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MILY Camp Orientation Material 

 HELP ENGLISH 



학교 및 지역 소개 

헬프어학원 클락 캠퍼스가 위치한 클락(Clark)은 루손섬 중심부인 팜팡가주에 속하며, 

마닐라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하여 마닐라에서 차량으로 1시간 30분 거리, 바기오

에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제특구인 수빅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피

나투보 화산, 따까이따이 화산, 잠발레스 해변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아 다양한 

Activity가 가능합니다. 

또한 클락캠퍼스는 24년간 지속되어온 헬프어학원만의 교육 노하우와 클락 지역 특색

에 맞춘 관리형 세미 스파르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적 환경의 안전하고 쾌적한 

클락 경제특구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영어 연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명칭 HELP 어학원 클락 캠퍼스 

주소 Bldg 5272 CM. Recto Highway Clark Freeport Zone Pampanga 

현지 연락처 +63. 936. 951. 7458 이메일 charles.ahn.help@gmail.com 

학생 정원 250명 매니저 한국인 3명, 일본인 1명, 베트남 1명, 
대만 1명 

강의동 규모 122개 개인 강의실 
27개 그룹 강의실 

강사 대략 100명 

국적 비율 한국 57%, 일본 13%, 대만 9%, 중국 14%, 베트남 8% 

인증기관 TESDA와 SSP 정신 인증 학교 

HELP 가족 연수 



[연수 비용] 

기간 내역 Option 1 

4주 

부모님 아이 

등록금 100,000 100,000 

수업료 790,000 950,000 

기숙사 
2인실 3인실 4인실 

780,000 680,000 600,000 

연수 비용 및 현지 비용  

기간 내역 Option 2 

4주 

부모님 아이 

등록금 100,000 100,000 

수업료 790,000 1,150,000 

기숙사 
2인실 3인실 4인실 

780,000 680,000 600,000 

[현지 비용] 

보증금 3,000 페소 (가족당) 

SSP비용 6,300 페소 

비자연장 

4주 – 0페소 
5 ~ 8주 – 1차 연장 3,440페소 
9 ~ 12주 – 2차 연장 4,710페소 
13 ~ 16주 – 3차 연장 2,740페소 

교재 비용 부모님: 1,500페소 / 자녀: 1,800페소 
(교재의 경우 1회만 미리 받고, 나머지는 구매 시 받고 있습니다.) 

전기 & 물세 1,600페소 (4주당) + 에어컨 사용시 미터기 준하여 청구 

출국세 600페소 (클락 공항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I-Card 3,300페소 (59일/8주 이상 체류 시) 

픽업비용 

★단체 픽업비 : 10,000 원 (1인당) 
 1. 학사일정 인천공항 일요일 출발 (아시아나, 진에어) 
 
★개별픽업비 : 30,000 원 (1인당) 
 1. 단체 픽업이 아닌 토요일 출발하는 경우 
 2. 단체 픽업 시간 (월요일 새벽 1시:30분까지) 이후에 늦게 도
착하는 항공의 경우  
 
 ★ 귀국 시 샌딩 비용은 불포함이며, 개별적으로 택시를 이용합
니다.  



아이의 “자유 시간” 에는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유시간에 학원은 아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의 수업 시간표는 예시이며, 가족마다 수업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연수 커리큘럼 

교육 과정 수업 학습량 배치 고사 

Option 1 
부모님 

1:1 개인 수업 45분 수업 4타임 (부모님이 희망할 경우 1:4 그룹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Special Class” 1타임 (Optional) 

4가지 영역  
통합 레벨 테스트 

아이 1:1 개인 수업 45분 수업 5타임 

Option 2 

부모님 
1:1 개인 수업 45분 수업 4타임 (부모님이 희망할 경우 1:4 그룹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Special Class” 1타임 (Optional) 

아이 
1:1 개인 수업 50분 수업 5타임 

저녁 단어 & 작문 공부 2타임 (간식 포함) 



아침 식사 및 

수업 준비 
자유 시간 

2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3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1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점심 식사 및 

수업 준비 
자유 시간 

자유시간 (부모) 

1:1 개인 수업 (아이) 

4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06:30 – 07:50 08:00 – 08:45 08:55 – 09:40 09:50 – 10:35 10:45 – 11:30 

11:30 – 12:30 12:30 – 13:15 13:25 – 14:10 18:30 ~  

자유 시간 및 

저녁 시간 
(부모 & 아이) 

14:20 – 18:30 

HELP Junior 가족 캠프 하루 일과 – Option 1 



아침 식사 및 

수업 준비 
자유 시간 

2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3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1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점심 식사 및 

수업 준비 

자유시간 (부모) 

단어 & 작문 수업  

+ 간식 시간 (아이) 

자유시간 (부모) 

1:1 개인 수업 (아이) 

자유 시간 및 

저녁 시간 
(부모 & 아이) 

4교시 

1:1 개인 수업 
(부모 & 아이) 

HELP Junior 가족 캠프 하루 일과 – Option 2 

06:30 – 07:50 08:00 – 08:45 08:55 – 09:40 09:50 – 10:35 10:45 – 11:30 

11:30 – 12:30 12:30 – 13:15 13:25 – 14:10 19:00 – 21:00 14:20 – 18:30 



학교 시설 안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기숙사 및 어학원 

② 식당 

③ 매점 

④ 골프 연습장 

⑤ 수영장 

⑥ 운동장 

⑦ 젠트리 국제 학교 

⑧ 메인 게이트 

⑨ 실내 체육관 

⑨ 



외관 강의실 

강의실 

오두막 

학교 시설 안내 



2인실 

3인실 

4인실 

학교 시설 안내 



수영장 탁구장 

자전거 

식당 

매점 

골프장 

학교 시설 안내 



식단 안내 
식단은 현지 사정에 따라 반찬 변동이 있습니다. 



학교 규정 안내 

[학습 규정] 

1. 수업 시간 

       한 프로그램은 4주를 기본으로 하며, 월~금 45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15분 이상 지각 시, 결석으로 처리되며, 선생님이 15분 이상 지각 시 대체 

       선생님과 수업이 진행 됩니다. (2~3분 정도 까지만 기다리고, 오피스에 알려주시면 빨리 조율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학원을 그만 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수업 공백, 공휴일, 필리핀 국경일에는 보충수업이 없습니다. 

2. 수업 변경 

       수업과 선생님은 4주 단위로 변경되며, 인터림 (정규 차수 외) 학생의 경우 2주 후 변경되며, 차후 4주단위로 변경됩니다. (2주차 도착 학생은 3주 후, 4주차 도착 학생은 

       1주 후에 수업과 선생님이 변경됩니다.) 

       한번 배정된 선생님과 수업은 4주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수료증 

       제적당하는 일 없이 연수과정을 90%이상 마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며, 재발급 시 국제배송료 +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학교 규정 안내 

[생활 규정] 

1. 귀가 시간(통금) 

       가족 캠프 통금 시간은 성인 통금 시간과 동일합니다. 학생 분들의 안전보장을 위함이며, 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Penalty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요일: 00:00 / 토요일: 00:00 / 일요일: 06:00 ~ 21:00 

       특별한 사유로 외출을 원할 시 반드시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외출증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2. 영어 사용(E.O.P – English Only Policy) 

       학생들은 주중 학원 내 영어 사용을 강제됩니다. 1층 로비, 스터디 홀, 스터디 룸에서 평일 07:00부터 18:00시까지 영어 사용이 의무이며, 영어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 적발 시 50페소의 패널티와 벌점 5점이 적용됩니다. (매니저, 학생매니저, 강사를 포함 전 직원이 확인) 

3. ID Card 착용 

       학생들은 평일 11시간(07:00 ~ 18:00, 주말 제외) ID Card 착용을 의무로 하며, 모든 학생들은 주말, 주중 외출 / 외박 시 ID Card를 반드시 Guard에게 제출 합니다. 

4. 식사 시간 

       아침 7:00 ~ 8:30 / 점심 11:30 ~ 12:30 / 저녁 17:55 ~ 18:30 (월요일~금요일) / 토요일 브런치 10:00 ~ 12:00 / 일요일 브런치 10:00 ~ 12:00 저녁 17:55 ~ 18:30 

       (배식은 식사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입니다.) 



학교 규정 안내 

[생활 규정] 

5. 세탁 

       일주일 3회 (월, 수, 금 12~14:00) 실시하며, 1층 중앙 현관문으로 빨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세탁 서비스 4주 10Kg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탁물을 맡길 시 1Kg 미만은 자동으로 1Kg으로 계산됩니다. (ex: 500g        1Kg, 1.2Kg        1.2Kg) 

6. 물품관리 

       허락 없이 타인의 방 출입 시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지정된 패널티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요 물품 (여권, 항공권, 현금, 휴대폰, 노트북 등)은 개별적으로 

       관리, 분실 시 학원에서는 책임 지지 않기에, 원할 시 학원에 위탁 보관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7. 청소 

       청소는 일주일에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루 전까지 본인의 방 번호와 이름을 쓰셔야만 청소를 진행합니다.  

       3층은 월, 수, 금 / 2층은 화, 목, 토에 청소가 진행되며, 청소 직원은 해당 시간에 5분간 방문 앞에서 대기하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음 스케줄로 진행합니다. 

8. 여행 및 외박 

       입학 첫 주 주말에 외박을 포함한 여행은 허가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학생들의 여행 및 외박은 주말(휴일이 같이 있을 경우 포함)에만 허용됩니다. 



학교 규정 안내 

[생활 규정] 

9. 소등 및 잠금 

       건물 내 전면 소등(각 방 제외)및 잠금이 1:00AM이며, 이후에는 외부로의 출입이 금지 됩니다. 자습 인원이 아닌데 이동시 적발되면 1주(월~금, 주말 1일) 외출금지! 

10. 음식 배달 

       음식 배달은 주중, 주말 9시까지 주문이 허용되며 10시까지 배달 완료 되어야 합니다. 배달된 음식은 식당, 오두막에서만 먹을 수 있으며, 방, 강의실에서 취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추가 스테이 

       졸업생이 방 이용을 원할 경우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사용시 하루 1,000페소 (당일 식사 포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환불 규정 안내 

[환불 규정] 

1.  가족연수 신청 시 1인당 신청금 50만원을 납부합니다.  

2.  가족 연수 비용은 출발 3주전까지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3. 입학금 환불 – 납부된 입학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학원비 환불 규정 

    ▪출국 3주 전 취소 시: 입학금 + 신청금 50만원 을 공제 후 환불 

    ▪출국 2주 전 취소 시:  입학금 + 신청금 50만원 + 위약금 30만원  공제 후  환불 

    ▪출국 1주 전 취소 시 : 입학금 + 신청금 50만원 + 위약금 50만원  공제 후 환불  

    ▪출국 당일(금, 토, 일) 연수 취소 시: 4주 연수비를 차감 후 환불 

    ▪연수 시작 후에 환불요청 할 경우 이미 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환불은 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환불 요청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정해진 환불에 대한 

    %를 적용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12주 미만으로 초기 등록 한 경우 학업 중에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12주 기본 등록을 원칙으로 함) 



옆의 클락 국제 공항 상세 맵과 같이 비행기가 착륙 후 2층 길을 통과

하게 됩니다. (클락 공항의 경우 검역 신고서를 이민국 이전에 걷어

가니 그 때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국 앞에서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

를 기다리며, 자신의 순번을 기다립니다. 이민국 통과 후 자신의 항공

편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찾은 이후 세관을 통과하여 공항을 나온 

후 건너편에 보이는 Clark Air Mall (Wendy’s Burger)로 오시게 

되면 헬프어학원 픽업 직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픽업 시 주의 사항 
    픽업 시간: 클락 국제 공항 도착시간 
                   - 아시아나 항공 00:50 
                   - 진에어(인천) 00:45 / (부산) 01:15 
 

출국 전 클락 캠퍼스 담당자(이름: 안재철 팀장, ID: 09064508297)와 카카

오톡을 연결하여 비상시 공항 무료 와이파이(Google Free Station : 

Smart Wifi)를 통해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픽업 안내 



1. 항공 예약은 클락 공항 직항으로 예약해 주시면 되세요.  

2. 단체 픽업일 및 항공 스케쥴 

 1) 프로그램  시작일 전날인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2) 단체 픽업시간은 클락 국제공항 도착시간 아시아나, 진에어 항공 까지 단체 픽업이  

되며, 그 외 늦게 도착하는 항공은 개별 픽업 진행됩니다.  

 

 * 단체 픽업비 : 1인당 1만원 

 * 개별 픽업비 : 1인당 3만원  

 

※ 픽업 시 주의 사항 
    픽업 시간: 클락 국제 공항 도착시간 
                   - 아시아나 항공 00:50 
                   - 진에어(인천) 00:45 / (부산) 01:15 
 

출국 전 클락 캠퍼스 담당자(이름: 안재철 팀장, ID: 09064508297)와 카카오톡을 연결하여 비상시 공항 무료 와이파이(Google Free Station : Smart Wifi)를 

통해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항공예약 안내  



입국 신고서 작성법 
1. Passport Number – 본인 및 아이 여권 번호 

2. Last Name – 탑승자 성 (영문 작성) 

3. First Name – 탑승자 이름 (영문 작성) 

4. Middle Name – 공란 

5. Date of Birth – 생년월일 (월 – 일 – 년도 순서) 

6. Nationality – 국적 (Korean) 

7. Gender – 성별 (Male / Female 란 체크) 

8. Address Abroad – 한국 내 집 주소 

9. Address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 내 체류 주소 

   “IBT Core IVOLINE, Clark Freeport Zone” 

10. Contact Number – 연락처 혹은 이메일 주소 

11. Occupation – 직업 (None으로 작성)  

부록. 필리핀 입국 신고서 작성 요령 

12. Personal I.D Number – 주민등록번호 

13. Flight Number – 본인이 탑승한 비행편명 작성 

     아시아나 – OZ707 / 진에어 – LJ023 (인천) /  

     LJ031 (부산) 

14. Port of Exit – 인천 출국자 (ICN)  

                           부산 출구자 (PUS) 

15. Signature – 학생 본인 서명 

16. Date of Arrival – 도착 일자 (월 – 일 – 년도 순서) 

17. Primary Purpose Travel – 

     Education / Training 란 체크 



가족 연수 준비물  

필수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준비 

증명사진 미국 비자 신청용 (5cm X 5cm) 2장 준비 

항공권 
왕복항공권 준비 
(필리핀 입국 시 귀국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영문 등본 동사무소에서 1장 발급. 여권 영문 철자와 동일 발급 받아야 함. 

직불카드 필리핀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한 국제 직불카드 (Visa 혹은 Master) 

보험 외국인에게 보험은 적용 안되므로, 사전에 여행자 보험 가입 

학습 준비물 

학습 교재 
모든 교재는 학원에서 구입 가능 
(단, 본인 혹은 아이가 공부할 교재는 스스로 준비) 

사전 영한, 한영 사전 기능이 있는 전자사전 혹은 스마트폰 어플 준비 

문구류 노트, 연습장, 필기구 준비 (현지에서도 구입은 가능합니다.) 

생활 준비물 

의복 
여름 옷을 준비합니다. 
(간혹 날씨가 쌀쌀할 수 있으니 얇은 가을 옷도 준비 합니다.) 

운동복 평상 시 (주중) 기본 옷차림으로 2벌 이상 준비 

세면도구 1세트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구입 

수건 2 ~ 3장 정도 준비 후 부족할 경우 현지에서 구입 

화장품 현지에서 한국화장품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준비 

자물쇠 귀중품 보관을 위한 사물함 1개가 지급되며,자물쇠는 개인별로 준비 

물컵(텀블러) 개인 물컵 혹은 텀블러를 준비 

어댑터 플러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필리핀에 맞는 11자형을 준비 

안경 여분의 안경과 렌즈를 준비 

수영복 캠퍼스 내 수영장 입실 시 수영복을 입어야 합니다. 



클락 인근 지역 액티비티 장소 

마닐라 시티 투어 

폰타나 워터 파크 

푸닝 온천 

헌드레드 아일랜드 

수빅 오션 어드벤쳐 승마 체험 



P R E S E N T A T I O N 

THANK 
YOU 
FOR 
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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