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헬프어학원
겨울 가족캠프 프로그램

아이와 함께 하는 필리핀 영어 연수 프로그램

자녀
옵션1 1:1 개인 수업 5 타임

옵션2 1:1 개인수업 5 타임, 저녁 단어 공부 및 작문 수업 2 타임 , 간식 시간

학부모 1:1 개인수업 4 타임
선택 - Special Class 1 타임

연수기관 HELP ENGLISH Language Program, Inc.

신청대상 2인 이상의 가족팀 / 학부모, 학생 (만 5세이상)
※ 만 4세이하 유아의 경우 입학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캠프장소 헬프어학원 클락 캠퍼스 / Bldg 5272 C.M Recto
Highway Clark Freeport Zone, Pampanga

연수기간 ▶ 2020년 겨울 시즌
▶ 6주, 8주, 10주, 12주 가능
▶ 4주 과정은 2월 일 일정으로 입학 가능

기숙사 형태 가족의 숫자에 따라 기숙사는 달라집니다.
2인가족 - 2인실 / 3인가족 - 3인실 / 4인가족 - 4인실

프로그램

현지비용
(1인당) 보증금 3,000 페소 (한 가족당이며, 졸업시 반환) 교재비용 부모님: 1,500페소 / 자녀: 1,800페소

SSP 비용 6,300 페소 전기&물세 1,600페소/4주 + 에어컨 미터기 준하여 청구

비자연장 1차: 3,440 페소 / 2차: 4,710 페소 출국세 600페소 (클락 공항 이용 시)

I-Card 3,300 페소 (59일 이상 체류시) 픽업 ￦ 10,000 (클락 공항 → 캠퍼스)
※ 출국 샌딩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울방학
가족캠프

헬프어학원 클락 캠퍼스가 위치한 클락
(Clark)은 루손섬 중심부인 팜팡가주에 속
하며, 마닐라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하여 
마닐라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 바기오
에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
제특구인 수빅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피
나투보 화산, 따까이따이 화산, 잠발레스 
해변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아 다양한 Activity
가 가능합니다.

헬프어학원 클락캠퍼스

또한 클락캠퍼스는 24년간 지속되어온 헬프어학원만의 교육 노하우와 클락지역 특색에 맞춘 관리형 세미 스파르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적 환경의 안전하고 쾌적한 클락경제특구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영어 연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 족  캠 프
하 루  일 과

클락캠퍼스
시 설  안 내

1. 캠퍼스 외관

2. 캠퍼스 외관

3. 기숙사 4인실

4. 기숙사 3인실

5. 기숙사 2인실

6. 화장실

7. 수영장

8. 골프연습장

9. 1:1 강의실

10. 그룹강의실

11. 오두막

12. 탁구장

13. 원내 매점

14. 식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시간 학부모 주니어 (Option 1) 주니어 (Option 2)

07:00 ~ 08:00 아침 식사 및 수업 준비

08:00 ~ 08:45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08:55 ~ 09:40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09:50 ~ 10:35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10:45 ~ 11:30 자유 시간 자유시간 자유 시간

11:30 ~ 12:30 점심 식사 및 수업 준비

12:30 ~ 13:15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13:25 ~ 14:10

자유 시간

1:1 개인 수업 1:1 개인 수업

14:20 ~ 15:05

자유 시간 자유 시간15:15 ~ 16:00

16:10 ~ 16:55

17:55 ~ 18:30 저녁 식사

19:00 ~ 21:00 자유 시간 자유 시간 단어 공부 & 작문 수업
(간식 시간 포함)

※ 아이의 “자유 시간”에는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유시간에 학원은 아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 위의 수업 시간표는 예시이며, 각 수업은 “45분씩 진행”됩니다.



2020년도 겨울 가족 캠프 안내
· 연수 비용 및 커리큘럼 안내

Option 1 학부모가 관리하는 가족 캠프
구분 헬프어학원 가족캠프 비용 안내

등록금 학부모 주니어 각각 10만원

수업료
학부모 주니어

￦ 790,000 ￦ 950,000

기숙사
2인실 3인실 4인실

￦ 780,000 ￦ 680,000 ￦ 600,000
비용 안내

기간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4주 비용 ￦ 3,500,000 ￦ 5,030,000 ￦ 6,440,000
6주 비용 ￦ 5,135,000 ￦ 7,365,000 ￦ 9,415,000
8주 비용 ￦ 6,770,000 ￦ 9,700,000 ￦ 12,390,000
10주 비용 ￦ 8,405,000 ￦ 12,035,000 ￦ 15,365,000
12주 비용 ￦ 10,040,000 ￦ 14,370,000 ￦ 18,340,000

구분
학부모 수업 과정

구분
주니어 수업 과정

월 ~ 금 월 ~ 금
정규수업 1:1 개인 수업 4타임

정규수업 1:1 개인 수업 5타임
선택수업 Special Class 1타임

정규 외 수업 취미 / 여가 활동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을 택할 시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자유 시간에는 학부모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Option 2 헬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가족 캠프
구분 헬프어학원 가족캠프 비용 안내

등록금 학부모 주니어 각각 10만원

수업료
학부모 주니어

￦ 790,000 ￦ 1,150,000

기숙사
2인실 3인실 4인실

￦ 780,000 ￦ 680,000 ￦ 600,000
비용 안내

기간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4주 비용 ￦ 3,700,000 ￦ 5,430,000 ￦ 7,040,000
6주 비용 ￦ 5,420,000 ￦ 7,935,000 ￦ 10,270,000
8주 비용 ￦ 7,140,000 ￦ 10,440,000 ￦ 13,500,000
10주 비용 ￦ 8,860,000 ￦ 12,945,000 ￦ 16,730,000
12주 비용 ￦ 10,580,000 ￦ 15,450,000 ￦ 19,960,000

구분
학부모 수업 과정

구분
주니어 수업 과정

월 ~ 금 월 ~ 금

정규수업 1:1 개인 수업 4타임
정규수업

1:1 개인 수업 5타임
저녁 단어 공부 & 작문 수업 2타임

간식 시간선택수업 Special Class 1타임

정규 외 수업 취미 /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정규 수업 외 자유시간에는 학부모가 아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Option 1’을 택하고 현지에 도착하여 ‘Option 2’로 프로그램을 변경 하고 싶은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하고 변경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