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GUIO TALK 신입생 OT 자료

TALK 어학원은 스파르타 영어 기숙학원입니다.
TALK 어학원과 함께 한다면 영어라는 인생의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출발선을 이미 지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TALK 어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1. 출국 전 체크리스트

출국 전 반드시 체크사항!

여권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여권의 유효기한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후 도착하시면 30일 이후의 비자는 학원에서 자동으로 연장해 드립니다.

항공권

필리핀은 왕복항공권을 발권하셔야 입국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권한 항공권의 영문스펠링과 시간과 목적지를 한번 더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보험

해외보험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가입을 하고 오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국제카드

해외ATM기계에서 인출 가능한 카드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일반 은행에서
VISA, MASTER가 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SSP사진

4주이상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은 증명사진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장)
제출해야 할 증명사진은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5cm X 5cm)
사진관에서 미국비자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5cm X 5cm 로 인화해 줍니다.

환전

한국에서 미국달러를 환전해 오시면 한국원화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8주 연수 시 500 달러이상, 12주 연수 시 800달러이상 준비해 오시면 현지납부비용과
첫달 용돈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달러는 $50, $100 등으로 환전해 오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2. 출국절차

3. 입국신고서 작성

필리핀에 입국하기전에 비행기 안에서 입국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안내 입니다.

1.

LAST NAME(성) : 여권에 나와있는 자신의 성을 영문으로 기입

2.

FIRST NAME(이름) : 여권에 나와있는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입

3.

MIDDLE NAME(중간이름) : 한국사람은 중간이름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

4.

CONTACT NUMBER AND/OR E-MAIL ADDRESS :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중 하나만 기입

5.

PASSPORT / TRAVEL DOCUMENT NUMBER : 자신의 여권의 오른쪽상단에 있는 여권번호 기입

6.

COUNTRY OF FIRST DEPARTURE : 한국에서 출발시 KOREA 기입

7.

COUNTRY OF RESIDENCE :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기입(대부분 KOREA)

8.

OCCUPATION(직업) : 학생(STUDENT), 직장인(OFFICER), 자영업자(BUSINESS MAN)

9.

FLIGHT / VOYAGE NUMBER(항공편명) : 자신이 탑승하고 온 항공편명 기입 ex) pr469, oz703등등

10. PURPOSE OF TRAVEL : PLEASURE/VACATION(여가활동/휴가) 체크
11. SIGNATURE OF PASSENGER : 여권에 있는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

4. 입국심사
공항 내 에서
공항 도착 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1.비행기 안, 혹은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안에서 받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여권검사를 위해 입국 심사 대(immigration)로 이동합니다. (“Visitor”심사대 쪽으로 줄을 섭니다)
3.여권, 입국신고서 등을 심사대의 출입국관리관에게 제시하며, 질문을 할 경우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에 불안해 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건네는 평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is your purpose here in the Philippines?
Where are you going?

Answer : tour 로 답하시거나 travel로 답하시면 됩니다.

Answer : I will go to Baguio City

4.입국 심사가 끝나면 타고 온 비행기 편 명이 표시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로 가서 짐을 찾고 세관심사대로
이동합니다.
5.세관원들이 화물표(짐표)와 화물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므로 수화물 확인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6.최종적으로 출구에 있는 심사관에게 세관신고서 혹은 게이트 패스를 제출합니다.
7.다음으로 도착 층 로비로 이동하게 됩니다. 환전이 필요한 경우 로비에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공항 픽업서비스
바기오 어학원들의 픽업서비스는 바기오 학원연합회 BESA에서 공동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BESA 픽업팀은 각 터미널의 지정된 장소에서 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픽업위치는 약도 확인 요망).
BESA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입고 피켓을 들고 있으며, 학생의 기본 인적 사항이 적힌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담당자를 만나시면, 리스트상의 본인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IMPORTANT NOTE : BESA 픽업담당자에게 여권을 보여주시면, 스탬프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항공기 연착, 입국심사, 수화물수령 등으로 지연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픽업 완료 시까지 대기 부탁
드립니다.
픽업담당자를 찾지 못하시거나, 문제발생 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전화 거는 법
만약 필리핀 페소를 가지고 있다면, 공항 내 Information이나 가까운 가게에서 USIM카드와 충전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충전카드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충전을 마치고 나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USIM카드와 충전카드를 구입할 수 없다면, 페소(필리핀 화폐) 가 없는 경우 가까운 환전소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공항 내 보안직원에게 정중히 도움을 요청하세요.
로밍을 해오신분들은 국가번호 63(필리핀국가번호) 를 누르시고 아래 안내되어 있는 각 터미널 담당자 연락처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시) +63 995-531-6367 (핸드폰번호 앞자리 0은 제외하고 누릅니다)
(전화이용은 한국 휴대폰을 정지하고 오시지 마시고 픽업일 다음 날로 예약정지를 해놓고 오시면 픽업일까지
비상연락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1. TERMINAL 1(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 등 국내항공사)

사진에 보이는 IMG4 노란색 간판 DUTY FREE 앞이 픽업포인트 입니다.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을 제외한 모든 비행기는 터미널1에 도착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등

5-2. TERMINAL 2(필리핀항공)

사진에 보이는 IMG3 빨간색 간판 Jollibee 앞이 픽업포인트 입니다.
필리핀항공만은 터미널2에 도착합니다.

5-3. TERMINAL 3(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 등)

사진에 보이는 IMG3 빨간색 간판 Burgerking 앞이 픽업포인트 입니다.
세부퍼시픽, 에어아시아 항공은 터미널3에 도착합니다.

6. 도착 후 일정 및 납부비용 안내
도착 후 첫날 스케줄

Time

Content

7:00-8:00

아침식사

8:00-12:00

휴식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레벨테스트

16:00-17:30

오리엔테이션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SM몰 환전 및 생필품 구입

Payment 납부금

-

SSP (Special Study Permit) : 6,300 pesos

-

Book fee 교재비 ESL : 1,000 pesos (Per 4 weeks 4주 기준), TOEIC/IELTS : 2,000 pesos (Per 4 weeks 4주 기준),

-

Utility fee 공과금 : 2,000 pesos (per 4 weeks 4주 기준)

-

ACR ID Card (stay over 59 days 59일 이상 체류 시) : 3,300 pesos

-

Deposit(기숙사 보증금) : 3,000 pesos

Visa extension fee 비자 연장비용

1month extension 한 달 연장

2month extensions 두 달 연장

1 1차연장 (29days)

3,340 pesos

1st 1차연장 (38days)

3,340 pesos

2

2차연장 (30days)

4,610 pesos

2 2차연장 (60days)

5,910 pesos

3 3차연장 (30days)

2,640 pesos

4th 4차연장 (30days)

2,640 pesos

3rd 3차연장 (60days)

3,940 pesos

5th 5차연장 (30days)

2,640 pesos

st

nd
rd

nd

*If you have 59-day VISA, you don’t need to pay for your 1st Visa extension fee.
59일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1차 비자연장비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7. 준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