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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CAMPFAMILY CAMP

1.1.    센터센터    국제학교 (TARLAC)국제학교 (TARLAC)

2.T-SHINE캠퍼스 (CEBU/MACTAN)2.T-SHINE캠퍼스 (CEBU/MACTAN)

3.ENCANTO리조트 (CEBU/MACTAN)3.ENCANTO리조트 (CEBU/MACTAN)



  1. 글로벌 국제학교 (TARLAC)1. 글로벌 국제학교 (TARLAC)

                                 2인                     3인                        4인
     4주                 580 만원           840 만원             1,080 만원 
     6주                 870 만원        1,260 만원              1,620 만원

포함사항

비포함사항

항공료, 여행자보험, 개인용돈

비용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비자연장비, SSP발급비, 청소/세탁비,
식비, 전기/수도세 교재비, 주 1회 외부 액티비티, 공항 픽업, 

보호자:마사지/스킨케어:쿠폰4장(4주기준: 마사지2 회, 
       드랍비용

       스킨케어 2회)

과정

특징

필리핀 교육부 인가, 정규 사립형 국제 학교에서 진행
사범대 교사자격 취득한 선생님 위주로 구성된 우수한 교사진
2만평 부지의 학교 내에 수영장, 축구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복싱, 농구 등 시설 완비
무료 셔틀 운영 : 앙헬레스, SM몰, Marquee몰, 뉴 클락 등 

대상(연령제한)

만3세~14세까지

국제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영어 집중
학교

소개

영어유치원집중과정(미취학자녀)
ESL과정(초등)
캠브리지  KET,PET과정(초/중등)

       <아카데미과정>

평일 :수영, 농구, 복싱, 골프, 축구, 배드민턴, 댄싱
주말: Aqua Planet(워터파크), Ocean Adventure
  *별도선택: 골프라운딩, 마닐라/수빅/바기오 1박2일 투어 

     <엑티비티 활동>

2. T-SHINE캠퍼스 (CEBU/MACTAN)2. T-SHINE캠퍼스 (CEBU/MACTAN)

                                2인                           3인                         4인
    4주               592 만원                  846 만원                1,080 만원
    6주               888 만원               1,269 만원                1,620 만원

포함사항

비포함사항

항공료, 여행자보험, 개인용돈, 주간 엑티비티(선택사항)

비용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비자연장비, SSP발급비, 청소/세탁비,
식비, 전기/수도세,교재비, 공항 픽업

평일: 일일학습(수영, 구연동화, 쿠킹, 아트, 댄스)

주말(별도 선택): 호핑투어, 오슬롭투어, 스쿠버다이빙, 골프

      <엑티비티 활동>

                체험학습(박물관, 오션파크, 마젤란 등) 현지사정에 따라 진행

ESL과정(초등)
주니어 토플(초/중등)

      <아카데미과정>

특징

바다 뷰 유명 관광지로써 해변근처에 위치한 호텔
호텔서비스와 부대시설 이용하며 편리한 연수생활 가능
호텔 마사지샵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
무료셔틀운영 : 막탄 한인상가, 인접 쇼핑몰
세부 최대 쇼핑몰(SM Seaside) 20분 거리(제3교이용)

대상(연령제한)

만5세~16세까지

소개

4성급 호텔 시설에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갖춘 영어 및
체험학습에 특화된 과정

과정

SMEAG “3색 초이스” 가족캠프(2023년)SMEAG “3색 초이스” 가족캠프(2023년)

과정

ESL과정(초등)
캠브리지 KET, PET과정(초/중등)

     <아카데미과정>

특징
해양 스포츠(다이빙, 아일랜드 호핑 등)의 최고의 입지
골프장 인접/30분거리)
세부 막탄 최고의 상권(Jpark리조트 앞)에 위치하여 도보 이동

대상(연령제한)

만5세~12세까지

필리핀 바다해변에서 진행하는 “힐링” 캠퍼스로 가족
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영어교육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과정

3. ENCANTO리조트 (CEBU/MACTAN)3. ENCANTO리조트 (CEBU/MACTAN)

평일: 일일학습(수영, 구연동화, 쿠킹, 아트, 댄스) 

주말(별도 선택): 호핑투어, 오슬롭투어, 스쿠버다이빙, 보홀, 골프

       <엑티비티 활동>

                체험학습(박물관, 오션파크, 마젤란 등) 현지사정에 따라 진행

포함사항

비포함사항

항공료, 여행자보험, 개인용돈, 주간 엑티비티(선택사항)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비자연장비, SSP발급비, 청소/세탁비,
식비, 전기/수도세,교재비, 공항 픽업

비용
                                2인                           3인                         4인
4주                   600 만원                  860 만원                1,100 만원
6주                   900 만원               1,290 만원               1,650 만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