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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여권 유효기한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공권 :  

     발권한 항공권의 영문이름과 정확한 여정을 한번 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은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보험 :  

     어학연수 전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입니다. CIJ Academy&School은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환전 :  

    환전은 필리핀 페소화가 아닌 미화 USD로 환전을 하며 , 고액 권 $100/$50으로 준비합니다.  

    필리핀은 고액권에 대한 환율이 더 좋기 때문에 환전 시 더욱더 이익입니다.  

국제현금카드 :    

    필리핀에서  용돈 출금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현금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출국 전  

    시티 은행이나 주 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국제 현금카드를 꼭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우려가 있으니 현금카드는 2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HECK LISTS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 항공기 내 반입 (항공기 좌석 위 선반) : 55 X 40 X 20 (cm)3면의 합 115cm 이하 7kg미만. 

* 수하물로 위탁 (화물칸으로 운반) : A+B+C=3면의 합 158cm. 20kg미만 

* 수하물 추가 시 1kg당 대략 8,000원~10,000원 

*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 각종 스프레이, 라이터, 가스, 배터리 등 인화물질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액체 및 젤타입류, 연필깎이, 칼, 공구, 우산 등 날카로운 물품 

       

항목 내용 필수 

여권 유효기간(6개월 이상)을 꼭 확인 / 분실을 대비사본과 사진(3장)을 따로 
보관 

항공권 영문이름과 여정 재확인 필수 / 분실 대비 사본을 따로 보관 

SSP 사진 2x2(inch) 3장 구비 / 현지도착 후  촬영 시 비용 납부 (100페소) 

환전 환전 시 US$ 고액권($100, $50)으로 환전하십시오. 

국제직불카드 한국에서 송금 등 번거롭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Cirrus / Plus),  

국제전화카드 한국에서 발행되는 좋은 조건의 국제전화를 가입.추천  

인터넷전화 저렴한 비용으로 통화하시는데 유용합니다. (Wi-Fi 이용) 

유학생보험 입학 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항공기 수화물 준비 시 유의사항 

출입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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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S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의류 및 신발용품 

수업 및 학습관련 준비물  

항목 내용 필수 

속옷 및 양말 속옷은 하루에 한 벌 정도 (개인에 맞추어 준비) 

반바지 3~4벌 정도 준비 

긴 바지 및 긴 소매 상의 1~2벌 정도 준비 

신발 및 샌들 운동화 등 편한 신발을 준비. 슬리퍼, 샌들은 현지에서 구입 가능 

반짇고리 작은 것 하나 준비 

항목 내용 필수 

휴대용 녹음기 강의 녹음, 반복청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트북 기숙사 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영영, 영한, 한영 사전 구비 또는 전자사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책 자신이 공부했던 문법책, 회화 책 등 기타 읽고 싶은 책. 

필기도구 
필기도구, 연습장 현지 구입 가능하오니 약간씩 준비해 주십시오. 
(수첩은 메모용으로 필요에 따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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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S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세면도구(수화물 짐에보관) 

기타 준비물(수화물 짐에보관) 

항목 내용 필수 

세면도구 현지 구입 가능하므로 여행용으로 준비하십시오. 

화장품 
여행용으로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연수 개월에 따라 개개인 준비), 내용
물은 지퍼백에 담아 준비합니다. 

선 크림, 수영복 열대지방의 필수품. 

타올, 화장지 수건은 넉넉히, 화장지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지 구입 가능) 

면도기 필요사항에 따라 준비하십시오. (현지 구입 가능) 

항목 내용 필수 

안경 및 렌즈  
/시계 

안경 및 렌즈  : 착용하시는 분은 예비로 구비 / 시계 : 알람 가능한 손
목시계 또는 탁상시계 

구급약 
간단한 구급약(감기약, 설사약, 알러 지 약, 두통약 등등), 개인 약 구비 
(단, 액상은 삼가 주세요) 

선글라스, 우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와 접는 우산 하나 정도 준비 

카메라, 건전지 
현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넉넉하게 구비하는 것이 좋
습니다. 

콘센트 멀티콘센트를 준비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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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AIRPORT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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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여객터미널 

※ 운항항공사 
 
- 아시아나 항공 
- 제주에어 
- 진에어 
- 티웨이 항공 
- 이스타 항공 
- 에어 서울  
- 그 외 외국 항공사 

※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여객터미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NCHEON AIRPORT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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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여객터미널 

※ 운항항공사 
 
- 대한항공 
- 델타항공 
- 에어프랑스 
- KLM 네덜란드 항공 
- 아에로멕시코 
- 중화항공 
- 알리탈리아 
- 체코항공 
- 샤먼항공 
- 아에로플로트 
-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여객터미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DEPARTURE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해당 항공 스케쥴에 따라 출국 2~3시간 전까지 공항 도착      

인천 공항 출국장 3층에 도착 후, 전광판에 표기 되어있는 카운터를  참고하시어,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해당 
항공 카운터로 이동합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카운터 직원에게 제시하고 수화물 짐을 맡기고  탑승권을 받습니다. 탑승권, 수화물 표는 여권
에 넣어 함께 보관합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왕복항공권 검사와  공항에서 나갈 때 수화물 표를 검사하기 때문에  공항을  나가기 전까지 
수화물 표를 잘 챙겨야 합니다 
 

01. 

02. 

03.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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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HAE AIRPORT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 김해 국제 공항 여객 청사 안내 
☞ 2층: 탑승층, 입국심사대, 비즈니스센터, 면세물품 인도장                   ☞ 1층: 도착장 수화물 수취대, 세관심사, 환전소, 버스/택시 정류장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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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URE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해당 항공 스케쥴에 따라 출국 2시간 전까지 공항 도착      

김해 공항 출국장 2층에 도착 후, 각 항공사 카운터 안내를  참고하시어,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해당 항공 카운
터로 이동합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카운터 직원에게 제시하고 수화물 짐을 맡기고  탑승권을 받습니다. 탑승권, 수화물 표는 여권
에 넣어 함께 보관합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왕복항공권 검사와  공항에서 나갈 때 수화물 표를 검사하기 때문에  공항을  나가기 전까지 
수화물 표를 잘 챙겨야 합니다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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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URE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해당항공 탑승 수속이 시작되면 티켓발권 및 수화물 짐을  
맡깁니다. (비행기에 반입하는 수화물에는 액체류 및 기타  
제한품목의 반입이 불가)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 1시간 전에는 출국을 위해 보안  
검색대 및 출국심사를 받습니다.  
 
출국을 위해 먼저 탑승구를 확인 후 면세점 및 기타 편의시설 이용
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30분전 항공 탑승 시작) 
 
항공 탑승을 시작하면 항공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당일 사정에 따
라 항공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 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
랍니다.   
 

01. 

02. 

03. 

04. 

공항 출국절차 안내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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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ARRIVAL CARD 

 

***빨간 글씨로 표시된  

예시 부분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01.성 (Ex. HONG) 

02. 이름 (Ex. GILDONG) 

03.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04.여권번호 

05.출발국가(Ex. KOREA) 

06.거주국가 (Ex. Korea) 

07.직업 (Ex. Student) 

08.항공편명 

09. 방문목적 (Pleasure로 체크)  

10.서명 

HONG 

GILDONG 

E-mail@gmail.com 

여권번호 

출발국가 

거주국가 

직업 

항공편명(Ex.OZ710) 

서명 

입국신고서 작성법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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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HEALTH CARD 

 

***빨간 글씨로 표시된 예시 부분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01. 여권번호 

02. 성 (Ex. HONG) 

03. 이름 (Ex. GILDONG) 

04. 국적 (Ex. KOREAN) 

05. 성별(Ex. MALE) 

06. 생년월일 (월-일-년도 순) 

07. 도착일 (월-일-년도 순) 

08. 승객(PASSENGER 체크) 

09. 항공편명 

10. 좌석번호 

11. 주소 (학원주소/주소 기입되어있음)  

12. 지난 30일간 방문국가 

13. 지난 30일간 병력이 있는지? (NO를 체크하세요) 

14.서명 

건강신고서 작성법  

M  0  9  3  X  X  X  X  X  X 
H  O  N  G 
G   I   L  D  O  N  G 
 
K   O  R  E  A  N 
  V 
            0   1       3   1     1  9  8  8 
            0   3       2   1     2  0  1  7 
  V 
O  Z   7  1  0                               2   1  C 
 
 TANCOR 1, ABAD SANTOS ST. VILLA  
 AURORA VILLAGE.,KASAMBAGAN 
 C  E   B  U      C   I   T  Y 
 
 
  
 
                    
 
KOREA 
 
                                       V 
 

                            HONG GIL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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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CUSTOM DECLARATION 

세관신고서 작성법  
***숫자의 내용대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01. 성 (Ex. HONG) 

02. 이름(Ex. GILDONG) 

03. 성별(Ex, 남 MALE/여 FEMALE) 

04. 생년월일(월,일,년 순서),  

05. 국적(Ex. KOREA, SOUTH KOREA) 

06. 직업(Ex, Student 등) 

07. 여권번호 

08. 여권발급일 (월,일,년 순서),  

09. 필리핀 내 체류주소(Ex. TANCOR 1, ABAD SANTOS 
     ST. VILLA AURORA VILLAGE.,KASAMBAGAN, CEBU  
     CITY) 

10. 한국주소(간단한 주소, 시(군,구) 도(광역시) 

11. 도착 항공편명(Ex. OZ701) 

12. 출발공항 (Ex. INCHON) 

13. 도착일(월 일 년 순서) 

14. 필리핀을 방문하는 목적(Tour로 기입) 

15. 동반가족인원수(Ex. 없는 경우 0 ) 

16. 짐 가방 수(수화물 붙인 개수) 

17. 짐 가방 수(기내반입 수화물 개수) 

18. 신고할 품목 (반드시 NO라고 기입) 

19. 서명 

 ※필리핀 세관검사 시, 공항에서 나갈 때 수화물 표를  
   검사하기 때문에  공항을  나가기 전까지  수화물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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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AL-MACTAN AIRPORT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항공 하차 후 건강신고서를 첫 번째 카운터에 제출 후 입국심사 카운터로 이동하셔서 왕복 항공권과, 여권, 입국카드를 제출한 후 입
국심사를 받습니다. (필리핀 입국 목적을 묻는다면 Tour라고 대답합니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수화물을 수령하고 세관에 세관신고서를 제출 한 후 세관 검사를 받습니다. (면세품에 대한 과금이 많으니 반드
시 구입한 면세품은 포장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주십시오.).  
 
공항 밖으로 나와서 보이는 곳에 저희 CIJ 피켓을 들고 있는 픽업 스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어학원까지 15~20분 소요) 
 

01. 

02. 

03. 

세부공항 입국절차 안내/국제선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CIJ ACADEMY&SCHOOL 

Pick up Manager 

SUPPORTING YOUR SUCCESS 

International Air-line 

1.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 후 

이민국 및 세관절차가 끝나

고 밖으로 나오면 왼쪽과 

같은 장소가 나옵니다.  

 

 

 

2. 바로 앞에 CIJ 팻말을 가진 

픽업 스텝이 기다리고 있습

니다. 픽업 팻말을 확인하

고 픽업 스텝에게 본인 확

인을 합니다. 

Domestic Air-line 

1. 세부공항 국내선 도착 후 

캐리어 짐을 찾으시고 밖으

로 나오시면 위와 같은 장

소가 나옵니다.  

 

 

 

2. 바로 앞 도로를 건너 위와 

같은 장소에서 CIJ팻말을 

가진 픽업스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픽업팻말을 확인

하고 길 건너 픽업스텝에게 

본인 확인을 합니다.  

Pick up Manager 



EMERGENCY CONTACTS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CIJ ACADEMY 비상연락처  
       

캠퍼스별          

픽업담당자 :  

PREMIUM 0917-799-9284 Manager ELIN 

SPARTA  0995-615-8476 Manager BACK 

현지연락처:  

PREMIUM 032-236-3345 

SPARTA  032-263-5200  

 픽업 시 비상상황 발생 발생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출국일 외 픽업은 현지어학원 도착 후 Php.100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CIJ ACADEMY&SCHOOL 



IJ       
EBU C P

R
E
M

IU
M

 

SPARTA 

JUNIOR 

CAMP 
www.cijacademy.com 

ENGLISH SCHOOL 
ACADEMY 

w
w

w
.c

ij
sc

h
o
o
l.
co

m
 

www.cijcamp.com 

FAMILY 

INTRODUCTION 

JO
U
R
N

E
Y
 



HISTORY 
SUPPORTING YOUR SUCCESS 
Our school has the o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2003 

 

OPENED!  
JUNIOR 
School 

 

2003 

2012 

2014 

 

OPENED!  
SPARTA 
Campus 

 

 

OPENED!  
CLASSIC 
Campus 

 

2013 

2012 

2009 

2008 

2014 
~
 

2015 

CIJ and our beloved students are growing  

And getting better each year as well as our 

Quality of education 
 
September Premium campus expanded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 

CIJ Academy SPARTA Campus was OPENED!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  

CIJ Academy expanded.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September CIJ Academy Classic Campus OPENED!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December  launched e-learning through skype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ne succeed with summer camp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succeeded with summer camp 

January created a business contract with  

Jo Seonsang private school 
 

December succeeded with winter camp 

July we had opened our Junior school 

2016 

2007 

2010 

2011 

Copyright (c) Since2003 CIJ Academy&School All Rights Reserved  

2017 

2018 



LOCATION 
Our school has the o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PREMIUM 
CAMPUS SPARTA 

CAMPUS 

Copyright (c) 2003-2018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ABOUT CEBU 
Our school has the o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위치 

인구 

언어 

특징 

 

 

 

About CEBU 

 

 

 

 

 

 

 

마닐라 동남쪽 560Km, 필리핀 비사얀제도 세부 섬 

약 300만 명 (2015년 기준) 

영어, 시부아노어  

필리핀 제2의 도시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  

비사야스 지방의 행정, 경제, 교육, 교통의 중심지 

필리핀 최대의 어학연수지   

중부·남부 필리핀의 정치·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필리핀 제2의 도시이다. 필리핀의 여러 도시 중 가장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필리핀 최대의 관

광도시로 더욱더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필리핀에서 가

장 많은 수의 어학원들이 위치하며, 좋은 날씨환경과 

기반시설들로 필리핀 어학연수 지역으로도 가장 인

기 있는 지역이다.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VISA INFORMATION 

필리핀 비자연장  

비자연장 30일 비자 59일 비자  기한(일) 기한(달) 

1차 P3,440 - +29(59일) 2달 

2차 P4,710 P4,710 +30(89일) 3달 

3차 P2,740 P2,740 +30(119일) 4달 

4차 P2,740 P2,740 +30(149일) 5달 

5차 P2,740 P2,740 +30(179일) 6달 

한국과 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

하다. 하지만 학생분 들은 30일 이상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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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SPECIAL STUDY PERMIT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 필리핀 

정부에서 학생비자가 아닌 일반관광비

자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허가증이다.  

-여권사본 

-어학원 입학허가서  

-여권용 사진 3장  

    

SSP준비서류   SSP비용 

비용 Php 6,500 
                          (1회 6개월 유효)  

CIJ ACADEMY&SCHOOL 



FOR WHOM?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ACR-I CARD?  ABOUT 

이민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 

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ACR I-CARD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발급시기 2차 비자연장 시 발급 

발급서류  여권 및 증명사진  

발급비용 

3500페소 
(현지 어학원 도착 후 지급)  

지문등록 시 이민국 직접방문  
또는  

페널티 500페소 추가 납부   

기타사항  
출국 시 공항에 출국 심사(이민
국) 시 I - CARD는 반납해야 함.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SSP를 발급받고  
공부하는 학생 

관광 가이드 및 SWP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CIJ ACADEMY&SCHOOL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OTHER FEE 

항목 비용 비고 

등록금 15만원 등록 시 1회 납부 / 등록 취소 시 환불불가. 

픽업비용 무료 / 1,000페소 단체출국 무료  / 단체 출국 이외\22,000(출국 전 납부) 

센터이동비용 1,000페소 2주 단위 이동가능 / 센터간 이동 시 주말 이동  

SSP발급비용 6,500페소 현지지불 / 1회 납부 시 6개월간 유효 

I-CARD발급비용 3,500페소 현지지불 / 8주 이상 어학원등록 혹은 체류시 납부 

기숙사 보증금 주차 별 상이 
현지지불 /  4000페소(1~4주), 6000페소(5~8주), 8000페소(9주

~12주), 10000페소(12~16주) 

교재비용 교재 별 상이 선택에 따라 현지에서 납부  

ID카드발급 비용 250페소 현지지불 / 분실 시 재발급 비용(250페소) 

비자용 사진촬영 비용 100페소 현지지불 / 2*2 사진 3장 지참 시 납부 불필요  

관리비용 1,200/4Weeks 현지지불 / 현지도착 시 연수기간에 따라 일괄 납부  

전기/수도요금 인실 별 상이 현지지불 / 기숙사별 사용량 만큼 요금 납부 

비자연장 비용 기간별 상이 

1차연장(8주) – 3,440페소 / 2차연장(12주) – 4,710페소 

3차연장(16주) – 2,740페소 / 4차연장(20주) – 2,740페소 

5차연장(24주) – 2,740페소 

CIJ ACADEMY&SCHOOL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REGULAR PICK UP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2019년 01월 정규픽업일  12일,13일 / 26일,27일  

2019년 02월 정규픽업일 09일,10일 / 23일,24일  

2019년 03월 정규픽업일 09일,10일 / 23일,24일  

2019년 04월 정규픽업일 06일,07일 / 20일,21일  

2019년 05월 정규픽업일 04일,05일 / 18일,19일  

2019년 06월 정규픽업일 01일,02일 / 15일,16일 / 29일,30일 

2019년 07월 정규픽업일 13일,14일 / 27일,28일  

2019년 08월 정규픽업일 10일,11일 / 24일,25일 

2019년 09월 정규픽업일 07일,08일 / 21일,22일  

2019년 10월 정규픽업일 05일,06일 / 19일,20일  

2019년 11월 정규픽업일 02일,03일 / 06일,17일 /30일 

2019년 12월 정규픽업일 01일 / 14일,15일 / 28일,29일 

CIJ Academy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해 매월 정기출국 일을 정하고 있으며, 정기출국 

일에 출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픽업비용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규픽업일인 격주 토/일(토요일 06:00AM~월요일 03:00AM)에는 
무료로 픽업이 진행되며, 정규픽업일 이외에 입국하시는 학생 분들은 
입국 전에 픽업비용 \22,000을, 또는 현지에서 Php.1000를 납부 하셔
야 합니다. 

CIJ ACADEMY 정규픽업일  

CIJ ACADEMY&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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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FILIPINOS’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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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낙천 적이며, 외국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 기후의 영향으로 여유롭다. 

  -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강하다.  

| 단점  

  - 행동이 느리며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다.  

  - 자존심이 강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 계획성이 없다.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 

CIJ ACADEMY&SCHOOL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PHILIPPINE PESO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NO 페 소 원 화 

1 P 1 ₩ 23 

2 P 50 ₩ 1,150 

3 P 100 ₩ 2,300 

4 P 500 ₩ 11,500 

5 P 1,000 \ 23,000 

PESO 환율 
 환율은 Php 1 = \23 (2018년 7월 기준)  

 이며 한국보다 화폐단위가 작기 때문에  

 용돈 사용시 주의해야 써야 합니다.   

필리핀은 페소(Peso)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하며 ₱ 또는  Php로 표기합니다.   

필리핀의 화폐단위 

CIJ ACADEMY&SCHOOL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ABOUT PHILIPPINES 

Copyright (c) 2003-2019 CIJ Academy & School All Rights Reserved  

필리핀 물가 

CIJ ACADEMY&SCHOOL 



Our school has the utmost patience for students along with 

the best studying environment  

SUPPORTING YOUR SUCCESS 

TRANSPOR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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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교통수단 

CIJ ACADEMY&SCHOOL 



THANK YOU!!  

CIJAcademy&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