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elstay 
Fami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No. 20180509 
이 안내는 사전예고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 된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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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프로그램안내 

2. 호텔시설 및 이용 안내 

3. CDU ESL CENTER 안내 

4. 현지비용 및 주요규정 안내 

[부록] 호텔스테이 가족연수 준비물 안내 



 Hote lstay 
Fami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1 . 프 로 그 램 안 내 1.1. 프로그램 소개 

1.2. 프로그램 모집요강 안내  

1.3. 가족연수 커리큘럼 안내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호텔스테이 
가족연수란 
무엇인가요? 

필리핀가족연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본 프로그램은 호텔에서 숙박하고, 어학원으로 통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 자녀와 함께, 보다 나은 시설에서 지내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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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모집대상 5세 이상 자녀와 함께 상대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어학연수를 원하는 부모님 

등록기간 매주 월요일 개강 (최소 등록기간 4주) 

숙박시설 세부 BAI 호텔 (어학원 차량 3~5분 거리) 

수업시설 세부 의학종합대학교 부설 CDU ESL CENTER 

프로그램 비용 

가족구성 2인 가족 3인 가족 

4주 비용 515만원 595만원 

포함내역 
등록금, 학비, 어학원 중/석식, 호텔숙박비, 호텔 뷔페 조식,전기/수
도세, 공항 픽업교통편, 통학 교통편, 세탁(어학원 서비스, 호텔 세
탁은 유료) 서비스, 청소 서비스 

불포함 내역 
항공료, 보험료, 교재비, SSP 등록비, 비자 연장비, I-Card 발급비 
(8주 초과 체류 시), 개인용돈, 액티비티 비용, 공항 샌딩비, 호텔 
디파짓 (4주 14,000페소 – 체크아웃시 돌려받음, 카드결재) 

프로그램 모집요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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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구분 수업요약 

주니어 
초·중등과정 

1:1 수업 5시간, 1:4 그룹수업 2시간 

유치부 
미취학 과정 

1:4 그룹수업 6시간, 싱가폴 유치원 통학 (오후수업) / 싱가폴 유치원 방학때는 본원 수업 

가디언 1:1 수업 3시간 

커리큘럼 요약 

*보호자 (가디언) 수업은 필수 이며, 일반코스 선택 가능합니다.  

 (수업료 차액 비용발생 1:1 1시간 추가 5,500 페소) 

*보호자 (가디언) 수업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싱가폴 유치원 방학시 본원에서 수업 1:1 수업으로 변경 안됩니다. 

가족연수 커리큘럼 안내 



1time = 50 minutes , break time = 10 minutes 

[07:00~08:00] BREAKFAST 

1:1수업 Conversation 

1:1수업 Grammar 

1:1수업 Reading 

1:1수업 Writing 

[12:00~13:00] LUNCH 

1:1수업 Vocabulary 

1:4수업 Pronunciation 

1:4수업 Presentation 

1:8수업 Listening 

[17:00~18:00] DINNER 

[Time table for Junior] 

가족연수 커리큘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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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주니어 (초·중등과정) 상세 커리큘럼 

*고등학교 이상일 경우 일반 성인 ESL 수업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 일정표는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 수업시작시간 8시 또는 9시, 오전 오후 공강시간 유무 

및 시간대 등 



08:00 ~ 12:00 CDU ESL CENTER 자체수업 

[07:00~08:00] BREAKFAST 

1:4 수업 Play time & Story Time 

1:4 수업 Phonics 

1:4 수업 Reading & Vocabulary 

1:4 수업 Arts and Craft (월, 수, 금) / Music (화,목) 

[12:00~13:00] LUNCH 

13:30 ~ 15:00  통학 수업 

싱가포르 국제유치원 CAMBRIDGE CHILDREN DEVELOPMENT CENTRE 

 그룹 수업 Team Acticity & Group Discussion 

  그룹 수업 Art Activity & Story Telling 

[17:00~18:00] DINNER 

가족연수 커리큘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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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유치부 (미취학 과정) 상세 커리큘럼 

[Time table for Kindergartener] 

*본 일정표는 예시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 수업시작시간 8시 또는 9시, 오전 오후 공강시간 유무 및 시간대 등 

1time = 50 minutes , break time = 10 minutes 

오전에는 CDU ESL CENTER에서, 오후에는 싱가포르 국제유치원 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1time = 50 minutes , break time = 10 minutes 

[07:00~08:00]  BREAKFAST 

1:1수업 Conversational English 

1:1수업 Reading and Writing 

1:1수업 Grammar & Vocabulary 

[12:00~13:00]  LUNCH 

자유시간 

[Time table for Parent] 

가족연수 커리큘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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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보호자 상세 커리큘럼 

*본 일정표는 예시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 수업시작시간 8시 또는 9시, 오전 오후 공강시간 유무 및 시간대 등 

*보호자 수업참여는 의무이며 양도는 어렵습니다. 

*학부모님의 레벨과 요청에 따라 수업 스케줄 조율이 가능합니다. 

*많은 수업을 원하실 경우 일반 ESL 코스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요금 발생 1:1 1시간 추가시 5,500페소) 



Subjects Kids Elementary Middle School Junior & High Schools 

Converstional 
English 

English Adventure 
for Kids 

Side by Side 1(l-ll) 
Side by Side 2(lll-lV) 

Side by Side 1(l-ll) 
Side by Side 2(lll-lV) 

Express 1&2 
Talk 1&2 

Grammar 
Grammar compilation 

for kids 

My Next Grammar 1 
(l-ll) 

My Next Grammar 2 
(lll-lV) 

My Next Grammar 
1 (l-ll) 

My Next Grammar 
2 (lll-lV) 

English Grammar l-ll 
Essential Grammar lll-lV 

Reading & 
Writing 

Basic Comprehesion 
Expressions Compilation 

  
For Kids (Toddlers) 

My First Writing Book 
of Alphabets 

Reading Juice for Kids 1 
Reading Juice for Kids 2 
Reading Juice for Kids 3 
Reading Juice for Kids 4 

Reading Juice Level A 
(l-ll) 

Reading Juice Level B 
(lll-lV) 

Reading Skills : Best 
way 1 (l-ll) 

Reading Skills : Best 
way 2 (lll-lV) 

Situational 
Dialogue 

Reading Adventure 
compilation 

Let's Chat Let's Chat 
Active Listening and 
Speaking Book Series 

Vocabulary 
Self-Stufy Vocabulary 

and Diary 
Self-Stufy Vocabulary 

and Diary 
Self-Stufy Vocabulary 

 and Diary 
My Story Vol 1 (l-ll) 

My Story Vol 2 (lll-lV) 

•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까지 각 Class별 레벨에 맞춘 교재와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가족연수 커리큘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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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교재 안내 



 Hote lstay 
Fami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2 . 호 텔 시 설  및  이 용 안 내 2.1. 호텔 개요 

2.2. 호텔 시설안내 

2.3.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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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BAI HOTEL CEBU 개요 

호텔명 BAI HOTEL CEBU (3.5 Stars) 

특징  3.5성급 호텔  

 만다우에 시티에 있는 BAI 호텔은 668개의 객실이 있으며 수영장을 갖추

고 있는 호텔 

 고급스러운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위치 CDU ESL CENTER에서 차량으로 3분, 도보로 10분 거리 

통학서비스 CDU ESL CENTER에서 통학서비스 제공 

 오전 호텔 → 어학원 07:30 to 08:00 am 

 저녁 어학원 → 호텔 05:30 to 06:00 pm 

호텔서비스 요약  체크인: 오후 2시 이후, 체크아웃: 오후 12시 이전 

 식음료: 바, 레스토랑 

 인터넷: 호텔 전 구역 무료 와이파이 이용가능 

 서비스: 매일 객실청소 서비스, 세탁 (추가요금), 룸 서비스 

 일반: 일부 흡연구역, 에어컨, 엘리베이터, 금연객실 

 수영장 있음 



12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BIG HOTEL CEBU 시설안내 

01    외관 02    로비 03    스포츠 센터 

04    카페 05    레스토랑 (조식뷔페 이용) 06    수영장 

호텔 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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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BAI HOTEL CEBU 시설안내 

객실 안내 

01    Twin Bed (2~3인) 02    Suite (2~3인) 03    책상 

04    객실 화장실 05    의류 행거 및 금고  06    객실 복도 

1. 호텔 룸타입은 보장이 되지만, 같은 타입에서의 호실 지정은 호텔의 권한입니다. 
2. 배정 된 호실 이용에 불편이 있어 룸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유료)를 원하실 경우 어학원 담당자에게 요청해주세요. 
3. 이용가능 객실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호텔과 의사소통 하여 조치 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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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BIG HOTEL CEBU 서비스 안내 

구분 기준인원 
추가인원 

(11세 이상일 경우) 
추가인원 

(11세 미만일 경우) 

생수 
기준 인원 만큼 무료 

추가 1병 55페소 
1병 무료 

추가 1병 55페소 
기본지급 없음 

추가 1병 55페소 

수건 기준인원 만큼 지급/일 1회 1인 분량/일 1회 기본지급 없음 

칫솔/치약/세면도구 
기준인원 분량 

/ 요청 시 1일 1회에 한하여 
기준인원 분량 지급 

1인 분량 추가지급 
/ 요청 시에 1일 1회에 
한하여 1인 분량 지급 

기본지급 없음 

휴지 초기에 기본 1개 지급 되지만 사용량 많을 경우 직접 구매하여 사용  

청소 매일 (DND, Do not disturb sign 걸어두면 청소하지 않음) 

침구 3일에 한 번 교체 

병에 담은 물/뜨거운 
물 

무료로 요청 가능하지만 하루 내 잦은 요청은 지양 

기타 미니냉장고 비치    /   헤어드라이어 비치 / 세탁 유료 (3kg 이상 가능, kg 당 56페소) 

구분 Twin room Suite room 
*2인과 3인의 방은 동일 합니다.
엑스트라 베드 추가 안됩니다. 
* 호텔 숙박은 최대 28박 기준
입니다. 1박 추가비용 5,600페

소 입니다. 
기준인원 2~3인 가족 2~3인 가족 

기준인원안내 

객실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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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BAI HOTEL CEBU 서비스 안내 

형태 유럽식 조식 뷔페 제공 

이용시간 06:00 ~ 10:00 

조식 정보 

카페 및 레스토랑 



 Hote lstay 
Fami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3.CDU ESL CENTER 안내 3.1. 어학원 인·허가증 

3.2. 어학원 시설 안내 

3.3. 방과 후 활동 안내 (무료/유료) 

3.4. 주말 활동 안내 (유료) 

3.5. 위치 및 주변환경 안내 

3.6. 어학원 서비스 안내 



[어학원 허가증]  [SSP 허가증]  [TESDA 허가증] 

“통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는 호텔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법 상 어학원 허가증, SSP 허가증, TESDA 허가증을 받은 “장소”에서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CDU ESL CENTER는 필리핀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연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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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인·허가증 



[교육 시설 및 규모] 

• 400명 수용가능 한 기숙사와 강의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센터 내 전 지역 와이파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입을 관리합니다.  

• 24시간 입구와 학내 가드 배치로 안전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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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시설안내 

일반 시설 현황 편의 시설 현황 

구분 시설 개수 시설 비고 

강의실 

1:1 강의실 152 식당 동시 수용 인원 250명 

1:4 강의실 32 필톡라운지 (매점) 스낵 및 한국 음식 판매 

1:10 강의실 14 체육시설 탁구대, 배드민턴 코드 (채, 공 대여) 

대 강의실 4 보건실 간호사 대기 (약 무료제공) 

기숙사 

1인실 24 마사지샵 스킨발란스 정식 마사지샵, 마사지사 상시 대기 

2인실 120 필소굿라운지 여행정보 및 호텔&밴 예약 서비스 

3인실 10 가족시설 
놀이방, 기숙사방 (가족휴게실, 수면실, 유아실) 제

공 

4인실 10 세탁실 200명분 동시 세탁 가능한 시설 

자습실 1실 -28명 정원 4 방과후수업교실 
어학원내의 코딩랩, 뮤직랩에서 방과후수업 수강 가

능 

수용 가능 인원 총 394명 인터넷 전 지역 WiFi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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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시설안내 

01    어학센터 외관 02    입구 (24시간 가드 배치) 03    필소굿라운지 (어학원 속 작은 여
행사) 

04    내부정원 05    수납창구 (08 am to 5 pm) 06    리셉션 데스크 (08 am to 5 pm) 

외부시설 

SSP, 비자연장 등 각종 수납업무 담당 창구 

교재, 심카드 구입 및 선풍기 대여가 가능합니
다. 뿐만 아니라 여행할인정보, 맛집 정보 그
리고 호텔&밴 예약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퀘스트 홈즈 (Quest Homes)라는 상가 동과 
어학센터 입구가 연결돼 있어 상가 동의 편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룸 및 컬처룸 에어컨 가동 원할 경우, 정
수기에 물이 없을 경우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도
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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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시설안내 

01    일대일 강의실 02    그룹강의실 03    그룹강의실 2 

04    AVR 실 (다목적실) 05    자습실 06    오리엔테이션 모습 

강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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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시설안내 

01    식당 02    보건실 03    스킨발란스 (마사지샵) 

04    필톡라운지 (매점 및 휴게공간) 05    배드민턴코트 (라켓, 볼 대여) 06    탁구대 (라켓, 볼 대여) 

부대시설 

CDU ESL CENTER 2층에 있는 정식 마사지샵 
으로, 마사지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부 의학종합대학교 인증 보건실로, 간단
한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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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시설안내 

01    놀이방 02    놀이방 03    유아휴게실 

04    가족휴게실 (담소방) 05    수면실 06    휴게실, 수면실, 유아휴게실 안내 

가족연수 및 주니어 전용 시
설 

기숙사를 개조하여 가족만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 화장실 및 세
면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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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시설안내 

07    코딩랩 08    코딩랩 

09    코딩랩 10    뮤직랩 

가족연수 및 주니어 전용 시
설 



CDU ESL CENTER 기숙사 이용 

현지 대학생 수 학기 별 평균 150명! 
 

• CDU ESL CENTER 기숙사에 세부 의학종합대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층 카페테리아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

을 제공합니다. 

• 어린 학생들 부터 중,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모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세부 의학종합대학교 부설 어학센터는 현지에

서도 인지도 높은 대학으로 각종 국가고시 상위권이

며 미국 의과고시 자격이 주어져 학생들 수준과 영어

구사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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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방과 후 활동안내 (무료) 

01    대학생 교류 활동 

매주 수요일 정기 활동! 

다같이 신나게 체력단련 해보아요! 
 

• 공부하면서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은 필수입니다! 

• 매주 수요일 저녁 정기일정으로 무료 줌바 댄스 클래스

시간이 제공됩니다. 

• 어린 학생들 부터 중, 고등학생, 대학생, 부모님, 선생님 

까지 모두 참여가능하고 신나게 체력단련하고 스트레

스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02    줌바 댄스 클래스 



• 운영시간/ 08:00 am - 05:00 pm 

• 운영시간 동안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놀이

방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영어동화책과 교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

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일대일 보모를 원하실 경우 보모 소개 가

능하며, 돌봄 비용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

다. 

•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린이 집이나 유

치원과 마찬가지로 적응기간 동안에는 어

머니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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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방과 후 활동안내 (무료) 

Newly 
opened! 

03    돌봄 서비스 

AVR 5 
ROOM 

CDU ESL 
Play Room 



* 주말 액티비티는 5인 이상 신청 할 경우 진행
가능 

Swimming (Westown Lagoon) 
 

CDU ESL CENTER 5분거리의 워터파

크 

리조트에서 수영 활동 
 

 입장료만 지불 (1 무료음료 포함) 

Plantation bay Resort day tour 
 

최고급 리조트를 방문하여 리조트 내 수

영장 및 비치이용,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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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주말 활동 안내 (유료) 

Shopping mall tour 
 

세부의 주요 대형몰인 SM, 아얄라 등 투

어  

Island hopping tour 
 

세부의 섬을 돌아다니며 에메랄드 빛 투

명한 바다를 스노클링 하는 환상적인 경

험 

Cebu City tour 
 

산페드로요새, 마젤란십자가 등 세부의 

역사 적인 지역 방문 

Volunteer / Social activity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보호시설 방문, 

해양보호활동 등 해외봉사 경험 가능 

2,500 p 
/1인 

3,500 p 
/1인 

200~400 
p 

/1인 

1,200 p 
/1인 

1,200 p 
/1인 



[청화 종합병원] [UCMed 종합병원] [약국] [GYM] 

위치/ 호텔-어학원 중간 위치/ 호텔-어학원 중간 위치/ 어학원 상가 1층 위치/ 어학원 바로 옆 건
물 

 CDU ESL CENTER는 세부 종합의학 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막탄 세부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신도시로, 교육 및 문화 특구 이기에 정기 순찰을 하는 안
전한 지역 
 

 유흥 및 유해시설이 없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입니다. 
 
 도보/차량 5분 거리에 편의시설도 두루 갖춘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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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위치 및 주변환경 안내 



[칼다피자] 

설명/ 배달되는 피자집 
위치/ 어학원 상가 1층 

[파크몰] 

설명/ 대형마트, 맛집, 헤어/네일샵 등이 있는 대형쇼핑몰 
위치/ 호텔 건너편 

[시티 타임스퀘어] 

설명/ 맛집, 마사지샵, 펍 등이 위치한 먹거리 골목 
위치/ 호텔 바로 옆 

[편의점] 

위치/ 어학원 건너편 

[웨스타운 라군] 

설명/ 워터파크 리조트 
위치/ 차량 3분 거리 

[버거킹/맥도날드] 

위치/ 어학원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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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위치 및 주변환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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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서비스 안내 

공항 픽업서비스 

 단체 픽업 문제와 호텔 예약 문제로 세부 도착과 체크아웃은 반드시 아래의 일정을 맞춰주시

기 바랍니다. 

 세부 도착 및 체크인 : 연수시작 전 주 토요일 밤 (22:00~23:59)도착 또는 일요일 새벽

(12:00~02:00)도착 

 호텔 체크아웃 : 연수 종료 주 토요일 오후 12:00 

통학 서비스 
(월 ~ 금) 

 오전 호텔 → 어학원 07:10 to 08:30 am 

 저녁 어학원 → 호텔 05:30 to 08:00 pm 

 통학 서비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요청으로 시간 외 운행은 어렵습니다.  

세탁 서비스 
(월, 화, 목, 금) 

 세탁물을 담아 CDU ESL CENTER에 오셔서 Lundry form 작성 후 맡겨주시면 됩니다. 

 체출시간 : 8:00~10:00  /   찾는시간 : 13:00~18:00 

무료 ID 카드 발급 

 ID 카드는 무료로 발급되며, 항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게이트 출입 검사)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 현지에서 저렴하게 촬영 가능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200페소 입니다. 

비자신청 대행 
개인정보 작성과 비용납부를 해주시면 이민국 방문하여 SSP, 비자연장 등 신청을 대행 해드립니

다. 

플레이룸 운영 돌봄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5시 전 까지 이므로 개인 일정 후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휴게실 및 수면실 
운영 

개인공간이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공용 공간이므로 기본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짐 보관 
세부 출국일 호텔 체크아웃 후 어학원에서 짐을 보관해드립니다. 이 때, 어학원에서 휴식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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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CDU ESL CENTER 서비스 안내 

형태 한식위주의 중, 석식 식사 제공 

이용시간 
 주중 – 중식 11:50~12:50 / 석식 17:00~18:00 
 주말 – 중식 12:00~13:00 / 석식 18:00~19:00 (주말 수요 조사 후 통학차량 운행합니다.) 

어학원 중/석식 정보 

중/석식 사진 



 Hote lstay 
Fami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4.현지비용 및 환불규정안내 4.1. 현지 납부 비용 안내 

4.2. 환불규정 안내 

4.3. 호텔 및 학교 주요규정 안내 



개별 비용 안내 

항목 비용 비고 

SSP 신청비 ₱      6,500.00 학업허가증 (Special Study Permit) 1인당 의무발급 

교재비 (권당 평균) ₱         550.00 개인레벨, 스케줄에 따라 상이 

비자연장비 1차 ₱      3,440.00 8주 연수 시 59일 까지 체류 가능 

보증금 ₱      5,000.00 
호텔 보증금이 아니며 어학원 보증금 
미납금 없을 시 100% 반환됨 

전기 & 수도세 - 해당사항 없음 

환율: ₱1.00=₩23 

가족구성원, 기간별 비용 

기간 가족구성 페소기준 한화기준 

4주 

2 인  ₱         16,300.00   ₩          369,521  

3 인  ₱         25,000.00   ₩          566,750  

4 인  ₱         33,700.00   ₩          763,979  

8주 

2 인  ₱         23,180.00   ₩          525,491  

3 인  ₱         35,320.00   ₩          800,704  

4 인  ₱         47,460.00   ₩      1,075,918  

• 예상비용입니다. (변수: 교재비, 환율) 
• 합산비용에는 보증금(약 12만원) 불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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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현지 납부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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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 lstay 
Fami ly study 
호 텔 스 테 이 가 족 연 수 환불 및 연장 규정 안내 

[연수 시작일 이전 환불규정] 
 

1. 연수 시작일 30일 전 (30~) 까지 취소 시 가족 구성원 1인당 등록비 공제 후 환불하도록 한다. 

2. 연수 시작일 14일 전 (14~29) 까지 취소 시 가족 구성원 1인당 20만원을 공제 후 환불하도록 한다. 

3. 연수 시작일 13일 이내 (4~13) 취소 시 가족구성원 1인당 30만원을 공제 후 환불하도록 한다. 

4. 연수 시작일 3일 전 (1~3일) 취소 시 CDU ESL CENTER 공식 홈페이지 비용페이지 상의 본원 가족연수 학비로 

책정 된 금액만을 환불하도록 한다. 

 

[연수 시작일 이후 환불규정] 
 

1. 연수 당일 또는 연수 시작 후 취소 시, 전체연수비용 및 호텔숙박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2. 코딩, 뮤직 등의 방과 후 수업의 경우 중도 취소하더라도 수업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3.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수를 중도에 중단할 경우, 잔여 기간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기타 규정] 
 

1. 비자연장 및 I-CARD 등의 현지비용 중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 하도록 한다.  

2. 퇴교에 따른 강제출국 조치 시 환불규정적용은 연수기간과 무관하며, 어학원은 연수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3. 공휴일, 국경일(필리핀 국경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어학원은 이 경우 금전적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자연재해, 전쟁, 정부 규정, 교통 파업, 등 천재지변 등은 어학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1. 체크아웃은 연수 종료 주 토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장등록은 최소한 4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과 동시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호텔 방 배정이 가능하다. 단, 

호텔 공실 문제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연장등록비용은 최초 입학시의 대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4. 추가 숙식 관련 

- 항공권의 일자상으로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세부에 더 체류해야 하는 경우, 어학원 숙식을 1일간 만 서비스로 제공

하도록 한다. 

- 단, 학교의 기숙사 공실 여부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예약 및 허락을 구하도록 한다.  

- 1일 숙식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숙소는 어학원 기숙사, 식사는 학내 식당에서 제공한다. 

- 1박 이후 에는 인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추가비용 (1인당): 2인실 1300페소, 3인실 1000페소, 4인실 800페소 

[연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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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개인 물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2. 방안에 있는 모든 호텔 자산들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과실로 인한 분실 및 파손된 경우는 호텔측에

서 비용을 청구 하게 됩니다. 

3. 애완 동물은 호텔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방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모든 방은 금연입니다. 흡연 적발시 1,500페소의 벌금이 있습니다. 

6. 체크인 시 여권이나 유효한 ID를 제시 해야합니다. 

7. 방키 보증금은 따로 없으나, 분실 시 200페소의 벌금이 있습니다. 

8.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길 바랍니다. 

9. 발코니에 옷을 말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방안에서 소음, 냄새가 심한 음식 등은 삼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 방문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프론트데스크에 있는 로그북에 등록을 해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12. 호텔측은 안전과 보안을 위해 방을 방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13. 방안에서 요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4. 규칙을 어길 시, 호텔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지 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5.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시 호텔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경비원을 불러서 내쫓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은 환

불되지 않습니다. 

16. 호텔측에서는 자연재해, 전쟁, 정부 규정, 교통 파업, 등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7. 모든 객실의 연장, 이른 체크인, 늦은 체크아웃은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BIG 호텔 규정] 

1. 필리핀 선생님, 필리핀 스텝은 호텔방 출입이 불가하며, 초대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개인 물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보관 및 관리하며 분실 시 어학원은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추가 호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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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중품 

1.1.  개인물품 및 생필품은 개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귀중품은 학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1.2.  맡기신 귀중품은 학교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연수 종료 시 반환해 드립니다.  

1.3.  금고에 물품 보관을 원할 경우, 학생 지원실을 방문하여 주시면 서류 작성 후 담당 직원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화요일, 금

요일 오후 1시 ~ 4시 의뢰 및 수령 가능) 

1.4.  귀중품의 보관 및 책임에 관해 학교에 의뢰하지 않은 금전이나 물품에 대하여 학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단, 귀

중품은 현금 및 보석류에 한함) 
 

2. 직원 지시 및 팁 어떤 거래도 금지 

2.1.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은 모두 학교 소속으로써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거나 심부름, 지시하는 행위와 팁을 주는 행

위를 일체 금합니다. 부탁할 일이 있거나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무실 또는 상담실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2.2. 선생님과의 금전 거래 금지 Ex) 선생님과의 여행 거래(리조트 대신 예약),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적발될 시 경고 1회가 부

과 되며 담당 강사의 경우는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교내 주류(술)반입 및 음주금지 

3.1. 교내 주류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구에서 경호가드가 모든 출입인의 가방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만약 가방에서 주류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압수됩니다.  

3.2. 교내 주류반입시도 적발 시 경고가 주어지며, 이를 피하기 위해 경호 가드를 매수하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퇴교에 따른 

강제출국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3. 음주 후 교내에서 타인에게 시비, 학업방해, 고성방가 등의 피해를 줄 경우 즉시 경고가 주어지며,음주난동 시에는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집니다.  

3.3. 만약 기념품으로 주류를 가져가고 싶은 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출국 전날 메인 게이트 가드에게 맡겨놓았다가 출국 날 찾아

가실 수 있습니다. 
 

3. 흡연 

3.1.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흡연은 기숙사 외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2.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적발시 경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방문 

4.1. 손님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에 허락된 방문객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한

해서 출입이 허용됩니다.  

4.2.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부모님 및 기타 친지들과 친구들이 학교 기숙사 내에는 출입 및 숙박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분실 

5.1. ID카드 분실 시에는 재발급비 200페소가 부과되므로 분실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규정] 



퇴교조치는 면학분위기 저해와 규정위반에 의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퇴교사항을 숙지하시고 규정을 준수하

시기 바랍니다. 퇴교 조치 시 환불이 되지 않으며 24시간 이내 센터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항공권변경 사

정에 의해 최대 36시간 센터 내에서 머무실 수 있습니다.  

 

1. 연수기간 4주 이하 중 2회 경고, 10주 이상 진행 중 4회 경고 누적 시  

2. 선생님 및 학교관계자에게 욕설 및 폭행 시 

3. 학생간의 폭언, 폭행 및 수치심 유발 행동 시  

4. 타 학생에 대한 협박/위협 행위, 학생 서로간의 폭언/폭력/구타 등의 과격한 싸움 행위 시 

5. 학교의 운영진/선생님/직원에게 비 신사적인 행위 시 

6. 학교의 운영진/선생님/직원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시 

7. 카지노 출입(단순관람 방문 포함) 적발 시 

8.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적발 시 

9. 음주 후 입교, 교내 난동 시 

10. 4주기준 수업 평균 출석률 60% 미만 기록시 

11. 위조 및 변조, 그리고 의도적으로 운영진을 속이는 행위 시 

12. 학교의 운영을 방해하고 면학분위기 저해에 해당되는 타 학생 선동 행위 시 

13. 기타 학교 운영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행위 시 

14. 연수기간에 따라 누적 경고 2회나 4회 이상 시 

15. 센터 내에 있는 비상구나 공식적인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출입 시 

16. 호텔방으로 학교 직원 및 선생님 초대 시 

17. 호텔방으로 제 3자를 초대하여 숙박하는 경우 

38 

퇴교관련 주요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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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세부 출국 관련  준비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보관 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6 개월  미만 으로 남았을 경우 출국
이 불가능 합니다..  
분실을 대비해 복사본과 사진(2 장)을 따로  보관하세요. 

YES 

항공권 

영문명과 출국 및 귀국일자, 노선과 유효기간, 좌석상태가 OK 되어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분실에 대비해서 복사
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광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왕복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이 있어야 입국가능
합니다. 

YES 

영문 
주민등록등본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친부모가 아닐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친부모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영문등본
을 지참해 주세요 
* 동사무소에서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필수)하게 발급합니다. 
* 친부모님 대신 인솔자가 동반할 경우 부모동의서, 재정증명서 공증을 받으셔야 하며, 입국 시 공증서류
와 등본, 인솔자와 아이의 여권사본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YES 

여권사진 
2~3장 여분으로 준비 (Id 카드용 등) 
* 여분이 있으시면 챙기시고, 없으실 경우 현지에서 저렴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YES 

환전 
환전 시는 US$ 고액권($100, $50)으로 환전 하세요. (현지비용 납부분과 함께 1주일 생활비 정도) 달러는 쇼핑몰이나 
환전소에서 필리핀 돈 페소로 환전 할 수 있습니다. 

YES 

국제 직불카드 
주 거래은행 체크카드가 해외 사용이 가능한 지 확인하세요. 현금은 적정하게 소지하고 출국 하신 후 현지에서 한
화 계좌에서 
페소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YES 

신용카드 대형몰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등에서는 사용을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YES 

유학생 보험 등록처와 상담 시 가입 가능하며, 학생 선택사항 입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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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공부 관련 용품 

클리어파일 
강의실 확인을 위해 시간표를 휴대해야 합니다.  시간표를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클리어 파일(투명)을 지참해주시면 유용합니다. 

YES 

사전 영영, 영한, 한영 사전 구비 또는 전자사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전자사전 하나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YES 

책 
영어문법책은 즐겨보시던 걸로 한 두 권 만 준비하세요. 수업숙제와 예/복습으로 다른 책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YES 

필기도구 현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 최소한 만 챙기세요. YES 

노트북 & 태블릿 코딩 수업 진행 시 필요합니다. YES 

의류 및 용품 

속옷 하루에 한 벌 정도 준비(개인에 맞추어 준비 해주세요) YES 

양말 개인적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면양말로 약 3 켤레 정도 준비 하세요. ) YES 

의류 
여름옷 위주로 챙기시되, 필리핀이 생각보다 보수적인 국가여서 긴 바지를 입고 출입해야 할 수 있으니 여름용 긴 
바지도 챙겨주세요. 

YES 

긴 소매 상의 에어컨으로 인해 간단한 가디건이나 얇은 후드가 있으면 유용합니다. YES 

신발 및 샌들 
슬리퍼, 샌들, 운동화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YES 

가방 여행용 백팩, 외출용 힙색 또는 크로스백, 에코백 (학원내에서 유용)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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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세면 도구 

세면도구 

호텔의 경우  초기에 기준인원만큼 1회용 샴푸, 칫솔, 치약이 제공되지만 장기체류용이 아니기에 개인 것을 지참해 주시
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여행용 으로 준비 해주시고, 추가로 필요하시면 현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YES 

화장품 여행용으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연수 개월에 따라 개개인 준비) YES 

썬크림 현지에서도 저렴히 판매합니다. 사용하던 것이 있으시면 지참해주셔도 됩니다.  YES 

타올 

- 호텔가족연수의 경우 수건은 호텔에서 기본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지만 일 1회만 제공이 되며 외부로 가져가실 수 없
습니다. 
여행가시거나 수영장을 이용하실 경우 수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인당 2~3장 정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 물놀이 갈 때 쓰기 좋은 타월 챙겨주심 좋습니다. 

YES 

헤어드라이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개인용 지참해주세요. YES 

면도기 남성분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YES 

기타 준비물 

수영도구 래쉬가드, 수영복, 수영, 고글, 튜브 등 물놀이 용품 필수 YES 

안경 및 렌즈 착용하시는 학생은 예비로 챙겨  주십시오. YES 

구급약 
어학원 내 양호실이 있어 간단한 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두통약, 소화제, 연고, 메디폼,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등 

간단한 구급약은 챙겨주세요. 
YES 

우산 접는 우산 하나 YES 

멀티 아답터 
필리핀은 콘센트 모양이 11자 이지만, 호텔 콘센트가 멀티 콘센트이기에 한국산 기기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기 사용하는 물건이 많으실 경우 멀티탭 5구 짜리가 유용합니다. 

YES 

시계 알람이 가능한 손목시계 또는  탁상시계 YES 

선글라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YES 

수첩 메모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YES 

반짇고리 작은 것 하나  준비 YES 

건전지 건전지가 비싼 편이어서 필요하신 분은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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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DU ESL CENTER SEOUL OFFICE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1309호 
Tel. 02.706.5704 E-mail. cdu_jwpark@theseri.co.kr www.cduesl.net  

CDU ESL CENTER CEBU OFFICE 

CDU ESL CENTER, 1 Dr. P.V. Larrazabal Jr. Avenue, North Reclamation,  Mandaue  City, Cebu, Philipp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