4주



Post ESL 

3.3.2.1. IELTS

유학 또는 이민을 준비중인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목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집중적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그룹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텀 중간도착 혹은 해당 레벨 그룹인원이 없는경우)에는 맨투맨 수업 5시간으로 배정됩니다. 

 *학생은 본인의 취약 과목을 맨투맨 (Elective Practice) 과목으로 선택하여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3.3.2.1.1. IELTS 보장반

보장된 기간동안 목표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시, 목표점수 도달시점까지 학비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A. IELTS Lecture Subjects

Lecture Subject는 아이엘츠 시험과 관련된 기본 용어 및 시험 유형에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대하여 교육합니다. 다양한 

토픽 등을 접하며 문제 풀이 접근 방법 등 시험 요령을 숙지하게 되고, 필요한 어휘를 확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아이엘츠 시험

이 원하는 답안 작성 요령 등을 훈련 받게 됩니다.

B. IELTS Practice Subjects

Practice Subject는 다양한 주제의 많은 예제 풀이를 통한 실제 시험 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의 모범 답안과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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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OURSE Introduction to IELTS IELTS Proper

기간
Term1

4주

Term2

4주

Term3

4주

Term4

4주

Term5

4주

과
목

정규수업
1:4

(4시간)

Reading Lecture Reading Practice

Listening Lecture Listening Practice

Writing Task 1 Lecture Writing Task 1 Practice

Writing Task 2 Lecture Writing Task 2 Practice

선택
수업

1:1
(3시간)

Speaking Practice
Writing Task 1 Practice
Writing Task 2 Practice

*Elective Practice

수업시간 7시간

IELTS Band Score 4.5 5.0 5.5 6.0 6.5 7.0

5.5 보장반 입학자격

6.0 보장반 입학자격

6.5 보장반 입학자격

7.0 보장반 입학자격

3개월 이내 취득한 4.0 이상의 공인점수 또는 모놀 자체 모의테스트 4.0 이상

3개월 이내 취득한 5.0 이상의 공인점수 또는 모놀 자체 모의테스트 5.0 이상

3개월 이내 취득한 6.0 이상의 공인점수 또는 모놀 자체 모의테스트 6.0 이상

3개월 이내 취득한 6.5 이상의 공인점수

입학대상 12주 점수보장반 비용 완납 학생

수강기간 12주

점수보장반 혜택
보장된 기간에 목표점수 도달 못할 시, 목표점수 도달시까지 학비 면제 (기숙사비 납부)

점수보장반 등록자에게 공인시험비 1회 지원 (입교 후 10주차 이후 시험응시)

점수보장반 조건

출석율 95%이상

과제제출률 95%이상

모놀 자체 모의 테스트 응시율 95%이상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못할 시, 점수보장반 자격은 자동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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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두텀 (Practice Course) 동안은 문제 풀이와 분석, 격일로 (일주일에 3회) 실제시험과 같은 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다지고 목표한 점수

에 다가가며 시험 본 다음날은 교사와 함께 답안지 풀이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Post ESL 코스에 빠른 적응 및 능률적인 학업 성과를 이루기 위해 Post ESL 코스 수강 이 전에 General ESL 코스 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IELTS Mock Exam

아이엘츠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의고사를 의무적으로 응시하여야 하며, 둘째 주에는  별도의 시험비(100페소)를 납부하고 시험 신청을 해

야 합니다. 다음 항목중 적어도 하나는 해당되어야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4.0이상의 공식 IELTS 시험점수 소지자

2. 모놀어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시험에서 4.0이상 점수 획득한 자 3. “General ESL”의 “Intermediate”과정을 이수한자

3.3.2.2. TOEIC Listening and Reading

토익은 Lecture와 Practice로 구성된 16주 코스입니다. 듣기 및 읽기 이해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이를 도울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토

익 시험 유형 분석, 문제 풀이 및 답안지 풀이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법 및 어휘까지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중 적어도 하나는 해당되어야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400이상의 공식 TOEIC 시험점수 소지자 2. 모놀어학원에서 실

시하는 모의시험에서 통과한 자 3. “Regular ESL”의 “Elementary”과정을 이수한자

첫번째 두텀 (Lecture Course) 동안은 다양한 예제 및 답안지 풀이를 통해 시험 유형을 습득하고 선택 수업을 통해 학생의 취약점을 집중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
Term1

4주

Term2

4주

정
규

수
업

1:1
(5시간)

Listening 1 – Photographs
Listening 2 – Question-Response

Listening 3 & 4 – Conversations (3) & Talks (4)
Reading 5 & 6 – Incomplete Sentences (5) & Text Completion (6)

Reading 7 – Reading Comprehension

수업시간 5시간 

기간
Term1

4주

Term2

4주

정
규

수
업

1:1
(5시간)

Listening 1 – Photographs
Listening 2 – Question-Response

Listening 3 & 4 – Conversations (3) & Talks (4)
Reading 5 & 6 – Incomplete Sentences (5) & Text Completion (6)

Reading 7 – Reading Comprehension

FULL TESTS

수업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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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Business English

3종류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Business English 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야별 어휘력, 적절한 표현법, 상황에 따른 영어 구사 능력 

등을 배우는 전문적인 실무 과정으로서 Pre-employment, Post-employment, Flight Attendant Trainin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re-employment

취업 전 준비 코스로서 비즈니스 전문 용어를 활용한 듣기와 이력서 쓰기 및 영어 면접 준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Post-employment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및 광고, 캠페인 제작, 보고서 작성, 비즈니스 레터를 통해 직장 생활에 필요한 자신감 확립부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 및 사업 전략 구축 등을 배우게 됩니다.

PROGRAM PRE-EMPLOYMENT

기간
Term1

4주

Term2

4주

과
목 1:1

(5시간)

Cover Letter and Resume Writing (1시간) Essay Writing (1시간)

Company Background Research (1시간) Career Planning (1시간)

Standard Job Interview 1 (1시간) Standard Job Interview 2 (1시간)

Group Discussion Interview 1 (1시간) Group Discussion Interview 2 (1시간)

Presentation Interview 1 (1시간) Presentation Interview 2 (1시간)

수업시간 5시간 5시간

PROGRAM POST-EMPLOYMENT

기간
Term1

4주

Term2

4주

과
목 1:1

(5시간)

Business Writing (1시간)
Reports, Newsletters, 

Press Releases, and Blogging  (1시간)

Business Reading 1 (1시간) Business Reading 2 (1시간)

Business Speaking (1시간)
Marketing and 

Advertising Campaign (1시간)

Business Communication 1 (2시간) Business Communication 2 (2시간)

수업시간 5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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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Attendant Training

승무원 준비 과정으로 영어 활용 능력 및 영어 면접 준비, 고객 응대 매너 등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들을 수업을 통해 습득하게 됩니다.

PROGRAM POST-EMPLOYMENT

기간
Term1

4주

Term2

4주

과
목 1:1

(5시간)

FA Listening 1 (1시간) FA Listening 2 (1시간)

FA Writing 1 (1시간) FA Writing 2 (1시간)

FA English 1 (1시간) FA English 2 (1시간)

FA Interview 1 (1시간) FA Interview 2 (1시간)

FA Group Discussion Interview 1 (1시간) FA Group Discussion Interview 2 (1시간)

수업시간 5시간 5시간

3.3.2.4. LEAP ENGLISH

LEAP 프로그램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개개인에 맞는 구체적인 필요와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풍부한 자격과 교

수 경험을 갖춘 교사와 의지를 가진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 무한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현재 실력을 평

가하고 학습 목표를 상담을 통해 진단한 후 개인의 실력과 필요에 의해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일대일 맞춤식 수업을 진행합니다.

개인에게 맞춰진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으며 학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

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갖게 됨을 물론, 해당 분야에 집중하여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

다.

수업시간
하루 5 시간의 일대일 수업이 제공됩니다;  학생은 진도 및 수업 평가의 일환으로 매일 개인멘토와 1시간의 컨설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1일 총 6시간)

특징

1. 학생에게 담임 교사를 배정하고 학생 필요에 맞는 강의 계획서(커리큘럼)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학생의 멘토가 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2. 해당 과정 멘토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 과정의 핵심을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사들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3. 학생은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인터뷰를 통해 심층 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Assessment fee는 100$입니다.



4.1. 등록

1. 모놀어학원은 최소 4주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직접 등록만 가능합니다. 3주 미만 등록 시, 단기연수비용(P.36참조)이 적용됩니다.

2. 연수 비용 납부는 출국 1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등록은 자동 취소됩니다.

3. 성수기에는 기숙사 공실 현황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2. 입학 전 준비사항

1. 필리핀 출국 항공편은 학생이 직접 준비하거나 어학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출국 3일 전에는 모놀어학원에 도착일정을 알려주셔야 합

니다.

2. 출국 일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즉시 모놀어학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3. 바기오는 필리핀의 전형적인 날씨와는 달리 15ºC~22ºC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 편입니다. 준비해 놓은 옷에서 긴 옷을 조금 더 챙겨오

시기 바랍니다.

4. 전자사전 또는 사전 어플은 어학연수를 위한 필수품으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2.2. 수업시간

1. 교사 및 학우에게 예절을 지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2. 수업에 늦지 않도록 합니다.

3. 교실 내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하며, 다음 사용자를 위해 청결상태를 유지합니다.

4. 교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나 교사로부터 부탁을 받지 않습니다.

5.2.3. 학원 내

1. 학원 내에서 과도한 스킨쉽 및 도박 등 상식 이하의 행위를 엄금 합니다.

2. 학생과 직원의 연인 관계를 엄금 합니다.

3. 학생 및 직원은 학원 소유의 물품을 외부로 절대 반출할 수 없습니다.

4. 학원 내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며, 주류반입시도 및 보관 또한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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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01:00

01:30 -             

06:00 - 07:00

07:00 - 08:00

08:00 - 12:00

12:00 - 13:00

13:00 - 14:30

14:30 - 18:00

18:00 - 19:00

19:00 -

08:00 - 12:00

12:00 - 13:00

13: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단체픽업 (마닐라)

버스 출발

학원 도착

아침 식사

휴식

점심 식사

간이 오리엔테이션

시티 투어

저녁 식사

휴식

레벨테스트

점심 식사

정식 오리엔테이션

교재 구입 및 초기 비용 납부

신입생 액티비티

휴식

5.1. 필리핀 도착 후

1. 학생이 픽업팀과 만나면 (토요일) 픽업 담당자는 학생의 여권과 비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학원에 도착한 후 진행되는 간이 오리엔테이션 (일요일) 에서 학생들은  

     SSP 신청서 작성과 학원에서 사용할 영어 이름을 신청하며, 이름이 중복

     될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월요일 오전 학생들은 레벨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4. 오후에는 정식 오리엔테이션과 각종 비용(기숙사 보증금, 비자연장비)

납부와 교재수령을 하게 됩니다.

5.2.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 수칙

5.2.1. 기숙사 내

1. 

2.

3.

4.

5.

6.

기숙사를 비울 경우, 문은 꼭 잠그고 열쇠는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열쇠분실 시 문고리 교체비용 500페소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절도 및 싸움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타인을 배려합니다.

야간 21:00 이후 타인을 배려하여 소음에 주의합니다.

학원 물품분실 또는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훼손할 경우 해당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개인 소지품 (지갑, 핸드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 현금 

등) 분실 및 도난 시 학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귀중품의 경우 SRD에 

보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절차

5 모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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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5.3.

5.3.1.

서비스 안내 (ASD)

5.2.3.1. 세탁 서비스

1. 손빨래가 필요한 세탁물은 맡길 수 없습니다. 월,수,금 오전7시~ 오후1시 세탁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은 수량을 체크하여 직원에게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 후 번호표를 받습니다.

3. 맡긴 날로부터 2 - 3일 후 세탁된 빨래를 수령(월요일 - 토요일, 14:00 - 17:00 )할 수 있으며, 수령 후 빨래 수량 및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번호표 분실 시, 재발급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5.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07:00 - 12:00 사이에는 건조 서비스만도 가능합니다.

6. 개별 세탁 희망시, B2층,G층,2층 베란다에 위치한 개별 새탁기를 사용가능합니다. (개인세제준비)

5.2.3.2. 시설물 보수 및 수리 서비스

1. 기숙사 내 물품 고장 및 수리, 교체 신청은 AUDITING DEPARTMENT 에서 주중, 08:00 -17:00 사이 가능합니다.

2. 수리담당자는 SRD또는 AUDITING직원과 함께 기숙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5.2.3.3. 기숙사 청소 서비스

1. 기숙사 청소는 월,수,금 08:00 - 17:00 사이 가능하며, 청소 신청서는 청소일 2일 전 오전 8시 부터 ASD에 게시됩니다.

2. 청소는 학생의 브레이크 타임에만 가능하며, 담당자가 예약된 시간에 기숙사를 방문하였을 시, 기숙사 사용자 중 최소 한 명은 방에 

    있어야 합니다.

3. 학생이 부재중일 경우, 예약 시간으로부터 최대 10분간 담당자가 대기하며 학생의 부재로 인해 청소를 하지 못하였을 시, 해당 부서에서 

    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2.3.4. 침구 교체 서비스

1. 침구 교체는 매주 화,목요일 진행합니다.

2. 침구교체 희망 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8시 부터 ASD에 게시됩니다.

3. 교체 신청은 학생의 브레이크 타임에만 가능하며, 담당자가 예약된 시간에 기숙사를 방문하였을 시, 기숙사 사용자 중 최소 한 명은 방에 

    있어야 합니다.

4. 학생이 부재중일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업 관리

스페셜클래스

Course 이용가능시간 날짜 신청／취소

Morning Class 6:30~7:00 텀 첫째주 화요일부터～텀 4째주 금요일 까지 자율참여

Grammar class 17:00~18:00
텀 첫째주 월요일부터～텀 4째주 목요일 까지

（매주 금요일 휴강） A텀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또는 취소 
요청시 요청한 다음주부터 적용됨. 별
도의 취소 신청이 없는 한 A텀 마지막

주까지 수강하여야 함.

 (Night class)
TOEIC SPEAKING,IELTS SPEAK-

ING,JOB INTERVIEW
19:00~21:00

텀 첫째주 월요일부터～텀 4째주 목요일 까지
（매주 금요일 휴강）

Course 이용가능시간 날짜 신청／취소

Gym 오전 7시 ~ 자정（트레이너：15:00～24:00） 월 – 금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

MUAY THAY 17:00～18:00 월 - 금

A텀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또는 취소 
요청시 요청한 다음주부터 적용됨. 별
도의 취소 신청이 없는 한 A텀 마지막

주까지 수강하여야 함.

CARDIO-BOXING 19:00 ~ 20:00 월,수,금

BODY TONING 20:00 ~ 21:00 화,목

YOGA 21:00 ~ 22:00 월,수,금

PILATES 21:00 ~ 22:00 화,목

GOLF 17:00～22:00（1시간 선택） 월 – 금

*강사일정에 따라 실제 스케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5.

5.5.1.

5.5.2.

5.5.3.

스파르타 프로그램

스파르타 프로그램  학습 시간

스파르타 프로그램 신청 학생은, 월요일 - 금요일 (19:00 - 22:30) 약 3시간 30분 동안 신청한 학생에 한해 정해진 교실에서 필수적으로 

셀프스터디를 해야합니다

스파르타 프로그램 (Monol Elite Club) 가입안내

스파르타 프로그램은 희망자는 참가비를 (2,000페소) 내고 가입할 수 있으며, 텀 종료 시 본인의 벌금 (단어시험 오답 벌금: 오답이 1~5개일 

경우 50페소, 5개 이상 오답일 경우 100페소) 으로 차감된 비용을 제외하고 각 학생에게 환급 됩니다. 그룹별로 모아진 벌금은 해당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수증 제출 시, 담당 매니저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스파르타 프로그램 종료 전 포기 시, 참가비 환급은 불가능하며 해당금액은 같은 그룹 학생들의 회식비로 쓰여집니다.

셀프스터디 지각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1분의 지각도 결석으로 처리되며, 19:00 - 22:30 결석 시 4시간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스파르타 학생들은 월 - 금(공휴일, 텀 마지막 주 금요일 제외) 오후7시 이후 외출 및 셀프스터디 중 학업이외의 행동(음식물 취식, 교실 이동, 

잡담, 노트북 사용, 취침 등)이 불가능합니다.

3Rs 시스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 내, 외적으로 항상 영어에 노출되어야 하고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반복 숙달시키는 훈련으로서 3Rs(Review, Rewrite, Read)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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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5.3.3.

5.4. 학업 외 활동

학원 행사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며, 교실 밖 또 다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onol Weekend Trip

격주 주말마다 학생투표로 결정된 장소로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Outside Campus and Community-driven Activities

바기오 시에서 주최하는 사회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신청자에 한해 고아원 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3+1 Activities

3+1인실에서 생활중인 학생들과 룸티처가 함께 진행하며 볼링, 시네마, 교내파티 등 매 텀 마다 즐거운 시간을 교류합니다.

연수 연장

1. 연장은 2주 단위로 가능하며, SRD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연장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본래 졸업일로부터 최소 1주 전 학원 지정 계좌로 연장 학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숙사 공실 현황에 따라 연장 시 기숙사 타입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공실이 없을 경우 연장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연수 취소

1. 학업 중 연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SRD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취소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귀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 전 미리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연수 연장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래 졸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 전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37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REVIEW             REWRITE            READ

수업 내용, 복습 내용 등을 읽고 정리
하여 학생의 몫으로 소화합니다.

복습을 통해 학생이 범한 문법적 오류
및 교사의 첨삭을 확인하고 그 날의 

학습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정규 셀프스터디 시간까지

관리합니다.

Read

Unit 1

Unit 2

Unit 3
Read

Read
Read

Las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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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

- 강도높은 스파르타를 원하는 학생

- 의지력 부족으로 수업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 

- 동일한 규정 적용

- 동일 수업 방식 및 숙제

- 4주 단위로 프로그램 변경가능

Regular ESL

- 정규수업 7시간

- 선택수업 2시간: 디스커션 (1:1)+문법 (대그룹)

3시간 30분: 19:00 - 21:00 + 21:00 - 22:30 (A) 

              또는 22:00 - 23:30 (B)

야간 자율학습 2시간 (19:00 - 21:00) 이후 추가 자율학습은

A 또는 B 선택

* 집중력 향상을 위해 휴식이 필요 또는 3+1 기숙사  액티비티로 

인해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B를 선택

휴식없이 이어서 자습을 원하는 학생은 A를 선택

* 휘트니스 프로그램 (YOGA, PILATES, WEIGHT, BOXING 등 

휘트니스 프로그램)은 학생 공강시간 또는 17:00 – 19:00 사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 중에 선택 가능

- MEC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내용 복습

- 가입학생에게 일괄적용

* MEC학습법이란? 

1. 소리내어 읽기(19:00-20:00): 리스닝, 리딩 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자습시간 중 소리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읽은 내용을 

바로 인지하는 연습

* 그날 배운 내용만 읽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3-5일 주기로 

읽는 양과 내용을 누적시켜 반복 복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임

2. 어휘장 복습(20:00 - 20:30): 주요핵심 어휘의 뜻, 활용법 

재학습 (해당어휘를 이용한 영작)

3. 단어시험(20:30 - 20:50): Daily test를 통해 그날 배운 핵심 

어휘 10개를 암기하고 작문을 통해 어휘의 쓰임에 대해 정확한 

학습, Weekly test를 통해 암기내용을 유지

4. 개인학습(21:00 - 22:30): 2시간의 정해진 자습을 마친 후 

남은 1시간 30분간 과제 및 복습내용을 정리, 개인학습으로 

하루일과 마무리

* 멕학습법으로 학습내용을 1차 정리하였기때문에 과제의 

이해도 및 완성도가 높아짐

타켓

공통 사항

수업 과정

수업 시간

자습 보충설명

자습 방법

Self-Sparta

- 학습에 대한 계획이 확실한 학생

- 정규 수업 후 학습양을 학생 재량으로 조정하고 싶은 학생

Regular ESL 또는 Intensive Speaking ESL 중 선택가능

- 정규수업

  레귤러 ESL 7시간 또는 인텐시브스피킹 ESL 5시간

- 선택수업 2시간: 디스커션 (1:1)+문법 (대그룹)

자율적 자습 (전용 자습실층 개방)

전용 자습실 층 또는 기숙사에서 자율적으로 자기주도학습

* 추가 수업(19:00 - 21:00): IELTS Speaking, JOB Interview, 

TOEIC Speaking 중 택일

* YOGA, PILATES, WEIGHT, BOXING 등 휘트니스 프로그램

- MEC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내용 복습

- 시간 자율형 자기주도학습

- 나이트클래스 추가

1. 소리내어 읽기권장(19:00-  20:00): 리스닝, 리딩 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자습시간 중 소리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읽은 

내용을 바로 인지하는 연습

* 그날 배운 내용만 읽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3-5일 주기로 

읽는 양과 내용을 누적시켜 반복 복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임

2. 개인학습(20:00 - ): 모놀어학원에서 권장하는 학습법을 

적용하여 읽기를 하고 이 후 시간은 과제 및 복습으로 하루일과 

마무리



5.6.

5.6.1.

5.6.2

5.6.3.

5.6.4.

5.6.5.

5.6.6.

페널티제도

모놀어학원은 엄격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페널티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규정 위반으로 페널티포인트를 받았을 시 주말 셀프스터디를 

통해 삭감하여야합니다. 페널티포인트가 20, 40, 80 포인트에 도달 시, 각 포인트에 상응하는 조치가 주어지게 되오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페널티포인트 삭감 셀프스터디

1. 각자의 페널티포인트를 확인하고, 평일과 주말 셀프스터디를 통해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금요일 셀프스터디는 오후9시 -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8시 - 오후5시 사이 가능합니다. 

3. 셀프스터디 희망 시 아래와 같이 미리 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 월요일-금요일 셀프스터디 : 당일 오후 8시 전 SRD오피스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토요일,일요일 셀프스터디 : 금요일 오후7시까지 B3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합니다.

4. 셀프스터디 중 교실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SRD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셀프스터디 중 노트북 사용, 전자사전, 핸드폰 등으로 게임, 영화 시청, 자리 이동, 취침 등 학업 이외의 행동은 금지이며,  위와 같은 행동 

    적발 및 5분 이상 지각, 결석 시 추가 페널티포인트 1점을 받게 됩니다.

6. 셀프스터디 1시간을 완료 시, 페널티포인트 1점이 삭감 됩니다.

정규수업 및 옵션(선택)클래스 

1. 옵션(선택)클래스1시간 결석시 페널티 포인트 1점 부여되며,  정규수업의 경우 1시간 결석시 페널티포인트 2점 부여됩니다. 

2. 정규수업은 정각부터 15분까지는 지각 처리되며 15분 이상일 경우 결석, 지각 3회 시 1회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3. 페널티 삭감 셀프 스터디는 5분 이상 지각하였을 시,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4. 학원 클리닉에 방문하여 간호사 확인증을 받는 경우, 해당 텀에 1시간까지 결석 페널티가 면제 됩니다. (병원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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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평일인 경우)

일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

21:00 - 05:00 (익일)

24:00 - 05:00 (익일)

21:00 - 05:00 (익일)

24:00 - 05:00 (익일)

24:00 - 05:00 (익일)

21:00 - 05:00 (익일)

컬퓨위반

01 - 30분

31 - 60분

61분 이상

페널티 포인트

1점

3점

5점

컬퓨타임

외출

 

여행

1. 허가 된 외출 시간 외 주말 여행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여행 3일전 SRD오피스에  여행폼(Trip pass)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주중 여행의 경우 일정은 주말 양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최대 5일까지 가능하며, 여행일 최소 3일 전 SRD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보호자가 동의하였다는 서약서를 작성 후 여행 허가를 결정합니다.

3. 시간 내 학원 복귀를 못하였을 시, 컬퓨위반 시간에 따라 페널티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4. 여행폼에 기입된 기간 중이라도 중간에 학원 복귀 기록이 있으면 남은 기간은 바로 무효처리 되며, 여행폼 재발행 및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English Only Policy (EOP)

학원 내에서 모국어 사용 적발 시, 페널티포인트2점 부여됩니다. (기숙사 내 제외) 

야간에 외출 및 출입 시간 제한을 두어 야간 행동에 제약을 두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는데 목적을 두어 컬퓨타임에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을 

할 경우 페널티포인트 10점 부여됩니다. 다음날에 수업이 있을 시, (보통 일요일의 경우)

반드시 21:00까지 학원에 복귀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

(평일) 복귀 시, 무단 외출로 간주합니다. 

1. 평일 브레이크 타임 또는 17:00~21:00 사이에 외출이 가능합니다. 

2. 평일 17시 이 외출 시, 최대 21시 까지 외출이 허가됩니다. (나이트클래스 및 추가수업이 

없는 경우에 한 함). 만약 21시 이후 들어오게 되면 이에 상응한 지각 페널티포인트가 

부여됩니다.

3. 평일 17시 이전 외출의경우, SRD에서 LEAVE PASS FORM 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외출시간으로부터 최대 2시간까지 외출이 허용됩니다. 허용시간 초과시 이에 상응한 

페널티포인트가 부여됩니다. 

4. 평일 17시 이전 외출의 경우 , LEAVE PASS FORM을 소지하지 않을 시, 외출가능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이 되며, 학원 주변 산책이나 가게방문 등 가능합니다.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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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IES

5.6.7.

5.6.8.

5.6.9.

5.6.10.

5.6.11. 

5.6.12. 

ID 카드

학생은 학원 내에서 항상 ID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ID카드 미 지참시 페널티포인트 1점 부여됩니다.

TEACHER’S EVALUATION

매텀 2회 씩 진행되는 교사평가는 학원교사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모든학생들은 정해진 기한내에 반드시 교사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SRD오피스).  미 제출 시 페널티포인트 1점 주어집니다.   

금연구역

1. 정해진 구역 내(농구장, 교실 층 베란다, 매점, 골프장 앞)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위반 시 페널티포인트 3점 부여됩니다. 

2.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 투기, 아무데나 침뱉는 행위 적발시 페널티포인트 1점 부여됩니다.

식기반출

학원 식당의 식기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페널티포인트 1점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반출기록을 남기고 빌릴 수 있습니다.

음주

학원 내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반입 시도 및 보관, 음주장소 학생과의 동석또한 음주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페널티 포인트 10점 

부여됩니다.  

기숙사 출입

1. 본인 기숙사 외 다른 방 출입(이성,동성,빈방)은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 시 이유불문하고 페널티포인트 10점 부여됩니다. 

* 주 3회 램덤으로 CCTV 체크

2.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숙사 내 전기장판, 개인조리기구, 가스버너 등의 사용을 엄금합니다. (전기담요 사용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용전 

SRD에 사용 신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사용 적발 시 페널티포인트 3점 부여됩니다.)

5.6.13.

 

5.7

 

    

5.8

Nurse Form

1. 클리닉(308호)에 방문하여 간호사 확인증(Nurse form)을 받는 경우, 한 텀 1시간 까지 정규수업결석 페널티가 면제됩니다. 단 이후 결석에 

대한 페널티 포인트는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2. 희망하는 경우 간호사에 요청하여 동행하에  병원방문이 가능하며, 의사진료확인서를 받는 경우, 해당일 결석에 대한 페널티는 전부 

면제됩니다. 

 페널티포인트에 따른 조치

1. 페널티 포인트가 20점에 도달하는 경우, 담당매니저 면담 후 의무셀프스터디를 조율하여 서약합니다. 

2. 페널티포인트가 40점에 도달하는 경우, 남아있는 텀 또는 연수연장 진행을 불허합니다. 남은텀에 대한 환불액은 본원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 

됩니다. 

3. 페널티 포인트가 80점에 도달하는 경우, 즉시퇴교하며, 퇴교시점 해당텀 환불은 불가합니다. 남은텀에 대한 환불액은, 본원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 됩니다.

4. 새로운 텀에는 기존 텀 페널티 포인트의 50%만 이월합니다.

퇴교규정

아래와 같은 어떠한 범죄와 연관된 행위인 경우 상벌위원회 심사에 의한 특별 페널티포인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즉시 퇴교조치 가능합니다.

1. 마약소지 및 복용

2. 절도

3. 폭행

4. 성희롱

5. 어떠한 종류의 도박

6. 선정적인 행위

7. 상식에 위배 된 어떠한 행동의 경우

PENALTIES



6.1. 출국 전 납부 비용

36
TUITION & FEES

6 학비안내

등록비 $ 100 등록 시 1회 납부, 환불 불가

픽업비 $ 50 단체출국일에 맞춰 마닐라공항에서 1회픽업

수업료

Regular Speaking ESL $ 800

4주 기준 비용이며, 

4주 미만(단기연수)등록 시 아래와 같음.

1주등록 : 4주 연수비의 40%적용

2주등록: 4주 연수비의 60%적용

3주등록: 4주 연수비의 80%적용

**일주일 체험연수 적용불가**

One-on-one ESL $ 800 

IELTS / TOEIC / Business English $800 + $100 Academic Admin fee

IELTS Guarantee Score Program $800 + $250 Academic Admin fee

LEAP ENGLISH $800 + $350 Academic Admin fee 

기숙사비

1 인실 $800 

Semi 1 인실 $750 

 디럭스 2인실 $750

2 인실 $700 

3 인실 $600 

4 인실 $550 

3+1 인실 $650 

6 인실 $400 

SSP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기위한 특별 허가증 $ 125 최초 1회납부,6개월 유효,환불 불가

관리비 수도전기교재비 포함 $ 70 4주단위, 시작 텀에 대해 환불불가

과목변경

추가비

(General ESL)

그룹 수업을 맨투맨 수업으로 변경 $ 70 4주단위로 신청 가능

정규수업 외 맨투맨 수업 추가 $ 130
2주단위로 신청 가능

맨투맨 수업 추가 (가족연수 부모님만 해당) $ 150

과목변경

추가비

(POST ESL)

그룹 수업을 맨투맨 수업으로 변경 $ 85 4주단위로 신청 가능

정규수업 외 맨투맨 수업 추가 $ 145
2주단위로 신청 가능

맨투맨 수업 추가 (가족연수 부모님만 해당) $ 180

* 페소 납부 희망 시, 해당 일 기준환율 적용. 

* 비수기 프로모션 : 수업료 100USD할인 + 1인실, Semi1인실, 디럭스2인실의 경우 50USD추가할인  (4주 기준)

*비수기 프로모션 적용기간 : 2020년 3월14일 ~ 2020년 7월3일 / 2020년 8월29일 ~2021년 1월15일 연수에 해당 (주의!등록시점 아님)

6.2. 학원 도착 후 현지 납부 비용

기숙사보증금 졸업 시 환불 US100달러 혹은 4,000페소 최초 1회납부,6개월 유효,환불 불가

비자연장비
1차 3430페소 4주 이하연수 미해당. 59일까지허용

체류기간에 따라 연장비용이 다르며,  자세한 비용은 6페이지의 비자연장관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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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해야 완료되며, 환불금액은 환불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해 퇴교를 조치 시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금은 없습니다. 또한 등록비와 이미 지불된 실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이 가능한 비용 기숙사보증금, 수업료, 기숙사비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 등록비, 픽업비, SSP, 비자연장비, 해당 텀 관리비

7.1. 연수 시작 전 취소

1. 출국 예정일이 1주일(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연수를 취소, 환불신청을 할 경우 등록비를 제외하고 납부비용 100% 환불됩니다.

2. 출국 예정일 1주일(7일) 전부터 출국일 사이에 연수를 취소, 환불신청을 할 경우 등록비와 기숙사비 1주일(7일) 비용을 제외한 납부비용 100%가 

환불됩니다.

3. 연수시작 전 취소 환불금은 환불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7일이내 환불됩니다.

7.2. 지연도착, 미 도착

1. 학생 개인의 사유로 입학일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학생 개인의 사유로 픽업시간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픽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3. 연수 중 취소

1. 환불은 그룹수업 포함된 프로그램인 경우와 1:1 수업만 배정된 프로그램인 경우로 나뉘며,  환불 신청일에 따라 환불금이 다릅니다.

2. 이미 지불된 실비(SSP, ACR I-Card, 비자연장비, 시작된 텀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모놀어학원 도착 후, 해당 주 금요일까지 환불신청을 할 경우, 등록비, 픽업비, SSP, 해당 텀 관리비를 제외한 납부비용 100%가 

환불됩니다. (일주일 체험)

4. 그룹수업이 포함 된 프로그램인 경우(예: Regular ESL, IELTS 등) 4주 단위 텀 시작일을 기준으로 환불 됩니다.

5. 수업이 1:1수업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인 경우(예: IS, TOEIC, BE등) 2주 단위 텀(텀A, 텀B) 시작일을 기준으로 환불 됩니다. 

6. 텀 시작일이 1주일 이상이 남은 시점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텀에 대해 연수 취소 요청을 할 경우 남은 학기(텀) 납부비용은 100% 

환불됩니다.

7. 텀 시작일 1주일 미만에 신청할 경우, 아직 시작하지 않은 텀의 납부비용에서 1주일(7일) 기숙사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8. 이미 시작한 학기(텀)의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9. 연수 중 취소 환불금은 졸업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됩니다.

10. 연수 연장의 경우 환불 규정은 동일합니다.

7.4. 기숙사 변경

1. 기숙사 공실 현황에 따라 2주마다 기숙사 변경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숙사 변경 전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변경 확인 후 환불금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페소로환불됩니다.

7.5. 코스 변경

1. 새학기 시작 전 코스 변경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코스 변경 전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변경 확인 후 환불금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페소로 환불됩니다.

3. 텀 시작 전 변경요청 시, 차액의 50% 환불 가능. 텀 시작 후 변경 시 환불 불가능.

7 환불규정

8 졸업

1. 매 텀 셋째 주 목요일 19:00 - 21:00 사이 졸업생 간담회가 있습니다.

2. 졸업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며, 이 때 학생은 Pre-Departure 폼을 작성하게 됩니다.

3. 졸업 당일, 학생은 신청한 시간에 기숙사 검사를 받고 학원에서 지급했던 물품들을 반납하게 됩니다.

4. 기숙사 검사 후, SRD에서 패널티 확인을 완료하고 기숙사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5. 확인 영수증을 SRD에 제출하고 여권과 수료증(등록기간에 90%이상을 출석하였을 시)을 수령합니다.

미 삭감 페널티 
내역 조회 및 확인

(SRD)

수료증, 여권 수령 
(SRD)

보증금 수령 (SRD)
Pre-departure 

form 작성

인스펙션
(ID카드,침구,열쇠, 
빨래바구니 반납)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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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어떠한 범죄와 연관된 행위인 경우

1. 마약 소지 및 복용

2. 절도 및 폭행, 폭력 행사

3. 성희롱

4. 어떠한 종류의 도박

5. 선정적인 행위 

6. 특별규정위반 

9 퇴교규정

10 수업 및 커리큘럼 관련

테스트 신청 테스트 기간 최종 신청

Post ESL
(아이엘츠, 토익, 

비즈니스)

텀 2주차 
금요일까지

텀 3주차
금요일까지

테스트비용: 100페소

텀 4주차
목요일까지

One on One ESL / ESL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텀 4주차

목요일까지

10.1.1.  프로그램 변경 신청기간

*Post ESL로 변경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테스트를 응시하여야 합니다. 

Post ESL
(아이엘츠)

기본 1:1 3시간 , 1:4그룹 4시간

Score 3.0이하 1:1 5시간

남은연수기간이 한 텀(4주)미만 혹 그룹인원이 없
을 경우

1:1 5시간 혹은
모든 그룹수업 1:1로 변경(추가비용납부)

기본ESL과정

기본 1:1 3시간 , 1:4그룹 4시간

남은연수기간이 한 텀(4주)미만 혹 그룹인원이 없을 
경우 경우 

One on One ESL 혹은 
모든 그룹수업을 1:1로 변경(추가비용납부)

10.1. 2.  수업시간

GROUP CLASS가 포함된 프로그램인 경우
(ESL, IELTS)

텀 시작일 기준, 4주단위로 신청가능. 텀이 이미 시작 된 후에는 변경 불가능. 
(진행중인 텀을 마친 후, 이동 가능)
텀 변경 불가능. 예) A텀에서 2주 후 B텀으로 변경 불가능.

1:1 수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인 경우
(INTENSIVE, TOEIC, BUSINESS)

 2주(텀 종료일 기준)마다 프로그램 변경 가능.
텀 변경 가능. 

10.1.3.  커리큘럼 변경 건 

그룹클래스 
1:1수업으로 변경

신입생 텀 1주차 월요일 까지 최소등록:
4/8/12주 

(텀에 맞춰야 함)재원생 텀 4주차 목요일까지

1:1 수업추가
신입생 텀 1주차 월요일 까지 최소등록:

2/4/6/8주 
(텀에 맞춰야 함) 재원생 텀 2주차, 4주차 목요일까지

10.1.4.  그룹클래스 1:1수업으로 변경 / 1:1 수업추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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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모놀어학원

10.2. 바기오

바기오는 화려한 유흥가와 도박장 등이 없어 필리핀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교육의 도시입니다.

10.2.1. 

10.2.2.

10.2.3.

11 실속정보

교통 수단

지프니

지프니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교통 수단 중 하나로서 지프니 노선만 알면 원하는 곳, 어디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원 앞을 지나가는 지프니를 탈 경우 8.5 페소로 바기오 시내 중심가 (Abanao Spuare, Public Market, SM mall등) 이동이 용이합니다.

택시

원하는 목적지 어디든지 손 쉽게 갈 수 있는 교통 수단으로 기본 요금은 35페소 입니다.

유명 관광지

Camp John Hay, Mines View, Burnham Park, Mansion House, Wright Park, Botanical Garden, PMA 이 외에도 바기오 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쇼핑 센터 및 음식점

대형 쇼핑몰(SM mall, Porta Vage, Abanao Square, Center mall)들이 시내 중심가에 모여 있어 필요한 물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Session Road에는 유명한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Pilates & Yoga Instructor
17:00 - 21:00

Golf
17:00 - 21:00

Sauna
09:00 - 24:00

Gym Instructor
15:00 - 24:00

Other Sports
at SRD

10.1.5.  선생님 배정 

학생은 시작되지 않은 텀의 특정 선생님을 미리 요청할 수 없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1.6.  선생님 변경

텀이 시작한 후, 다탕한 이유에 한해 선생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학습방해요소 및 과정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변경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첫째, 매니저 방문 및 상담 -> 둘째, 변경신청서 작성 -> 셋째, 헤드티처 면담 -> 넷째, 수업참관(필요 시)     

10.1.7.  레벨 업  

학생들은 최초 입학/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른 레벨에 따라 수업을 진행 합니다. 해당 학기 넷째 주에 담당 선생님들은 레벨업 테스트 

자격이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된 학생들에 한하여 레벨업 테스트를 통지하며,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다음텀 레벨업이 가능

합니다. (즉 학생이 직접 해당 테스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테스트는 다음 텀의 첫째 날 진행되며, 테스트 통과 시, 현재 레벨의 BOOK2과정(한 레벨 당 BOOK1, BOOK2 각4주 총8주 과정

으로 구성)을 건너뛰어, 다음 레벨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10.1.8.  보충수업 

필리핀 국가공휴일은 휴강이며, 한 텀에 휴강은 최대 2일까지 허용합니다. 휴강 일수가 초과되는 경우, 최소 수업일수를 위해 해당 텀

에 보충수업(Make-up class)를 갖게 됩니다. 보충수업 날짜 및 시간은 미리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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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a

Pizza Volante

Session Road

Zio’s Pizzeria

Military Cut-Off Street

Bambenny’s

Governor Pack Road

Carlo’s Pizza

SM City, Luneta Hill

Don Henrico’s

SM City, Session Road

Vizco’s

Session Road

Army Navy

Session Road

Find Dining

Hill Station

Upper Session

Forest House

Loakan Road

Bliss Cafe

Hotel Elizabeth

Fireplace

Outlook Drive

Le Monet

Ordonio Drive

Le Chef

Hotel Manor

Mario’s Restaurant

Upper Session

Cafe

Cafe Will

Legarda Kisad Road

KaffeeKlastch

City Camp Road

Oh My Gulay

Session Road

Cafe by the Ruins

Shuntug Street

Figaro

SM City

Starbucks

SM City, Session Road

Merlion

Tacay Road

International (Oriental)

Central Park (Chinese)

Kisad Road

Rose Bowl (Chinese)

Juan Luna Drive

Korean Palace (Korean)

South Drive

Hodori (Korean)

Mabini Street

Chaya (Japanese)

Legarda Road

Happy Tummy (Thai)

Romulo Drive

Oh Mai Khan (Mongolian)

Upper Session

1. Hill Station

2. Barrio Fiesta

3. Rose Bowl

4. Oh Mai Khan

5. Pizza Volante

6. Oh My Gulay

7. Vizco’s

8. Don Henrico’s

9. Solibao

10. Hodori

11. Central Park

12. Cafe by the Ruins

13. Korean Palace

14. KaffeeKlatsch

15. Cafe Will

16. Forest House

17. Fireplace

18. Zio’w Pizzeria

19. Kamayan

20. Mario’s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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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ear’s Day

EDSA Revolution Anniversary

Araw ng Kagitingan (Day of Valor)

Labor Day

Independence Day

Ninoy Aquino Day

National Heroes Day

All Saints Day

Bonifacio Cay

Christmas Day

Rizal Day

1월 1일

2월 25일

4월 9일

5월 1일

6월 12일

8월 21일

8월 27일

11월 1일

11월 30일

12월 25일

12월 30일

10.3. 대중교통 (지프니, 시외 버스) 터미널                                              10.4. 필리핀 공휴일

1. Victory Liner Bus Terminal (to Manila)

2. Victory Liner Mini Bus Terminal

3. Central Terminal

4. Jeepney Terminal (Quezon Hill - Tam-Awan, Tacay)

10.5. 법률 및 안전 수칙

1. 외출 시 주변을 항상 살피고
소지품에 신경쓰세요.

4. 도심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주위에 흡연중인 사람이 있더라도

꼭 주의해주세요.

2. 절대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마세요.

5. 소지품은 항상 소지하고 계세요.

3.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껌, 사탕,
음료수 등을 받지 마세요.

6. 으슥한 골목길, 초행길은 가급적
친구와 동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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