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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산호세대학교 총장 인사말

My warmest greetings to all !
 
  It is my honor to welcome you in  USJ-R  ESL Program. On behalf of the whole 

Josenian family, we take pride of your trust to be with us as you journey in 

developing your English Language competencies.

  We firmly believe that with your cooperation, we will meet your expectations 

most especially in building friendship across cultures in the core of learning.  We 

will continue promoting to INSPIRE students as you bank wonderful memories 

here in the university as well as in our country.

  Once again, welcome and see you around.  Adelante!

 

 
     

Rev. Fr. Cristopher C.Maspara, OA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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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산호세대학교 & 부설 ESL Center

< 산호세대학교 (USJR, University of San Jose Recoletos)

< 산호세대학교 부설 ESL Center

  산호세대학교 (USJ-R, University of San Jose Recoletos)

는 세계적인 Augustinian 수도회에서 1947년 필리핀 세부에 

개교한 7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질 높은 그리스도교 중

심의 교육 정신’ 을 구현하는 가톨릭 대학으로 USJ-R이 속

한 필리핀 지역 Recollect는 Augustinian 수도회의 8번째 지

역입니다.

  세부 지역에 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중등학

교, 7개 단과 대학 52개 전공 학과, 5개 단과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7대 Maspara 신부가 대학 총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 CHED(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PAASCU(The Philippine

    Accrediting Association of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DOT (Department of Tourism)에 인증된 65년 전통의 명문대학

■ CHED가 선정한 최우수 17개 대학교 중 하나이며,

    세부 지역 최우수 대학교로 선정

■ 여러 해에 걸쳐서 필리핀 대학 중 Academic, Community & 

    Co-Curricular Program 부문의 상을 석권

■ PRC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가 선정한 CPA 시험 우수대학

■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수진과 교직원

■ 체계적이고 엄격한 학생관리

■ 잘 갖춰진 학교 연구시설

   자타가 공인하는 필리핀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기관으로 필리핀에서는 최초로 한 건물 내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형 캠퍼스를 설

립하고 1:1수업과 소규모 그룹수업을 병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시행한 곳입니다.

산호세대학교 ESL Center는 필리핀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 이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국가 중의 한 축을 형성하도록 만든 필리핀 최

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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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유럽, 

베트남, 태국학생 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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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경험과 전통

필리핀에 최초로 설립된 후에 5만 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쌓아온 교육 노하우와 

학생들을 위한 각종 관리시스템은 타 어학원이 따라올 수 없는 산호세대학교 ESL Center

만의 자랑입니다.

다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노하우로 학생들에게 최고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

년간 근무한 정규직 강사들을 통해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명문 산호세대학교 대학부설 ESL Center

정식으로 대학부설 인증을 받은 ESL Center로서 국내 대학과 교류하고 있으며 연수 종료 후에

는 ESL Center 수료증과 산호세대학교 수료증을 동시에 발급해드립니다. 

대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함과 동시에 대학교 교수님의 차별화된 수업과 다양한 봉사활동

을 통한 학생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단, 산호세대학교 학기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최고의 강사진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선발된 강사진은 다양한 세미나와 매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최

고의 자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년간 근무하여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노하우는 학

생들의 성공적인 어학연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Native Teacher (필리핀 최다 4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1:8수업을 하루에 2시간씩 진행하여 외국인에게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Native Teacher(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인)수업을 진행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

이며 강사 수는 10~15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국적비율

정원대비 40% 이상의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베트남, 태국, 유럽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있습

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넓은 안목

과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학생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외국학생과 룸메이트도 가능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정규 교육기관

필리핀 세부 최초로 필리핀 이민성으로부터 SSP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필리핀 교육

부 산하 기술교육 및 기능 개발국 TESDA(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를 비롯해 필리핀 관광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정식인증을 받은 정규 교육기관입니다.

< ETS 공인 TOEIC Test Center
ETS로부터 필리핀 최초로 공인 받은 TOEIC Test Center입니다. 매월 공인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모의시험과 TOEIC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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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제도
연수기간 동안 전담 코디네이터(필리핀 강사), 한국 직원을 담당 카운셀러로 배정하여 생활적응

에서부터 학업성취, 공부방법, 개인적인 고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장학제도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월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증서와 함께 전화영어 무료 

수강권, 공인 TOEIC 테스트 응시권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8,000여 평 규모의 건물에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

어 있어 생활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정문은 가드가 통제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센

터 내에 CCTV를 4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체형 6층 건물 내에 모든 시설이 위치해 있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시설을 오갈 수 있도록 학

생들의 이동 동선이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건강관리
Clinic에는 간호사가 항시 상주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주 화

요일에는 산호세대학교 부설 ESL Center 주치의로 계신 의사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시행합니다.

< 엄격한 생활관리를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위해 수업 출결 및 출입제한시간 준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에는 경고와 함께 담당 카운셀러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통금시간은 주중에는 외출금

지이나 주중 공휴일 전날과 당일, 일요일에는 통금시간이 21:00, 금, 토요일에는 24:00(자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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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사관리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사진

강사선발을 위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실

기 테스트 등 총 4차례의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

합니다. 선발된 강사는 4주 간의 트레이닝 기간

과 12주 간의 인턴기간을 마친 뒤 정규직 강사

로 채용됩니다. 산호세대학교 부설 ESL Center 

강사진의 실력은 필리핀 내에서도 단연 독보적

입니다.

< 체계적인 강사관리 시스템

좋은 강사를 선발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의 강

사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강사들을 팀 별로 나

누어 강의 노하우나 개선해야 할 점 등에 관해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유일하게 AIDT(Academic Improvement & 

Development Team)를 운영하여, 세미나를 통해 최신 티칭스킬을 교육시

키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있는 강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실력

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강사들을 위한 복지환경

강사휴게실을 마련하여 휴식과 함께 간단한 미팅도 가능하게 했으며, 정기적으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강사들의 복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수업 퀄리티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최고의 자질을 갖춘 다수의 네이티브 강사 보유 

[연계연수 시 절대적인 필요 요소]

네이티브 강사의 수업은 연계연수를 가는 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

소입니다. 약 15명의 네이티브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캐

나다, 호주 출신의 강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인과 대화 시에 오는 막연한 두려

움을 없앰과 동시에 표현력과 토론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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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레벨 시스템 & 일일시간표

< 레벨시스템

< 일일 시간표

Testing Office에서는 영국인 전문강사(Cambridge ESOL 박사학위)가 레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어학원과 달리 레벨관리를 정확히 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학생들의 레벨을 관리하여 교재선택, 그룹클래스 배정 등을 정확히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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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ON ~ THU

07:00 ~ 08:00 아침 식사

08:00 ~ 08:50 1 교시

09:00 ~ 09:50 2 교시

10:00 ~ 10:50 3 교시

11:00 ~ 11:50 4 교시

11:50 ~ 12:50 점심 식사

12:50 ~ 13:40 5 교시

13:50 ~ 14:40 6 교시

14:50 ~ 15:40 7 교시

15:50 ~ 16:40 8 교시

16:50 ~ 17:40 9 교시

17:40 ~ 18:40 저녁 식사

18:40 ~ 19:30 10 교시

19:30 ~ 20:30 Self-study

20:30 ~ 21:30 Self-study

TIME FRI

07:00 ~ 08:00 아침 식사

08:00 ~ 08:40 1 교시

08:50 ~ 09:30 2 교시

09:40 ~ 10:20 3 교시

10:30 ~ 11:10 4 교시

11:20 ~ 12:00 5 교시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3:40 6 교시

13:50 ~ 14:30 7 교시

14:40 ~ 15:20 8 교시



06 Premier Sparta Course

Premier Sparta Course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대화부터 전문적인 토론, 그리고 간단한 리딩부터 복잡한 스토리 텔링 등을 배워 최대한

으로 영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의 다양한 Activity를 통하여 배운 학습내용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엄격한 영어 수업입니다. 

< Premier Sparta Course의 특징
■ 레벨을 18단계로 세분화하여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 시작부터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입니다.

■ 저녁시간까지 강도 높은 수업을 통해 하루 종일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문법과 모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공부합니다.

■ 매일 대화하며 자주 쓰는 문장과 필수적인 표현에 친숙해 질 수 있습니다.

■ 집중적인 말하기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 상황별로 유용하고 흔하게 쓰이는 어휘와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흔한 문법적인 실수를 알고 고칠 수 있게 합니다.

■ 학생의 발음, 강세, 억양 그리고 단어를 소리내기 위한 입 모양까지 정확하게 교정해 주고 이를 

    통해 영어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명확한 발음을 하게 합니다.

■ Native Teacher와 2개의 1:8 수업을 진행 함으로써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발음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4주마다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부분을 모두 포함한 Progress Test를 진행합니다.

■ 혼자 공부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 매일 영어 일기를 쓰고 Teacher와 함께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공부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과정인가?

-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

-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빨리 향상시키고 싶은 분

-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로만 생활하고 싶은 분

- 영어권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실 예정인 분

개강일

매주 월요일

레벨

All Levels

등록기간

8주 이상

일일수업시간 

10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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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Type
Class
Size

Description

Comprehensive Reading 1:1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인의 실력에 초점을 맞춰 General skills을 공부 합니다.Active Listening 1:1

Creative Writing 1:1

Conversational English 1:1 유창성, 정확성, 발음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 말하기 실력을 집중 향상시킵니다.

Vocabulary & Usage 1:1 단어실력 향상과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General Skills 1:4 여러가지 Activity를 통하여 다양한 General skills을 배울 수 있습니다.

General Skills 1:8
그룹 안에서 그룹원들과 서로 대화 하며 여러 표현을 배우고, Native Teacher에게 영어권 문화를 배울 수 있습
니다.

General Skills 1:8

Dictation & Speaking 1:4 영어로 말하는 자신감을 높이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Speaking skill을 배웁니다.

Special Classes or 
Self-study

Group
Special Classes의 과목인 Screen English, Pops English, TOEIC,  Speech Improvement 중에서 수업을 
선택하거나, Self-study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lf-study Group
수업 중 부족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 review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배울 부분에대해 혼자 공부하는 습
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Self-stud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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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에 대하여 수년 간 분석과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IELTS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접 코스를 설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관한 모든 스킬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IELTS시험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IE
L
T
S
 C

o
u
rse

< IELTS Course의 특징
■ 미리 준비된 50가지 이상의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스킬에 대한 수업과 문법, 단어, 학문적인 고급 영어 스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 매주 출제빈도가 높은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하며, 스피킹 테스트는 Native Teacher가 진행합니다.

■ IELTS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지속적인 실전 훈련을 진행합니다. 

■ 개인별 커리큘럼 제공을 통해 정확한 학습방향을 설정합니다.

■ 필리핀 공인 IELTS 테스트 일정은 매월 1차례 진행됩니다. 

■ 일반반과 보장반으로 나뉘며 이중 보장반은 목표점수를 보장해드립니다. 

■ 일반반은 레벨에 따라 Pre, Basic, Intermediate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 보장반에서는 학생의 목표점수를 파악하여 보장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기간 내에 목표점수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보장조건을 충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점수 미 취득시에는 획득시까지 수업료 및 (공인시험 실시 후 보장점수 미 획득 시) 

    추가 1회 공인시험 응시료를 ESL Center에서 지원합니다.

< Entry Level

PRE - IELTS

Intensive (일반반) Guarantee (보장반)

Basic Intermediate Basic Intermediate

ESL placement Test 1L – 2H + 3L  - 3H 4L Up 3L  - 3H 4L Up

IELTS placement Test 1.0 – 3.0 3.0  –  4.0 Up 4.5 UP 3.0  –  4.0 Up 4.5 UP

Real IELTS Test 1.0 – 3.0 3.0  – 4.0 Up 4.5 UP 3.0  – 4.0 Up 4.5 UP

< 보장점수 별 연수기간

ESL Placement Test IELTS Placement Test Period  of Stay
Overall Band Score 

Requirement

IELTS
Basic

3L Up 3.0 - 4.0 Up

12 weeks 5.5

16 weeks 6

20 weeks 6.5

24 weeks 7

IELTS
Intermediate

4L Up 4.5 - 5.0 Up

12 weeks 6

16 weeks 6.5

20 weeks 7

24 weeks 7.5

누구에게 필요한 과정인가?

- 보다 높은 영어구사 능력과 공인테스트 점수를 

   함께 취득 하시려는분

- 해외 유학, 이민 계획이 있으신 분

- 목표로 삼고 있는 IELTS 점수가 있으신 분

개강일

일반반 : 매주 월요일

보장반 : 별도공지

등록기간

일반반 : 8주이상

보장반 : 12주이상

일일수업시간

10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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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및 자습시간, Mock Test, 과제 100% 참석 및 실시.

■ 보장반 기간 중 공인테스트를 마친 후에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기 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보장반 코스를 마치고 실시한 공인테스트 결과가 그 이전의 시험결과보다 낮을 경우에는 보장혜택을 누릴 수 없음.

■ 보장하는 점수는 over all score임(개별과목이 아님).

■ 수업기간 중 Academy를 제외한 벌점(Admin./Guidance office 등으로 부터의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보장혜택을 중지.

■ 결석가능사유

    -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식) 및 형제자매의 상. 

    - Cebu내 3대 병원(CDUH, UC medical, 청화) 소속 의사에 의한 medical report 제출. 

■ Pre과정 및 일반반의 IELTS 코스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보장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교한 학생과 동일한 과정으로 보장반 

   과정을 시작해야 함. 

■ IELTS 보장반 등록 전 약정서에 서명을 실시해야 하며 약정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보장내용이 시작됨. 

■ 보장반 코스 중 학생의 기숙사 인실은 학교/학생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실 upgrade시 차액 지불/downgrade 시 환불규정을 준용)

< 보장반(Guarantee) 보장조건

I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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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IELTS
Class Type Class Size Description

IELTS SPEAKING 1:1
IELTS 공인 스피킹 테스트 주제에 관한 여러가지 실전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수업입니다. 

IELTS WRITING 1:1
개인 맞춤형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정리된 자료를 해석하고, 해석한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GENERAL ENGLISH 1:1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전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GENERAL ENGLISH 1:1

COOPERATIVE LEARNING 1:8
보다 더 짜임새 있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에세이를 공유함으로
서 다양한 문체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IELTS LISTENING Group 
IELTS 테스트에 기초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듣기 문제 유형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빠르게 답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IELTS READING Group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 내는 스킬 뿐만 아니라 유형을 판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IELTS GRAMMAR & 
VOCABULARY 

Group 
IELTS와 관련된 아카데믹한 주제와 단어를 배웁니다. 학생들은 단어 연습 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단어를 익
히기 위한 Activity를 진행합니다.

STUDY PERIOD Group  

자습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과제물을 준비하고 실력향상을 위해 복습을 합니다.
배정된 선생님이 학생들의 자습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TUDY PERIOD Group

STUDY PERIOD Group

STUDY PERIOD Group

< IELTS Basic / Intermediate (일반반/보장반)

Class Type Class Size Description

SPEAKING 1 1:1 다양한 주제와 IELTS 공인 스피킹 테스트 주제에 관한 여러가지 실전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이 유창하고 정
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수업 입니다.SPEAKING 2 1:1

WRITING TASK 1 1:1 개인 맞춤형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집중화 수업 입니다.정리된 자료를 해석하고 결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수업 입니다.WRITING TASK 2 1:1

VOCABULARY / GRAMMAR 1:8
IELTS와 관련된 아카데믹한 주제와 단어를 배웁니다. 학생들은 단어 연습 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단어를 익
히기 위한 Activity를 진행합니다.

LISTENING Group 
IELTS 테스트에 기초한 수업으로써 학생들은 각기 다른 Listening 문제 유형에 친숙해지고 빠르고 답을 찾
는 방법을 배웁니다.

WRITING TASK 2 Group 짜임새 있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문법과 단어 선정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수업 입니다.

READING Group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스킬 뿐만 아니라 시험유형을 판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STUDY PERIOD Group  

자습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과제물을 준비하고 실력향상을 위해 복습을 합니다.
배정된 선생님이 학생들의 자습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TUDY PERIOD Group

STUDY PERIOD Group

STUDY PERIO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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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스킬을 마스터 합니다.

■ 매주 출제빈도가 높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영어 응용능력을 키웁니다.

■ TOEIC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지속적인 실전 훈련을 진행합니다.

■ 개인별 커리큘럼 제공을 통해 정확한 학습방향을 설정합니다.

■ 일반반과 보장반으로 나뉘며 이중 보장반은 목표점수를 보장해드립니다. 

■ 보장반에서는 학생의 목표점수를 파악하여 보장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기간 내에 목표

    점수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보장 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보장조건을 충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점수 미 취득시에는 획득시까지 수업료 및

    추가 1회 공인시험 응시료를 ESL Center에서 지원합니다.

이 코스는 학생들이 TOEIC 시험 형태에 친숙해지고 목표한 점수를 얻도록 계획하는데 중점을 둔 코스입니다.

새로운 단어, 문장 패턴, 맥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힌트 등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1:1, 1:4, Group 수업을 통해

TOEIC 시험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 연습합니다.

< TOEIC Course의 특징

T
O

E
IC

 C
o
u
rse

< Entry Level

PRE - TOEIC

Intensive (일반반) Guarantee (보장반)

Basic Intermediate Basic Intermediate

ESL placement Test 1L - 2L 2L + - 3M + 3H – Up 2L + - 3M + 3H – Up

TOEIC placement Test 25 - 249 250 - 499 500 - 800 250 - 499 500 - 800

Real TOEIC Test 25 - 249 250 - 499 500 - 800 250 - 499 500 - 800

< 보장점수 별 연수기간
TOEIC

Placement 
Level

CPILS
ESL Level

Period of Stay
(week)

TOEIC Score
Requirement

Period of Stay
(week)

TOEIC Score
Requirement

Period of Stay
(week)

TOEIC Score
Requirement

250 2L+ 12 350 16 375 20 400

300 2M-2H 12 450 16 475 20 500

400 3L-3M 12 550 16 575 20 600

500 3H 12 650 16 675 20 700

600 4L 12 700 16 725 20 750

700 4M 12 800 16 825 20 850

800 4H 12 900 16 925 20 950

누구에게 필요한 과정인가?

- 보다 높은 영어구사 능력과 공인테스트 점수를 

   함께 취득 하시려는분

- 취업을 위해 TOEIC을 준비중인 분

- 목표로 삼고 있는 TOEIC 점수가 있으신 분

개강일

일반반 : 매주 월요일

보장반 : 별도공지

등록기간

일반반 : 8주이상

보장반 : 12주이상

일일수업시간

10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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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Course

■ 수업 및 자습시간, Mock Test, 과제 100% 참석 및 실시.

■ 보장반 기간 중 공인테스트를 마친 후에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기 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보장반 코스를 마치고 실시한 공인테스트 결과가 그 이전의 시험결과보다 낮을 경우에는 보장혜택을 누릴 수 없음.

■ 수업기간 중 Academy를 제외한 벌점(Admin./Guidance office 등으로 부터의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보장혜택을 중지.

■ 결석가능사유

    -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식) 및 형제자매의 상. 

    - Cebu내 3대 병원(CDUH, UC medical, 청화) 소속 의사에 의한 medical report 제출. 

■ Pre과정 및 일반반의 TOEIC 코스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보장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교한 학생과 동일한 과정으로 보장반 

    과정을 시작해야 함. 

■ TOEIC 보장반 등록 전 약정서에 서명을 실시해야 하며 약정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보장내용이 시작됨. 

■ 보장반 코스 중 학생의 기숙사 인실은 학교/학생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실 upgrade시 차액 지불/downgrade 시 환불규정을 준용)

< 보장반(Guarantee) 보장조건

< Pre-TOEIC
Class Type Class Size Description

Personalized Instruction 1:1 체계화된 실전 교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배웁니다.

Vocabulary 1:1 적절한 단어 선택과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에 대해 배우고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Developing Listening 1:1
듣기에 대한 이해와 공인 테스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분석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스킬을 배웁니다.

Grammar 1:4 토익 테스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을 정리하고 익힙니다.

Reading Part 7 1:4
고득점을 위해 집중화된 학습과 효율적인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단락에 대한 빠른 이해 능력을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Listening Parts 1-2 Group 
듣기에 대한 이해와 공인 테스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분석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스킬을 배웁니다.

Listening Parts 3-4 Group 
듣기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 형태를 습득하고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주어진 사진에 따라 답변을 선
택하는 방식을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Reading Part 5-6 Group 
문법 구조를 파악하여 독해를 심도 있게 향상시키는 수업입니다. 문법 오류를 확인하는 연습을 통하여 문
장을 완성하고 문법패턴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Group Listening Group 실생활에 사용되는 영어대화를 듣고 이해하여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Self-study Group

자습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과제물을 준비하고 실력향상을 위해 복습을 합니다.Self-study Group

Self-study Group

< TOEIC Basic / Intermediate (일반반/보장반)

Class Type Class Size Description

Personalized Instruction 1:1 체계화된 실전 교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배웁니다.

Listening Parts 1-2 1:1
Listening 에 대한 이해와 공인 테스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분석과 전략을 수
립할 수 있는 스킬을 배웁니다. 일상적인 질문 형태를 습득하고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주어진 사진
에 따라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을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Reading Part 7 1:1
TOEIC 테스트 고득점을 위해 Reading 실력을 익히고 향상시키는 수업입니다. 집중화된 학습과 효율적인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단락에 대한 빠른 이해 능력을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Grammar 1:4
집중적이고 체계화된 학습법으로 실생활에 쓰이는 단어, 문장, 핵심 표현등을 익히며 영어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업입니다

Reading Part 5-6 1:4
문법 구조를 파악하여 Reading skill을 심도있게 향상시키는 수업입니다. 문법 오류를 확인하는 연습을 통
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문법패턴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TOEIC Group Listening Group 실생활에 사용되는 영어대화를 듣고 이해하여 학생들의 Listening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Listening Parts 3-4 Group 
Listening 에 대한 이해와 공인 TOEIC 테스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분석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스킬을 배웁니다. 일상대화 속에서 중요 핵심 단어를 구별하는 스킬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TOEIC Vocabulary Group 적절한 단어 선택과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에 대해 배우고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Group Listening Group 각기 다른 Listening 문제 유형에 친숙해지고 빠르고 답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Self-study Group 

자습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과제물을 준비하고 실력향상을 위해 복습을 합니다.Self-study Group 

Self-stud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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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Floor

    Main Entrance
학원 가드 2명이 경비를 서며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1

    Guidance Office
한국직원이 학생들의 

학원생활 관련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2

    Information Desk
수업자료, 여행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3

    Clinic 
간호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

Admin Office
비자연장, 교재구입, 액티비티

신청을 하는 곳입니다.

5

     Cafeteria
음료와 스낵류를 판매하며, 

세탁부스에서는 무료 세탁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6

     Dining Area
한식 위주로 매일 새로운 메뉴가 제공됩니다.

7

     Swimming Pool
수영장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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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zzanine Floor

                       Classrooms
각 강의실 마다 냉방, 환풍 및

방음설비가 완벽히 되어있습니다.

9

       AV Room
영화나 드라마, 뉴스 등을 

이용하여 강의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10

       GYM
필리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며 전문트레이너가 요가, 

태보 등의 GX Program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Internet Room
무료로 데스크 탑과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12

    Study Room
수업시간 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13

M
e
zza

n
in

e
 F

lo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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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mitory (2, 3, 4 F)

■  190여개의 기숙사(1/2/3/4/5인실)에는 

싱글침대, 에어컨, 책상, 의자, 옷장, 전화, 

거울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각 룸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 온수기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  2층은 여학생 전용층으로 여성가드가 경비를 

서고 있으며, 3, 4층은 남학생 층입니다.

D
o
rm

ito
ry &

 외
국

학
생

 경
험

담

Amadou Barry

프랑스

At the beginning, I was a little bit hesitant to learn English in USJ-R ESL 

Center. When I arrived there, I realized that I was wrong because USJ-R ESL 

Center is the perfect place to learn English and meet friends from the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Ekaterina Kukchenko

러시아

I was given the classes that best fit my learning. I think they have the best 

curriculum in ESL. The special classes that USJ-R ESL Center has are always 

helpful too! (And) when you feel like doing exercise after all your classes, you can 

go to their high-profile gym or swim in the pool.

ESL Center 시설소개



골프, 스쿠버다이빙, 아일랜드호핑투어, 해양레포츠, 시티투어, 

여행, 대학단체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아일랜드호핑투어

스쿠버다이빙

골프

시티투어



<< Activities

주말 여행

해양 레포츠



< 숙식비 

< 기타비용

연수비용

< 수업료

※ 2017년 3월 1일 기준 연수비용 입니다.

연
수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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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기   간 8 주 12 주 16 주 20 주 24 주

Registration Fee 10만원 (Non-refundable)

Premier Sparta Course 166만원 249만원 332만원 415만원 498만원

IELTS Course (일반반, 보장반) 186만원 279만원 372만원 465만원 558만원

TOEIC Course (일반반) 166만원 249만원 332만원 415만원 498만원

TOEIC Course (보장반) 186만원 279만원 372만원 465만원 558만원

Scholarship – – 12만원 18만원 30만원

※ Scholarship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   수   기   간 8 주 12 주 16 주 20 주 24 주

1 인 실 174만원 261만원 348만원 435만원 522만원

2 인 실 142만원 213만원 284만원 355만원 426만원

3 인 실 132만원 198만원 264만원 330만원 396만원

4 인 실 120만원 180만원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5 인 실 106만원 159만원 212만원 265만원 318만원

S S P 발 급 비 P 6,500

비자 연장비

8 주 (29일) P 3,440 8주 (29일) P 3,440

12 주 (30일) P 4,710
16주 (60일) P 6,020

16 주 (30일) P 2,740

20 주 (30일) P 4,150
24주 (60일) P 4,040

24 주 (30일) P 2,740

ACR I-Card 약 P 3,000 (외국인 신원카드 / 2차 비자연장과 함께 신청)

기숙사  보증금 P 3,000 (연수 종료 시 환불)

전      기      세 약 P 600 ~ P 1,000 (4주 기준)

수      도      세 P 300 (4주 기준)

픽      업      비 P 800

관      리      비 P 300 (1주 기준)

교      재      비 약 P 200 ~ P 600 (1권 기준)

헬스클럽(GYM) 이용료 출국 전 신청 시 20,000원/4주, 필리핀 현지에서 신청 시 1,000페소/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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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당 학원의 정식명칭은 University of San Jose-Recoletos ESL Center, Center for Premier 

International Language Studies, Inc. (CPILS) 입니다. 

2. 입학신청

입학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비와 함께 CPILS에 등록된 대리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6주 이전에 등록을 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입학 신청서에는 학생 본인이 가지

고 있는 질병, 알레르기, 지체 부자유 등에 관한 내용을 입학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입

학 후 신청서의 내용과 건강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교 또는 연수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코스 등록 확인 및 수업료 납부기한

입학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코스등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학비는 최소한 코스 개강  3

주 전까지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별다른 연락없이 기한 내에 학비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에

는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Pick Up 서비스

공항에서 숙소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며 pick up 차량 안에서 필리핀과 학교 생활 등

에 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소 출국 3주 전까지 항공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5. 취소 및 환불

① 입학 취소는 반드시 코스개강 전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출국 2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수업료와 숙식비가 환불됩니다. 

④  출국 21일전 ~ 출국 당일 취소할 경우 숙식비 1주 비용을 제외한 학비와 숙식비가 환불됩니다. 

⑤  출국하여 학원에 도착한 이후에 환불을 신청할 시 최초 4주 기간의 수업료, 숙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⑥  코스개강 이후 도착하거나 결석으로 듣지 못한 수업 시간에 대해서는 환불 및 보충 수업이 없

습니다. 또한 개강일 이후 7일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처음 4주간의 학비와 숙식비를 공제한 나

머지 학비와 숙식비가 환불됩니다. 

⑦  수업 코스 변경으로 인한 환불 시 4주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코스 변경으로 인한 차액의 50%가 환불이 됩니다. 

⑧  코스개강 이후 환불 신청 시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에만 잔여기간의 수업료와 숙식비의 

50%가 환불됩니다. 

⑨ 모든 환불은 퇴실한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6. 코스연장

최소 6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6주 이내에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날짜에 등록마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연장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7. 공휴일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이

루어지지 않습니다. 

8. 수료증

출석률이 95% 이상 되지 않거나, 정해진 레벨테스트를 응시하지 않거나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에

게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9. 기숙사

① 기숙사 청소 및 침대시트교환은 주 1회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방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실을 upgrade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downgrade시에는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③ 세탁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세탁기로 세탁을 해서는 안 되는 옷은 학생이 손세탁   

    을 하여야 합니다. 

④ 학원 통금시간은 주중에는 외출금지이나 주중 공휴일 전날과 당일, 일요일에는 통금시간이 

    21:00, 금, 토요일에는 24:00(자정)입니다. 

10. 기타

①  비자연장, SSP발급, 수업변경, 기숙사변경, Activity, 의료행위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추가비용

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을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CPILS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외부 손님의 방문 가능 시간은 월~금요일에 09:00 ~ 11:00 & 14:00~16:00 로 하루에 2차

례 가능하며 만남은 로비와 매점에서만 가능하며 기숙사 및 기타 시설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④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는 다른 학생들의 취침을 위해 정숙해야 합니다. 

⑤  개인 소지품의 보관과 야외 활동 시에는 본인의 책임 관리하에 있으므로 학원측은 책임지지 않

습니다. 

⑥ 이외의 모든 사항은 CPILS 교칙에 의하며, 모든 법적인 문제와 소송은 학교측의 지정권                              

    한을 가집니다. 

11. 권한과 책임

①  CPILS에서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사업분쟁이나 항공의 지연 및 취소등 불가항력적인 이

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CPILS와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

한 과외활동 등 학교측에 서면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범위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CPILS는 환율인상, 세금인상, 기타 정부의 조치 등 CPILS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이유로 

인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③  CPILS는 필요에 따라 개강일,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④  CPILS는 정해진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수업의 미 참석, 싸움, 불량태도 등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

리고 학교 운영 상 학교 규칙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공지를 해야 합니다. 

⑤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CPILS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 학생

을 경고 없이 퇴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퇴교조치 또는 환불할 때에는 CPILS에서 학생의 보호자와 에이전트

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학교규정

규
정

 안
내

< 학사규정
1. 매주 정해진 수업 변경 스케줄에 따라 수업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배정된 레벨 테스트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노사분쟁이나 휴가 및 퇴사로 인해 Native Speaker의 1:8 수업 진행이 힘들 경우 필리핀 강사

의 1:8 수업으로 2주간 대체될 수 있으며, 4주가 되어도 Native Speaker와의 수업배정이 힘들

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4주당 5만원이 보상됩니다. 

4.  노사분쟁이나 휴가 및 퇴사로 인해 필리핀 강사와의 수업이 불가할 경우 다른 강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5.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학생의 레벨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너무 높은 경우 별도

의 교육과정으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으며,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공휴일로 인하며 빠진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관리규정
CPILS에 입교함에 있어서 아래의 규정에 동의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누적된 벌점에 따라 부여되

는 Penalty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학생의 벌점 누적이 10점이 될 시에는 퇴교 조치가 내려집니다. 퇴교 조치 시에는 기숙사에서 즉

시 퇴실해야 하며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하여 모든 진행 사항을 부모님과 유학원에 통보하게 되며 

퇴교 시에는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수업 및 Self-Study 등의 정해진 시각에 지각을 할 경우 - 벌점 1점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2. 수업 및 Self-Study 등의 정해진 스케줄에 결석을 할 경우 - 벌점 2점 및 수업취소

   (당일 결석에 한해 간호사 및 의사의 소견으로 병결처리가 될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3. 수업 시간에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 벌점 1점

4. 수업 시간에 영어 사전 이외의 용도로 휴대폰 및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 벌점 1점

5. 이성간 방, 출입을 할 경우 - 벌점 10점 (사전경고 없이 즉시 퇴교 조치)

6. 도박(카지노출입 포함), 절도, 폭력 및 기타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불건전 유흥업소 출입 및 

   사고 다발 위험 지역(망고스퀘어 등)에 출입할 경우 - 벌점 10점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퇴교조치)

7. 기숙사 실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재의 위험이 큰 물품을 비치 및 사용할 경우 - 벌점 5점

8. 배정된 기숙사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 벌점 2점

9.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학교, 기숙사 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 벌점 3점

10. 학원내로 주류반입을 시도하거나 음주 행위를 할 경우 - 벌점 10점 

     (사전경고 없이 즉시 퇴교 조치)

11. 무단외박을 할 경우 - 벌점 5점

     (신청된 Exit Permit과 행선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여행 후 항공권 또는 숙박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도 무단외박으로 간주합니다.)

12. 가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 벌점 5점

13.  면학분위기 조성 및 타인의 기숙사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소란, 고성방가)을 할 경우 - 벌점 3점

14. 타인의 출입증을 도용하거나 위계에 의한 기숙사 출입이 적발될 시에는 이를 어긴 학생과 양도한 

     학생 모두 즉각 퇴교 처리 됩니다.

벌 점 PENALTY

6 점  금요일 외출 금지 

8 점  금요일, 토요일 외출 금지, 토요일 의무 자율학습

※ 벌점에 따른 PENALTY는 연수기간 내내 적용이 되며 벌점 차감을 원할 시에는 매주 Test 결과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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