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바기오에서 함께하는 가족연수!!
이에듀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스토리를 만들어가세요!!

이에듀 글로벌가족연수

www.eeedu.co.kr

A&J e-EduDC
Family Camp



About Us
You want it. 
We`ve got it.

`이에듀` 만의 가족연수 이야기
여러분의 선택이 소중한 추억을 만
듭니다.

필리핀 바기오 어학원은 2008년도에 개설하여 한국인 원장과

미국인 부원장이 주니어전문 어학원으로 시작 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주니어,가족연수를 같이 하고 있으며

관리자 또한 한국인 원장, 미국인 부원장,한국인 매니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인 부원장이 함께

학생들과 함께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니어.가족센터는 한국가족뿐아니라 대만, 일본 가족들도 함께하며

소나무가 많고 안전하고 엑티비티가 많은 바기오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주위로 차로 20분내 거리에위치한 골프연습장, 커피숍, 

유치원, 초등학교, 맡타는곳, 음식점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듀는 가족연수 뿐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Program
For the best, the utmost effort

글로벌 가족연수

조기유학

. 유아(0세~2세) : 베이비 시터 (7am~7pm)

. 미취학 아동( 3세~6세) : 일대일 수업 4시간

. 주니어(7세~15세) : 일대일 수업 4시간 + 그룹수업 2시간

. 부모님 : 일대일 수업 4시간+그룹2시간 or 일대일수업 6시간

. 주니어(8세~15세) : 일대일수업 4시간 + 그룹수업 2시간

. 12주 연수 후 학교 입학

. 방과 후수업 : 일대일수업 2시간(월요일~금요일)

. 공항 픽업 - 바기오 도착 - 레벨테스트(본관) - 미국인 부원장 면담(본관) –

오레엔테이션(본관) - 교재선정 – 시티투어(필요한물품 구매) - 다음날부터 수업시작

코스일정



가족연수(주니어)
Family ESL Schedule

Time Week days (Mon to Friday)
08:00~09:00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22:00~

1:1 수업 (Speaking & Pronunciation)

1:1 수업 (Reading & Writing)

1:1 수업 (Listening)

1:1 수업 (Grammar)

점심식사

그룹 수업 (Discussion)

그룹수업 (Presentation)

Self study & Memorize of Vocabulary

Self study & Memorize of Vocabulary

개인 휴식

저녁식사

단어시험

단어시험 틀린거 쓰기

단어시험 틀린거 쓰기 & 학원 숙제

영어일기 작성 및 취침

▶ 수업 출결 사항에 관한 방침
수업시작 후, 15분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함
(해당 시간 수업은 취소)

1차 결석: 경고 / 2차 결석: Essay Homework 
4주, 3회 이상 무단결석 시 한 주 동안 2시간 수업을 제함
(이전과 동일한 선생님과 수업 불가)

▶수업 및 선생님 변경에 관한 방침
신입생의 경우 수업시작 후 1주일 동안, 교재 · 선생님 · 수업변경을
우선하여 정한다. 
수업 시작일로부터 매 2주 혹은 4주마다 선생님은 변경되며,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원장에게 얘기해야 함

(연장은 1회 가능).
연장은 최대 4주까지 가능하며 4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선생님이
변경된다.
▶ Make up (보충수업)
학원 혹은 선생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소된 수업은 본인의 공강
시간 혹은 토요일에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선생님이
대체 되는 경우도 있음. 
개인 컨디션에 의한 결석은 보충수업이 따로 없음 ( 응급상황 제외 )
▶ Bi-monthly Test & Post Test
매 2주, 4주마다 치러지는 시험은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며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수업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단어시험
시간 : 오후 7시
의무적으로 단어시험을 보아야하며, 레벨테스트에 의한 레벨에 따라
단어의 난이도를 나눠 시험을 치루고 있다.
▶필리핀 공휴일에 관한방침
1. 한 달 수업일수는 20일로 규정한다.
2. 공휴일이 2일 이상 길어질 경우, 수업 18일 보장제에 따라,18일까지

학원에서 Make up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맞추도록 한다.

. 원장님 면담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어머님 과 개인면담
면담을 통해 한주간 자녀분들 학습태도와 성적에 관해 말하며
모든 가족 어머님들과 함께 매주 주말 엑티비티 장소에 대해 회의를 함

`이에듀` 글로벌 가족연수 Daily 
Schedule



Time Week days (Mon to Friday)
08:00~09:00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1:1수업

1:1수업

1:1수업

1:1수업

점심식사

공강시간

공강시간

공강시간

공강시간

공강시간

저녁식사

그림일기

취침

.   공강시간에는 보모 고용신청을 하시면 보모가 돌봐드립니다.

.   스케줄은 하루4시간으로 오전,오후로도 변경할수 있습니다.  

.   기간은 최소 4주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연수(미취학아동)
Family ESL Schedule

`이에듀` 글로벌 가족연수
Daily Schedule



Time Week days (Mon to Friday)
08:00~09:00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22:00~

학교 등교

1:1 수업 (Reading & Writing)

1:1 수업 (Listening)

1:1 수업 (Grammar)

점심식사

그룹 수업 (Discussion)

그룹수업 (Presentation)

Self study & Memorize of Vocabulary

1:1 수업(학교에서 배운내용 공부)

개인 휴식

저녁식사

단어시험

단어시험 틀린거 쓰기

단어시험 틀린거 쓰기 & 학교 숙제

영어일기 작성 및 취침

. 학교 입학전 :  목표 학교 입학시험위주로 최소 12주 이상 코스로 집중수업을 함

`조기유학`은 누구도 못이겨!!
조기유학
Schooling Schedule

Time Week days (Mon to Friday)
08:00~09:00 1:1 수업 (Speaking & Pronunciation)

09:00~09:50 학교에서 수업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22:00~

학교에서 수업

학교에서 수업

점심식사

학교에서 수업

학교에서 수업

하교하여 학원으로 옮

Self study & Memorize of Vocabulary

1:1 수업(학교숙제 도움 및 예습)

저녁식사

단어시험

단어시험 틀린거 쓰기

단어시험 틀린거 쓰기 & 학원 숙제

영어일기 작성 및 취침

. 학교 입학후 :  방과후에 일대일 수업 및 학교 예습 복습, 단어시험등을 하게 됨



커리귤럼(교육방식)
Curriculum for teaching

저희 학원에서는 미국교재인 Wordly wise 와 다른 주니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인 부원장님이 주니어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어 주셔서 레벨테스트 후에 미국인 부원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개인에 맞게 교재 및 선생님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에듀의 주니어 레벨은 Super beginner – Beginner – Low Intermediate 
– Intermediate – High Intermediate – Advanced 등 6단계로 나눠지며
레벨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레벨이 결정되며 4주에 한번 Post Test를
통해 레벨 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듀의 장점은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개인 성적현황을 수시로
체크 할수 있으며 Bi- weekly Test 로 학생들의 배운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4주에 1번 Post Test 로 학원 전체 학생들의 레벨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시험을 통해 레벨 업그레이드 하는 학생과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학생으로 나눠지게되며 일등에게는 상금이 꼴찌에게는 에세이를
써야하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80개 이상 단어테스트와 학원, 숙제와
복습으로 연수기간동안 최대한 본인 실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듀` 교재선정
과 교육방식

미국인 부원장 면담
후 교재선정

본관에서
레벨테스트 및
오리엔테이션

픽업 후 바기오
가족센터로 이동

시티투어 다음날 부터 수업시작

`이에듀` 픽업부터 수업까지



커리큘럼(성적관리)

Student Report Card

이에듀 학생 리포트 카드는 매 수업시간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업태도와 부족한점 그리고
잘하는점등을 기록하는 것 입니다.

수업중 태도는 점수로 매겨지며 코맨트도 함께 기록하여 언제든지 이에듀 리포트 카드를 보면
학생들의 상태를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매 4주에 한번 보는 포스트 테스트를 본후 만약 레벨 업이 되지 못하는경우 이 리포트 카드를 보며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다시 그 레벨을 집중 교육시켜 꼭 레벨업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듀 리포트 카드는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학생상태를 기록하여 저희 해드티쳐에게 매시간마다
가지고와 싸인을 받으며 혹시라도 선생님 평가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학원에서 엄중히 그 선생님을
처벌하게 되여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학생이 학원 졸업시 이 기록들은 정리해서 수료증과 함께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저희학원은 개개인 성적관리가 철저하기 떄문에 연수를 대충하고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으며
항상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최선을 다해 임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내는 어학연수 이에듀어학원에서 함께하세요

`이에듀` 철저한 학생 리포트 카드



주변환경
Around Family center

<엘리자베스호텔>
본관에서 15분거리에 위치해있으며
커피숍과 부페, 
마사지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본관에서
15분거리에 위치해있으며
한국사람이
운영하며 레슨과
필드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말타는곳>
본관에서 15분거리
에 위치해있으며
30분코스 1시간 코
스로 나눠집니다.

<BCC 수영장>
본관에서
15분거리에
있으며 주 2회
레슨을 받으며
수영장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미니골프>
존헤이 안에
있으며 미니골프로
아이들과 함께
즐길수 있는 장소
입니다.

<페인트볼>
존헤이 안에
있으며 페인트볼
게임으로 팀을
나눠 페인트총으로
서바이벌게임을
하는장소입니다.

<주변음식점>
본관에서 15분거리
에 위치해있으며
말타는곳 바로
옆에 여러음식점들
이 있어 취향대로
갈수 있습니다.

<SM쇼핑몰>
차로 10분정도
걸리며 바기오에서
제일큰 쇼핑몰입니
다. 쇼핑뿐아니라
음식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갈곳이 너무 많어!!



엑티비티
Various Activity

서바이벌 게임/말타기 짚라인/미니골프 온천/산페르난도 바닷가 파도풀장/헌드레드아일랜드

존헤이에 있는 페인트볼
서바이벌게임으로 팀을
만들어 생존게임을 합니다.

학원근처 말타는 장소로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말을 탈수 있습니다..

존헤이 안에 있으며
짚라인을 즐길수 있는
장소 입니다.

바기오에서 30분거리에
있으며 따뜻한 온천물안
에서 수영도 하고
피부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장소죠

존헤이 안에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즐길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기오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으며 바기오에
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로 모래사장과 바다수영
을 할수 있습니다.

바기오에서 2시간 거리
에 위치해있으며 파도출
장과 대형미끄럼틀 등이
있으며 숙박시설도 있습
니다..

바기오에서 3시간 거리
에 있으며 배를 타고 섬
으로 들어가 탠트를 치
고 야영을 하며 밤수영
도 할수 있는곳입니다.

`즐거운` 가족연수
주말엔 엑티비티로 고고!!



평일 엑티비티
안내

Golf & Swimming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바기오 BCC 수영센터

회원이 아니면 못들어가는 바기오 BCC 에서 수영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그룹으로 레슨을하며 가격은 10회 약 P2500이며 수영장을 갈때

마다 따로 P200를 지불하셔야합니다.

바기오가 시원한 지역이지만 BCC수영장은 매일 온도를 체크해 물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끔 물이 차가울때도 있습니다.)

바기오 골프레슨 & 연습장

이에듀 본관에서 15분거리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주 3회 레슨으로 비용은 4주에 P8000(약 20만원) 이며

연습장 사용은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할수 있습니다.

한국인 골프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며 연습장에서 연습도 하고 존헤이

골프장 필드로 나가서 필드레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tra 지불필요)

골프 비기너들도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에선 시간내서 골프레슨과

필드플레이 를 할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이번 가족연수기간동안

좋은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듀 어학원 본
관 소개
A&J e-EduDC International Academy.

`이에듀` 본관은 다양한
국적의
성인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듀어학원 본관(A&J e-eduDc International Academy)

필리핀 이에듀 글로벌 아카데미 본관을 소개합니다.

2008년에 개원하여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학생들이 함께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레벨테스트 및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레벨테스트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시티투어로 필요물품 구입을 하고

다시 본관으로 이동합니다.

모든과정을 마치면 본관에서 수료증과 성적표를 발행하여 모든 가족연수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연수비용
All the Payment

대상 수업 방식 학비 기숙사비 총 비용 비고

부모님

주니어

. 미취학 아동
. 유아(0~2세)

조기유학

1:1 수업 4시간

1:1 수업 4시간 + 그룹 2시간

. 1:1수업 4시간

. 평일8am~6pm 베이비시터 케어

1:1 수업 4시간+그룹 2시간

700,000

850,000

850,000
없음

800,000

700,000

700,000

. 700,000

. 300,000

700,000

1,400,000

1,550,000

1,550,000

1,500,000

유아는
월요일~금요일만

케어

환불규정

1. 출국 전
. 3주 전 연수 취소
등록금을 제외한 납부금액 전액환불

. 3주 이내 연수 취소 : 
등록금과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30일 내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

2. 연수기간이 50% 이상 남은 경우
퇴원날짜가 포함된 해당 주를 제외한 잔여
주수의 50% 환불 (30일 내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

*기간이 4주 어학연수일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3. 연수기간이 50% 미만 남은 경우 : 환불금액 없음

현지에서 학습 중 학원 규정에 어긋난 행동으로 퇴교처분을
받을 시에는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등록비 : 100,000원/1인당 (연수취소시 환불불가)

. 픽업비 : 50,000원/1인당(마닐라,클락 동일)

기타비용

식사관련

. 하루 3식 한식, 일식, 양식, 필리핀식

. 월요일~토요일 3식

. 일요일 : 아침, 저녁만 제공

. 픽업시간 : 매주 토요일 10PM~2AM(마닐라,클락 동일)

. 단위 : KRW

`Build your Future in A&J e-eduDC Global 
Academy`



연수비용(현지비용)
Local Payment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로 내는 비용)

SSP

비자연장비

P2000

1차 : P3440
2차 : P4710
3차 : P2740
4차 : P2740
5차 : P2740

유틸리티비

아이카드

학원아이디

세탁비

기숙사 보증금 P3000

P150

P250/4주지원
(8주까지지원)

P3500

필리핀에서 공부할수 있는 허가증d

입국후 30일 후에 1차비자연장 시작

d

전기세/물세/청소비 4주당

P6300

외국인 주민등록증으로 59일이상
체류시 만들어야 함

학원아이디 카드는 학원 내에서
항상 착용해야 함

세탁은 화,목,토요일 주3회 실시
8주이후 부턴 본인 부담

기숙사방에 이상이 없을 시 100% 환불

* 교재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비용은 해당 첫째 주 월요일 점심 시간까지
필리핀 페소로 지불합니다

* 교재비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지불합니다.

두달을 한번에 결제 시 할인적용

P3,440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P4,700

P2,740

P2,740

P2,740

P4,150

3rd, 4th – P500

2nd, 3rd – P700

4th, 5th – P500

5th, 6th – P500

Visa Extension fee Details



학원규정
Academy Policy

1. 기숙사에 관한 사항

※ 열쇠를 분실 한 경우 열쇠 복제 요금 PHP500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2. 휴지나 개인물품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학원 시설 내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휴지나 물품 등은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공공 화장실도 휴지는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출 시 에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필리핀 국내 화장실 유수, 하수는 한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티슈 등을 변기에 버리게 되면 막힘의 원인이 되므로 꼭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세탁은 외부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탁 요금은 1kg / PHP25 이며, 학원 측은 4 주마다 PHP250  최대 8 주 PHP50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은 최소 3Kg부터 가능하며, 3Kg이하일 경우에도 3Kg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세탁물 맡길 시 :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2시까지, 본인의 이름을 부착하여 각자의 방문 앞에 세탁물을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 세탁물 찾을 시 :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4시~5시에 1층 로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세탁물 찾을 시 세탁비 지불)
본 학원에서는 매주 금요일이 수료일 입니다. 수료일 1 주일 전에 한국인 매니저에 기숙사 퇴실 예정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여권반납 등 퇴실일정을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실당일 매니저의 동행 하에 기숙사시설의 점검을 실시하며, 열쇠 반납을 부탁 드립니다. 기숙사 점검 후, 사무실에서 수료증 및 여권을 전달합니다. 기숙사시설 등에 문제가
없고, 누적 경고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3. 학원생활과 수업에 관한사항

1 ) 수업 18일 보장제
본 학원의 경우 한달 수업 일수를 20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18일보장제를 실시하여, 3일 이상의 공휴일에 의해 빠지는 수업의 경우는 Make up 수업을 통해 최소수업일수(18일)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2 ) 수업 출석에 대해
수업 시작 후 15 분 이내에 입실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시간의 수업은 취소)

※ 병가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 연락 없이 4주 안에 3회 결석을 하게 되면 다음주 2시간의 수업이 일주일 동안 취소됩니다(Suspension). 그 후 해당 강사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사는 아카데미 측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3 ) 강사의 결석 · 지각
강사가 결석 또는 지각 한 경우

① SUBSTITUTION (대행 수업) : 다른 강사에게 대행 수업
② MAKE UP (대체 수업) : 후일 (토요일 포함) 해당 동일한 강사와 대체 수업

4 ) 수업, 교과서, 강사 변경에 대해
① 신입생의 경우 수업시작 후 일주일 이내에 강사 · 교과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변경은 강사의 스케줄에 우선하여 결정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교과서에 글을 쓰거나 사용감이 지나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해주십시오.

② 강사는 매 4 주마다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강사 연장의 신청에 따라 4주 연장 (최대 8 주까지 동일한 강사와 수업)이 가능합니다. 단, 서스펜션 경력이 있거나, 테스트 (Post-Test / Bi-Monthly Test)를
받지 않은 분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강사를 연장하려면 정해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피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수요일 오전까지이며,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수업 연장이 불가합니다. 
강사의 지명은 불가능합니다.
※ 단, 경우에 따라 변경 혹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  Bi-monthly Test & Post Test
매 2주, 4주마다 수준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추가 1 : 1 수업 : 원어민 강사 PHP8,000 / 1 시간 / 4 주

: 필리핀 강사 PHP4,000 / 1 시간 / 4 주
2) 추가 그룹 수업 : PHP2,000 / 1 시간 / 4 주
3) Course Upgrade (TOEIC, IELTS, BUSINESS) 

: PHP4,000 / 1 시간 / 4 주 (원어민 강사)
: PHP2,000 / 1 시간 / 4 주 (필리핀 강사)

7) 옵션 프로그램
a. 단어 테스트
b. 영어 일기
c. EOP (English Only Policy)



www.eeed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