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2 2 년 겨울 가족 영어연수 과정

★★ 코로나 프리존 ★★

-코로나 안전 대책 -

▶ SMEAG 국제학교 시설 2만평 단독 사용-출입통제, 교내방역, 각종 체육시설 완비

▶ 선생님 및 직원 상주 근무

▶ 학교주변 인구 저밀도 청정 안전구역

▶ 의사 및 간호사 상주 24시간 교대근무

필리핀 교육의 중심 딸락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학연수 과정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SMEAG 국제학교에서 진행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 2

학교전경

수영장 기숙사 체육관 식당

청정(淸淨)교육도시 “딸락(Tarlac)”

■ 필리핀에서 가장 큰 루손 섬 중심에 위치
■ 자연 친화 형 대규모 신도시 Green City가 입주할 청정 도시
■ 코로나 방역이 철저한 SMEAG 국제학교 내에서 진행(2년간 학교내부에서 확진자 없음)
■ 대통령(코리아키노/마까빠갈 아로요) 및 국회의원이 다수 배출된 필리핀 교육메카의 중심지

기숙사

http://hangeul.naver.com/font


주관 SMEAG 국제학교 (4센터 딸락캠퍼스)

대상 학부모 & 자녀(기숙사 4인실 이용)

장소 SMEAG GLOBAL SCHOOL(Tarlac)

기간
4주: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출국가능
6주: 12월부터 1월 초까지 출국가능
8주: 12월까지 출국가능

비용
4주: 2인-각 280만원, 3인-각 260만원, 4인-각 240만원
6주: 2인-각 370만원, 3인-각 338만원, 4인-각 296만원
8주: 2인-각 460만원, 3인-각 405만원, 4인-각 350만원

포함내역 비자, 교재, 수업료, 숙식비, 액티비티(평일, 교내), 주말(외부)액티비티

불포함내역 항공료, 여행자보험, 개인용돈



시간 월~토 목요일

07:30 ~ 08:10 Breakfast Breakfast

08:10 ~ 09:00 Regular Class 1:1_Reading

■ 외부 액티비티

-워터파크(아쿠아플래닛)

-오션어드밴쳐

-민속촌(나용 필리피노)

▶주말액티비티이나 혼잡함을 고려해 평일 진행

09:10 ~ 10:00 Regular Class 1:1_Speaking

10:10 ~ 11:00 Daily Activities

11:10 ~ 12:00 Daily Activities

12:00 ~ 13:00 Lunch

13:00 ~ 13:50 Regular Class 1:1_Speaking

14:00 ~ 14:50 Regular Class 1:1_Writing

15:00 ~ 15:50 Regular Class 1:4_Discussion

16:00 ~ 16:50 Regular Class 1:4_Vocabulary

17:00 ~ 18:00 Dinner Dinner

18:00 ~ 18:50 Grammar Class

Free Time19:00 ~ 19:40 Writing Diary

19:50 ~ 20:30 Self-Study



시간 월~토 목요일 일요일

07:50 ~ 08:20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08:20 ~ 09:10 Regular Class 1:1_Speaking

■ 외부 액티비티

-아쿠아플래닛(클락)

-오션어드밴쳐(수빅)

-민속촌(나용 필리피노)

▶날씨나 현지사정으로 인해
액티비티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불포함내역(점심식사)

■ 클락 SM MALL 또는 교회

- 오전10시 출발

- 오후4시30분 복귀

▶ 학교 상주시 점심식사 가능

09:20 ~ 10:10 Regular Class 1:1_Speaking

10:20 ~ 11:10 Regular Class 1:4_Reading

11:20 ~ 12:10 Regular Class 1:4_Grammar

12:10 ~ 13:10 Lunch

13:10 ~ 17:30

1. 월요일: 마시지

2. 화요일: 쇼핑(클락 SM MALL)
- 학교에 상주시 골프레슨 가능(15:00~16:00)

3. 수요일: 스킨케어

4. 금요일: 쇼핑(클락 SM MALL)
- 학교에 상주시 골프레슨 가능(15:00~16:00)

5. 토요일: 골프레슨(교내) 
- 15:00 ~16:00

17:30 ~ 18:30 Dinner Dinner Dinner

18:30~
개인정비/휴식

Free Time



구 분 일 정 표

1주차

1일차(월) 2일차(화) 3일차(수) 4일차(목) 5일차(금) 6일차(토) 7일차(일)

입교식,OT/

정규수업 정규수업
워터파크

(Aqua planet)
정규수업 정규수업 휴식/쇼핑

레벨테스트

2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오션어드벤쳐

(Ocean 
Adventure)

정규수업 정규수업 휴식/쇼핑

3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21일차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민속촌

(Nayong
Pilipino)

정규수업 정규수업 휴식/쇼핑

4주차

22일차 2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휴식/쇼핑



2. 각방 에어컨, 샤워실, 화장실 구비

1. 기숙사사감, 내부가드 상주

3. 학교 Housekeeper가 매일 방역/방청소 실시

4. 침구류 1주일, 1회 교체(베개, 침구류)

5. 주3회 세탁서비스



1.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영양식단(한식위주)

4. 각 건물에 비치된 정수기

3. 식당에 따뜻한 보리차 준비

2. 3식 및 간식제공, 주1회 특식제공



Daily Activities: 골프, 수영, 축구, 농구, 배드민턴 , 복싱

- 매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 단련과 집중력 향상



*월요일: 마시지, *화요일: 쇼핑(클락 SM MALL), *수요일: 스킨케어, 
*금요일: 쇼핑(클락 SM MALL), *토요일: 골프레슨(교내)



Outdoor Activities

워터파크, 오션어드벤쳐, 민속촌

* 현지사정에 따라 액티비티 일정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병원, 클락메디컬센터와 연계된 의료시스템 구축

24시간 비상대기 및 양호실 운영(코로나 대응)
- 의사 주3회 왕진, 학교내 간호사 24시간 상주
- 코로나 의심 증상시 즉시 학교내 격리 및 신속항원 검사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학교내 격리 및 병원 격리 치료

한국의약품을 비상상비약으로 구비

수영장 수질 매일 점검

비상시 주한 필리핀 영사 대사관 핫라인 연결
- 필리핀 교육청 인증 및 대사관에 등록된 정규학교

입소 전 학생/학부모 개개인에 대한 의료 및 신상 관련 기록 정보 정리

일일보고 시스템 구축
- 생활/건강관련 수시보고, 매일 저녁 7시30분 건강/생활 관련 회의 진행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입니다(연수기간 고려 충분히 준비)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는 등록하신 주 당 1개 씩 준비(예:4주 4개준비) 해야 되며

주1회 왕진 의사 또는 학교내 간호사가 가져온 키트로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외부음식점 방문시 값 싼 로컬음식점은 가급적 피합니다.

 설사가 지속 될 경우, 물보다는 이온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필리핀 입국 시, 면세품 부피가 크거나, 고가처럼 보이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딸락은 밤에는 서늘하므로, 긴팔&긴바지 필요합니다.

 한인타운은 학교에서부터 차량으로 5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7일 미만의 경우 직속가족 방문만 가능하며, 픽업/센딩

1일비용 1,000페소로 숙박/식사만 가능합니다.

 개인별 외부 액티비티 예약 요청 시, 차량 렌탈 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며,

예약 취소 시 차량 렌탈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수업 빠질 시, 환불 및 대체수업은 없습니다.

 개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책임은 SMEAG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