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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G 필리핀교육센터는 2006년 설립되어 현재 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ES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IELTS, 

TOEIC, TOEFL  보장반은 물론 해외 대학 특별전형인 GAC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MEAG 
필리핀교육센터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최상의 학교 시설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필리핀 최고의 

사설 영어교육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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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는 영어완전정복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MEAG 교육센터 아카데믹 디렉터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피할 수 없는 경쟁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어를 공부로 생각하고 넘어야 할 장애물로 느끼면 영어는 더욱 멀어집니다. 최대의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잠꼬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짜여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전한 몰입식 학습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영어 완전 정복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연수 기간동안 학생들

이 영어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기숙사식 영

어 교육센터입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만의 

뛰어난 시스템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 

의한 IELTS 센터 인증, ETS 토익센터, 토플센터 

인증과 Cambridge 센터 인증 그리고 많은 대학교

와 각국의 협력기관을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공인시험과 연계된 여러 인증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영어교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

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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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사 연혁 

06  SMEAG는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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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SME (SME Networks 
Philippines Training Center, 
Inc.) 정식 개원 : 2006년 8월 26일

•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과정 개설

2006

7월

•   1차 영어 캠프 운영

12월

•   필리핀 문화원 최우수 교육센터로 

선정 

•   제 2차 영어캠프 운영

2007

2월

•   제 1 캠퍼스 (스파르타) 확장 : 

Talamban지역, 총150명 규모

4월

•   제 2 캠퍼스 (클래식) 오픈 : Mabolo 

지역, 총 300명 규모

5월

•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과정 

개설

7월

•   제 3차 영어캠프 운영 / 세계 유학원 

캠프 운영

12월

•   대구 경북학숙 해외 1차 어학연수 과

정 진행

•   제 4차 영어캠프 운영

2008

1월

•   순천향대 해외 어학연수 과정 진행

7월

•   제 1 캠퍼스 (스파르타) 프리미엄 영

어 기숙사 오픈 : 총 360명 규모 

•   제 5차 영어캠프 운영

12월

•   대구 경북학숙 2차 해외 어학연수 과

정 진행 

•   제 6차 영어캠프 운영

2009

2월

•   호주 CIC Pathway 과정 협약 체결

6월

•   제 2 캠퍼스 (클래식) 확장 : B동, 총 

505명 규모

•   원광보건대 해외 취업 연수과정 협

약

7월

•   VIVA College Pathway 과정 개설

•   제 7차 영어캠프 운영

8월

•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원 원광보건대 

1차 해외취업연수 과정 진행

10월

•   한심성심대학교, 대구 계성고등학교 

해외 어학연수 과정 협약 체결

12월

•   계성고등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원광 

보건대학교 해외 어학 연수 과정 진

행 

•   제 8차 영어캠프 운영

2010

4월

•   싱가포르 ERC 조건부 입학 과정 개

설

6월

•   제 2 캠퍼스 (클래식) 내 영국문화원 

공인 IELTS 시험센터 오픈 / IELTS 
Resource Center 오픈

7월

•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조건부 

입학 과정 개설

•   영국 문화원 (British Council) 주최 

SME IELTS 강사 트레이닝 및 PRE-
TEST진행

•   제 1차 IELTS 공인 시험 (Academic 
Module) 제 2 캠퍼스 (클래식)에서 

진행

•   한림성심대, 원광보건대 해외어학연

수 과정 진행

•   호주 BROWNS College와 MOU 
체결 및 연계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개설

•   제 9차 영어캠프 운영

12월

•   미국 공인 대학수능평가기관 ACT사

와 GAC 프로그램 계약

•   호주 IMAGINE EDUCATION과 MOU 

체결 및 연계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개설

•   제 10차 영어캠프 운영

2011

2월

•   일본 Rakuten 기업 해외 연수 진행

•   ACT ES 공인 GAC 티칭센터 지정

3월

•   TOEIC 과정 개설 

•   필리핀 세부 소재 St. Theresa's 
College와 MOA 체결

5월

•   호주 William Angliss TAFE과 MOU 

체결 및 연계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개설

6월

•   구미대학교 해외어학연수 과정 진행

•   싱가폴 Informatics 조건부 입학 과

정 개설

7월

•   SME제 3 캠퍼스(캐피탈) 오픈 : 총 

850명 규모 

•   제 3 캠퍼스 (캐피탈) 내 ETS 공인 

TOEIC 시험장 오픈

•   한양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해외

어학연수 과정 진행

•   호주 NSW TAFE과 MOU 체결 및 연

계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개
설

•   제 11차 영어캠프 진행

8월

•   호주 Sunshine Coast TAFE과 MOU
체결 및 연계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개설

12월

•   ETS 공인 TOEIC Speaking & 
Writing 시험 실시

•   한양대학교 & 원광대학교 해외어학

연수 과정 진행

•   제 12차 영어캠프 운영

2012

History

2014
1월

•     Na Law Firm 기업 해외연수 진행 

•   한양대학교 해외어학연수과정 진행 

•   충청대학교 해외어학연수과정 진행

•   원광대학교 해외어학연수과정 진행 

•   원광보건대학교 해외어학연수과정 

진행 

•   김천과학대학교 해외어학연수과정 

진행

•   14차 영어캠프 진행 

3월

•   iBT TOEFL 공인시험장 지정 

•   충북대학교 해외어학연수 학기제&

인턴쉽 프로그램 진행 

•   한경대학교 해외어학연수 학기제 프

로그램 진행

1월

•   금강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해외

어학연수 과정 진행

2월

•   호주 Southbank TAFE과 MOU 체

결 및 연계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개설

•   세계 3대 요리학교 Le Cordon Bleu 
(르꼬르동블루 호주센터) MOU 체결 

및 조건부 입학 과정 개설

3월

•   일본 DeNA / hoju-Jogakuin / Tokyo 
International College of Music 
Therapy 기업 해외연수 진행

•   SIEC (SME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오픈

5월

•   Cambridge Exam Preparation 과정 

개설

•   호주 Wide Bay institute of TAFE 
MOU 체결 및 연계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개설

6월

•   한양대학교 & 원광대학교 해외어학

연수 과정 진행

7월

•   원광보건대학교 해외어학연수

•   제 13차 영어캠프 운영

12월

•   SMEAG 설립

2013

04 05SMEAG PhiliPPines Training CenTer

    회사 연혁     



SM
EAG

 소
개

 -
 SM

EAG
 특

징

1. 필리핀 유일의 공인 IELTS, TOEIC, TOEFL, ACT ES, CAMBRIDGE 시험센터 보유

다년간 축척된 sMeag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엄격한 시험센터로서의 인증과정을 통과하여 정식 인가를 받아 공인시험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sMeag 학생은 물론이고 외부 응시생들 또한 sMeag 공인 시험장에서 정규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타학원 / 기관의 공인인

증센터 사칭 및 비인가 로고 사용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Cambridge 공인 시험 준비기관 및 공인 시험 진행 (SMEAG 제 1센터 스파르타 캠퍼스)

영국 문화원 IELTS 공인 시험장 (SMEAG 제 2센터 클래식 캠퍼스)

ETS 토익/토플 공인 센터 지정 (SMEAG 제 3센터 캐피탈 캠퍼스)

2. 필리핀 최대 규모, 최다 전문강사 및 다국적 학생 보유

▶ 필리핀 최대 규모, 3개 캠퍼스 운영

총 학생 정원 1,000명 규모의 필리핀 최대 교육기관으로 국제 공인 기관 (영국 문화원, ETS, ACT ES)과의 협력, 전 세계 90여개 대학·글

로벌 기업들과의 결연을 통한 우수한 영어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sParTa – 260 / ClassiC – 330 / CaPiTal – 410  총 1,000 명

▶ 전문강사 최다 보유

영문학, 교육학 출신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채용 후 엄격한 교육 트레이닝을 통해 검증된 강사진을 확보·운용하고 있습니다.

TOeiC (50명) / ielTs (100명) / esl (150명) / TOeFl (30명) / CaMBriDge (20명) / BUsiness (80명)

▶ 최다 다국적 학생 보유, 다국적 매니저 보유

sMeag는 필리핀 소재 300여개 어학원 중 다국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어학원(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이란, 스페인, 러시아 등)으

로 각 국적별 전담 매니저들이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hina + TaiWan (10%) / KOrea (45%) / VieTnaM (7%) / JaPan (35%) / OThers (3%)

3. 해외 대학 진학 코스

▶ GAC
ACT ES에서 공인한 필리핀 유일의 GAC 티칭센터로서 영어권 대학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학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EAP
공인 ielTs 점수 또는 연계 대학의 별도 입학테스트 없이도 해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sMeag는 호주 르꼬르동 블루, TaFe 

등 해외 학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사 프로그램을 공유, 계발하고 있습니다.

4. 학생관리 시스템

▶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수업스케쥴, 출석현황, 성적 등 전반적인 학사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생

관리가 가능합니다. 

▶ SMEAG 만의 강력한 공인 시험 준비 과정

매주 공인 시험장에서 실전을 대비한 모의고사를 치르며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집중 트레이닝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 

시험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는 98% 이상의 학생들이 목표점수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 안전 교육

학원 외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지 사람들과의 마찰 시 대처 방법 등의 교육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국적비율 IELTS 목표달성

전체규모 1,000명

P H I L I P P I N E

Cebu
City of Cebu

전문강사 최다 보유

860명 규모의 필리핀 최대 영어 교육 기관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필리핀 세부에 총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860명 규모의 교육기관으로 필리핀 어학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어학원입니다. 캠퍼스마

다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학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000명의 동문들

졸업생들이 학업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수준의 우수성으로 친구들에게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000명의 학생들이 SMEAG 필리핀 교육센

터를 졸업하고 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함께 연수한 배치메이트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SMEAG 졸업생 모임을 갖는 등 SMEAG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는 한국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영어연수를 하

는 관계로 보다 넓은 인간 관계를 손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최다 다국적 학생 비율

필리핀 어학원 중 가장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게 되어 학습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SMEAG 필리핀 교

육센터에서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수업이나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일본, 대

만, 중국 등 다양한 국가 학생들과의 문화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98%의 공인 CAMBRIDGE / IELTS / TOEIC 테스트 목표 점수 달성

학생들은 매주 모의 CAMBRIDGE ESOL / IELTS / TOEIC / TOEFL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각 코스의 보장반 과정은 목표점수 획득시까지 수업료 및 공인시험 비용이 

지원됩니다. 보장반 학생의 경우 98%의 학생이 목표한 공인성적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7단계의 채용과정과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며, 정기적인 평가와 세미나를 통해 선생님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SMEAG Pathway 프로그램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다양한 연계연수 프로그램과 해외대학입학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과 교육 기관

의 연계를 통해 SMEAG 졸업생들에게 보다 확실하고 성공적인 연계연수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을 준비하거나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유

학까지 다양한 국가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사설 어학원으로는 필리핀에서 유일한 공인 IELTS, TOEIC, TOEFL, ACT 

ES, CAMBRIDGE 시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필리핀에서 유일한 GAC 티칭 센

터 입니다. GAC 프로그램은 전세계 90여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해외 유

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만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후에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sMeag만의 4대 P.r.i.D.e.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특별합니다
오직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SPARTA 

CLA
SSIC

CA
PITA

L

260 330 410

TO
EIC

50

TO
EFL

30

IELTS

100

B
U

SIN
ESS

80

ESL

150 20

CAM
BRIDGE

KOREA 

45%

VIETNAM 

7%

JAPAN 

35%

OTHERS  

3%

CHINA + 
TAIWAN 

10% 98%

35분 20분

10분

40분

20분

20분

스파르타캠퍼스

클래식캠퍼스캐피탈캠퍼스

막탄국제공항

06 07SMEAG PhiliPPines Training CenTer

    SMEAG 특징     



SM
EAG

 캠
퍼

스
 소

개
 -

 제
 1센

터
 스

파
르

타
 캠

퍼
스

 

지역 소개

SMEAG 필리핀 교육센터 SPARTA 캠퍼스는 필리핀 세부의 탈람반 지역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탈람반 지역은 세부 중심가에서 벗어난 업타운에 위치하고 있으

며, 상업시설과 고급 주거단지, 많은 교육관련 시설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캠퍼

스 인근에는 종합병원과 쇼핑몰, 학교들이 있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

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 규정

• 주중 외출/외박은 불가하나 주말 외출/외박은 가능

• 통금시간 적용 : 토요일 10:00pm 까지 / 일요일 09:00pm 까지

• EOP(English Only Policy) 적용

•  전체연수기간 중 평일 아침/저녁 스파르타 수업 및 일요일 저녁 스파르타 수업 

의무 참가

시설 및 서비스

• 인증센터 CAMBRIDGE ESOL공인시험센터 

• 강의실 1:1 강의실 72개, 1:4 강의실 12개

 1:8 강의실 2개, 대강의실 5개, 셀프스터디 룸 

• 내부 기숙사   1인실 10개, 2인실 48개, 3인실 29개

• 프리미엄 기숙사 2인실 24개, 3인실 6개 

• 편의시설 식당, 매점, 수영장, 체력단련장, TV라운지, 농구 코트,

 배드민턴 코트, 배구 코트, 프리미엄 라운지

프리미엄 기숙사

•   기숙사 전체가 English Zone으로 각 유닛별 필리핀 영어선생님이 상주하며 

TEA TIME 진행

•   전용 휴게실 및 개인사물함 제공, 본원과 기숙사간 이동을 위해 1일 70회 이상 

차량 운행

프로그램

ESL
ESL 1 기본 영어회화 집중 코스

ESL 2 기본 영어회화 코스 + 맞춤형 추가 1:1 수업

Cambridge Exam

•Course 1 - KET 초급
•Course 2 - PET 초중급
•Course 3 - FCE 중급
•Course 4 - CAE 중고급
•Course 5 - CPE 고급

1st Campus 

■ 최단기간 최대효과의 스파르타식 교육

■ 평생 유효한 “국제적인 명품 CAMBRIDGE 영어 자격증” 취득

SMEAG 필리핀 교육센터 제1 캠퍼스(Sparta Campus)

SPARTA Campus는 엄격한 학업 및 생활규정을 통하여 

영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한 캠퍼스입니다.

강의동  수영장/메인오피스/강의실/셀프스터디룸/식당

편의시설  GYM/TV LOUNGE

프리미엄 기숙사  1F 거실/교사숙소/화장실  │  2F 기숙사 2/3인실

프리미엄 티타임

1to1

휴식장소

3인실

1to4

프리미엄

셔틀버스

식당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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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Campus 

지역 소개

SMEAG CLASSIC 캠퍼스는 필리핀 세부의 중심지인 마볼로 지역에 위치한 곳

으로 세부 최대의 복합쇼핑센터인 아얄라와 SM Mall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주

변에 주요 관공서는 물론 고급 빌리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안전한 지역이

며, 다양한 볼거리와 세부의 유명한 맛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좋아 많은 국제규모의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규정

• 입교 후 4주차까지 아침, 저녁 스파르타 클래스 의무 참가

• 통금시간 적용 : 월~금 09:00pm 까지 / 주말 (토·일), 공휴일 11:00pm 까지

• 주중, 주말에 외출, 외박 가능

시설 및 서비스

• 인증센터 IELTS 공인시험센터, IELTS 리소스 센터  

• 강의실 1:1 강의실 162개, 1:4 강의실 20개

 1:8 강의실 4개, 컨퍼런스 룸, 셀프스터디 룸  

• 내부 기숙사   1인실 15개, 2인실 81개, 3인실 12개

 4인실 8개, 5인실 6개 

• 편의시설 식당, 매점, Gym, 골프 연습장, TV 라운지, 농구 코트

 배드민턴 코트, 배구 코트, 탁구

프로그램

ESL
ESL 1 기본 영어회화 집중 코스

ESL 2 기본 영어회화 코스 + 맞춤형 추가 1:1 수업

IELTS

•Course 1 - 입문반
•Course 2 - 5.5 보장반
•Course 3 - 6.0 보장반
•Course 4 - 6.5 보장반
•Course 5 - 7.0 보장반

EAP / GAC 해외 대학 진학 코스 

■ 유학과 이민을 위한 공인점수 획득

■ 공인 IELTS, ACT GAC 티칭 센터 

SMEAG 필리핀 교육센터 제2 캠퍼스(Classic Campus)

CLASSIC Campus는 영국문화원 공인 IELTS 교육기관이며, 

ACT ES의 해외대학 특별전형 프로그램인 GAC 공인 티칭센터입니다.

A동  남녀기숙사/강의동      IRC  IELTS리소스센터/식당

B동  강의실/기숙사/셀프스터디룸

B동  GYM/골프연습장/매점/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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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RESOURCE CENTER

식당

2인실

3인실 1to4

오피스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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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개

SMEAG CAPITAL 캠퍼스는 필리핀 세부 정치의 중심인 CAPITOL (세부 지역 대

표 정부 청사로 우리의 도청에 해당)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주요 정부기관과 병

원 등에 대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정부기관의 핵심 인사들과 가족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 규정

• 입교 후 4주차까지 아침, 저녁 스파르타 클래스 의무 참가

• 통금 시간 적용 : 11:00pm 까지

• 주중, 주말에 외출, 외박 가능

시설 및 서비스

• 인증센터 iBT TOEFL, TOEIC L&R / S&W 공인시험장  

• 강의실 1:1 강의실 156개, 1:4 강의실 21개

 1:8 강의실 4개, Group 강의실 3개, 셀프스터디 룸   

• 내부 기숙사   1인실 8개, 2인실 6개, 3인실 111개, 4인실 81개 

• 편의시설 식당, 매점, Coffee Shop, Gym, TV 라운지, 농구 코트

 배드민턴 코트, 배구 코트, 탁구, 극장, 스마일치킨, 검도장

프로그램

ESL
ESL 1 기본 영어회화 집중 코스

ESL 2 기본 영어회화 코스 + 맞춤형 추가 1:1 수업

TOEIC

Listening
&

Reading

Course 1 - 입문반

Course 2 - 600 보장반

Course 3 - 700 보장반

Course 4 - 800 보장반

Course 5 - 900 보장반

Speaking & Writing 공인 TOEIC Speaking, Writing 시험준비반

TOEFL

Course 1 - 입문반

Course 2 - 60 보장반

Course 3 - 80 보장반

Course 4 - 100 보장반

Course 5 - 110 보장반

Business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3rd Campus 

■ 취업을 위한 공인점수 획득

■ 공인 ETS TOEIC/TOEFL TEST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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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G 필리핀 교육센터 제3 캠퍼스(Capital Campus)

CAPITAL Campus는 ETS 공인 TOEIC/TOEFL Testing Center 이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학습시설을 갖춘 최신식 캠퍼스입니다. 

2F  휴게실/극장

6F  GYM

TOEIC 공인시험장

식당

커피숍

4인실

검도장 매점

1F  스마일치킨 6F  TV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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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수업은 학생들의 일상 회화실력 및 일반적인 영어 수준의 향상을 위해 

영어회화, 문법, 독해, 청해, 작문, 어휘력 등의 기본 회화과정을 다룹니다.

SMEAG ESL 주요 특징

 Point 1. L/S & R/W 영역별 선생님의 집중화 및 전문화 교육정이 적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모듈별로 특성화된 교재와 철저한 트레이닝을 통과한 선생님을 활용하여 L/S와 

R/W 파트를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레벨은 총 15개의 레벨로 세분화되어 각 과목의 커

리큘럼에 따라 수업이 진행됩니다.

☞ 각 모듈별 전문강사 선정 / 각 모듈별 전문교재 선정 / 정기 강사트레이닝 / 팀 리더와 슈퍼바이저에 의한 

엄격한 평가 및 코칭 / 학생 만족도 UP!!

 Point 2. SMEAG RED DIARY를 통한 Daily Activity

SMEAG 필리핀 교육센터 학생들은 매일 L/S 시간에 Listening 받아쓰기를, R/W 시간에는 에세이를 작성합

니다. 매일 진행내용 중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첨삭지도를 받게 되며 학생들은 단어, 문법, 다양한 표현방식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일기가 20개씩 채워질 때마다 기념품 제공(티셔츠, 우산, 머그컵, 방석 등)을 통해 동기부

여를 합니다.

 Point 3. ESL 2 PROGRAM을 통한 취약스킬 분석, 강화

SMEAG ESL 2 프로그램은 첫날 입교시험 결과를 통한 시험관의 평가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

다. 맞춤식 1:1 추가수업은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중 보충이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

하게 되며 4가지 모듈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캠퍼스 별 ESL 프로그램 특징

Sparta Campus Classic & Capital Campus

추천 대상
엄격한 규정 준수를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은 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관리가 가능하신 분 
필리핀에서 여가를 즐기며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

스파르타 수업
월~금 아침 80분
월~목 저녁 90분

연수 총 기간 내내 100% 의무 참석 

4주 단위로 90% 미만 출석 시 경고 부여 
매주 벌점 누적 시 토요일 외출 금지

첫 4주간만 의무 사항, 5주차 부터는 자율 참석
첫 4주 90% 미만 출석 시 경고 부여

주간 시험
4주당 3회 의무 시행
미응시 시 경고 부여, 경고 누적 시 외출 금지

4주당 1회 의무 시행, 미응시 시 경고 부여

SMEAG 필리핀 교육센터 ESL Class에서는 학생들이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일일 620분의 최다 수업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가지 모듈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Speaking)의 균형잡힌 훈련을 통한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심화과정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대상
기초 실력 부족으로 단기간에 많은 양

의 일상 영어회화 수업을 하고 싶은 

학생

전문적인 1:1 수업과 기본을 다지는 

Basic English Skill Review 를 통

한 전방위적 교육 시스템

해당 캠퍼스
SPARTA CAMPUS
CLASSIC CAMPUS
CAPITAL CAMPUS

개강일
매주 월요일

수강기간
4주 이상

강의 시간 총 620분
정규 수업 : 270분

옵션 수업 : 180분

스파르타 수업 : 170분

 

ESL 학생들의 수업 진행 내용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다 수업 시간 운영!

(1:1  4시간, 1:4  2시간, 스페셜수업 4시간)

1:1 Listening and Speaking 1:1 Reading and Writing 1:4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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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 CLASS SPECIAL CLASS ESL Course Book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ESL – 1 ESL – 2

특    징 4개 기본모듈 + 토론 ESL-1 + 취약 기술 분석/상담을 통한 맞춤식 1:1 추가 수업

코스구성

•1:1 ▶ READING & WRITING A                              •1:1 ▶ READING & WRITING B
•1:1 ▶ LISTENING & SPEAKING A                       •1:1 ▶ LISTENING & SPEAKING B
•1:4 ▶ DISCUSSION A                                              •1:4 ▶ DISCUSSION B

NONE 1:1 PLUS

일대일 수업 일대일 수업 4시간 일대일 수업 6시간

옵션 수업 Survival English • Story Telling  •  Pronunciation & Accent Training  •  Music  •  Speak Up

스파르타 수업 CNN • Pattern & Grammar • Step Up • News & Sitcom • TOEIC • CAMBRIDGE • IELTS

프로그램 스케쥴

ESL 1 : 

4가지 기본 능력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의 균형적인 훈련을 통한 커뮤
니케이션 능력 향상 

ESL 2 : 

기본 ESL 1 과정에 학생들의 취
약스킬 분석/상담을 통한 맞춤
식 1:1 수업 추가진행 

TIME CLASS CONTENT

06:40~08:00
Morning 
Sparta

Classes

STEP-UP VOCABULARY & IDIOMS

Grammar & 
Pattern Grammar & Pattern English

CNN CNN News

08:40 ~ 09:25 1st Class 1:1 Class (L/S A) Special class

09:30 ~ 10:15 2nd Class 1:1 Class (L/S B) 1st & 2nd 
Class

3rd & 4th 
Class

5th & 6th 
Class

7th & 8th 
Class

9th & 10th 
Class

10:25 ~ 11:10 3rd Class Special Class 
(Story Telling 

& English 
Expression A / B)

Survival 
English

A / B

Story Telling 
& English 

Expression
A / B

Pronunciation 
& Accent 
Training

A / B

Music
A / B

Speak Up
A / B

11:15 ~ 12:00 4th Class

13:00 ~ 13:35 5th Class 1:4 Class 
(Discussion A / B)13:50 ~ 14:35 6th Class

14:45 ~ 15:30 7th Class Special Class
(Cambridge 

Speaking A / B)15:35 ~ 16:20 8th Class

16:30 ~ 17:15 9th Class 1:1 Class 
(R/W A / B)17:20 ~ 18:05 10th Class

19:00 ~ 19:45 Evening Sparta 
Class A STEP-UP Vocabulary/ Listening/ Useful expressions

19:45 ~ 19:50 5 Min Break News & Sitcom News & Sitcom

19:50 ~ 20:35 Evening Sparta 
Class B IELTS IELTS Speaking

Weekend’s Schedule

SMEAG 주간 테스트

매주 토요일 WEEKLY TEST 
진행을 통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TIME CLASS CONTENT
Friday 18:00 ~ 19:00 Recognition Day English Speech / Activities

Saturday 09:00 ~ 12:00 Weekly Test / 
Weekends, holiday

TOEIC / IELTS / Progress Test (Cambridge ESOL)
holiday Special Class (Exam Preparation / Speech / Drama)

Sunday 21:00 ~ 22:30 Sparta Class Sunday Sparta Class – 전 학생 의무 참석 (Only 1st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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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

SMEAG CAMBRIDGE 주요 특징

 Point 1. 시험 과목별 전문화된 선생님정이 적용되는 스파르타 커리큘럼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훈련된 과목별(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 Use of English) 강사를 선정하여 본인의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에 꼭 필요한 스킬과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Point 2. 필리핀 최초, 유일 캠브리지 준비 과정 및 시험장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는 필리핀 교육법인 최초로 캠브리지 시험준비 과정과 공인 시험장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의 학생들은 공부하던 곳에서 공인 시험을 치룰 수 있어 편리하고, 긴

장감을 줄일 수 있어 좋은 성적을 받기 용이합니다. 

 Point 3. 최신 CAMBRIDGE 시험 자료 제공 및 정기적인 선생님 트레이닝

SMEAG에서 캠브리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최신 경향의 캠브리지 자료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들은 국제 학교들과의 정기적인 트레이닝을 통하여 실제 시험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효율적인 교

육방법을 우선적으로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Point 4. CAMBRIDGE 학생 시험 결과물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12주 이상 캠브리지 과정 연수를 한 학생은 캠브리지 공인시험을 1회 무료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90% 이상의 높은 합격율을 자랑합니다.

CAMBRIDGE는 초급부터 고급 수준까지의 단계별 영어사용능력 평가 시험으로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훈련된 과목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Use of English)선생님이 전문적인 본인의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에 꼭 필요한 스킬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인시험을 치르는 SMEAG 선생님들이 시험정보를 학생들

에게 직접 전달함은 물론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캠브리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기초 영어 실력이지만 조금 더 타이트

한 스케줄로 공부하여 최고의 영어 실

력 향상을 꿈꾸는 학생

고급 영어 표현법을 배우고, 본격적인 

시험 준비 과정으로 평생 유효한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학생

해당 캠퍼스
SPARTA CAMPUS

개강일
매주 월요일

수강기간
4주 이상

시험 제공 : 12주

강의 시간 총 620분
정규 수업 : 360분

옵션 수업 : 90분

스파르타 수업 : 170분

 

SMEAG CAMBRIDGE 학생들의 수업 진행 내용
체계적인 SMEAG CAMBRIDGE 코스를 통해 국제 공인 영어 자격증을 획득!

1:1 Writing 1:4 Reading1:2 Speaking 1:8 Listening

캠브리지 시험은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캠브리지 

ESOL 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한번 통과하면 평생 유효한 ‘국제적인 명품 영

어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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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내용

COURSES
Course 1 Course 2 Course 3 Course 4 Course 5

KET PET FCE CAE CPE

코스구성

아침스파르타 Step Up Grammar & Pattern 1&2 CNN

정규수업 (의무)

•1:1 ▶ Writing A         •1:1 ▶ Writing B
•1:2 ▶ Speaking A      •1:2 ▶ Speaking B
•1:4 ▶ Reading A        •1:4 ▶ Reading B
•1:8 ▶ Listening A      •1:8 ▶ Listening B

•1:1 ▶ Writing & Use of English A •1:1 ▶ Writing & Use of English B   
•1:2 ▶ Speaking A                           •1:2 ▶ Speaking B
•1:4 ▶ Reading A                             •1:4 ▶ Reading B 
•1:8 ▶ Listening A                           •1:8 ▶ Listening B

옵션수업 (선택) Survival English • Story Telling • Pronunciation & Accent Training • Music • Speak Up
저녁스파르타 Step Up News & Sitcom / TOEIC TOEIC / IELTS Speaking IELTS Speaking IELTS Speaking 

입교 조건
제한 없음

유효 공인 IELTS 3.0 or  유효 

공인 TOEIC 400 or TOEFL 40 
or SEMAG 레벨 1h 이상 or 
KET Pass with Merit (85 %)

유효 공인 IELTS 4.5 or  유효 

공인 TOEIC 580 or TOEFL 60 
or SEMAG 레벨 2h 이상 or 
PET Passing Grade (75%)

유효 공인 IELTS 6.5 or  
TOEIC 860 이상 or TOEFL 80 
or SEMAG 레벨 4L 이상 or 
FCE Passing Grade A (80%)

유효 공인 IELTS 7.5 or 
TOEFL 100 

※ SMEAG Level Test로 대체 가능

시험지원 12주 이상 등록시 해당 과정 CAMBRIDGE 공인 시험 1회 지원 (경고 3회 미만 연수생)

*Course 5 (CPE) 2014년 오픈 예정

NOTE
• 각 과정은 입교 조건에 해당하는 실력을 보유하여야만 신청 가능

• 연수 기간내 스파르타 캠퍼스 규율 준용 

• 주간 CAMBRIDGE MOCK TEST 100% 의무 참여 (불참 및 부정 행위 경고) 

프로그램 스케쥴

Course 1 : 
KET (Key English Test)

기초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이 
조금 더 타이트한 스케줄로 공부
해서 국제 영어 자격증을 취득하
고, 외국에 나가 실생활에 유용
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코스

Course 2 : 
PET (Preliminary English 
Test)

직장, 학교 또는 여가 생활 등 일
상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영어 표현법
을 연습할 수 있는 코스 

Course 3, 4  : 
FCE (First Certificate in 
English)

CAE (Certificate in Advanced 
English)

고급 학문 영어로의 실력 향상을 
필요로 할 때 추천하는 코스.

TIME CLASS CONTENT

06:40~08:00
Morning 
Sparta

Classes

STEP-UP VOCABULARY & IDIOMS
Grammar & Pattern Grammar & Pattern English

CNN CNN News
08:40 ~ 09:25 1st Class 1:1 Class (Writing A) Special class

09:30 ~10:15 2nd Class 1:1 Class (Writing B) 1st & 2nd 
Class

3rd & 4th 
Class

5th & 6th 
Class

7th & 8th 
Class

9th & 10th 
Class

10:25 ~11:10 3rd Class Special Class 
(English Expressions A)

Survival 
English

English 
Expressions

Accent & 
Pronunciation

Cambridge 
Speaking Speak Up

11:15 ~12:00 4th Class Special Class 
(English Expressions B)

13:00 ~13:45 5th Class 1:4 Class
(Reading A)

13:50 ~14:35 6th Class 1:4 Class
(Reading B)

14:45 ~15:30 7th Class 1:2 Class 
(Speaking A)

15:35 ~16:20 8th Class 1:2 Class 
(Speaking B)

16:30 ~17:15 9th Class 1:8 Class 
(Listening A)

17:20 ~18:05 10th Class 1:8 Class 
(Listening B)

19:00 ~19:45 Evening 
Sparta Class A

STEP-UP VOCABULARY & IDIOMS

News & Sitcom   News & Sitcom   
19:50 ~20:35 Evening 

Sparta Class B CAMBRIDGE CAMBRIDGE EXAM PREPARATION

Weekend’s Schedule

SMEAG 주간 테스트

CAMBRIDGE 모의시험 (공인
시험장에서 진행) → 매주 과목
별 성적관리가 이루어짐

TIME CLASS CONTENT
Friday 18:00 ~ 19:00 Recognition Day English Speech / Activities

Saturday 09:00 ~ 12:00 Weekly Test / 
Weekends, holiday

CAMBRIDGE TEST 
holiday Special Class (Exam Preparation / Speech / Drama)

Sunday 21:00 ~ 22:30 Sparta Class Sunday Sparta Class – 전 학생 의무 참석 (Only 1st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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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G IELTS 주요 특징

 Point 1. 영국문화원 지정 IELTS 공식 시험장 선정정이 적용되는 스파르타 커리큘럼

SMEAG 클래식 센터는 필리핀 교육법인 최초로 BRITISh COUNCIL (영국문화원)에서 공식지정한 IELTS 교

육기관 및 공인시험센터입니다. 2011년 7월 이래 현재까지 IELTS 공인시험이 SMEAG 필리핀 교욱센터와 

BRITISh COUNCIL의 주관 하에 SMEAG 클래식 센터 내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믹 모듈에 한함)

   

 Point 2. 영국문화원 소속 공인시험 트레이너(Trainer)의 정기적인 교육 & 세미나

SMEAG 클래식 센터 내에서 분기별 IELTS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 8시간 동안에 걸쳐 IELTS 공인시험 트레이

너와 함께 출제경향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확한 채점의 기준과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

한 상황대처 능력을 사전에 훈련받게 되고 이는 학생들이 고득점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Point 3. IELTS RESOURCE CENTRE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와 영국 문화원은 IELTS RESOURCE CENTRE(IRC) 운영을 통해 최신 IELTS 시험 

자료를 최적의 환경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ELTS RESOURCE CENTRE 자료제공 내용

•최신 IELTS Preparation Course 도서

•IELTS 강의 오디오 CD, DVD, 테이프

•영국, 호주 등의 유학관련 책, 잡지 등  

   

 Point 4. 점수보장 프로그램 운영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IELTS 코스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 IELTS 테

스트 점수가 목표점수보다 미달된 경우, 연수기간 이후에도 목표성적 달성할 때까지 무료로 수업을 제공 [기

숙사비용 및 기타비용 (비자연장비/전기 및 수도요금/ 교재비용 등) 제외] 하며 재시험 응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정규수업 출석률, 경고 0회인 학생에 한하여 지원되며 목표 점수 획득시 까지 이어집니다.

SMEAG IELTS는 영어권 국가의 실제상황에서 접목가능한 실질적인 내용과 고급화된 자료로 4개 영역(듣기, 읽기, 말하

기, 쓰기)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는 차별화된 교사채용 및 

엄격한 교육시스템으로 모든 학생들이 목표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천 대상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공인 성적이 필

요한 학생

단기간에 목표 점수 획득이 필요한 학생

단순 회화 이상의 심도깊고 격식있는 

영어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

해당 캠퍼스
CLASSIC CAMPUS

개강일
입문, 일반반 : 매주 월요일

IELTS 보장반 : 지정된 입교일자 준수 

(월 1회)

수강기간
4주 이상

IELTS 보장반 : 12주

강의 시간 총 620분
정규 수업 : 360분

스페셜 수업 : 90분

스파르타 수업 : 170분

SMEAG IELTS 보장학생의 성적 향상도
체계적인 SMEAG IELTS 코스를 통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로의 이민, 취업, 진학을 

위한 점수 획득!

12 weeks
shin JeOng **

5.5
4.5 5.0

3.5

7.0 6.5
8.0

6.0

12 weeks
KiM **hYUn

12 weeks
Kang ** seUl

12 weeks
ChOi Jae ** SMEAG IELTS 코스를 수강한 학생들의 실제 공인성적 입니다.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는 캠브리지 대학의 시험기관 (University of Cambridge ESOL Examinations) 
과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그리고 호주 IDP (IELTS Australia)에서 공동 개발, 관

리 및 주관하는 국제적인 영어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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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Course 1

입문
Course 2
5.5보장

Course 3
6.0보장

Course 4
6.5보장

Course 5
7.0보장

보장점수 IELTS 기초 준비반 평점 5.5 이상 평점 6.0 이상 평점 6.5 이상 평점 7.0 이상

코스구성

•1:1 ▶ R/W A
•1:1 ▶ R/W B
•1:1 ▶ L/S A
•1:1 ▶ L/S B
•1:4 ▶ DISCUSSION A
•1:4 ▶ DISCUSSION B
•1:8 ▶ PRE IELTS A
•1:8 ▶ PRE IELTS B

•1:1 ▶ SPEAKING A                              •1:1 ▶ SPEAKING B
•1:1 ▶ WRITING A                                 •1:1 ▶ WRITING B
•1:4 ▶ READING A                                •1:4 ▶ READING B
•1:8 ▶ LISTENING A                             •1:8 ▶ LISTENING B

입교조건 제한 없음

공인 IELTS 3.5 or 
TOEIC 490 이상

공인 IELTS 5.0 or 
TOEIC 680 이상

공인 IELTS 6.0 or 
TOEIC 800 이상 공인 IELTS 6.5 이상

※ SMEAG IELTS Level test로 대체 가능

보장대상 대상아님
12주 등록 (해당 코스 등록기간)

※ 입교일자에 맞추어 출국, 코스변경 및 모듈확정을 하여야만 점수 보장 가능

보장혜택 대상아님
목표점수 획득시까지 수업 및 공인시험 무상 지원

정규수업 출석률 100%, 경고 0회인 학생에 한함 (교육센터 잔류 필수)

시험지원 대상아님
12주 이상 등록자는 IELTS 공인시험 1회 지원 (경고 3회 미만 연수생)

※ 단체 입교 후 10주차에 시험 실시

공     통
•각 Course는 입교 조건에 해당하는 실력을 보유하여야만 신청 가능
•스파르타 수업  첫 4주 의무수강, 주간 IELTS MOCK TEST 100% 의무참여(불참 및 부정행위 경고)

프로그램 스케쥴

Course 1 : 

기초 실력의 학생이 IELTS 보
장반으로 가기위한 ESL + 
IELTS 과정

Course 2 : 

체계화된 실전 IELTS 교재를 사
용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식
을 배우는 과정

Course 3,4,5 : 

높은 수준의 고급 영어를 원하
거나 이민 혹은 유학 등을 위해 
고득점이 필요해 조금 더 체계
적이고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

TIME CLASS CONTENT

06:40~08:00
Morning 
Sparta

Classes

Pattern / Grammar Grammar/Idiom

CNN Listening/Dictation

IELTS IELTS Listening

08:40 ~ 09:25 1st Class 1:1 Class 
(Speaking) A

Special class
09:30 ~ 10:15 2nd Class 1:1 Class 

(Speaking) B

10:25 ~ 11:10 3rd Class Special Class 
(Survival English 

A / B)

1st & 2nd 
Class

3rd & 4th 
Class

5th & 6th 
Class

7th & 8th 
Class

9th & 10th 
Class

11:15 ~ 12:00 4th Class

Speech
A / B

Special 
Class 

(Survival 
English 

A/B)

Business
A / B

English 
Expression

A / B

Speak 
Up

A / B

13:00 ~ 13:45 5th Class 1:4 Class 
(Reading) A

13:50 ~ 14:35 6th Class 1:4 Class 
(Reading) B

14:45 ~ 15:30 7th Class 1:1 Class 
(Writing) A

15:35 ~ 16:20 8th Class 1:1 Class 
(Writing) B

16:30 ~ 17:15 9th Class 1:8 Class 
(Listening) A

17:20 ~ 18:05 10th Class 1:8 Class 
(Listening) B

19:00 ~ 19:45 Evening 
Sparta Class A

TOEIC TOEIC Listening

News & Sitcom Listening & Speaking
19:50 ~ 20:35 Evening 

Sparta Class B IELTS IELTS Exam Preparation

Weekend’s Schedule

SMEAG 주간 테스트

IELTS 모의시험 (공인시험장에
서 진행) → 매주 과목별 성적관
리가 이루어짐

TIME CLASS CONTENT
Friday 18:00 ~ 19:00 Recognition Day English Speech / Activities

Saturday 09:00 ~ 12:00
Weekly Test / 

Weekends, holiday
IELTS Test

holiday Special Class (Exam Preparation / Speech /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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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G TOEIC 주요 특징

 Point 1. ETS 지정 세부 유일 TOEIC 공인 시험장 선정

SMEAG CAPITAL CAMPUS는 필리핀 교육 법인 유일의 ETS에서 지정한 공인시험센터입니다. 2012년 7월

부터 현재까지 TOEIC 공인 시험이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와 ETS 주관하에 SMEAG CAPITAL CAMPUS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TOEIC Listening & Reading / TOEIC Speaking & Writing)   

 Point 2. 체계적인 선생님 관리 

SMEAG CAPITAL CAMPUS에는 10년이상 강의 경력을 가진 R&D 매니저가 현지 선생님들께 주기적인 트

레이닝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기적으로 모의 시험 및 실제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

에 대한 감각과 최신 경향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최신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한 발빠른 교재 업데이트는 

학생들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Point 3. 점수보장 프로그램 운영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TOEIC 코스 이수 후 공인 TOEIC 점수가 목표점수보다 미달 시 연수

기간 이후에도 목표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업을 제공 [기숙사비용 및 기타비용 (비자연장비/전기 

및 수도요금/ 교재비용 등) 제외] 하고 재시험 응시비를 지원합니다. 정규수업 출석률 100%, 경고 0회인 학

생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는 목표 점수 획득시 까지 이어집니다.  

 Point 4. 실전과 같은 TOEIC Speaking & Writing 수업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Speaking & Writing 수업으로 실제 시험에서 더욱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웁니다. Speaking 또는 Writing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인 시험장에서 iBT/CBT 모의 시험을 치

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표 레벨에 좀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의 TOEIC 프로그램에서는 오랜 경력의 TOEIC 전문 R&D 팀이 실용영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최첨단의 교수법을 토대로 TOEIC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문제풀이 방식과 최신 출제 경향까지도 파악하여 학

습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SMEAG CAPITAL 캠퍼스는 ETS의 TOEIC 공인 시험 센터로 인증받아 학습은 물론 공인 

TOEIC 시험까지 볼 수 있는 완벽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추천 대상
취업이나 해외 이민을 위해 공인 성적

이 필요한 학생

단기간 목표 점수 획득이 필요한 학생

단순 회화 이상의 국제 업무 등에 필

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희망하는 학생

해당 캠퍼스
CAPITAL CAMPUS

개강일
매주 월요일

TOEIC 보장반 : 월 1회)

수강기간
4주 이상

TOEIC 보장반 : 12주

강의 시간 총 620분
정규 수업 : 270분

스페셜 수업 : 180분

스파르타 수업 : 170분

SMEAG TOEIC 보장학생의 성적 향상도
체계적인 SMEAG TOEIC 코스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서 취업, 이민을 

위한 점수를 획득!

300점 상승12주

hokuto ** [JaPanese]

335점 상승12주

Takura ** [JaPanese]

435점 상승12주

Pham hong ** [VieTnaMese]

450
575

440
630

865780750
910875

SMEAG TOEIC 코스를 수강한 학생들의 실제 공인성적 입니다.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OEIC은 1979년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개발된 이래 영어가 모

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보랜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

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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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Course 1 Course 2 Course 3 Course 4 Course 5
보장점수 입문반 600 이상 700 이상 800 이상 900 이상

코스구성

•1:1 ▶ Pre Foundation A
•1:1 ▶ Pre Foundation B
•1:1 ▶    Listening & 

Reading VOCA A
•1:1 ▶    Listening & 

Reading VOCA B
•1:4 ▶ Group Class A
•1:4 ▶ Group Class B

•1:1 ▶ Foundation Class [Grammar, Pattern English & Dictation] A
•1:1 ▶ Foundation Class [Grammar, Pattern English & Dictation] B
•1:1 ▶ TOEIC Reading Comprehension A
•1:1 ▶ TOEIC Reading Comprehension B
•1:4 ▶ 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A
•1:4 ▶ 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B

입교조건
제한 없음

유효 공인 TOEIC 400 or 
TOEFL 40 or IELTS 3.0 이상

유효 공인 TOEIC 500 or 
TOEFL 60 or IELTS 4.0 이상

유효 공인 TOEIC 650 or 
TOEFL 80 or IELTS 5.5 이상 유효 공인 TOEIC 790

대상아님 ※ SMEAG TOEIC Level test로 대체 가능

보장대상 대상아님
12주 등록 (해당 코스 등록기간)

※ 입교일자에 맞추어 출국, 코스 변경 및 모듈 확정을 하여야만 점수 보장 가능

보장혜택 대상아님
목표점수 획득시까지 수업 및 공인시험 무상 지원

정규수업 출석률 100%, 경고 0회인 학생에 한함 (교육센터 잔류 필수)

시험지원 대상아님
12주 이상 등록자는 TOEIC 공인시험 1회 지원 (경고 3회 미만 연수생)

※ 단체 입교 후 11주차에 시험 실시

공     통
•각 Course는 입교 조건에 해당하는 실력을 보유하여야만 신청 가능
•스파르타 수업  첫 4주 의무수강, 주간 TOEIC Mock TEST 100% 의무참여(불참 및 부정 행위 경고)

프로그램 스케쥴

Course 1 : 

기초 실력의 학생이 TOEIC 보
장반으로 가기위한 준비 과정

Course 2, 3 : 

체계화된 실전 TOEIC 교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
식을 배움

Course 4, 5 : 

취업을 위해 고득점이 필요하거
나 혹은 국제 업무에 필요로 하
는 실용 영어를 위해 조금 더 체
계적이고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
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

TIME CLASS CONTENT

06:40~08:00
Morning 
Sparta

Classes

Pattern / Grammar Grammar/Idiom
CNN Listening/Dictation

TOEIC TOEIC Reading Comprehension

08:40 ~ 09:25 1st Class 1:1 Class 
(Reading A) Special class

09:30 ~ 10:15 2nd Class 1:1 Class 
(Reading B)

1st & 2nd 
Class

3rd & 4th 
Class

5th & 6th 
Class

7th & 8th 
Class

9th & 10th 
Class

10:25 ~ 11:10 3rd Class Special Class 
(Movie A)

Speech Movie Business Idiom & 
Expression Music

11:15 ~ 12:00 4th Class Special Class 
(Movie B)

13:00 ~ 13:45 5th Class 1:4 Class
(Listening A)

13:50 ~ 14:35 6th Class 1:4 Class
(Listening B)

14:45 ~ 15:30 7th Class Special Class
(Expression A)

15:35 ~ 16:20 8th Class Special Class
(Expression B)

16:30 ~ 17:15 9th Class 1:1 Class 
(Foundation A)

17:20 ~ 18:05 10th Class 1:1 Class 
(Foundation B)

19:00 ~ 19:45 Evening 
Sparta Class A

TOEIC 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News & Sitcom   Listening & Speaking 
19:50 ~ 20:35 Evening 

Sparta Class B Step-Up Class VOCA & Expression

Weekend’s Schedule

SMEAG 주간 테스트

TOEIC 모의시험 (공인 시험장
에서 진행) → 매주 과목별 성적
관리가 이루어짐

TIME CLASS CONTENT
Friday 18:00 ~ 19:00 Recognition Day English Speech / Activities

Saturday 08:00 ~ 10:00 Weekly Test / 
Weekends, holiday

TOEIC TEST
holiday Special Class (Exam Preparation / Speech / Drama)

20 21SMEAG PhiliPPines Training CenTer

    SMEAG 프로그램 소개     



SMEAG TOEFL 주요 특징

 Point 1. ETS 지정 TOEFL 공인 시험장 선정

SMEAG CAPITAL CAMPUS는 전 세계적으로 TOEIC/TOEFL 시험을 주관하는 ETS가 지정한 필리핀 세부 

유일의 iBT 공인시험장입니다. 2014년부터 TOEFL 공인 시험이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와 ETS 동시 주관

하에 SMEAG CAPITAL CAMPUS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일자는 ETS 홈페이지 또는 SMEA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Point 2. 필리핀 명문 IELTS 센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설 

(ETS 본사 지원에 의한 토플 SMEAG 시험 감독자 교육)   

구분 TOEFL (iBT)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주최기관 미국 ETS 영국문화원, IDP, 캠브리지

개발목적 영어권 국가에서의 대학(원)공부를 위한 영어능력 측정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 및 이민 등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평가

응시대상 영어자격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유학 및 이민, 취업 준비자

시험특징
4가지 영어영역 평가로 종합적인 점수를 제공하는 학
문적인 영어

Academic module(진학)과 

General training module(이민/취업)

측정영역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Point 3. 점수보장 프로그램 운영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TOEFL 코스 이수 후 공인 TOEFL 점수가 목표점수보다 미달 시 연

수기간 이후에도 목표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업을 제공 [기숙사비용 및 기타비용 (비자연장비/전

기 및 수도요금/ 교재비용 등) 제외] 하고 재시험 응시비를 지원합니다. 정규수업 출석률 100%, 경고 0회인 

학생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는 목표 점수 획득시 까지 이어집니다.  

 Point 4. 실전과 같은 모의 TOEFL 시험 진행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 TOEFL 수업을 제공하여 실제시험에서 보다 좋은 점수

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공인시험장에서 IBT/CBT 모의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목표점수에 보다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의 TOEFL 프로그램은 필리핀 세부 유일의 IELTS, TOEIC 공인 시험장을 유치한 SMEAG

의 실력과 경험을 통하여 개설되었습니다. TOEFL 시험은 대학(원) 입시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의 4 가지 언어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SMEAG Capital 캠퍼스

에서는 ETS 본사로부터 TOEFL 감독과 교육을 받은 시험관이 양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영

어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세부 유일의 공인시험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추천 대상
취업이나 해외 이민을 위해 공인 성적

이 필요한 학생

단기간 목표 점수 획득이 필요한 학생

단순 회화 이상의 국제 업무 등에 필

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희망하는 학생

해당 캠퍼스
CAPITAL CAMPUS

개강일
매주 월요일

TOEFL 보장반 : 월 1회

수강기간
4주 이상

TOEFL 보장반 : 12주

강의 시간 총 620분
정규 수업: 360분

스페셜 수업: 90분

스파르타 수업: 170분

체계적인 SMEAG TOEFL 코스를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학업, 취업을 위한 점수를 획득!
SMEAG 연수후기 - 정희락 (Willy), 연수기간 : ESL(6 weeks) + TOEFL (10 weeks)

저는 6주 동안 스파르타 캠퍼스에서 ESL과정을 수료한 후, TOEFL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ESL과 IELTS과정을 각각8주씩 수료할 계획이었지만, 운좋게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새로 생

긴 TOEFL과정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느낀 ESL과 TOEFL과정의 차이점 또한 TOEFL코스의 특징과 COURSE2,3은 각각 어떻게 다른

가에 대해서 솔직한 감상을 적어보겠습니다.

ESL 과정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SL과정을 공부하면서 스

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제공하는 수업이 많아서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피곤하다는 느

낌은 받았지만, 모든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덕분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빨리 떨쳐내

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ESL 코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TOEFL 과정은 수업시간이 마냥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ESL은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

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ACTIVITY를 통해서 영어사용을 장려하지만, TOEFL은 성적

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분위기나 수업방식이 다릅니다. TOEFL코스를 시작하고서는 어느 정도 생겼던 

영어 Speaking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상실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4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는 Speaking시간이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한 시간입니다. 다른 Writing, Reading, Listening은 

Speaking보다는 적응하기 쉬웠지만, 역시나 재미있거나 완전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은 아

닙니다.

하지만 TOEFL이 처음 시작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업내용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매주 모의시험을 치게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TOEFL시험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매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Speaking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닌 그저 마이크에 대고 녹음을 해야하며, Writing은 컴퓨터 타자로 작성하기 때문에 타자연습도 

필요합니다. TOEFL과정 선생님들이 모두 실력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SL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영어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TOEFL 과정은 점수별로 다른 COURSE가 존재합니다. COURSE 2 과정은 책에 여러 스킬들과 요령

들을 공부하면서 서서히 문제에 적용시켜가는 형식이라면, COURSE 3 과정부터는 끊임없이 실전문제 

연습을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저는 TOEFL에 대한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었는데, 시험 특징상 모든 주

제가 대학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Reading은 전공지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고, Listening 또한 교수님의 강의내용이나 캠퍼스생활에 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담이 토플을 공부할 예정인 다른 학생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은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사에서 개발한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

트레일리아,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입학 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학문적인 영어구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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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Course 1 Course 2 Course 3 Course 4 Course 5
보장점수 입문반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110 이상

코스구성

•1:1 ▶ R & W A
•1:1 ▶ R & W B
•1:1 ▶ L & S A
•1:1 ▶ L & S B
•1:4 ▶ TOEFL Speaking A
•1:4 ▶ TOEFL Speaking B
•1:8 ▶ Pre-TOEFL A
•1:8 ▶ Pre-TOEFL B

•1:1 ▶ Speaking A
•1:1 ▶ Speaking B
•1:1 ▶ Writing A
•1:1 ▶ Writing B
•1:4 ▶ Reading A
•1:4 ▶ Reading B
•1:8 ▶ Listening A
•1:8 ▶ Listening B

입교조건
제한 없음

유효 공인 TOEIC 490 or 
TOEFL 40 or IELTS 3.5 이상

유효 공인 TOEIC 700 or 
TOEFL 60 or IELTS 5.0 이상

유효 공인 TOEIC 860 or 
TOEFL 80 or IELTS 6.5 이상 유효 공인 TOEFL 95 이상

대상아님 ※ SMEAG Level Test로 대체 가능

보장 대상 대상아님
12주 등록 (해당 코스 등록기간)

※ 입교일자에 맞추어 출국, 코스변경 및 모듈확정을 하여야만 점수 보장 가능

보장혜택 대상아님
목표점수 획득시까지 수업 및 공인시험 무상 지원 

정규수업 출석률 100%, 경고 0회인 학생에 한함 (교육센터 잔류 필수)

시험지원 대상아님
12주 이상 등록자는 TOEFL 공인시험 1회 지원 (경고 3회 미만 연수생) 

※ 단체 입교 후 10주차에 시험 실시 

공     통
•각 Course는 입교 조건에 해당하는 실력을 보유하여야만 신청 가능
•스파르타 수업 첫 4주 의무수강, 주간 TOEFL MOCK TEST 100% 의무참여 (불참 및 부정행위 경고)

프로그램 스케쥴

Course 1 : 

기초 실력의 학생이 TOEFL 보
장반으로 가기위한 준비 과정

Course 2,3 : 

체계화된 실전 TOEFL 교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
식을 배움

Course 4,5 : 

높은 수준의 고급 영어를 원하
거나 이민 혹은 유학등을 위해 
고득점이 필요해 조금 더 체계
적이고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

TIME CLASS CONTENT

06:40~08:00
Morning 
Sparta

Classes

Pattern / Grammar Grammar/Idiom
CNN Listening / Dictation

TOEIC TOEIC Reading Comprehension

08:40 ~ 9:25 1st Class 1:1 Class 
(Writing A) Special class

09:30 ~ 10:15 2nd Class 1:1 Class 
(Writing B)

1st & 2nd 
Class

3rd & 4th 
Class

5th & 6th 
Class

7th & 8th 
Class

9th & 10th 
Class

10:25 ~ 11:10 3rd Class Special Class 
(Movie A)

Speech Movie Business Idiom & 
Expression Music

11:15 ~ 12:00 4th Class Special Class 
(Movie B)

13:00 ~ 13:45 5th Class 1:4 Class
(Reading A)

13:50 ~ 14:35 6th Class 1:4 Class
(Reading B)

14:45 ~ 15:30 7th Class 1:1 Class 
(Speaking A)

15:35 ~ 16:20 8th Class 1:1 Class 
(Speaking B)

16:30 ~ 17:15 9th Class 1:8 Class 
(Listening A)

17:20 ~ 18:05 10th Class 1:8 Class 
(Listening B)

19:00 ~ 19:45 Evening 
Sparta Class A

TOEFL TOEFL Vocabulary

News & Sitcom   Listening & Speaking 
19:50 ~ 20:35 Evening 

Sparta Class B Step-Up Class VOCA & Expression

Weekend’s Schedule

SMEAG 주간 테스트

TOEFL 모의시험 (공인 시험장
에서 진행) → 매주 과목별 성적
관리가 이루어짐

TIME CLASS CONTENT
Friday 18:00 ~ 19:00 Recognition Day English Speech / Activities

Saturday 09:00 ~ 15:00
Weekly Test / 

Weekends, holiday
TOEFL Test

holiday Special Class (Exam Preparation / Speech /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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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르꼬르동블루 (Le Cordon Bleu) : 파란색 리본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세계 3대의 프랑스 요리/제과 명문학교

르꼬르동블루는 시드니와 애들레이드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기위주의 학과인 Culinary(요리학과)와 Patisserie(제과학과)의 Diploma과정, hospitality 
Managements분야로 구성된 Advanced Diploma과정과 Bachelor(학사과정) 그리고 Master(석사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TAFE NSW 국립 기술대학 :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고등기술 교육기관으로, 호주 전역에 수많은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업기술 교육목적으로 설립되어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호주 TAFE은 국제적으로도 교육 방식과 시스템이 널리 알려져 직업기술에 대한 교육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주 SOUTHBANK TAFE :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사우스뱅크(Southbank Tafe)은 퀸즈랜드(QLD)주를 대표하는 직업기술 전문 대학(TAFE)입니다. 졸업 후 University로의 연계 (Pathway) 
과정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상위학교로의 진학에 있어서 발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MEAG EAP는 해외 대학 정규과정 입학 이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중상급 레벨 이상의 체계적이고 검증된 프로

그램입니다. 기본 영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프리젠테이션, 에세이 작성, 토론 등의 다양한 학사 액티비티를 통

해 해외대학 정규 과정 수업을 위한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추천 대상
공인 영어성적 또는 입교 시험없이 정

규 대학 과정 입학을 생각하는 학생

학교 강의, 프리젠테이션, 레포트 작

성 등 전문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자 하는 학생

중급 레벨 이상의 심화된 커뮤니케이

션 실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

해당 캠퍼스
CLASSIC CAMPUS

개강일
지정 입교일 : 지정된 입교일자 준수 

수강기간
12주 이상

강의 시간 총 620분
정규 수업 : 360분

스페셜 수업 : 90분

스파르타 수업 : 17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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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
비지니스 영어에 필요한 기초 스킬을 

다지고 싶으신 분 (직업, 마케팅, 바이

어 접대, 아이디어 공유 등)

주제별 TOPIC을 다양하게 소화하고 

싶으신 분 (의사소통, 국제적 마케팅, 

직무만족, 고객 서비스 등)

중요한 영어 Presentation 또는 회의 

주관을 주 업무로 하는 분

해당 캠퍼스
CAPITAL CAMPUS

개강일
매주 월요일

수강기간
4주 이상

강의 시간 총 620분
Business 1:
정규 수업: 270 분

스페셜 수업: 180 분

스파르타 수업: 170 분

Business 2:
정규 수업: 450 분

스파르타 수업: 170 분

 Point 1. 전문적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SMEAG 비지니스 코스는 국제업무환경에서 필요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칩니다. 다양한 상황별 교육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비지니스 사회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Point 2. 엄격한 평가시스템 도입   

SMEAG 비지니스 코스는 수업시간에 배우게 되는 다양한 학생들의 결과물 (이메일, 리포트 작성, 인터뷰, 비지니스 전화) 등을 정기적으로 평

가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다양한 결과물들은 추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본인의 자료를 가질 

수 있습니다.

 Point 3. 검증된 TOEIC SPEAKING & WRITING 평가   

SMEAG는 공인 TOEIC SPEAKING, WRITING 시험센터 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 평가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평

가받게 됩니다.

TOEIC SPEAKING은 전화영어, 프리젠테이션, 컨퍼런스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스피킹 능력을 TOEIC WRITING, 이메일, 리포트 작성 등의 업

무 상황에서 필요한 라이팅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BUSINESS 국제 비지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글로벌 에티켓과 실제 

업무환경에서 필요한 효율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써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호주의 주요 도시인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 등지의 134개의 TAFE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SMEAG에서 제공하는 EAP 프로

그램 이수 후, 공인 IELTS 점수 없이도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EAP Course 1 EAP Course 2
입교조건 IELTS 4.0 Or TOEIC 550 IELTS 5.0 Or TOEIC 680

코스구성

•1:1 ▶ IELTS Reading & Writing A          •1:4 ▶ ACADEMIC ENGLISh A
•1:1 ▶ IELTS Reading & Writing B          •1:4 ▶ ACADEMIC ENGLISh B
•1:1 ▶ IELTS Listening & Speaking A     •1:8 ▶ ENGLISh APTITUDES A
•1:1 ▶ IELTS Listening & Speaking B     •1:8 ▶ ENGLISh APTITUDES B

수료조건

1. 정규 수업 4회 미만 결석 
2. 새벽 / 야간 스파르타 수업 코스시작 첫 4주 100% 출석
3. 주간 IELTS MOCK TEST 100% 의무참여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수 시 특전 공인 IELTS 5.5에 상응하는 레벨 취득 공인 IELTS 6.5에 상응하는 레벨 취득

연수기간 12주

프로그램 스케쥴

EAP Course 1 : 

기초 실력의 학생이 해외 대학 
정규과정 입학 전 필요한 입교 
레벨 IELTS 5.5점에 상응하는 
영어 실력을 만드는 과정

EAP Course 2 : 

체계화된 실전 교재를 사용하
여 중급 레벨의 학생이 해외 대
학 정규과정 입학 전 필요한 입
교 레벨 IELTS 6.5점에 상응하
는 영어 실력을 만드는 과정

TIME CLASS CONTENT

06:40~08:00
Morning 
Sparta

Classes

Pattern / Grammar Grammar/Idiom
CNN Listening/Dictation

IELTS Listening IELTS Listening

08:40 ~ 9:25 1st Class 1:1 Class (IELTS 
Reading & 

Writing) A / B
Special class

09:30 ~ 10:15 2nd Class

10:25 ~ 11:10 3rd Class 1:8 Class (English 
Aptitudes) A / B

1st & 2nd 
Class

3rd & 4th 
Class

5th & 6th 
Class

7th & 8th 
Class

9th & 10th 
Class

11:15 ~ 12:00 4th Class

Speech
A / B

Survival 
English

A / B

Business
A / B

English 
Expression

A / B

Speak 
Up

A / B

13:00 ~ 13:45 5th Class 1:4 Class 
(Academic 

English) A / B13:50 ~ 14:35 6th Class

14:45 ~ 15:30 7th Class Special Class 
(English 

Expression) A / B15:35 ~ 16:20 8th Class

16:30 ~ 17:15 9th Class 1:1 Class (IELTS 
Listening & 

Speaking) A / B17:20 ~ 18:05 10th Class

19:00 ~ 19:45 Evening 
Sparta Class A

TOEIC Listening TOEIC Listening

News & Sitcom Listening & Speaking
19:50 ~ 20:35 Evening 

Sparta Class B IELTS Class IELTS Class

Weekend’s Schedule

SMEAG 주간 테스트

매주 토요일 WEEKLY TEST 진행
을 통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TIME CLASS CONTENT
Friday 18:00 ~ 19:00 Recognition Day English Speech / Activities

Saturday 09:00 ~ 12:00 Weekly Test / 
Weekends, holiday

IELTS TEST
holiday Special Class (Exam Preparation / Speech / Drama)

프로그램 세부내용

BUSINESS - 1 BUSINESS - 2

목 적 실제 비지니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문적인 비지니스 언어교육 진행

코스구성

•1:1 ▶ BUSINESS IN USE A
•1:1 ▶ BUSINESS IN USE B
•1:1 ▶ TOEIC SPEAKING AND WRITING A
•1:1 ▶ TOEIC SPEAKING AND WRITING B
•1:4 ▶ PRACTICAL BUSINESS A
•1:4 ▶ PRACTICAL BUSINESS B

•1:1 ▶ Vocabulary and Listening A
•1:1 ▶ Vocabulary and Listening B
•1:1 ▶ Reading & Grammar A
•1:1 ▶ Reading & Grammar B
•1:1 ▶ Speaking & Writing A
•1:1 ▶ Speaking & Writing B
•1:1 ▶ Business Correspondence A
•1:1 ▶ Business Correspondence B
•1:4 ▶ Skills in Business A
•1:4 ▶ Skills in Business B

(2 optional class) • Survival English  • Story Telling  • 
Pronunciation & Accent Training • Music • Speak Up

일반 비지니스 코스 단기 집중 코스

스파르타 수업 CNN • Pattern & Grammar • Step Up • News & Sitcom • TOEIC • Cambridge • IELTS

공  통
4주 단위로 TOEIC Listening & Reading 시험 의무 참여
학생 평가는 주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출석률, 과제 이행도에 따른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스케쥴

Business 1 :  
비지니스에 있어 효과
적인 의사소통 학습 + 
스파르타 수업과 스페
셜 수업을 통한 기본적
인 영어 능력 학습

Business 2 : 
단기간에 효율적인 학
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비지니
스 코스

TIME CLASS BUSINESS 1 BUSINESS 2 CONTENT

06:40~08:00
Morning 
Sparta

Classes

Pattern / Grammar Grammar/Idiom (Beginner)
CNN Listening/Dictation (Advance)

TOEIC TOEIC Reading (Intermediate)
08:40 ~ 9:25 1st Class 1:1 Class (Business in 

Use) A / B
1:1 Class

( Vocabulary and 
Listening ) A / B

Special class
09:30 ~ 10:15 2nd Class

10:25 ~ 11:10 3rd Class Special Class 
(Movie) A / B

1:1 Class
(Reading & Grammar) A / B

1st & 2nd 
Class

3rd & 4th 
Class

5th & 6th 
Class

7th & 8th 
Class

9th & 10th 
Class

11:15 ~ 12:00 4th Class

Speech
A / B

Special 
Class 
(Movie 
A / B)

Business
A / B

English 
Expression

A / B

Special 
Class 
(Music 
A / B) 

13:00 ~ 13:45 5th Class 1:4 Class 
(Practical Business) A / B

1:1 Class
(Speaking & Writing) A / B13:50 ~ 14:35 6th Class

14:45 ~ 15:30 7th Class 1:1 Class 
(TOEIC S/ W) A / B

1:1 Class ( Business 
Correspondence ) A / B15:35 ~ 16:20 8th Class

16:30 ~ 17:15 9th Class Special Class 
(Music) A / B

1:4 Class
(Skill in Business ) A / B17:20 ~ 18:05 10th Class

19:00 ~ 19:45 Evening Sparta 
Class A

TOEIC TOEIC Listening (Intermediate)
News & Sitcom Listening & Speaking (Advance)

19:50 ~ 20:35 Evening Sparta 
Class B Step-Up Class Vocabulary & Expression (Beginner)

Weekend’s Schedule

SMEAG 주간 테스트

TOEIC 모의고사 (공인
시험장)

TIME CLASS CONTENT
Friday 18:00 ~ 19:00 Recognition Day English Speech / Activities

Saturday 08:00 ~ 10:00 TOEIC TEST TOEIC Test
holiday Special Class (Exam Preparation / Speech /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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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AG 프로그램 소개    

EAP English Academic Preparation
EAP는 해외 대학 정규학사과정 이수를 위해 필요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프로그램입

니다. 해당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시 학생은 공인 IELTS 점수가 없어도 연계 대학 정규학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세부 SMEAG 봉사활동

Voluntary Service

아일랜드 호핑

보고만 있어도 시원한 푸르게 펼쳐진 바다를 배로 가로지르며 산호섬과 같은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노클링으로 수천 마리의 열대어에 직접 먹이를 주며 바닷속을 체험하고 해

상식당에서 맛있는 씨푸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제트스키와 바나나 보트, 카약, 패러세일링과 같은 

해양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

높고 푸른 하늘, 파란 잔디에서 흠뻑 땀을 흘리며 멋진 스윙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골프를 어

학연수 기간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산등성이에 조성되어 멋진 경관을 보여 주는 알타비스타 골프

장, 초보자라도 무난하게 공략할 수 있는 평탄하고 넓은 페어웨이를 가진 에어베이스 골프장, 세부 

최고의 역사를 가진 세부 컨트리클럽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필리핀 바다의 특성상 열대어가 많고 볼거기라 풍부하여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

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호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필리핀의 다이빙 포인트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

양한 다이빙 장소를 거치며 다이버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 봉사활동

초, 중, 고 및 성인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서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아원 봉사활동은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따뜻

한 마음도 함께 전하며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공식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무심기 봉사활동

세부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인 나무심기 봉사활동은 사막화 되어가는 지구

를 살리는 녹색액티비티 입니다. 세부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심고 등산도 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자 도네이션

필리핀에는 옷이 없어 찢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을 입고 다니는 많은 불우한 이들을 길에서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학생들이 기증한 옷과 물품으로 정기적으로 바자회를 열어 

판매수익금 전부를 맛있는 한끼 식사 또는 생필품으로 전달합니다. 간단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하여 

봉사자와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 각 봉사활동에는 기념 티셔츠와 봉사활동 증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액티비티 스케쥴은 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CTIVITIES
 -

 액
티

비
티

와
 봉

사
활

동

Activities

보람있는 어학연수를 위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보호 활동에서 의료봉사까지 다채로운 

분야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

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기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영

어교육 뿐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기

세부에는 페인트칠이 되어있지 

않거나 페인팅이 벗겨진 낡은 초

등학교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

니다. 세부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개최하는 초등학교 페인팅 봉사

활동은 더욱 밝아진 학교환경과 

행복해 하는 필리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맹그로브 심기

맹그로브는 아름다운 바다환경을 지켜

주는 고마운 나무로 산호초를 보호하고 

해초와 산호에게 필요한 영양원을 제공

해 주며 해수를 정화하고 어민들에게는 

조개와 게, 새우 등 해산물의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흡수력

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해일 피

해도 줄일 수 있어 맹그로브 심기는 지

구의 자연환경을 지킨다는 의미가 매우 

큰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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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2009년 9월 오픈이래 가장 대중적인 사

랑을 받고 있는 인기 리조트로 세부의 아

름다운 바다 앞에 자리한 임페리얼 팰리

스는 공항에서도 15분 거리로 지리적인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또한 워터파크 시

설이 잘 되어있어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

으며 8개의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ACTIVITIES
 -

 세
부

 여
행

지
 / 리

조
트

SMEAG TOUR Resort
보홀 ↑

세부에서 배로 한 시간 떨어져있는 보홀섬은 맑고 아름다운 

해변과 한적하고 여유로운 섬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

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은 알로나 비치로 작은 해변이지

만 필리핀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비치 외에도 

초콜릿 힐과 안경원숭이가 명물로 꼽힙니다. (초콜릿 힐은 마

치 ‘키세스 초콜릿’을 엎어 놓은 듯한 수많은 언덕들이 모여있

는 지역을 말하는데, 끝이 뾰족하고 좌우 대칭이 딱 들어맞는 

언덕들이 눈앞에 수천 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 안경원숭이

는 보홀 섬에서만 사는 동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동물 중 

하나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 놓아도 남을 정도

로 작은 원숭이인데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커

다란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외모 또한 상당히 귀엽습니다.)

카와산 폭포 → 
세부 시내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모알보알 주변 지역

에 위치한 폭포로 산림에 둘러싸인 아담한 3개의 폭포와 그 

폭포로 가는 숲길이 아름다워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들에

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폭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

고, 다이빙의 명소 모알보알과 함께 둘러보면 더욱 좋습니다.

반타얀 →→ 
세부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예쁜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

을 보유해 ‘작은 보라카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반

타얀까지는 버스로 3시간 그리고 배로 1시간을 가야 하는 쉽

지 않은 여정이고 다른 휴양지에 비해 특급 리조트는 없지만 

아름다운 비취색 바다와 해변, 백사장을 코앞에 두고 가까이

서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입니다. 또한 옥동 지

하동굴과 산타페 타운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탑스힐 → 
세부 시내 전경을 구경할 수 있는 탑스힐은 세부 시내에서 차

로 약 30-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탑스힐에서 보는 세부

의 야경은 환상적입니다. 오후 4시쯤 도착하여 해가 떨어지기 

전 밝았을 때부터 해가 서서히 넘어가며 붉게 물들이는 하늘, 

완전히 어두워졌을때의 야경을 감상한다면 세부를 더욱 특별

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플랜테이션베이 리조트 

세부 막탄섬 내에서 최대규모의 리조트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각 리조트 동마

다 담당 매니져가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닷물 인공풀장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수영장이 리조트 곳곳의 열대림 

정원, 야자수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 
샹그릴라 리조트 & 스파 

500여개의 객실과 5개의 레스토랑, 2개

의 수영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부 유

명 리조트 중 한곳입니다. 특히 세부 막탄

섬의 리조트 중 가장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최

고 시설의 스파 또한 유명합니다.

← / ←←
크림슨 리조트 & 스파 

2010년 7월 오픈한 크림슨 리조트는 단

독 빌라형 리조트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게 지어진 수영장과 최고급 풀빌라는 

이 리조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Cebu
TOURIST AT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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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AG People

→ TEACHERS
정기적인 트레이닝과 교육 세미나를 수료하고 혹독한 

평가를 거친 전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

하고, 때로는 좋은 친구로 마음을 나누는 든든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 TEAM LEADER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의 교사들은 다수의 팀으로 나

뉘어져 있으며 각 팀에는 팀리더가 있어 담당 교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리더 위에는 Supervisor와 

Academic Director가 있어 각 팀들을 관리, 교육하고 있

습니다. 엄격한 교사 채용 과정부터 수차례의 모의실습을 

통해 실제 강의 이전까지 SMEAG만의 우수한 강사들로 훈

련되어 집니다.

↑ GUARD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의 모든 캠퍼스에는 전담 안

전요원들이 학생의 출입과 안전을 24시간 관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캠퍼스 외부에는 지역 경찰이 순찰하며 

별도의 가드들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HOUSE KEEPER
학생들을 위한 하우스키핑 서비스는 매주 1회 학생

이 지정한 시간에 실시되며, 이 때 방청소는 물론 방

역, 시트/이불/베겟잇 교환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

공됩니다. 

↑ EMERGENCY TEAM
모두가 잠든 늦은 밤부터 새벽시간에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안전요원, 운전사로 구성된 Emergency 

Team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STAFFS
비자연장, SSP발급 등의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SMEAG 만의 결재시스템인 E-money 카드 충전 

등 다양한 생활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어드민 

Dept.와 출결, 성적,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아카데믹 Dept. 스태프들은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

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SA TEACHERS 
SA 선생님이란 Students Assistant Teacher의 줄임

말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지정된 SA 교사를 통해 학업 스케쥴 확인이나 

학업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URSE
SMEAG 필리핀 교육센터 각 캠퍼스의 메인오피스에는 

전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몸이 아픈 학생들의 건강 

상태 확인과 적절한 응급조치는 물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R&D
오랜 경력과 스킬을 보유한 R&D Team은 SMEAG 필

리핀 교육센터만의 특별한 교수법과 우수한 커리큘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

다.

↑ COOKING TEAM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캠퍼스별 Chefs 팀을 별도로 운

영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한국, 일

본,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

해 끊임없는 메뉴 개발과 식단 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MANAGERS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에는 한국, 일본, 중국, 베트

남, 러시아 등 각 국적별 전담 매니저들이 학생들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의 생활적응과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돕고 있습

니다.

← LAUNDRY STAFF
학생들을 위한 세탁 서비스는 2일 1회, 캠퍼스마다 

지정된 세탁실에 맡기고 정해진 요일에 깨끗하게 완

료된 세탁물을 찾아가면 됩니다.

ACTIVITIES
 -

 SM
EAG 사

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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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 OFFICIAL TEST

2014 SCHEDULE
• Below is a schedule of various activities that will be sponsored by SMEAG.
• If you wish to apply, please visit the Admin Office and speak to the Manager for further information.
• Payments can only be made using the E-Money card or with a coupon.

ACTIVITIES
 -

 일
정

표
 / 인

증
서

※ 공인시험일정은 SMEAG 홈페이지 또는 영국문화원 & ETS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CERTIFICATION

01. BUSINESS PERMIT 
SMEAG 필리핀 교육센터가 필리핀 현지(세부)에서 학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명서

02. CERTIFICATE OF TVET PROGRAM REGISTRATION 
SMEAG 필리핀 교육센터가 TESDA(필리핀 교육부 산하의 일반 교육 및 기술 교육 전담기관)로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해

도 좋다는 것을 승인받은 증명서

03. BUREAU OF IMMIGRATION 
SMEAG 필리핀 교육센터가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외국 학생들을 수용하여 학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승

인받은 증명서

04. SECURITIES AND EXCHANGE COMMSION 
SMEAG 필리핀 교육센터가 필리핀에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다는 증명서

05. BRITISH COUNCIL 
SMEAG는 영국문화원이 공식 지정한 파트너로 필리핀 교육기관으로써 유일하게 IELTS 공인 시험장과 IELTS 
Resource Center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증

06. HOPKINS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cation)은 세계 최대의 비영리 교육 평가기관인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SMEAG는 ETS hOPKINS와 세부 단독 계약 체결로 

정식인가를 받은 필리핀 유일의 교육센터임을 인증.

07. ACT 
GAC ( Global AssesSMEAGnt Certificate )는 미국 대입 수능평가기관인 ACT의 자회사인 ACT Education solutions. 
Limited가 개발한 해외 대학 입학 프로그램. SMEAG가 ACT와의 단독 계약 체결로 정신 인가를 받은 필리핀 유일의 

교육센터임을 인증.

08. ACT GAC & EPP 
ACTes에서 개발된 체계적이고 검증된 영어 (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 English Proficiency ) 프로그램. 

SMEAG에서 해당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세계적으로 인증된 ACTes의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는 인증서.

09. LE CORDON BLUE 
르꼬르동 블루는 파란색 리본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프랑스 최고의 요리/제과 명문학교로 SMEAG 필리핀 교

육센터와의 MOU로 SMEAG EAP 코스를 이수 시 IELTS 점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함을 증명

10. AUSTRAILIA TAFE 
호주 주정보의 지원과 관리로 호주 전역의 1300여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공립 전문 대학교를 TAFE이라 하

며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Diploma (준학사), Advanced Diploma (고급 준학사) 과정을 제공,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TAFE와 Pathway 체결로 SMEAG EAP 코스를 이수 시 TAFE 본과정에서 IELTS 

점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함을 증명

11. INFORMATICS 
싱가포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거대교육 재단 소속으로 29년 역사의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사립대학, 전세계 

58개국에 351개의 센터를 보유하고 전세계 30여개의 대학교와 편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와의 MOA 체결로 SMEAG EAP 코스를 이수 시 IELTS 점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함을 증명

12. STC (SAINT THERESA’S COLLEGE)
세부 최고의 Liberal Art 대학으로 탄탄한 커리큘럼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STC는 SMEAG 필리핀 교육센

터와 연계하여 해당 영어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 인정에 필요한 수료증 발급 가능하다는 인증서.

13. BMC WELDING ACADEMY 
필리핀 세부에 위치하며 세계적 인증 레벨인 6G 수준의 용접공을 배출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등 세계 주요 국가

에 인력을 성공적으로 공급하는 용접 학교로 SMEAG 필리핀 교육센터는 BMC와 단독으로 MOU를 맺고 아시아 

지역 리쿠르팅 및 용접 프로그램 운영.

14.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원불교 재단법인으로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보건과학, 보건복지, 호텔관광, 사회실무, 실용예술의 6개 계열로 

27의 학과 보유,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와 영어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협력을 약속한 MOA

15. HALLYM COLLEGE 
1939년 4월 설립된 전문 대학교로 21개 학과 보유한 대학으로 SMEAG 필리핀 교육센터와 영어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협력을 약속한 MOA

    각종 인증서와 체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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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fficial test schedule (SMEAG TESTING VENUE)

Island
Hopping

Scuba
Diving Golf Picnic

at TOPS

Cambridge IELTS TOEIC TOEFL

KET PET FCE Academic General

1
Jan

05 Sun 11 Sat 19 Sun 25 Sat - - - 25 Sat 18 Sat 11 Sat
12 Sun

18 Sat

2
Feb

02 Sun 08 Sat 16 Sun 22 Sat 22 Sat 27 Thu - 22 Sat 15 Sat 08 Sat
15 Sat

22 Sat

3
Mar

02 Sun 15 Sat 23 Sun 29 Sat 15 Sat 15 Sat 08 Sat 15 Sat 15 Sat 15 Sat 22 sat

4
Apr

06 Sun 12 Sat 20 Sun 26 Sat - - 12 Sat 12 Sat 24 Thu 12 Sat 19 Sat

5
May

04 Sun 10 Sat 18 Sun 24 Sat 30 Fri
08 Thu

30 Fri
17 Sat 24 Sat 17 Sat 17 Sat

11 Sun

24 Sat

6
Jun

01 Sun 14 Sat 22 Sun 28 Sat
05 Thu

21 Sat
05 Thu 07 Sat 28 Sat 21 Sat 14 Sat

15 Sun
21 Sat
28 Sat

7
Jul

06 Sun 12 Sat 20 Sun 26 Sat 24 Thu 24 Thu 25 Fri 26 Sat 19 Sat 19Sat
06 Sun

12 Sat

8
Aug

03 Sun 09 Sat 17 Sun 23 Sat - - 21 Thu 21 Thu 16 Sat 16 Sat
23 Sat

30 Sat

9
Sep

07 Sun 13 Sat 21 Sun 27 Sat - - - 27 Sat 20 Sat 13 Sat
14 Sun

27 Sat

10
Oct

04 Sat 12 Sun 18 Sat 26 Sun 11 Sat 11 Sat 11 Sat 26 Sun 18 Sat 11 Sat
18 Sat

26 Sun

11
Nov

02 Sun 08 Sat 16 Sun 22 Sat 15 Sat 15 Sat 08 Sat 22 Sat 22 Sat 08 Sat
02 Sun
09 Sun
29 Sat

12
Dec

07 Sun 13 Sat 19 Fri 25 Thu 05 Fri 05 Fri 13 Sat 25 Thu 13 Sat 06 Sat
13 Sat

2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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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안내2014 SMEAG 통합 연수 비용(기숙사+학비)

일반규정

1. 명칭

당 학원의 정식 명칭은 sMeag Philippines Training Center(이하 sMeag) 입니다. 또한 Talamban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는 제 1캠퍼스

(sMeag sParTa) , Mabolo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는 제 2캠퍼스 (sMeag ClassiC), guadalupe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는 제 3 캠퍼스

(sMeag CaPiTal)이라 칭합니다.

2. 약정서

sMeag의 모든 학생들은 과정시작 이전에 약정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SMEAG의 모든 학사 및 생활 규정에 동의하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연수생활

연수생활은 연수규율이 지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진행되고, 이 연수기간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은 한국에서 본인

이 유학생 및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시고 오셔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sMeag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퇴교 처분 후 환불 조치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해 sMeag로 부터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환불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책임의 종결

학생의 연수기간 종료와 함께 학원의 책임은 종결됩니다.

6. 등록과 과정 연장

6.1 입학 신청시의 입학등록금은 10만원이며 등록 확정 후 여하한 사유에 의해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6.2   입학신청 후 5일(법정 공휴일 제외)이내에 등록확인서(인보이스)가 발송되며, 등록한 기간의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은 개강 2주전까

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6.3   sMeag 연수 중 과정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4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주전까지 비용을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강사, 수업, 기숙사 방 배정 등이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6.4   등록 후 연수를 시작하시기 전 출국날짜 변경은 1회 가능하며, 2회 변경부터 변경수수료 10만원이 발생됩니다. 단, 기숙사 인실 변

경 및 연수기간 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5   수업료는 이월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6.6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에 대하여는 학생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가)   비자 연장비 : 학생이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 필리핀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비자의 연장비용이며 sMeag는 입교시 일시불로 

비자연장 비용 전액을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ssP 비용 :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학생이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   aCr i-CarD 비용 :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민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한 CarD발급 비용

입니다.

라)   코스, 기숙사 변경 비용 : 수업과 기숙사의 추가 및 연장, 변경에 관하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sMeag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집니다.

마)   기타 : 여행, 의료비, 전화비용, 용돈 등의 개인적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6.7   모든 질병, 알레르기, 지체부자유에 관한 내용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sMeag측이 판단하여 타 학생에게 위험한 

질병의 보균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eag 도착 후 신청서의 내용과 건강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환불규정 (ESL & CAMBRIDGE & IELTS & EAP & TOEIC & TOEFL & BUSINESS)

7.1   출국 전

가) 예정출국일 2주전 취소 신청 시 등록비 10만원을 제외한 전액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출국일 2주 ~ 4일 이전까지 취소신청 시 수업료 전액과 기숙사비 2주 비용을 제외한 후 환불 가능합니다.

다) 예정출국일 3일 이전 ~ 예정 출국일 까지 취소신청 시 수업료 1주 비용과 기숙사비 4주 비용을 제외한 후 환불 가능합니다.

구분 등록비 기숙사비 수업료

14일전 취소 환불 없음 전액환불 전액환불

14일~4일전 취소 환불 없음 2주분을 제외한 전액환불 전액환불

3일전 취소 환불 없음 4주분을 제외한 전액환불 1주분 제외

7.2   출국 후

가)   도착직후 취소 신청 시 이미 지급된 수업료 2주 비용과 기숙사비 8주 비용을 제외한 뒤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나)   코스 개강 후 4주 단위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잔여비용의 60%가 환불 됩니다.

다)   모든 환불 비용은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수속처를 통하여 환불 받게 됩니다.

라)   사전 통보 없이 개강 일로부터 3주 동안 수업에 불참하게 되면 미리 지불된 금액은 전혀 환불되지 않습니다.

마)    sMeag필리핀 교육센터에 등록하신 모든 학생들에게는 4주 의무수강이 적용 되어 연수기간이 4주 이하일 경우에는 환불 되

지 않습니다.

바)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연수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

충수업도 없습니다.

취소신청 시기별 수업료 환불 기숙사비 환불 비고

전체기간의 50%이내 60% 60% 단,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 가족의 사고 및 질병으로 취소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통보 시점에 관계없이 잔여 수업료의 50% (의사

의 진단서 제출 요함.)전체기간의 50%이후 환불 없음 환불 없음

8. 연수기간 홀딩 규정

8.1 연수기간 홀딩은 잔여기간이 최소 4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8.2 남은 잔여기간의 2주분(기숙사비+수업료)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재 입교하여 연수할 수 있습니다.

8.3  입교 시 일시 완납한 비자 연장비용 중 이미 이민국에 지급된 부분과 ssP 발급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재입교 시 비자연장과 SSP 

발급(유효기간 6개월)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8.4 재입교를 원하는 경우 가용한 기숙사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8.5 재입교 시 픽업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9. 면책 규정

9.1  sMeag가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천재지변 또는 항공편의 지연, 취소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되지 못 할 경우 

sMeag 혹은 그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2 sMeag의 사전허락없이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여행, 외출, 외박 중에 발생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sMeag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4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나 필리핀의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5  sMeag는 환율 및 세금 인상(6개월간 10%이상 변동 시), 필리핀 정부의 관련법률 조항 변경 또는 sMeag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연수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강일, 코스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9.6  sMeag는 정해진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수업 무단 결석, 폭력, 불량태도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7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교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학생을 경고 없이 퇴교시킬 수 있는 권한

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8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또는 환불할 때에는 sMeag는 학생의 집과 에이전트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규정

1. 수업 참여와 변경 신청

1.1 강의시간과 강사의 배정에 대한 권한은 sMeag의 고유한 권한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학생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모든 학생은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5분 이상 지각시에는 입실 및 수업 진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1.3  수업에 임하기 전 자신의 복장을 단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수업에 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4  수업스케줄 변경은 각 캠퍼스의 sa(student advisor)와 상의하여 매주 목요일 18:00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하며 경고회수, 

장기간 재학자(수업개시일자 기준) 및 출석률에 따라 변경 스케줄이 확정된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변경된 스케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1.5  sMeag는 해당 강사의 노사분쟁 또는 퇴사로 수업진행이 불가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사가 결근, 조퇴, 지각한 경우등의 사

유가 있는 경우는 타 강사로 수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  건강상의 문제, 진료, 우편물 수령, 항공권 구매, 기타 선임 매니저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 결석으로 인정하며, 해당 수업 이전

에 선임매니저에게 외출을 통보하고 외출 후 병원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스파르타 수업 및 시험참여

2.1 sMeag에 도착한 모든 학생은 각자가 속한 캠퍼스의 규정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의 스파르타 수업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2 출석률이 90%미만인 학생은 sMeag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sMeag sParTa(Talamban) 캠퍼스 : 전 기간 스파르타 수업 의무 실시

나) sMeag ClassiC(Mabolo), CaPiTal(guadalupe) 캠퍼스 : 입학 후 4주 동안 의무적으로 실시

2.3 스파르타 수업은 D+1일 저녁스파르타 수업부터 시작됩니다.

2.4 모든 학생은 각자가 속한 캠퍼스의 규정에 따라 PrOgress TesT, CaMBriDge, ielTs, TOeiC, TOeFl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2.5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은 sMeag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료증 발급

코스 수료증은 최소 출석일수(80%)를 채운 학생에게 등록기간이 끝나는 주에 거행하는 졸업식에 참석한 경우 제공되며 본인의 필요에 의

해 sMeag측에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표 및 출석표를 제공하고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수료증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드민 규정

1. 기숙사 규정

1.1  기숙사 호실 배정은 기본적으로 sMeag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sMeag 측이 납득할 만한 보편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입실 후 정해진 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1.2  사전에 등록한 호실 변경 이외에 현지에서 개인사정으로 방을 변경하는 경우 500페소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캠퍼스 이동의 경우 

: 1회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며, 2회부터 청구됩니다.)

1.3  sMeag를 등록한 학생들은 수강과 동시에 기숙사 입실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서에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학생이 기숙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sMeag 측에서 처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4 개인의 소모품(세면 도구, 티슈 등)을 지급하지 않으니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1.5  sMeag는 sMeag 직원이 저지른 것으로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진 절도행위 이외에 학생 분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각 방에 비치된 물건은 sMeag의 재산이므로 학생은 이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비치된 장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학생이 sMeag 소
유의 물품 및 시설물을 파손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7  기숙사 각 호실 및 공동사용 공간에서 취사행위 및 취식행위는 화재발생 및 해충구제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고 및 퇴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식행위는 매점 앞 학생 휴게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2. 보증금 규정

2.1  sMeag의 기숙사에 입실 시에는 Us $50 (P2,500)의 기숙사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sMeag 내부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받는 것이므로 퇴실 시 시설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2.2  sMeag의 기숙사에 입실 시에는 P300의 열쇠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숙사 호실의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 도어 락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받는 것이므로 퇴실 시 열쇠를 분실하지 않으셨을 경우 100%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sMeag의 e-MOneY(이머니) 카드 비용 200페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실 시 카드를 반납하시면 100%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  기숙사의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호실 구성원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수도요금은 개인당 일일 10페소이며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기숙사 입실 시 전기 미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통금 및 방문 규정

3.1 모든 학생들은 규정된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가)    sMeag sParTa(Talamban) 캠퍼스는 집중 스파르타 체제로서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

의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 익일 수업이 있는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외출이 허용되

며, 복귀 후 모든 학생이 야간 스파르타 수업 (주중 야간 스파르타와 동일)을 실시합니다. 

나)    sMeag ClassiC(Mabolo) 캠퍼스는 세미 스파르타 체제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토요일 및 일

요일 밤은 11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기숙사 정문에서 출입이 통제됩니다.

다)    sMeag CaPiTal(guadalupe) 캠퍼스는 주중,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출입이 통제 됩니다.

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외출,외박은 어드민오피스에서 사전에 서면 신청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 스파르타 캠퍼스만 해당)

3.2  기숙사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sMeag 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 학생의 방에 방문(특히 이성간)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허락 없는 타인 방문할 경우에는 경고없이 퇴교조치 될 수 있습니다.

3.3 모든 외부인들의 방문은 sMeag 정문에서 통제되며, 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기숙사 호실 안으로의 방문을 허락 하지 않습니다.

4. 음주 및 흡연금지 규정

4.1  학생은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sMeag 내부로 반입할 수 없으며 강의실 및 기숙사 내 음주 행위 또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한 외부에서 음주 후 귀가하여 타인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학생 간의 시비, 고성방가, 기물파손 및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

라 경고조치 혹은 퇴교조치 됩니다.

4.2  쾌적한 기숙사 환경과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실 수 있으며, 만약 기숙사 호실 내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경고조치 이외에 벌금 및 청소비용(1,000페소)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청소 및 세탁

5.1  기숙사 내부청소는 주 1회로 침대시트 등은 청소 시에 교체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환시기 이전에도 시트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5.2  세탁은 2일에 1회 서비스되며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오셔서 맡기시거나 수령하시면 됩니다. 단, 특정고급 원단소재 의류의 

세탁은 학생의 사전경고를 요하며 필리핀 현지 사정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세탁이 거부될 수도 있고, 이를 sMeag에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적인 세탁으로 인한 의류의 색감손상 등은 소정의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sMeag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주의, 경고 및 퇴교규정

6.1  강의실 및 기숙사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이성의 호실에 출입한 경우, 학생이 sMeag 측의 명예를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

로 훼손한 경우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sMeag는 해당 학생을 경고 없이 퇴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2  정해진 sMeag의 규정을 어기거나 수업 출석률 50% 미만, 시비, 고성방가, 불량한 태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sMeag 측이 

판단하여 위반사항의 가중에 따라 경고, 퇴교 처분할 수 있습니다.

6.3  1차 ~ 4차 경고가 누적되어 5차 경고를 받으면 sMeag는 학생을 퇴교시킬 수 있습니다.

인실 기간

ESL

EAP

IELTS / TOEFL TOEIC / BUSINESS CAMBRIDGE
Course 1 Course 2 Course 1 Course 2 Course 3 Course 4 Course 5 Course 1 Course 2 Course 3 Course 4 Course 5 Course 1 Course 2 Course 3 Course 4 Course 5

ESL1 ESL2 PRE
IELTS5.5 IELTS6.0 IELTS6.5 IELTS7.0 PRE-TOEIC TOEIC600 TOEIC700 TOEIC800 TOEIC900

KET PET FCE CPE CAE
TOEFL60 TOEFL80 TOEFL100 TOEFL110 BUS 1 BUS 2 BUS 3 BUS 4 BUS 5

1인실

4주 144 160 164 161 170 176 180 180 156 160 164 168 172 158 164 170 178 182 

8주 288 320 328 322 340 352 360 360 312 320 328 336 344 316 328 340 356 364 

12주 432 480 492 483 510 528 540 540 468 480 492 504 516 474 492 510 534 546 

16주 576 640 656 644 680 704 720 720 624 640 656 672 688 632 656 680 712 728 

20주 720 800 820 805 850 880 900 900 780 800 820 840 860 790 820 850 890 910 

24주 864 960 984 966 1,020 1,056 1,080 1,080 936 960 984 1,008 1,032 948 984 1,020 1,068 1,092 

2인실

4주 130 146 150 147 156 162 166 166 142 146 150 154 158 144 150 156 164 168 

8주 260 292 300 294 312 324 332 332 284 292 300 308 316 288 300 312 328 336 

12주 390 438 450 441 468 486 498 498 426 438 450 462 474 432 450 468 492 504 

16주 520 584 600 588 624 648 664 664 568 584 600 616 632 576 600 624 656 672 

20주 650 730 750 735 780 810 830 830 710 730 750 770 790 720 750 780 820 840 

24주 780 876 900 882 936 972 996 996 852 876 900 924 948 864 900 936 984 1,008 

3인실

4주 122 138 142 139 148 154 158 158 134 138 142 146 150 136 142 148 156 160 

8주 244 276 284 278 296 308 316 316 268 276 284 292 300 272 284 296 312 320 

12주 366 414 426 417 444 462 474 474 402 414 426 438 450 408 426 444 468 480 

16주 488 552 568 556 592 616 632 632 536 552 568 584 600 544 568 592 624 640 

20주 610 690 710 695 740 770 790 790 670 690 710 730 750 680 710 740 780 800 

24주 732 828 852 834 888 924 948 948 804 828 852 876 900 816 852 888 936 960 

4인실

4주 114 130 134 131 140 146 150 150 126 130 134 138 142 128 134 140 148 152 

8주 228 260 268 262 280 292 300 300 252 260 268 276 284 256 268 280 296 304 

12주 342 390 402 393 420 438 450 450 378 390 402 414 426 384 402 420 444 456 

16주 456 520 536 524 560 584 600 600 504 520 536 552 568 512 536 560 592 608 

20주 570 650 670 655 700 730 750 750 630 650 670 690 710 640 670 700 740 760 

24주 684 780 804 786 840 876 900 900 756 780 804 828 852 768 804 840 888 912 

5인실

4주 108 124 128 125 134 140 144 144 120 124 128 132 136 122 128 134 142 146 

8주 216 248 256 250 268 280 288 288 240 248 256 264 272 244 256 268 284 292 

12주 324 372 384 375 402 420 432 432 360 372 384 396 408 366 384 402 426 438 

16주 432 496 512 500 536 560 576 576 480 496 512 528 544 488 512 536 568 584 

20주 540 620 640 625 670 700 720 720 600 620 640 660 680 610 640 670 710 730 

24주 648 744 768 750 804 840 864 864 720 744 768 792 816 732 768 804 852 876 

추가사항

1. 등록비 100,000원 미포함입니다. (연장, 재등록시 면제됨)

2. 스파르타 캠퍼스 - 프리미엄 도미토리 2인실, 3인실

•A타입 : 일반 2,3인실 비용에 4만원 추가 (4주 기준)  /  •B타입 : 2개의 방이 1개의 화장실 공유, 금액은 위의 일반 2,3인실과 같음

3. 4인실과 5인실은 클래식, 캐피탈 캠퍼스에만 있습니다.

현지 납부비용

교재비 권당 200~400페소 내외 SSP발급비*  6,500페소 (9월 1일부터 적용)

보증금 기숙사, 이머니, 열쇠 보증금 3,000페소(퇴실시 반환) 비자연장비* 1차 3,330페소 / 2차 3,600페소 / 3차 2,630페소

전기세 1kw X 12페소 (사용인원÷사용량) I-Card 발급비* 3,000페소 (필리핀 입국 후 9주차부터 발급)

수도세 1일 X 10페소     * 이민국 납부 비용은 필리핀 정부 정책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SMEAG PhiliPPines Training CenTer

    통합 연수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