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yala Campus
Unit 5/6, Level 10, FLB Bldg., Archbishop Reyes St.,
Cebu City, Cebu, Philippines 6000

+63 32-225-7900

Banilad Campus
Paseo Saturnino Street, Banilad, Ma. Luisa,
Cebu City, Cebu, Philippines 6000

+63 32-384-1202

Korea Office
2F Seoul B/D, 7, Gangnam-daero 61-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82 2-537-9633
2F 700, Jungang-daero,
Busanjin-gu, Busan, Republic of Korea

+82 70-7090-1462

Website

www.ims7.com

E-mail

imsmkt@ims7.com

Facebook

IMS Academy Cebu

Youtube
KakaoTalk
Skype

IMS Academy
ims3
imsmkt@ims7.com

LINE

imsims3

Wechat

imsims3

Weibo

imsims3

Viber

639458210191

Zalo

639458210191

QQ

2704024548@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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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

왜 필리핀,세부인가?
· 필리핀은 2000년 초반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만 집중되던 어학연수 시장의 대체지역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며, 아시아에서 영어를 가장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 학교 및 모든 관공서의 업무, 공문서 등에 영어를 사용합니다.
· 영어수업에 있어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선생님과 학생과의 1:1 수업’이 가능합니다.
·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저렴한 경비로 학습과 여가활동 영위가 가능합니다.
· 오랜 식민지 역사를 거치며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잘 어우러져 색다른 문화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 아름다운 해변,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정글, 아직도 불을 뿜어내는 활화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세부(Cebu)는 필리핀 최고의 휴양지로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 교육, 은퇴 후 정착지로 첫손을 꼽고 있습니다.
· 세부시와 인근 도시에 크고 작은 사립학교, 국제학교들이 밀집하여 조기유학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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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IMS
IMS(International Mac School)는 세부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시티형 캠퍼스인 아얄라 캠퍼스와 세부 최고의 부촌에
위치하여 안전한 치안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형 캠퍼스인 바닐라드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얄라 캠퍼스는 자유롭고 유연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피킹에 특화된 ESL 수업과 비즈니스 영어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바닐라드 캠퍼스는 프리미엄/인텐시브 ESL과 IELTS, TOEIC, EAP 등 관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정을 전문으로 하는 캠퍼스입니다.

IMS는 이 두 개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정통 어학연수, 조기 및 정규유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pathway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IMS는 단지 필리핀 세부라는 좁은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부를 비롯하여 미국령 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캐나다 벤쿠버, 미국 펜실베니아 등 IMS는 이미 글로벌 어학기관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IMS는 성공적인 영어학습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늘 한결같은 연수생 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학교명

인허가

IMS

- NTR No. 201607220132 (필리핀 교육부)
- AAFS NO. JHM-18-TVET-366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이민국 승인 외국인 학생 등록허가 교육기관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외국인 학생 등록 인정 (Approval to Accept Foreign Students) 및
SSP (Special Study Permit, 어학연수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교육기관입니다.

필리핀 교육부 TESDA 인증 교육기관
필리핀 교육부 산하 기술교육 및 기능 개발국 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ils
Development Authority) 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입니다.

Cebu City 비지니스 운영 및 허가 교육기관
필리핀 정부 세부 시청 (Cebu City) 으로부터 비지니스 운영 및 허가를 득한
교육기관입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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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트릿 스케이프 쇼핑몰
(피트니스센터)

6.바닐라드 스포츠클럽

1. IMS 바닐라드 캠퍼스
2. BTC 쇼핑몰

3. 워터파크
IMS 아얄라 캠퍼스와
IMS 바닐라드 캠퍼스
차로 약 10분거리

4. 종합병원

9. IT파크

7. 아얄라 캠퍼스
8. 아얄라몰
10. 대학병원
11. SM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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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닐라드 캠퍼스

2. BTC 쇼핑몰

3. 워터파크

7. 아얄라 캠퍼스

8. 아얄라 몰

9. IT 파크

IMS in Cebu City
01. 바닐라드 캠퍼스
- 시티 및 아얄라 캠퍼스

07. 아얄라 캠퍼스
10분

02. BTC 쇼핑몰
- 바닐라드 캠퍼스

10분

15분

20분

1분

06. 바닐라드 스포츠 클럽
- 바닐라드 캠퍼스

1분

- 아얄라 캠퍼스

5분

10. 대학병원

05. 스트릿 스케이프 쇼핑몰
- 바닐라드 캠퍼스

- 아얄라 캠퍼스

09. IT파크

04. 종합병원
- 바닐라드 캠퍼스

10분

08. 아얄라 몰

03. 워터파크
- 바닐라드 캠퍼스

- 바닐라드 캠퍼스

5분

- 아얄라 캠퍼스

5분

11. SM몰
- 아얄라 캠퍼스

10분

12. 막탄 - 세부 공항
- 바닐라드 캠퍼스

25분

12. 막탄-세부 공항

4. 종합병원

5. 스트릿 스케이프 쇼핑몰 (피트니스 센터)

6. 바닐라드 스포츠클럽

10. 대학병원

11. SM 몰

12. 막탄-세부 공항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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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IMS 인가?
1. EPT (English Proficiency Test) 시스템 기반의
세분화 된 레벨과 효과적인 학습관리
- 레벨테스트를 통한 정확한 영어실력 진단 및 학습계획 수립
- 정기적인 평가 및 상담을 통한 학습플랜 제시
- 목표, 기간에 맞는 맞춤식 커리큘럼 및 교재 제공

2. 본인에게 맞는 캠퍼스 선택
연수 목적, 공부성향, 연수기간,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캠퍼스 선택
- Ayala Campus :
다양한 국적비율을 자랑하는 자율형 캠퍼스,
스피킹을 극대화한 수업 진행
- Banilad Campus :
관리가 필요한 중장기 프로그램 및 IELTS / TOEIC 등
공인영어의 빠른 고득점 획득에 적합한 세미스파르타형 캠퍼스

3. 최고의 위치조건
- Ayala Campus :
세부 시내의 중심에 위치한 세련되고 깔끔한 스타일의 캠퍼스
- Banilad Campus :
세부 최고의 부촌에 위치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보유

4. 수준높은 강사진
- 엄격한 인재 Pool 시스템에 의한 6가지 채용 기준
- 필리핀 명문대학교 출신의 경험 많은 강사 보유
- 정기적인 트레이닝 및 다면 평가로 수준높은 강사 수준의 유지
- 영역별 전담 강사제도에 의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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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를 선택해야하는 8가지이유
5. 다양한 국적 비율
-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캠퍼스
- 영어 연수를 통해 외국인 친구와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 : 35%, 일본 : 10%, 대만 : 15%, 중국 : 15% 베트남 : 15%, 기타 : 10%

6. 다양한 학생 지원 서비스		
- 국가별 매니저 및 스텝 배정
- 정기 멘토링, 카운셀링 서비스
-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
- 주 2회 청소 서비스 / 주 3회 세탁 서비스				

7. 철저한 안전 및 건강관리
- CCTV 설치 / 24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가드 운영
- 1일 3식, 한식 기반으로하며 국제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단 제공
- 응급 상황 발생 대비, 생활 매니저 기숙사 상주			

8. 해외 명문대 진학 PATHWAY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미국 명문대 앤드류스 대학교 MOU 체결
- 캐나다 스프랏쇼 컬리지 연계 어학원
- 캐나다 GBC 인턴십 업체 MOU 체결
- IMS 학생 특별 입학 및 장학혜택 제공
- Pathway를 통해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폴 등 해외대학 진학 가능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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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레벨 평가
IMS 레벨 시스템은 EPT(English Proficiency Test) 결과를 기준으로
총 12단계로 분류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국제 언어 표준
레벨인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레벨 시스템에 의해 평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 평가는 월간 진단 테스트 뿐만 아니라 각 담당강사
들의 평가 및 과제물 이행, 출석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LEVEL System
IMS LEVEL

LEVEL

IMS TEST SCORE

Advances

12

96~100

Pre-Advanced

TOEIC

IELTS

TOEFL [IBT]

931~990

7.5

102~109

TEPS
884~918

11

85~95

824~883

10

76~88

911~930

7.0

94~101

744~823

9

65~75

861~910

6.5

79~93

642~743

8

60~64

790~860

6.0

60~78

598~641

7

51~59

701~780

5.5

46~59

544~597

6

43~50

601~700

5.0

35~45

468~543

5

33~42

501~600

4.5

32~34

420~485

4

28~32

401~500

4.0

27~31

370~419

3

21~27

2

14~20

1~400

0.0~3.5

0~26

281~369

1

1~13

Upper-Intermediate

Intermediate

Pre-Intermediate

Elementary

Beginner

IMS 스페셜 클래스
- Media English : CNN 뉴스 청취, TED 강연, 영화, 음악 등을 통해 다양한 표현법을 익히게 됩니다.
- Intensive Grammar 특강 : 기초적인 문법 구조부터 취약한 문법영역까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특별 강의 입니다.
- Daily English :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법을 배우며, 특히 영어권 연계연수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전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 Various Writing : 다양한 주제 및 방법을 통해 라이팅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Debate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논쟁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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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아카데믹 팀
IMS 아카데믹팀은 양질의 개인별 맞춤식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황언어 교수법을 기반으로 우수한 아카데믹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 능력 뿐만 아니라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영역별 전담강사 시스템 운영으로 수업연구, 교재개발, 정기 강사평가 및
시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우수한 인재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haris

Ryan

University of San Jose
Master’s Degree Media Education

Cebu Technological University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Technology (Architectural Drafting)

Teaching Experience : 8year
Position : Academic Manager
IELTS, TOEIC, ESL

Teaching Experience : 12 years
Position : Head Teacher
IELTS, ESL, Business

Rael

Lourdes

University of Cebu
Bachelor or Secondary Education
LET Passed

Cebu Technological University
Bachelor or Elementary Education
LET Passed

Teaching Experience : 7year
Position : Head Teacher
IELTS, ESL, Business

Teaching Experience : 4year
Position : ESL Instructor

IMS 강사 채용 / 관리 시스템

서류심사

>

자격시험실시

>

초기면접

>

시범강의평가

>

최종면접

>

채용

>

오리엔테이션
및
트레이닝

>

정기강사평가
및
트레이닝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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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얄라 캠퍼스 소개
세부 시티 최대의 쇼핑몰인 아얄라몰과 맞닿은 FLB 빌딩 10층에 위치한 아얄라 캠퍼스는 세련되고 깔끔한
카페식 인테리어를 채용하고 있는 시티형 캠퍼스 입니다.
아얄라 캠퍼스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스케줄 속에서 스피킹을 극대화한 영어교수법을 기반으로 하여 실전영어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캠퍼스 입니다.
아얄라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보다 실전에 가까운 학습환경인 오픈형 스페이스에서 본인의 영어학습 목표에 따른
맞춤형 영어학습이 가능합니다.

IMS 만의 특별한 스피킹 강화 훈련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자연스러운 토론과 질문을 통해 창의적인 해답을 발견하도록 하며,
강사가 학생이 배운 내용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질문을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토론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은 실전과 같은 상황을 수업시간을 통해 언어로서의 영어를 빠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제공 과정
- Premium ESL Course
- Power Speaking Course
- Business English 1 & 2 Course
- Junior ESL 1 & 2 Course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
-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풍성한 영어 표현을 익히기 위해 스피킹 위주의 수업을 원하는 학생
- 영어학습과 관광 및 여가를 균형있게 즐기고자 하는 학생
- 영미권 국가로 연계연수를 앞두고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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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시설 안내
학습시설
- 1 : 1 공간 40개, 소그룹 강의실 6개, 대그룹 강의실 3개, 자율학습 공간

숙박형태
- 바닐라드 캠퍼스 통학
- 캠퍼스 주변 외부 숙소(호텔, 콘도)

편의시설
- 카페테리아, 휴게실, 미팅룸
- 식사 : 1일 1식 제공 (점심) / 외부 숙소를 사용하는 통학 학생 점심 별도
- 제공 서비스 : 개인 락커, 책장, 무료 인터넷

캠퍼스 주변 환경
아얄라 캠퍼스는 세부 시티 중심가에 위치해있습니다.
쇼핑몰, 은행, 레스토랑, 약국 등과 같은 편의 시설과 호텔, 콘도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영어학습과 함께 관광, 여가 등을 균형있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아얄라 몰							
세부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레스토랑부터 녹지가 있는 휴식공간까지 있어,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 입니다. 세부를 방문하는 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쇼핑몰 내에는 패션, 마트, 서점,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IT 파크
세부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IT파크는 우리나라의 ‘ 가로수 길 ’과 비슷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쇼핑센터, 고급 레스토랑, 카페 등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맛집으로
손꼽히는 가게들이 많아 아얄라 몰과 더불어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주말 저녁에는 야시장이 열려 필리핀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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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얄라 캠퍼스 코스 소개

프로그램

코스

최소수강 레벨

Premium ESL

ESL

Power Speaking
Business English 1

Business

Business English 2
Junior ESL 1

Junior

Junior ESL 2

모든레벨

TOEIC 400

모든레벨

수업구성

총 수업수

1:1

그룹

4

4

8타임

3

1

4타임

4

4

8타임

3

1

4타임

4

4

8타임

3

1

4타임

수업시간

1타임
45분 수업
10분 휴식

연수기간

입학대상

15세 이상
1주이상

7 ~ 14세

* Banilad Campus 에서 기숙하며 Power Speaking, Business English 2, Junior 2 수강시 오전 / 오후 수업으로 배정되며, 학원의 통학 차량시간을 따르도록 합니다.
* 탄력적 수업 추가 가능 ( 1 : 1 추가시 $150 / 그룹 -> 1 : 1 변경시 $100 ) / 4 주 기준

Timetable
Time

Premium
ESL

Power
Speaking

Business 1

Business 2

Junior 1

Junior 2

1st class

08:30-09:15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2nd class

09:25-10:10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3rd class

10:20-11:05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4th class

11:15-12:00

One on One

Group class

One on One

Group class

One on One

Group class

12:00-13:00

Lunch

5th class

13:00-13:45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Native Speaker)

6th class

13:55-14:40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Group class

7th class

14:50-15:35

Self-Study

Self-Study

Group class
(Speech)

8th class

15:45-16:30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Group class

9th class

16:40-17:25

Group class

Group class

* 본 시간표는 샘플 구성이며, 수업시간표는 개인스케줄에 따라 변경됩니다. / *Ayala Campus 에서 공부하는 Banilad Campus 학생의 경우 등·하원 차량 스케줄 준수 (미준수시 개별이동)
* Group class (Native Speaker)는 입학테스트 레벨 3이상 수업하며, 이하는 현지 필리핀 강사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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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 Business / Junior

▶ Premium ESL / Power Speaking Course
- 초급에서 고급레벨까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며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등 언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는 과정
- 일상 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구문과 표현을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반복 학습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사와 학생의 자연스러운 질문과 토론을 통해 스피킹 극대화
- Native Speaker 와 최대 3교시 그룹수업 가능 (Premium ESL - 레벨 3이상)
- 정규수업 8타임 (Premium ESL) / 4타임 (Power Speaking) 으로 구성
- 매월 1회 진단평가를 통한 성적관리
(Premium ESL 수강시 필수 / Power Speaking 수강시 희망자에 한함)
Premium ESL and Power Speaking Class Contents
* Morning
One on One

CNN, BBC, Ted Talk, Pop song, Sitcom
Speaking, Grammar, Writing, Reading, Vocabulary

Group

Listening, Debate, Pronunciation, Expression (Native Speaker)

* Night

Daily English / Intensive Grammar / Various writing
* Morning, Night Class Contents는 선택사항 입니다. (바닐라드 기숙사 이용시)

▶ Business English 1 & 2 Course
- IMS Lv.3 수준 이상의 실력 보유자 수강 가능
- 생활회화보다는 좀 더 업무적인 Business 회화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정
- 사업상 바이어를 상대하거나 외국출장, 회의참석을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Business 용어와
Idiom 을 학습
- 대기업 취업인터뷰, 다국적기업 취업인터뷰를 준비중인 분
- 국내기업 주재 외국인 직원과의 업무협의, 업무보고/지시, 회의주재능력의 향상을 필요로 하는 분
- 정규수업 8타임 (Business English 1) / 4타임 (Business English 2) 으로 구성
- 매월 1회 진단평가를 통한 성적관리
(Business 1 수강시 필수 / Business 2 수강시 희망자에 한함)
Business English Class Contents
* Morning
One on One

CNN, BBC, Ted Talk, Pop song, Sitcom
Speaking, Grammar, Writing, Vocabulary

Group

Listening, Presentation, Reading, Expression

* Night

Daily English / Intensive Grammar / Various writing
* Morning, Night Class Contents는 선택사항 입니다. (바닐라드 기숙사 이용시)

▶ Junior ESL 1 & 2 Course
- 가족연수시 주니어만을 위한 단독 프로그램 (부모님의 수업 참여는 선택사항)
- 외부 숙소(호텔 및 콘도)만 이용 가능 - 별도비용
- 주니어 : 부모 동반 수강시 만 7세 이상
부모 미동반 수강시 만 10세 이상 수강 가능
(수강학생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규수업 8타임(Junior ESL 1) / 4타임(Junior ESL 2) 으로 구성
- 매월 1회 진단평가를 통한 성적관리
(Junior ESL 1 수강시 필수 / Junior ESL 2 수강시 희망자에 한함)
Junior ESL Class Contents
One on One
Group

Speaking, Grammar, Writing, Reading, Vocabulary
Listening, Vocabulary, Speech, Expression Group class (Native Speaker)
* 모든 강의 시간표는 개인 스케줄에 따라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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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드 캠퍼스 소개
바닐라드 캠퍼스는 세부에서 가장 부촌이며 안전한 지역 중 하나인 Maria Luisa Villag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주변에 쇼핑몰을 비롯하여,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마사지, 레스토랑 등 편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한국인 매니저와 아카데믹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아카데믹한 관리가 필요한
장기 ESL 과정, 공인영어 점수 과정, 해외대학 진학 과정 등에 적합한 캠퍼스 입니다.

제공 과정
- Premium ESL Course
- Intensive ESL Course
- Pre-IELTS Course
- IELTS Course (Academic / General)
- IELTS Guarantee Course
- Pre-TOEIC Course
- TOEIC Course
- TOEIC Guarantee Course
- 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Course
- Family Program (Junior Course / Parents Course)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 해외대학진학을 목표로 공인영어 점수 획득과 성공적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 풍부한 학습량과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빠른 영어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
- 이민을 준비하는 분
- 공인영어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

IMS 목표달성 동기부여 프로젝트
- 자기 주도 학습의 지름길! 본인 의사에 따른 신청 및 목표 달성!
- IMS에서는 적극적인 IMS학생을 응원합니다!!
* 메일에세이를 매일 아침 담당 선생님께 확인 및 첨삭지도
* 정해진 개수마다 쿠폰 증정 - 커피, 마사지, 수영장 등 IMS기념품 및 선물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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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시설 안내
- 학습시설 : 강의실 (1 : 1, 그룹), 도서관, 키즈 룸, 자율학습 공간
- IELTS, TOEIC 전문 연구실
- 숙박형태 : 기숙사 (1인실 27개, 2인실 27개, 3인실 12개, 4인실 8개)
- 편의시설 : 식당, 라운지, 자습실, 다목적 룸, 미니마트 등
- 식사 : 1일 3식 제공
- 제공 서비스 : 공항 픽업, 의료 지원 서비스, 무료 인터넷,
주 2회 청소 및 주 3회 세탁

IELTS 전문 도서관
- 최신 IELTS 전문자료 및 도서관 운영
-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 비치

IELTS Team
- 전원 IELTS 공인성적을 보유한 강사
- 매주 전문 트레이닝을 통해 최신 경향 분석 및 강의 준비
- 주기적인 강사 시험 및 다면 평가

캠퍼스 주변 환경
바닐라드 캠퍼스가 위치한 마리아 루이사 지역은 세부에서 가장 부촌으로서
한국의 청담동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부촌인 만큼 안전한 치안과 여러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외국인 거주자,
현지의 상류층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 입니다.
바닐라드 캠퍼스의 학생들은 굳이 대형쇼핑몰까지 나가지 않고도 레스토랑,
쇼핑몰, 마트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자연스럽게 현지거주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집니다.

- Street Scape Mall
바닐라드 캠퍼스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스트릿 스케이프 몰은 여러나라의
전문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마사지숍,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세부 최고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바닐라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바닐라드 스포츠 클럽
바닐라드 캠퍼스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바닐라드 스포츠 클럽은
이탈리아인이 운영하는 클럽하우스로 수영장, 테니스 장은 물론 레스토랑과
펍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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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드 캠퍼스 코스 소개

프로
그램

수업구성

코스

최소수강
레벨

모닝

1:1

그룹

셀프

나이트

Premium ESL

모든레벨

1선택

4

4

선택

2선택

11타임

Intensive ESL

모든레벨

1선택

6

3

-

2필수

12타임

Pre-IELTS

모든레벨

1선택

4

4

필수

2필수

12타임

IELTS

1선택

4

4

필수

2필수

12타임

IELTS Guarantee

IELTS 4.0
TOEFL 430

1선택

4

4

필수

2필수

12타임

Pre-TOEIC

모든레벨

1선택

4

4

필수

2필수

12타임

1선택

4

4

필수

2필수

12타임

1선택

4

4

필수

2필수

12타임

12주이상

1선택

6

2

필수

2선택

12타임

8주이상

-

4

4

-

-

8타임

-

3

1

-

-

4타임

ESL

IELTS

TOEIC

TOEIC

TOEIC 400

TOEIC Guarantee
EAP

EAP Program

IELTS 5.5

Junior

Family

모든레벨

Parents ESL

수업
시간

총 수업수

연수
기간

입학
대상

1주이상

1타임
45분 수업
10분 휴식

12주이상

15세이상

1주이상

1주이상

7~14세
20세이상

* 각 코스 모닝클래스 : 선택 * Intensive ESL 및 시험준비반 나이트클래스 : 필수

Timetable
Premium
ESL

Time

Intensive
ESL

Pre-IELTS
Pre-TOEIC
IELTS
TOEIC
IELTS Guarantee TOEIC Guarantee

06:30-08:30

EAP
Program

Junior

Parents

Breakfast

07:00-07:45

Morning Class (월~금)

07:45-08:30

Vocabulary Test (월~목)

1st class

08:30-09:15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2nd class

09:25-10:10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3rd class

10:20-11:05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4th class

11:15-12:00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One on One

Group class

12:00-13:00

Lunch

5th class

13:00-13:45

Group class

One on One

Group class

Group class

One on One

Group class

6th class

13:55-14:40

Self-Study

One on One

Group class

Group class

One on One

Group class

7th class

14:50-15:35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Native Speaker)

Self-Study
(Writing)

Self-Study
(Reading)

Self-Study
(Vocabulary)

Group class
(Native Speaker)

8th class

15:45-16:30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Group class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Speech)

9th class

16:40-17:25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Native Speaker)

Group class

Group class

Group class

TOEIC
Exercise and Review

Self-Study
(Homework)

18:00-18:50

Dinner

Night class 19:00-20:50

Night class

IELTS
Exercise and Review

* 본 시간표는 샘플 구성이며, 수업시간표는 개인스케줄에 따라 시간이 변경됩니다. / * 아침 단어시험은 필수이며, 각 코스별 정해진 점수 패스 여부에 따라 수업 후 매일 / 주중 외출 / 외박이 허용됩니다.
* Group class (Native Speaker)는 입학테스트 레벨 3이상 수업하며, 이하는 현지 필리핀 강사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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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 IELTS
1. 전원 IELTS 공인성적을 보유한 강사에 의한 수업을 실시하며 최신경향의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한 강의 실시
2. IELTS 전문도서관 최신 자료 및 교재로 언제든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 습득
3. 다년간의 노하우와 운영시스템으로 원하는 목표 점수 단기간 획득 가능
4. 모닝 클래스 1타임 + 정규수업 9타임 + 나이트 클래스 2타임으로 구성
(총 12시간)
5. 매주 1회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대비, 단기간 고득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 편성 및 성적관리
6. 필수 셀프스터디 라이팅클래스 - 아이엘츠 전문 강사의 첨삭지도
(시험 평가 기준 및 맞춤지도)

▶ Pre-IELTS Course
- 현재 공인 영어 점수가 없거나 IELTS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IELTS 과정을 처음 입문할때 추천 코스

▶ IELTS (Academic / General) Course
- IELTS 시험점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Academic / General Course 운영

▶ IELTS Guarantee Course
- 입학 점수에 따른 목표 점수를 설정, 반드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수강해야 함
- IMS의 IELTS 보장반 학생들의 경우, 보장기간 이후 99% 이상이 원하는
목표점수 획득
* 공인시험 무료응시 기회 제공 (3개월 과정 기준 1회)

IELTS 보장반
목표점수

IELTS 5.0

IELTS 5.5

IELTS 6.0

IELTS 6.5

IELTS 7.0

입학 기준 점수

IELTS 4.0 / TOEFL 40
TOEIC 430

IELTS 4.5 / TOEFL 45
TOEIC 490

IELTS 5.0 / TOEFL 60
TOEIC 680

IELTS 6.0 / TOEFL 80
TOEIC 800

IELTS 6.5
TOEFL 90

혜택

12 weeks : 1 Official IELTS Test, 24 weeks : 2 Official IELTS Tests, 36 weeks : 3 Official IELTS Tests

출석률 95%이상 / 모의고사 100% 참석 / 학습, 생활 경고 2회 미만 / 모의고사 점수 2회 이상 하락 없을 시,
조건
목표점수 달성시 까지 학비 면제 및 공인시험 4주당 1회 제공 (기숙사 및 기타 체류비용 제외)

코스시작일

필리핀 세부에서 실시되는 공식 IELTS 시험 10주 전 코스 시작.

Pre-IELTS, IELTS Course Class Contents
Morning
One on One

CNN, BBC, Ted Talk
IELTS Speaking, IELTS Grammar, IELTS Writing, IELTS Vocabulary

Group

Pre-IELTS : Listening, Debate, Pronunciation, Expression (Native Speaker)
IELTS : IELTS Reading, IELTS Listening

Night

IELTS Exercise and Review
* Night Class Contents의 경우 의무사항 입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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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TOEIC
1. 전원 TOEIC 공인성적을 보유한 강사에 의한 수업을 실시하며 최신경향의 시험
문제 분석을 통한 강의 실시
2. TOEIC 연구실 최신 자료 및 전문강사 상주로 언제든 원하는 정보 습득 가능
3. 다년간의 노하우와 운영시스템으로 원하는 목표 점수 단기간 획득 가능
4. 모닝 클래스 1타임 + 정규수업 9타임 + 나이트 클래스 2타임으로 구성
(총 12 시간)
5. 매주 1회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대비, 단기간 고득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 편성 및 성적관리

▶ Pre-TOEIC Course
- 현재 공인 영어 점수가 없거나 TOEIC 점수가 400 미만인 경우, TOEIC 과정을
처음 입문할때 추천 코스
- Pre-TOEIC 스피킹, 라이팅 강의와 더불어 기본어 실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편성

▶ TOEIC Course
- TOEIC 시험점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TOEIC Guarantee Course
- 입학 점수에 따른 목표 점수를 설정, 반드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수강해야 함
- IMS의 TOEIC 보장반 학생들의 경우, 보장기간 이후 99% 이상이 원하는
목표점수를 획득
* 공인시험 무료응시 기회 제공 (3개월 과정 기준 1회)

토익보장반
목표 점수

TOEIC 600

TOEIC 700

TOEIC 800

TOEIC 900

입학 기준 점수

TOEIC 400

TOEIC 500

TOEIC 650

TOEIC 800

혜택

12 weeks : 1 Official TOEIC Test, 24 weeks : 2 Official IELTS Tests, 36 weeks : 3 Official IELTS Tests
출석률 95%이상 / 모의고사 100% 참석 / 학습, 생활 경고 2회 미만 / 모의고사 점수 2회 이상 하락 없을 시,

조건
목표점수 달성시 까지 학비 면제 및 공인시험 4주당 1회 제공 (기숙사 및 기타 체류비용 제외)
코스시작일

필리핀 세부에서 실시되는 공식 TOEIC 시험 10주 전 코스 시작.

Pre-TOEIC, TOEIC Course Class Contents
Morning
One on One

CNN, BBC, Ted Talk
TOEIC Speaking, TOEIC Listening, TOEIC Reading 5 and 6, TOEIC Reading 7

Group

Pre-TOEIC : Listening, Debate, Pronunciation, Expression (Native Speaker)
TOEIC : TOEIC Grammar, TOEIC Vocabulary, TOEIC Pronunciation, TOEIC Clinic

Night

TOEIC Exercise and Review
* Night Class Contents의 경우 의무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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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 Family

▶ Premium ESL / Intensive ESL
- 각 과목에 걸쳐 1:1 수업이 가능하며 실력이 부족한 부분은 집중 트레이닝함으로써 단기간에
어학실력 및 자신감 향상
- 각각의 그룹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제로 단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함
- 모닝클래스 1타임 + 정규수업 9타임 (Intensive : 일대일 6교시) + 나이트클래스 2타임으로
구성 (총 12시간)
- 매월 1회 진단평가를 통한 성적관리
Premium ESL and Intensive ESL Class Contents
* Morning
One on One

CNN, BBC, Ted Talk, Pop song, Sitcom
Speaking, Grammar, Writing, Reading, Vocabulary

Group

Listening, Debate, Pronunciation, Expression(Native Speaker)

* Night

Daily English / Intensive Grammar / Various writing
Premium ESL * Morning, Night Class Contents의 경우 선택사항 입니다.
Intensive ESL * Night Class Contents의 경우 의무사항 입니다.

■ Family Program
- 주니어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연수 프로그램으로 주니어와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수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프로그램 (부모님의 수업 참여는 의무사항)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자녀과 부모님 동반 외출 가능
- 바닐라드 기숙사이용 (외부숙소 이용 불가)

▶ Junior Course
- 주니어 1일 8시간 정규 수업 실시 1 : 1 (4), 그룹 (4)

One on One
Group

Speaking, Grammar, Writing, Reading/Vocabulary
Listening, Vocabulary, Speech, Expression(Native Speeker)

▶ Parents Course
- 부모님 1일 4시간 정규수업실시 1 : 1 (3), 그룹 (1)
- 기초 / 기본 생활영어 회화 중심 프로그램 구성

One on One
Group

Speaking, Grammar/Writing, Reading/Vocabulary
Listening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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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 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 해외대학 진학 준비과정
- 입학조건 : IELTS 5.5 이상
- 모닝 클래스 1타임 + 일대일 6타임 + 그룹 2타임 + 필수 셀프스터디 + 나이트 클래스 2타임 = 1일 12타임 구성
- 포함사항 : 수업료, 해외대학컨설팅, 진학/진로 상담
- 영미권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현지 학교수업에 잘 적응 하기 위한 필수 학업 스킬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 영어몰입 환경에서 실제 대학 수업시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자기주도형 학습태도를 배양하는 과정
- 에세이/레포트 작성법, 발표, 토론 수업 등을 미리 배우고 익혀 해외대학 진학 후 적응할 수 있는 선행학습
- 프로그램 기간동안 진로, 적성검사를 바탕으로 전문 카운셀러의 지속적인 상담과 학업 가이드를 통해 성공적인 유학을 대비하는 프로그램
- IMS 연계대학 및 전세계 진학 가능한 학교들에 대한 진학 정보 제공

IMS를 통한 해외대학 진학 프로세스

IELTS

ESL

영어권 대학 입학시
필요한 공인점수 준비과정

영어기초~고급수준

EAP
해외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습 스킬 습득
(IELTS 5.5 이상 입학조건)

해외대학
진학

EAP Course Class Contents
Morning
One on One

CNN, BBC, Ted Talk
Academic Reading, Presentation, Academic Speaking, Research Skill, Academic Vocabulary,
Advanced Grammar

Group

Advanced Writing, TED Talk (Native Speaker)

Night

Self-Study (Homework)
* 모든 강의 시간표는 개인 스케줄에 따라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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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명예의 전당

Jessica(IMS 수학기간 13개월)
IMS 스피치 콘테스트가 발표하는 연습이 되었고, 자습하는 습관이 가장 도움되는거 같다. 북미사회는 자유로운 분위기라 공부하는 습관과 의지가 엄청 강하지 않으면 힘들다
.
하지만 IMS에서 매니저 선생님께서 시킨 자습과 수업이 혼자공부하는 습관을 잘 길러준거같아서 너무 좋다!(IMS 짱)
그리고, 매니저 선생님들의 옳바른 지도와 케어가 필리핀에서 부모님과 떨어 져있는 우리를 덜 외롭고 목표를 이룰수있게 잘 도와주셨다
.
단어외우기 시켰던것!' essay 의 수준이 많이 달라진다. 막상 북미 사회는 단어를 외워라 강요하지않고 자연스럽게 배우는것을 추천하지만
나는 단어를 많이 외워 리딩을 더 쉽고 빠르게하고 에세이에 어휘 수준을 높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MS에서 공부할땐 힘들고 놀고싶겠지만 대학을 와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인거같다. 그러니 열심히 하시길!!! 화이팅!!!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 가장중요하니 선생님들이 자습시키는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
다들 토론토 대학으로 오세용!'ㅋㅋㅋㅋㅋㅋ

Jo(IMS 수학기간 13개월)

Won(IMS 수학기간 13개월)

멘탈 관리 잘 하세요~ 한번씩 homesickness 왔을때 놓친 부분이 많은데

EAP수업이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PPT 발표, TED, Repor
t Writing등

지금 생각 해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아쉽습니다~

실제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공부였고, 꼭 후배들에게강추 합니다
.

그때마다 매니저쌤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한 시간이 그래도 도움이 되었어요
.

저도 처음에는 EAP 수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고, 대학 오퍼 받고 놀고은
싶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요
.

생각이 더 컸지만, 대학을 와보니 그 수업이 없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

힘들고 지칠때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잡고
,

(실제로 한국에서 바로 입학 한 친구들은 주입식 공부에 길들여져 있어

목표를 갖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지금 올 "A"로 엄지척!! 하고 있습니다~IMS 후배들~ 파이팅!!!!

실제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그만 두는 아이들이 진짜로 많아요~ )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시간 해야 할 것은 "공부"입니다. 달리세요~~~

Tim(IMS 수학기간 9개월)
첫째, 저는 제가 꼭 가고 싶은 학교를 처음부터 염두하고 공부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목표없이 그냥 끌려다니듯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진로를 생각하고 그 방향을 따라 가다 보니 짧은 기간에 결과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IMS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형을 보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 했는데,
결국 제게 좋은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 하자면, 친구를 사귈때는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세요.)
셋째, 한가지 건전한 취미를 갖은것이 제 컨트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때만
스스로 상을 주기위해 다이빙을 즐겼더니 다른 친구들처럼 슬럼프는 없었습니다~
모두 목표를 세우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건전한 취미를 갖고 공부하세요! 바로 앞에 성공이 보입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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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선배의 생생후기
안녕하세요. IELTS 12주 수업을 마
친 학생입니다. 어학 연수는 처음이라서 무섭고
떨렸지만 며칠 뒤 즐거운 어학 연수가 될 것이라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숙소에 들어갔을 때
깔끔한 기숙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IMS에
는 청소서비스와 세탁서비스가 있어 공부에 집
중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매니저님들에게 언제든
지 물어볼 수 있었으며, 매니저님들은 항상 친절
하게 대답해주었습니다.
저는 IELTS 5.0점으로 캐나다의 대학 진학을 위
해서 IELTS 6.0 점수가 필요 하여 IELTS 6.0 보
장반을 등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점수 취득이
가능할 지 걱정을 하였지만 IMS의 IELTS 맞춤
형의 타이트한 스케줄을 확인 한 뒤에 열심히 스
케줄대로 따라가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Suzy

각 했습니다. IELTS 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셨
고 영어 발음도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영국 발음

IELTS 8주 바닐라드

으로 진행되는 IELTS 리스닝이 많이 어려웠지

IMS에서의 연수기간은 나에게 너무나 값지
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주었다. IMS에서 2개월

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피킹도 처음에는 표현력이 부족하였지만 표
현력이 늘었고 발음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TOEIC 8주 바닐라드

아이엘츠 코스로 연수기간을 하였고, 이번이 첫
해외여행 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을

며 저의 영어 실력 많이 향상되었으며 열심히 가

많이 만들었고, 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처

르쳐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

음이라 많이 낯설기도하였지만 있는 내내 너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잘 지낼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IMS학원에 오기전까지는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다. 도착해서 몇
일 동안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

Lucy

- Tim -

Tim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고
설레었습니다.
바닐라드 숙소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고 문을
열었을 때 방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빨래는 주 3회 신청 가능하며, 세탁 후 개어서
주는 것이 매우 편했습니다.

IELTS 보장반12주 바닐라드

지만 IMS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수업은 TOEIC 전담 선생님들의 체계적인 수업

만날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매니저님들이 많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서 지내면서 만나게 된 많

처음에는 영어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

수업 시간 동안 영어만 사용하다 보니 자신감 있

쉬울 따름이다.

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선생님들의 말

이 연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다.

씀대로 공부를 하였더니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하

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TOEIC 전담 선생님

지도 못해서 아이엘츠 성적이 2.0 밖에 되지 않

들께 감사합니다.

았는데 몇일 동안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주
고 도와줘서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4.5까지 금

또한 세부에는 호핑투어, 오슬롭 같은 여행을 가

방 성적이 올라갔다.

기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뿌듯하고 다음 학기에 와서 6.5을 목표

평일에는 공부하며 토요일에는 엑티비티를 다

로 공부해볼 예정이다.			

녀온 덕분에 제 피부는 까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매니저님들 그 동안 감사합니다.

- Su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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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y -

IMS 선배의 생생후기
저는 바닐라드 캠퍼스 숙소를 사용했고 아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다시 온 가족 연수.

얄라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난여름 아이 셋을 데리고 걱정 반으로 왔을

저의 수업 일정은 하루에 1:1 4시간 그룹 수업

때와는 달리 이번 연수는 설렘 반으로 시작했었

4시간, 총 8시간을 수업을 받았고 그룹 1시간은

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필리

네이티브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핀 선생님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수

저는 처음에 1:1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때 필리핀 연수의 장점인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몰랐기 때문에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특
히 낯을 많이 가렸던 우리 6살 막내가 요번연수

아얄라 캠퍼스의 수업 환경은 1:1 수업을 칸이

때 이번에는 일대일 수업 시간을 늘리면서 말을

나누어진 룸 형식의 공간이 아닌 탁 트인 공간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더불

서 자유롭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어 나 또한 수업을 들으며 영어대한 흥미가 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시금 생겼다.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부

또한 여기에 있으면서 영어연수도 좋았지만 또

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

한가지 좋았던 점은 아이들과 나에게 집중할 수

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다. 여기에 있

습니다.

는 동안 빨래, 청소, 식사 등 집안일을 신경 쓸 일

수업의 어려움을 느낄 때면 선생님과 매니저님

이 없으니 나도 공부도 하고 아이들과 보드 게임

들께 말씀 드리면 최대한 도움을 주셔서 선생님

등을 함께하며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과 매니저님들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저녁엔 근처 짐에서 헬스, 요가를 하며 운동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 편히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주말엔 개
인적으로 수영장 투어, 근처 좋은 리조트 데이트

4주 만에 전보다 쉽게 입을 열고, 귀가 트인 느

립, 호핑 등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낌을 받았고 제가 그 동안 잘못 발음하고 있던

있어서 참 좋은 추억 또한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것들도 선생님이 지적해주고 제대로 발음할 수

공부와 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길게 있어

4주 동안 필리핀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IMS에서 지내

매니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는 동안 우리가족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신

			

Gracella
Premium ESL

- Gracella -

직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Jane

			

Intensive ESL 4주 바닐라드

IMS어학원은 세분화된 코스를 통하

- Ella -

Ella
Family Program 12주 바닐라드

여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째날 레벨테스트를 통하여 ESL 과정의
LEVEL 1에서 수업을 받아 기초부터 차근차근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하고 재미있게 수업
을 진행하셔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일대일 형식의 수업으로 단기간에 큰 결과를 얻
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 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휴
식공간과 맛있는 식사까지 제공되어 IMS어학원
에서의 한 달은 저에게 너무나도 보람차고 뜻 깊
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J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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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안내
아일랜드 호핑
천혜의 자연환경과 깨끗한 에메랄드 빛 바다를 보유한 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액티비티 중 하나 입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열대어와
산호초를 관찰하며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 후에는 주변의 섬에서 푸짐한 열대과일과 BBQ 음식들을 즐길 수 있으며, 제트스키, 바나나보트와
같은 수상레저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슬롭 고래상어 투어
세부 도심 혹은 막탄 지역에서 차로 약 1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한 오슬롭에서 진행됩니다.
푸른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며, 거대한 고래상어를 바로 옆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의 대표적인 액티비티 중 하나 입니다.

오슬롭 성당 관광
오슬롭 해변가에 위치한 역사깊은 성당으로, 스페인 식민지 시절 지어졌기 때문에 스페인 건물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의 내/외부 모습 때문에
세부 관광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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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100% 즐기기!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세부에서 어학연수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을 쌓아 보세요.

산페드로 요새
1565년 지어진 산페드로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요새 입니다. 스페인 통치 말기 때에는 세부 독립운동의 거점,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미군의 병영,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포로 수용소로 쓰이면서 필리핀의 험난한 역사를 대변해 주는 건축물 입니다.

마젤란의 십자가
1521년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는 도중 필리핀에 상륙해 처음으로 만든 십자가로 기적을 부른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여 마시면 소원을
이루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전해지는 탓에 나무를 조금씩 떼가는 사람이 많아서, 현재는 십자가의 손상을 막기 위해 단단한 나무로 만든 커버를 씌워 놓았습니다.

파파키츠
파파키츠는 세부에서 차로 약 한시간 거리에 위치한 호수 놀이 공원 입니다. 이 곳에서 낚시, 짚라인, 말타기, 암벽등반 체험, 정글 브릿지, 수상스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면서 세부와 그리 멀지 않아, 세부 어학연수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놀이공원 입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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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학생관리 시스템
공항 픽업 서비스
- 처음 필리핀에 도착하는 신입생을 위해 공항 픽업 서비스를 유료 제공

식사 서비스
-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해당메뉴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

세탁 / 청소 서비스
- 주 2회 지정된 날짜에 무료 청소 및 주 3회 세탁 서비스 제공

시설 관리 서비스
-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 및 문제는 오피스에 비치된
‘Request Slip’을 통해 본원 담당직원이 1일내 해결

의료 서비스
- 학교 간호사 상주

우편 서비스
- 편지 및 소포를 오피스 직원 통해 발송 / 수취 가능 (소정의 수수료 발생)

인터넷 서비스
- 무료 인터넷 (Free Wi-Fi) 서비스 제공

철저한 학생 관리 - 학습상담 서비스
- 아카데미 매니저 또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의한
학생의 영어능력 상태와 취약점 / 강점에 관한 진단과 조언 실시 상담 후
강사 또는 과목 변경 등 대안을 제시함

장학제도
- 매월 우수학생 또는 공인시험 일정 점수 목표 도달 시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상장과 상품 지원

봉사활동
- 매월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 지원 (희망학생 10명 이상시 진행)

안전 관리 서비스
- 24시간 담당 가드 캠퍼스 순찰 및 외부인 캠퍼스 출입 통제,
CCTV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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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등록/환불/면책 규정
IMS규정서
IMS는 다국적 문화와 다수의 사람이 함께 학습하는 공간임으로 다수를 위한 학습분위기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규정을 준수한다.

등록기간

보증금

비자

SSP

ID카드

ACR-I Card

교재

Total

Up to 4 weeks

3,000

0

6,500

150

0

3,000

12,650

6 weeks

3,000

3,530

6,500

150

0

3,000

16,180

8 weeks

3,000

3,530

6,500

150

0

3,000

16,180

10 weeks

3,000

8,330

6,500

150

3,000

3,000

23,980

12 weeks

3,000

8,330

6,500

150

3,000

3,000

23,980

16 weeks

3,000

11,360

6,500

150

3,000

3,000

27,010

20 weeks

3,000

14,390

6,500

150

3,000

3,000

30,040

24 weeks

3,000

17,420

6,500

150

3,000

3,000

33,070

여권을 학원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의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화폐단위 필리핀 페소 PHP / * 에어컨 비용은 15Peso/Kw

1. 학습관련 규정

교재비는 평균금액이며, 각 레벨별 상이

6개월 이상 연수를 진행 한 경우
ECC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출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000페소의 발급비용이 추가됩니다.

1-1. 수업시간
(1) 한 프로그램은 4주를 기본으로 하며 정규수업(월~금) 45분 수업, 10분 휴식과 특별수업(월-금) 으로

(1) 현지비용, 여권, 2X2사진 2장은 당일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이루어집니다.

(2) 해외를 한 번 나갔다 필리핀으로 다시 입국하시면 비자는 초기화되므로 1차 비자 연장부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수업 일수가 조정될 수 있음)

다시 시작하시면 되며, 개인 학습등록일에 따라 다시 일괄납부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 수업시간 중 선생님과 외출이 허락되지 않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 해야 합니다.

(3) 비자연장을 개인이 진행 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등록 개월수에 따라 스스로 연장을 해야 하며,

(3) 학생이 수업에 10분 이상 지각 시, 결석으로 처리되며 이후 수업진행의 여부는 선생님이 결정합니다.

그에 따른 어떠한 문제도 학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선생님이 수업에 10분 이상 지각하거나 결근할 경우, 보충수업으로 대체됩니다. (환불 불가)

(4) 여권을 제출 하지 않아 비자연장신청이 누락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2~3분정도 만 기다리시고, 오피스에 알려주시면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손해는 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수강을 중지할 경우, 보강 수업은 불가합니다.

(5) 비자트립(visa trip)을 가는 경우에 여행 한달 전까지 관련 서류(비행기 티켓, 여행계획서 등)를

(6) 자연재해로 인한 수업공백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7) 공휴일, 필리핀 국경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8) Morning class 는 아침 7시~7시45분이며 선택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3. 야간통금

(Family Program 수강학생 제외)

(1) 주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통금 체크가 실시됩니다.

(9) Night class는 저녁 7시~8시 50분입니다.(intensive ESL, IELST, TOEIC, EAP 코스는 필수, 이외는 선택.
(Family Program 수강학생 제외)
(10) 주니어학생의 수업장소는 1층입니다. (성인 수업 장소 5층)

요일

Weekdays(월~목)

Friday

Saturday

Sunday

통행시간

17:30~23:00

17:30~00:00MN

05:00~00:00MN

05:00~23:00

(2) 통금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Penalty를 이행해야 합니다. (Penalty 규정 참조)

1-2. 수업변경

(3) 통금시간이후에는 본인 룸과 셀프스터디룸만 개방되며, 타 공용공간은 사용이 제한 됩니다.

(1) 수업과 선생님은 2주 단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통행시간외에는 정문은 잠급니다.

(2) 한번 배정된 선생님과의 수업은 최소 2주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수업 및 선생님 변경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아카데믹 오피스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4. 통행시간(Curfew)

수업 변경 가능여부 확인 후,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변경 가능합니다.

(1) 주중(월~목) 외출은 오전5:00분에서 오전7:30까지, 오후 17:30분에서 23시 까지 이며,
이 외의 시간은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복귀 시 가드가 가방검사, 주류 반입 검사)

1-3. 레벨테스트 및 월간테스트

(2) 주말(금,토)외출은 오전5:00분에서 24시까지입니다.(휴일 전날 포함)

(1) 입학 후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생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배정받게 됩니다.

(3)외박은 토요일만 가능하며 주말외박을 희망 할 경우 외박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등록하신 코스에 따라 과목과 수업 시수가 결정됩니다.

만 19세 이상만 가능. (만 19세 미만은 외박 불가 입니다.)

(3) 학생들은 학원에 도착 후 매 4주마다 Progress Test를 보게 되며, 수료증에 레벨이 표기 됩니다.

(외박으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도 학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IELTS 및 TOEIC 코스는 매주 MOCK Test를 실시합니다.

(4) 외출복귀는 통금 종료 시간 전까지입니다. (외출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도 학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IMS 어학원은 학생들에게 테스트 이후, 해당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만 19세 미만 외출복귀시간은 22시 입니다. (주중, 주말, 휴일 포함)

시험 결과 및 문제에 대한 질문 이 있으면, 헤드티쳐와 상담 후, 해당과목 선생님과 시험문제에 대하여 리뷰를

(6) 여행 등의 이유로 통행시간 이외에 출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어드민 오피스의 허락을 구한 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6) 교재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 해당 과목 선생님과 동행하여, 아카데믹 오피스에서 상담 후 사무실에서

(7) Family Program은 2층 기숙사를 사용하며, 부모님과 아이들 동반 외출/외박에 제한은 없습니다.

변경 및 구매 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구매/변경 후 책에 필기를 하거나, 일주일이 지나면 교환/환불 불가)

(수업 출석일수에 따른 수료증 발급기준은 동일합니다.)

2-5. 결석신청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결석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1-4. 수료증

오전/오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고, 일주일에 2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과정(모든 프로그램)을 90%(출석률)이상 마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수업시작 30분전까지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1) Excuse slip을 작성하여 수업을 결석할 경우에는 Excuse slip을 Manager에게 수령하여 작성.

몸이 많이 불편한 경우, 주변 사람을 통해 오피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업 결석 전에 제출한 Excuse slip에 한해 유효합니다.
(2) 수료증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수료증 재발급은 현지에서 재발급 후 한국으로 배송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이에 따르는 국제배송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6. 출석률
일주간 출석률이 70% 미만 시, 토요일 외출/외박이 금지됩니다.

1-5. 단어시험

2-7. 영어사용 (E.O.P: English Only Policy)

학생들은 지정 된 레벨의 단어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1)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반드시 영어만을 사용 해야 합니다.

수업이 있는 월~목요일, 아침 7시 45분 ~ 8시 15분까지 입장하며, 8시 30분까지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참인원에 대해 당일 외출이 금지됩니다.

2-8. ID Card 착용
(1) 모든 학생들은 주말, 주중 외출 / 외박 시 ID Card를 반드시 Guard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지정된 단어장으로 하루에 10개문제씩 단어시험을 보고, 코스별 기준 점수 이상 받지 못할 시에,

(2) 현지비용(SSP, 비자연장비용, 교재비)납부, 관리비(전기, 수도요금)납부 또는 보증금 환급시 본인의

토요일 외출/외박이 금지됩니다. (Family Program 수강학생 제외)

아이디 카드를 매니저에게 확인 후 납부합니다.
(3) ID Card 초기 발급 비용은 150페소, 분실시 재발급비용은 200페소가 부과 됩니다.

OT로 인한 시험

최소 점수

주말 외출/박 허용을 위해 받을

공휴일로 인한

최소 총점

미참석시 점수

(당일 외출)

최소 데일리 점수

시험 불가시 점수

(1주, 4일)

10

10

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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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세탁

Pre IELTS

10

10

4

4

4

16

(1) 일주일 3회 (남성 월, 수, 금 여성 화, 목, 토) 실시하며, 6층 세탁실로 가져오면 됩니다.

IELTS

10

10

7

7

7

26

세탁물을 위탁하기 전에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주십시오.

Pre TOEIC

10

10

4

4

4

16

(2) 고가의 의류 및 속옷은 현지 사정상 간혹 훼손 및 분실될 수 있으므로 개인 손세탁을 추천합니다.

TOEIC

10

10

7

7

7

26

(3) 세탁 시 훼손 우려가 있는(가디건, 모자, 수영복, 신발, 인형, 개인이불 등) 물품의 세탁 의뢰 시, 훼손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수

ESL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빨래를 제출 시에는 데스크에 비치된 Laundry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세탁 서비스를 하는

1-6. 진단고사
진단고사는 시험을 보는 주 마다 게시판에 공지되며, 학생이 지정된 일자에 테스트(MOCK, PROGRESS)에
불참 시 다음주 월~금 외출이 제한됩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휴일도 외출금지에 포함됩니다.)

필리핀 직원과 빨래를 제출 전 개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시면, 분실 시 증거 불충분으로 분실물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5) 공휴일은 세탁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10. 교재구입

1-7. 시험 중 금지사항
시험 중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모든 대화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0점 처리됩니다.(당일 외출금지).

(1) 교재구입은 1층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주중 9am~5pm)
(2) 교재를 구매할 시, 반드시 여권 상 이름으로 구입해야 합니다.(중복이름 방지)
(3) 첫 교재 구입은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배정되며 정상수업 첫날 1층 티처와 함께 사무실에서 구매 합니다.
(4) 교재 구입시, 아이디카드를 제시하고 직원에게 구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1-8. 셀프스터디

(5)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린터나 복사기를 이용하실 경우 1층 사무실에서 유료로 가능합니다. (20페소/장)

모든 TOEIC 및 IELTS 코스의 셀프스터디 시간은 일주일 3회 이상 필수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미달 시, 토요일

외출/외박이 금지됩니다.

2-11. 물품관리
(1) 허락 없이 타인의 방 출입 시 도난사건에

2. 생활관련 규정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지정된

패널티를 이행해야

합니다.

(패널티 규정 참조)
(2) 유료 캐비닛 사용은 1층 사무실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비닛 보증금 2,000페소, 사용료 200페소/4주)

2-1. 보증금
보증금은 입학후 현지비용 납부시 3,000페소를 함께 납부 합니다.

2-2. 비자연장
모든 비자연장관련 비용 (SSP, ACR-Icard)는 처음 입학시에 등록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수납으로 진행됩니다.

(3) 중요물품(항공권, 현금, 휴대폰, 노트북 등)은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분실 시 학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원에 비치된 비품을 파손시키거나 훼손 시, 지정된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유리, 책상 등의 파손 등)
(5) 방 열쇠 분실 시, 500페소의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6) 학원 내의 모든 금전 거래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학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학원 내의 모든 가구 및 전자제품은 이동이 불가하며, 이동 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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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등록/환불/면책 규정
(8) 기숙사내에 화기물품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물건은 압수하며,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출국

(식당 및 매점내에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스 시작일

입학금

수업료

연수시작14일전

환불없음

100%

100%

연수시작7일전

환불없음

100%

2주 공제

전

2-12. 청소
(1) 청소는(월~금) 일주일에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얄라로 통학하는 학생의 경우 토요일날 청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숙사비

연수시작7일이내

환불없음

2주 공제

2주 공제

총연수기간에50%이하

환불없음

남은 기간 50%

남은 기간 50%

총연수기간에50%초과

환불없음

환불 없음

환불 없음

후

(3) 하루전까지 본인의 방 번호와 이름을 쓰셔야만 청소를 진행합니다. (1층 사무실에 비치)
(4) 청소 스케줄에 맞추어 직원이 방문을 두드리며, 5분간 방문을 열어주지 못할 시 다음 스케줄로
자동 진행되며 청소를 1회 진행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6. 기타 비용의 환불

(5) 청소 중 학생이 본인의 방밖으로 나가게 되면 청소직원도 같이 방을 나가게 됩니다.

(1) 비자비용 : 진행 되지 않은 비자연장비에 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불 해 드립니다.

이때에도 청소를 1회 한 것으로 간주되며, 직원은 다음 스케쥴로 이동합니다.

(2) SSP : 수업시작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픽업비: 차량 스케줄 하루 전 환불요청 시에만 해당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2-13. 방이동
3-7. 연수연장
2-14. 학생의 신변 확인

(1) 초기 등록 후, 주 단위로 연수연장 가능하며, 수업 시작 2주전까지 신청 및 납부 해야 합니다.

학원은 학생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숙사 방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드의 입회 하에 스텝이

(Manager에 게 상담 후, 등록 유학원에 직접 연장 신청)
(2) 기숙사 가용 여력이 있을 시에만 연장 가능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3) 연장등록 시, 초기 등록한 유학원 외에 다른 유학원을 통해 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15. 아얄라 캠퍼스 이동 셔틀 버스
바닐라드 캠퍼스에서 기숙을 하고 아얄라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 오전 07시 50분 정해진 시간에

3-8. 캠퍼스 변경

출발하며, 정시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1) 캠퍼스 변경(바닐라드↔아얄라)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오전 7시 50분, 오전 10시 50분 정해진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2) 캠퍼스 변경은 희망 캠퍼스의 수용 여력이 가능할 시에만 가능합니다.
캠퍼스 변경시 발생되는 비용은 학생 개인 부담입니다. (SSP 비용 및 연수비 차액 발생)

2-16. 소등, 잠금 및 통행금지
(1) 건물 내 전면 소등(각 방 제외)및 잠금이 23:00에 이며, 이후에는 본인의 방, 셀프스터디룸을

(3) 각 캠퍼스별 변경은 본인 프로그램 시작 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캠퍼스 변경을 희망할 경우,
1주일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외하고는 건물 내,외부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3-9. 시설이용안내
(1) 식사시간 : 06시 30분 ~ 08시 30분 (주말 08 시 ~ 09 시) / 12시~13시 / 17시 30분 ~ 19시

2-17. 보험연장
(1) 본국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한 여행관련 보험들의 경우 학생 스스로 확인하고 연장하도록 합니다.
미연장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강의실 : 08시30분~21시 (모닝클래스 07:00~07:45)
(3) 자습실 : 24시간 개방
(4) 흡연구역 : 밤 23시~ 아침07시까지 이후, 5분 이상 사용금지. 큰 소리로 대화 금지

2-18.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1) 공공요금 (일일 수도요금 20페소, 전기요금30페소)은 4주당 1,400페소 입니다. (매월 5일 에어컨 요금과
함께 고지서를 발부하며,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초과 시 주당 100페소의 패널티가 부과 됩니다.)

4. 상벌제도

(2) 방에 에어컨을 1대씩 제공, 금액은 월간 정산하며 15페소/1kw로 계산되며 기숙사 내 인원 수로 나눠 정확히
계산 됩니다.
(3) 룸 별로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본인이 사용한 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에어컨 콘센트 커버를 이동하거나 임의로 훼손시킬 시, 10,000페소의 벌금이 청구됩니다.

2-19. 보증금 정산

4-1. 금지규정
(1) IMS 어학원은 일체형(학원+기숙사) 학원이며, 24시간 동안 아래의 Penalty를 적용합니다.
A. 경고 : 프로그램별(4주단위)로 누적됩니다.
B. 제적 : 학원 규정을 더 이상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적심사위원회(각 국가 매니저) 논의 결과에 따라 강제퇴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1) 졸업 전에는 1층 사무실에서 보증금 정산이 있습니다.

(2) 본 학원의 학생이 학원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항을

(2) 졸업자는 졸업 주 금요일(조기 졸업자는 졸업당일 날) 차감 금액 (패널티, 에어컨사용요금 등)을 제외한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IMS 어학원에 수강 중인 모든 학생은 아래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였음에 학원은 이를 이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2-20. 음식 배달

(4) 경고 3회 누적시 제적 심사 논의에 따라 제적 됩니다.

(1) 음식 배달은 주중, 주말 9시까지 주문이 허용됩니다. (10시까지 취식 완료)
(2) 배달된 음식물은

6층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으며, 기숙사 방, 강의실 등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2. Penalty 규정

(3) 식당의 주방용품(수저 및 컵)은 개별적으로 빌려 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1. 기숙사 입/퇴실 및 추가 스테이
(1) 기숙사 입실은 매주 일요일 오후, 퇴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정해진 수강기간 외, 기숙사 추가 사용 시 하루 1,000페소(당일 식사 포함)를 지불해야 합니다.

2-22. 우편물 수령
Address : Paseo Saturnino St, Banilad, Ma. Luisa Cebu City, Cebu, Philippines 6000
(Tel : 63-32-384- 1202)
학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학원에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학원으로 배송된 물건을 수령해오며
500페소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2-23. 병원 이용
몸이 아프면 클리닉에서 간호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약은 개인이 구매하셔야 하며,
개인이 약을 요청하시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병원 이동차량은 응급환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학원차량은 이용할 수 없으며
택시나 그랩, 우버 등을 사용 하시면 됩니다.

사유

PENALTY

학원의 규율을 흐트릴 우려가 있어 매니저의 판단 하에 경고가 필요한 경우

경고 1 회

캠퍼스내 주류반입, 음주적발 및 방에서 빈병, 병뚜껑 발견시

경고 1 회

기숙사내 가구 및 전자제품을 허가없이 이동한 경우

경고 1 회

기숙사내 화기물품 사용시

경고 1 회

식당 시설(취사도구) 개인적으로 이용 시, 10 시 이후 식당 이용시.

경고 1 회

통금시간 어기는 경우

경고 1 회

무단 외출 (외출시간 외의 시간, 외출 금지기간의 외출)

경고 1 회

무단 외박 (통금시간을 넘기는 경우 또는 외박신청서 미작성시, 외박 금지기간시 외박)

경고 1 회

도박 (베팅을 하지 않아도 도박으로 적용) 화투 또는 트럼프 발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경고 1 회

방내 흡연 및 취사

경고 1 회

24 시간 타 학생 방 출입금지 위반 (동성) / 창문 밖으로 나갈시 타방출입 의사 간주

경고 1 회

한 프로그램 기준(4 주) 70% 이하 출석률

경고 1 회

배달음식 9 시이후 주문 시, 10 시 이후 취식 시, 지정된 공간 이외의 취식 시.

경고 1 회

통행금지시간 이후 이동 (본인의 방, 셀프스터디룸외의 타 장소 불가)

경고 1 회

가드의 지시 불이행 (가드는 학생의 기본 규정을 준수합니다.)

경고 1 회
1 차 경고

캠퍼스내 스킨쉽 (외부는 불문)

/ 2 차 제적

24 시간 타 학생방 출입금지 위반(이성) - 해당 층에 가는것 포함

제적

캠퍼스내 학원 주변에서 폭력 행사 및 주동 또는 학원 영업방해 행위 시

3. 연수비용 및 등록규정
3-1. 연수비용 책정 권한
학원은 환율, 세금, 물가 등의 변동, 기타 정부의 조치 등에 따라 연수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시퇴원

카지노 방문

제적

Teacher 와 이성교제

제적
해당 차액 납부 혹은 기간만큼

유학원 할인에 대한 정보 유포시 (가격 , 프로모션 등)

재적

차액납부 거부 시

제적

3-2. 연수비 납부

* 새 규정의 개정(추가)시 게시판 공지 1 주일 후 효력이 발생 됩니다.

연수 연장 시, 최소 2주전 연수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납과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경고는 한 프로그램(4 주)당 초기화 됩니다.

3-3. 입학금 환불
납부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4. 연수 연기

4-3. Penalty의 삭감 (다음의 경우 연수기간당 1회에 한하여 패널티의 삭감이 가능)
(1)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작성 시 (A4용지 12포인트 1장) 1회 경고 삭감
(2) 졸업식 행사 스피치 (3분 이상) 소감 발표시 경고 2회 삭감

(1) 연수 연기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2) 수강시작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1개월(한 프로그램) 이상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주 미만은 신청불가 / 개인요청 휴가(여행)로 적용 수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연기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남은 수업기간은 자동 소멸됩니다.

3-5. 연수비 환불 규정
(1) 연수비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연수시작은 기숙사 입사를 기준으로 합니다.(입학허가 신청서 상 예약기준)
(2) 환불은 서면 신청 후 30일 후 본인 통장에 입금 됩니다.
(환불 금액 및 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은 등록한 유학원과 대화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의 규정에 동의합니다.

(3) 잔여 연수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년

(4)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연수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수업 또한 없습니다.
(5) 제적으로 인한 퇴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학비 할인이 된 경우는 정상 요금에서 환불 계산이 되며, 차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는 제적의 사유가 됩니다. (제적 시 규정에 따른 환불)

30

IMS

이름 :

월

일
(서명)

출국준비
STEP 1. 여권준비
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 가능합니다.
여권신청은 가까운 구청에서 직접신청 가능하며, 협력 에이전시를 통해서 대행 가능합니다.

STEP 2. 비자
필리핀은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를 수 있으며, 매월 30일씩 연장 가능합니다.

STEP 3. 항공권/보험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며, 여권상의 영문명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보험은 만일의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구입 완료 후 반드시 항공일정을 IMS에 알려주시고, 픽업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출국준비물 체크
필수 준비물

여권, 왕복 항공권, 국제직불카드(Debit Card), 보험증서

학업 용품

전자사전, 필기도구, 연습장, 참고서적, 책가방, 손가방

의류 용품

반팔, 반바지, 긴팔, 긴바지, 모자, 속옷, 양말, 수영용품(수영장 이용시), 신발, 샌들, 슬리퍼, 골프장갑(골프 레슨시)

세면도구 및 기타용품

세면도구, 면도기, 화장품, 수건, 생리대, 휴지, 드라이기, 콘센트 플러그, 선글라스, 선크림, 시계, 디지털 카메라, 안경, 렌즈, 식염수, 상비약

STEP 5. 환전
미국달러 (US$) $100짜리 고액권으로 환전을 하시면,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로 환전시 환율이 좋습니다.
환전은 최소한의 개인용돈 및 현지도착후 납부해야 하는 현지납부비용 정도를 준비해서 가시고, 국제직불카드 (Debit Card)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STEP 6. 출국
국제선의 경우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탑승할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가셔서 탑승수속 → 짐 보내기 → 보안검색 → 출국심사 → 항공기 탑승 출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STEP 7. 도착
필리핀 막탄-세부 국제공항에 도착 후 입국심사 → 짐 찾기 → 세관검사 → 공항 미팅 장소 및 IMS 픽업 피켓 찾기 → 픽업담당자 미팅 후
학교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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