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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스 국제 어학원

HISTORY OF
PINES INTERNATIONAL ACADEMY

파인스 로멜 캠퍼스 OPEN

파인스 기필성 1기 시작
파인스 학생 300명 초과

파인스 Juniors Camp 시작
파인스 쿠이산 캠퍼스 4층 확장
파인스 스타마운틴 캠퍼스 OPEN

파인스 쿠이산 캠퍼스 OPEN
파인스 Summer Place 캠퍼스 고급반 OPEN

파인스 12개월 상시 과정 OPEN

필리핀 바기오에 파인스 국제 어학원 설립
필리핀 교육부 TESDA 인증
필리핀 이민국 SSP 인증
파인스 Green Valley 캠퍼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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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설립일자인증 어학원 설립인증 어학원 사업자 등록증 어학원 SSP 허가증



YOU WILL NEVER WALK ALONE

한양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겨울 프로그램 진행
한화생명 기업 연수 프로그램 진행
파인스 차피스 고급반 캠퍼스 오픈

한양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천안연암대학, 선문대학교, 국제대학교, 오산대학교, 신성대학교 겨울 프로그램 진행
제 4회 ESLYMPICS 바기오 초, 중, 고, 대학생 영어 대회 개최
IVY Stewardess Academy 와 영어교육 협력 MOU 체결
신입생 100기 입학(6월)   

선문대학교와 UC 교환학생/교수 MOU 체결
연암공업대학과 UC 교환학생/교수 MOU 체결
제 3회 ESLYMPICS 바기오 대학생 영어 대회 개최(초, 중, 고등학생까지 확대) 

University of the Cordilleras 부설어학원지정, 한국대학 단체 장기, 단기 연수 진행
제 1회 ESLYMPICS 바기오 대학생 영어 대회 개최
파인스 스페셜 옵션 수업 ENGLISH RUSH HOUR PROGRAM 시작
파인스 신입생을 위한 3D 기필성 시작

파인스 학생 500명 초과
파인스 우영미 특별프로그램 운영
필리핀 클락에 파인스 캠퍼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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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가깝고 친근한 나라

필리핀은 비행기로 불과 3시간 30분 정

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아

시아 문화권인 필리핀 사람들은 성

격이 낙천적이어서 이방인들에

게 호의적입니다. 따라서 학

생들은 쉽고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학습에 

전념할 수 있어 실제 영어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액티

비티를 즐길 수 있어 공부 외에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Why 필리핀?

한국인 일본인을 
위한 영어연수 천국

과거 여행지로만 알려졌던 필리핀이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어학연수의 대체지역으로 각광받고 있

습니다. 그간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필리핀 영어연수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

와 노력이 있었으며, 다년간 많은 연수

생들을 통하여 그 효과와 특별함 또한 

충분히 검증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어 기초가 부족한 사람을 위한 

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며 필리핀에 

수 만 명의 학생들이 몰려 영어를 공부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영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복잡한 출국 수속 절차와 도착 후 숙식

문제 등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영미

권 연수에 비하여, 수속이 간단하며 영

어 수업 외 식사, 청소, 빨래 등 모든 생

활적인 부분을 학원에서 책임지고 관

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로지 영어

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1:1 수업, 
저렴한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필리핀 어학연수의 백미는 단연 1 : 1 수

업 입니다. 한 학급에 10명~16명으로 

구성된 영미권 국가나 한국의 교육환경

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에 선생님과 단 

둘이서 개인의 영어수준에 맞게 집중

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효과적

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약

점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게 하

며, 나아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

아도 되므로 영어사용에 자신감을 높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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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바기오? & 필리핀 물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환경 
바기오 

바기오는 해발 1500m 고지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초가을과 날씨와 같아 

에어컨 없이도 쾌적하게 공부에만 집

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필리핀 타 도시에 비해 유흥가

나 카지노 등이 없어 학생들이 탈선하

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

의 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산과 바다, 유적지 
여행의 중심지 바기오

공부에 지칠 때면 차로 1시간 떨어진 산

페르난도 해변에서 서핑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거나, 북쪽으로 세계 7대 

문화유산인 계단식 논이 위치한 바나우

웨와 사가다 동굴 탐험, 그리고 열대바다

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헌드레드 아일

랜드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도시 
바기오

1:1 수업이 가능한 필리핀 어학연수는 

무엇보다고 선생님의 실력이 중요합니

다. 바기오에는 6개의 종합대학교를 포

함하여 많은 단과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선생님들을 배출하고 있

습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안전도시 바기오

바기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순수하고 

친절하여 사건, 사고 발생률이 타 도시

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썸머 캐피

탈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대통령 별

장, 육군사관학교, 법원 등 많은 공공기

관이 위치하고 있어 치안이 잘 관리되

고 있습니다.

바기오시 개요

위치 루손섬 북부 중심 도시. 해발 1,500m,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280km 거리

인구 약 30만

기후 연중 평균기온 20~26C 전후

 건기(10월~5월), 우기(6월~9월)로 구분

필리핀 물가

파인애플 35페소/kg | 망고 70 페소/
kg | 바나나 50페소/kg | 스타벅스 
커피 130~150페소
맥주 27~35페소 | 우유 70페소 | 
콜라 9 페소 | 생수 8 페소 | 담배 
20~25페소(로컬) /45~60페소(수입) 
한국 찌개류 250페소 | 후라이드치킨 
550페소 | 소주 85페소(마트)  

택시비 기본 35페소
지프니 8.5페소

세수비누 20~50페소 | 
샴푸 50~100페소 | 
휴지 100페소~150 페소(12개짜리) 
음악CD 500페소 | 
DVD 85페소(복사본) | 영화 12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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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기오 내 가볼만한 곳 

캠프 존 헤이 Camp John Hey  과거 미군 휴양

시설이 있었던 캠프 존 헤이는 넘실대는 언덕과 

벵겟 소나무 숲 사이에 식당, 호텔, 상점, 골프 

코스를 갖춘 산악 리조트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Mile High View Point에서 시원한 바람과 근사한 

전망을 보시면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져보

시기 바랍니다.

세션로드 Session Road  바기오의 중심거리로 

식사, 쇼핑, 마사지, 문화생활 등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 파인스에

서 택시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SM 필리핀 대표적 멀티 쇼핑몰 체인의 바기오 

지점으로 쇼핑, 식당은 물론 극장, 스타벅스, 환

전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인스 뷰 Mines view  바기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바기오의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하

나입니다. 주변의 다양한 기념품 가게에서 바기

오틱한 선물을 흥정하며 구입하는 재미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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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 하우스와 라이트 파크

필리핀 육군사관학교(PMA)

번햄공원 Burnham Park  바기오시 중심에 있

는 공원으로 햇살 좋을 때 산책하기 좋은 장소

입니다. 바기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특

히 연인들이 노 젖는 배를 타며 평화롭게 시간

을 보내기도 합니다.

   

맨션 하우스와 라이트 파크 Mension House & 

Wright Park  맨션 하우스는 필리핀 대통령이 

여름에 집무실로 사용했던 별장입니다. 건물 앞

에 있는 공원이 라이트 공원으로 말을 타고 산

책할 수 있습니다.

바기오 대성당 Baguio Cathedral 바기오 최대 

성당으로 세션로드를 따라 올라가시면 바기오 

대성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사관학교(PMA)  필리핀 최고의 엘

리트들이 모여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산책하기 

좋은 명소 중 하나로 주말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고 있어 학원 ID를 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가시면 사관생들의 멋진 행진과 사열 모습을 보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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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고의 
출석율과 연장율

통계상의 기록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상급 및 고급반을 위한 독립 
캠퍼스 운영

파인스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성장과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배치별 한국인 담임 매니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매니저 담임제 

10년간 검증된 커리큘럼과 파인스만의 스피킹 

노하우로 완성된 코스, 더 많고 다양해진 1:1 

수업 (4시간) 더욱 강력해진 4:1 수업 (4시간)을 

통해 영어실력을 단기간에 높여 드립니다. 

스피킹 집중 향상을 위한 
스파르타 스피킹 코스

독립된 중상급 / 고급반 캠퍼스 운영을 통해 실

력에 맞는 최적화된 캠퍼스를 운영 합니다. 중

상급/ 고급반 캠퍼스는 영어 사용 의무화를 기

본으로 evening class, Public Presentation, 시험

대비반(토익, 토플, 토익스피킹, 오픽 등), 고급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파인스 국제 어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한국인 담임 매니저 4:1 수업

엄격하고 효과적인 교사 선발 시스템, 4주간의 

신규교사 집중 훈련시스템, 세밀한 관찰과 관리 

시스템으로 우수한 교사진을 학생들에게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학원들도 부러워하는 
우수한 교사진 

신규 교사 트레이닝

1:1 수업

매니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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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생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 3끼 모두 한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파인 

스만의 식단을 개발하기 위해 한인 영양사와 

요리사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식사 
 

현재 약 15%의 일본학생들(약 70명)이 한국 

학생들과 연수를 하고 있으며 타 학원과 달리 

파인스 일본학생의 경우 장기간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파인스 메인 캠퍼스인 쿠이산 캠퍼스에는 대형 

슈퍼, 은행, 한인약국, 마사지샵, 철물 점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함께 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 교육에 가장 적합한 
부대시설을 갖춘 캠퍼스 운영

질 높고 다양한 옵션수업 제공

4주에 한번 학생들의 정확한 레벨 업을 위해 

파인스는 매주마다 시행되는 개별 스피킹 

테스트와 4주마다 파인스 자체 개발 PEPT 

테스트로 학생들의 보다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영어 실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레벨테스트(computer based)

파인스는 정규수업만큼 수준 높은 컬리티와 다양 

한 옵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마다 본인 

의 기호에 맞는 선택 수업을 의무로 2시간씩 

신청해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방스텝

PEPT 테스트

일본학생

옵션수업 스터디그룹 장학생

쿠이산 캠퍼스

09



캠퍼스 소개  쿠이산 메인 캠퍼스

B2
기숙사 (지상 3층 높이)

B3
 쿠이산  플라자 호텔 주차장

B4
초이스 실내골프연습장

B1
대형 슈퍼

 학원 식당

2F  기숙사,
헬스장,  신입생 교육센터

초급반
(Refresher)

1F
DIY샵, 약국,

미용실, 마사지샵, 은행 

중급반   I
(Bridging Intermediate)

3F
실내 체육관

기숙사
(쿠이산 플라자 호텔)

4F

기숙사
(쿠이산 플라자 호텔)

쿠이산캠퍼스 전경

캠퍼스

수용 인원  300명

주요시설   신입생 교육 센터, 초급반, 중급반, 

기숙사

부대시설  헬스 센터, 실내체육관, 대형슈퍼

(Pure Gold), 은행(Metro Bank), 한인

약국, 미용실, 마사지샵, DIY샵, 

분식집 등

10



11

초급반(Refresher - Level 1~3) 평균 학생수 160명 평균 선생수 100명 강의실 수 1:1(63), 4:1(13), 그룹강의실(4)

중급반 I (Bridging I - Level 4~5) 평균 학생수 100명 평균 선생수 65명 강의실 수 1:1(63), 4:1(13), 그룹강의실(4)

중급반 옵션수업

1:1수업(Basic Listening)

4:1 수업(Basic Pattern)

1:1수업(Basic Conversation)

초급반 옵션수업4:1 수업(Basic Discussion)

4:1 수업(Communication enhancer) 중급반 액티비티

1:1수업(Expression in Use)

1:1수업(Paragraph building)



캠퍼스 소개  쿠이산 메인 캠퍼스

12

3인실

쿠이산캠퍼스 복도

식당

화장실

컴퓨터실

세탁소     독서실

기숙사 및 편의시설 2인실, 3인실, 식당, 독서실, 세탁소, 컴퓨터실, 독립형 화장실 등



13

푸드코트

헬스장

복싱 체육관

철물점

대형 슈퍼(Pure Gold)

은행한인약국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체육관

부대시설 푸드코트, 실내 체육관, 헬스장, 한인약국, 복싱 체육관, 철물점, 은행, 실내 골프연습장, 대형 슈퍼 등



캠퍼스 소개  차피스 고급반 캠퍼스

캠퍼스
수용 인원  150명

주요 시설  중급반 I I, 고급반, 시험대비반, 기숙사 

부대 시설  매점, 컴퓨터실, 헬스 센터 , 세탁소, 

탁구장 등

14

리셉션그룹 강의실

기숙사 시설강의실 복도

고급반 캠퍼스 전경

English Campus(학내 영어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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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업(Language Exchange)

컴퓨터실식당

 체육관

고급반 프리젠테이션

고급반 프리젠테이션

4:1 수업(Business Communication)

1:1 수업(Speaking Tactics)

1:1 수업(Proactive Reading) 쿠킹 프리젠테이션

중급반 II (Bridging - Level 6~7)

고급반 (Expanding - Level 8~10)
평균 학생수 120명 평균 선생수 80명 강의실 수 1:1(70), 4:1(20), 그룹강의실(5)

매점



파인스의 스파르타 스피킹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초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의 4가지 영역(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의 교과 과정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기간 동안 반복 학습을 통해 단기간에 눈에 띄는 실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단순 암기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접 소리 내어 읽고, 실수를 교정함으로써 회화의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인스 교육과정  정규 수업

Pines ESL - 스파르타 스피킹
필리핀 최고의 영어 회화 프로그램

01

파인스 교육과정

파인스레벨 Level(과정)
과    목

1 : 1 수업 (4시간) 4 : 1 수업 (4시간) 

Level
1,2,3

Level
4,5

Level
6,7

Level
8

초급 (Refresher)

중급 I (Bridging I)

중급 II (Bridging II)

고급 (Expanding)

Basic Reading I, II, III Basic Vocabulary I, II, III
Basic Conversation I, II, III Basic Pattern I, II, III

Intermediate Reading I, II, III Interaction I, II, III
Expressions in Use I, II, III Intermediate Pattern I, II, III

Proactive Reading I, II, III Dynamic English I, II, III
Speaking Tactics I, II, III Essential Phrasal Verbs I, II, III

Academic Reading I, II, III Idiomatic I, II, III
Concept Exchange I, II, III Advanced Speaking Training I, II, III

Basic Listening I, II, III Basic Grammar I, II, III
Basic Communication I, II, III

Developing Listening Skills I, II, III Paragraph Building I, II, III
Communication Enhancer I, II, III

Advanced Listening I, II, III Essay Writing I, II, III
Forum I, II, III

Listening Empowerment I, II, III Public Speaking I, II, III
Language Exchange I, II, III Business Communication I, II, III

스파르타 스피킹 프로그램 과목 안내

스파르타 스피킹 특징 - 스파르타 스피킹은 영어의 3가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쓰기를 단기간에 향상 시켜주는 데 주력하고, 자연스런 독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영어의 실력을 회화 중심으로 높여주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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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 Speaking

ESL 과정

레벨 1~10레     벨

과     정

수업시간

Intensive Sparta Speaking

ESL 과정

레벨 1~10레     벨

과     정

수업시간

시험대비반

시험 과정

토익/오픽/토익스피킹(Lv. 3이상)
토플/아이엘츠(Lv. 4이상)

레     벨

과     정

수업시간

1:1 수업 4시간 + 4:1 수업 4시간 +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스파르타 스피킹 과정 개요

수업구성

[레벨 1~5]  쿠이산 캠퍼스, [레벨 6~10] 차피스 캠퍼스수업장소

시험 결과에 따라 1레벨 또는 2레벨 상승이 가능하고, 한 텀(4주) 이수 후 변경됨레벨변경

매 텀 매니저와 상담 후 변경 신청 받고, 학원 자체 시험인 PEPT결과에 따라 결정됨프로그램변경

[쿠이산 캠퍼스] 학과 스피킹 시험 및 듣기 또는 파인스 자체 PEPT 시험, [차피스 캠퍼스] 파인스 자체 PEPT 시험만 진행레벨테스트

입학 시 레벨 테스트 및 인터뷰 점수로 레벨 결정, 입학 전 사전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상담 시 인터뷰 여부 결정)입학시험

레벨 1~10 (기초레벨부터 고급레벨까지)레벨구분

최소 8주 이상등록조건

(Sparta Speaking) 

[정규수업 8시간]

 

[선택수업 3시간]

1:1 수업 4시간
4:1 수업 4시간

오전(선택) 1시간
오후(의무) 2시간

[정규수업 7시간]

 

[선택수업 3시간]

1:1 수업 5시간
4:1 수업 2시간

오전(선택) 1시간
오후(의무) 2시간

[정규수업 8시간]

 

[선택수업 3시간]

1:1 수업 4시간
4:1 수업 4시간

오전(선택) 1시간
오후(의무) 2시간



파인스레벨 Level(과정)
과    목

1 : 1 수업 (5시간) 4 : 1 수업 (2시간) 

Level
1,2,3

Level
4,5

Level
6,7

Level
8

초급 (Refresher)

중급 I (Bridging I)

중급 II (Bridging II)

고급 (Expanding)

Basic Reading I, II, III Basic Vocabulary I, II, III Basic Conversation I, II, III
Basic Pattern I, II, III Basic Grammar I, II, III 

Intermediate Reading I, II, III  Interaction I, II, III  Expressions in Use I, II, III 
Intermediate Pattern I, II, III  Communication Enhancer I, II, III 

Proactive Reading I, II, III  Dynamic English I, II, III  Speaking Tactics I, II, III 
Essential Phrasal Verbs I, II, III  Forum I, II, III 

Academic Reading I, II, III  Idiomatic I, II, III  Concept Exchange I, II, III 
Advanced Speaking Training I, II, III  Business Communication I, II, III 

Basic Listening I, II, III (2시간)

Developing Listening Skills I, II, III
(2시간)

Advanced Listening I, II, III (2시간)

Listening Empowerment I, II, III
Public Speaking I, II, III

인텐시브 스파르타 스피킹 프로그램 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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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텐시브 스파르타 스피킹 특징 - 인텐시브 스파르타 스피킹은 회화 시간을 극대화 시켜 단기간에 회화 실력을 높여주는 데 주력한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취업, 취업 대비, 연계연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왜 파인스 교육과정이 최고인가요?

1:1 수업 4시간
+ 그룹(4:1)수업 4시간

+ 선택수업 3시간

최적의 
수업 구성

한 그룹의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해 

필리핀 영어연수의 
장점을 극대화

그룹 인원수 
제한

1일 평균 11시간의 수업 및
쳬계적인 복습

(정규수업 8시간 + 오전선택수업 1시간 
+ 저녁의무선택수업 2시간)

영어 노출의 
극대화

학생의 회화 능력을 
총 10단계로 구분하여 
학습의 최대 효과를 

끌어냄

세심한 단계 
구분

1:1 수업 5시간 + 4:1 수업 2시간 +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0시간

인텐시브 스파르타 스피킹 과정 개요

수업구성

[레벨 1~5]  쿠이산 캠퍼스, [레벨 6~10] 차피스 캠퍼스수업장소

선생님의 학습 향상도 평가 및 매니저 상담을 통해서 결정, 또는 시험 결과와 매니저 상담을 통해서 결정레벨변경

매 텀 매니저와 상담 후 변경 신청 받고, 학원 자체 시험인 PEPT결과에 따라 결정됨프로그램변경

[쿠이산 캠퍼스] 학과 스피킹 시험 및 듣기 또는 파인스 자체 PEPT 시험, [차피스 캠퍼스]  파인스 자체 PEPT 시험만 진행

[쿠이산 & 차피스 캠퍼스 공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원 매니저가 학생의 영어 향상도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학생의 실력 향상도 체크를 위해 상담을 통해 시험을 보게 됨

레벨테스트

입학 시 레벨 테스트 및 인터뷰 점수로 레벨 결정, 입학 전 사전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상담 시 인터뷰 여부 결정)입학시험

레벨 1~10 (기초레벨부터 고급레벨까지)레벨구분

최소 8주 이상등록조건

파인스의 인텐시브 스파르타 스피킹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회화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습자 회화 실력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그룹 수업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1:1 수업을 늘려 회화 시간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말하기와 듣기에 중점을 둔 이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영어 학습 태도와 영어 

인지가 다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시험결과와 레벨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와는 다르게 영어를 기초부터 시작하거나, 1:1 수업을 통해 영어 향상의 극대화를 

맛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Pines ESL - 인텐시브 스파르타 스피킹
필리핀 최고의 영어 회화 프로그램

02 (Intensive Sparta Speaking) 



1 : 1 수업 (4시간) 4 : 1 수업 (4시간) 

TOEIC Vocabulary I, II
TOEIC Grammar Drills I, II
TOEIC Reading Comprehension I, II
ESL Class

TOEIC Reading I, II

TOEIC Listening I, II (2hours)

Business Conference I, II

파인스는 2008년부터 TOEIC 시험 대비반을 준비하고 파인스만의 TOEIC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학생뿐만 아니라, 일본학생의 비중 또한 높으며 

시험대비뿐만 아니라 토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영어로 듣고 수업하여 기초 어휘 확장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휘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습니다. 

파인스 교육과정  정규 수업

Pines 시험 대비반 - 토익03

토익 교과 과정

18

※ ESL Class : 시험대비반의 공통 과목으로 개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업으로 토론, 번역, 듣기, 독해, 발음교정 수업중 선택

1 : 1 수업 (4시간) 4 : 1 수업 (4시간) 

TOEIC Speaking 1A, 2A
TOEIC Speaking 1B, 2B
Intermediate Reading I, II
ESL Class

TOEIC Speaking Pattern I, II

Speak Up I, II

TOEIC Speaking Tactics I, II

토익 스피킹 교과 과정

※ ESL Class : 시험대비반의 공통 과목으로 개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업으로 토론, 번역, 듣기, 독해, 발음교정 수업중 선택

영어회화 향상이 시험 점수와 이어지려면 체계적인 수업 구성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인스 토익 스피킹은 회화실력과 토익스피킹 등급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토익스피킹 집중 수업과 ESL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수업이 짜여있습니다. 1:1 수업을 통해 전체 파트를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토익 스피킹에 자주 

사용되는 패턴을 익혀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Pines 시험 대비반 - 토익 스피킹04

(TOEIC) 

(TOEIC Speaking) 

1:1 수업 4시간 + 4:1 수업 4시간 +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한 반의 학생수가 4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규수업(1:1 & 4:1)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토익 과정 개요

수업구성

파인스 레벨 3이상부터 참여 가능
※ 공인시험 점수가 있을 경우 : 입학 전 공인시험 점수 제출해야 하며,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 공인시험 점수가 없을 경우 :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참여조건

차피스 캠퍼스수업장소

매 텀 매니저와 상담 후 변경 신청 받고, 학원 자체 시험인 PEPT결과에 따라 결정됨프로그램변경

매 텀 최소 2번의 모의시험과 파인스 자체 PEPT 시험 진행레벨테스트

사전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며, 입학 후 첫 주에 모의 시험이 있음입학시험

기초반, 초중급반, 중급반레벨구분

최소 8주 이상등록조건

1:1 수업 4시간 + 4:1 수업 4시간 +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한 반의 학생수가 4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규수업(1:1 & 4:1)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토익 스피킹 과정 개요

수업구성

파인스 레벨 3이상부터 참여 가능
※ 공인시험 점수가 있을 경우 : 입학 전 공인시험 점수 제출해야 하며,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 공인시험 점수가 없을 경우 :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참여조건

차피스 캠퍼스수업장소

매 텀 매니저와 상담 후 변경 신청 받고, 학원 자체 시험인 PEPT결과에 따라 결정됨프로그램변경

매 텀 최소 3번의 모의시험과 파인스 자체 PEPT 시험 진행레벨테스트

사전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며, 입학 후 첫 주에 모의 시험이 있음입학시험

기초반, 중급반레벨구분

최소 8주 이상등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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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수업 (4시간) 4 : 1 수업 (4시간) 

OPIc Language Task I
Intermediate Discussion
Intermediate Reading
ESL Class

OPIc Language Task II
Language Exchange
Impromptu Speaking
OPIc Vocabulary Class

영어회화시험도 체계적인 수업 구성과 시험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픽 시험대비반은 회화 실력과 오픽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1과 그룹 수업을 통해 회화의 

기본기를 쌓고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반복 및 집중 트레이닝’을 합니다. 

Pines 시험 대비반 - 오픽05

오픽 교과 과정

※ ESL Class : 시험대비반의 공통 과목으로 개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업으로 토론, 번역, 듣기, 독해, 발음교정 수업중 선택

(OPIC) 

1:1 수업 4시간 + 4:1 수업 4시간 +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한 반의 학생수가 4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규수업(1:1 & 4:1)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오픽 과정 개요

수업구성

파인스 레벨 3이상부터 참여 가능
※ 공인시험 점수가 있을 경우 : 입학 전 공인시험 점수 제출해야 하며,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 공인시험 점수가 없을 경우 :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참여조건

차피스 캠퍼스수업장소

매 텀 매니저와 상담 후 변경 신청 받고, 학원 자체 시험인 PEPT결과에 따라 결정됨프로그램변경

매 텀 최소 3번의 모의시험과 파인스 자체 PEPT 시험 진행레벨테스트

사전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며, 입학 후 첫 주에 모의 시험이 있음입학시험

기초반, 중급반레벨구분

최소 8주 이상등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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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수업 (4시간) 4 : 1 수업 (4시간) 

TOEFL Speaking I - Independent Speaking
TOEFL Speaking II – Integrated Speaking
Writing – Independent Writing
ESL Class 

TOEFL Reading

TOEFL Writing – Integrated Writing

TOEFL Listening ( 2hours )

파인스는 2008년부터 TOEFL 시험 대비반을 연구하여 파인스만의 TOEFL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로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한국에서 

대학원 특차전형 준비 및 회화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Pines 시험 대비반 - 토플06

토플 교과 과정

※ ESL Class : 시험대비반의 공통 과목으로 개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업으로 토론, 번역, 듣기, 독해, 발음교정 수업중 선택

(TOEFL) 

1:1 수업 4시간 + 4:1 수업 4시간 +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한 반의 학생수가 4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규수업(1:1 & 4:1)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토플 과정 개요

수업구성

파인스 레벨 4이상부터 참여 가능
※ 공인시험 점수가 있을 경우 : 입학 전 공인시험 점수 제출해야 하며,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 공인시험 점수가 없을 경우 :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참여조건

차피스 캠퍼스수업장소

매 텀 매니저와 상담 후 변경 신청 받고, 학원 자체 시험인 PEPT결과에 따라 결정됨프로그램변경

매 텀 최소 3번의 모의시험과 파인스 자체 PEPT 시험 진행레벨테스트

사전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며, 입학 후 첫 주에 모의 시험이 있음입학시험

기초반, 중급반, 중고급반레벨구분

최소 8주 이상등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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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수업 (4시간) 4 : 1 수업 (4시간) 

IELST Speaking
IELTS Writing Task 1
IELTS Writing Task 2
ESL Class

IELTS Speaking

IELTS Reading

IELTS Listening (2hours)

파인스만의 IELTS 시험 대비반은 점수만을 위한 단기 속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실력도 함께 쌓아 학생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교 입학, 호주로의 이민 및 해외 취업(간호사)준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Pines 시험 대비반 - 아이엘츠07

아이엘츠 교과 과정

※ ESL Class : 시험대비반의 공통 과목으로 개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업으로 토론, 번역, 듣기, 독해, 발음교정 수업중 선택

(IELTS) 

1:1 수업 4시간 + 4:1 수업 4시간 +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한 반의 학생수가 4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규수업(1:1 & 4:1)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아이엘츠 과정 개요

수업구성

파인스 레벨 4이상부터 참여 가능
※ 공인시험 점수가 있을 경우 : 입학 전 공인시험 점수 제출해야 하며,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 공인시험 점수가 없을 경우 : 입학 전 사전 전화 인터뷰가 있음

참여조건

차피스 캠퍼스수업장소

매 텀 매니저와 상담 후 변경 신청 받고, 학원 자체 시험인 PEPT결과에 따라 결정됨프로그램변경

매 텀 최소 3번의 모의시험과 파인스 자체 PEPT 시험 진행레벨테스트

사전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며, 입학 후 첫 주에 모의 시험이 있음입학시험

기초반, 중급반, 중고급반레벨구분

최소 8주 이상등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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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스의 학생이라면 스터디그룹 수업은 이제 MUST!

파인스 고급반 졸업자 중 엄격하게 선별한 장학생들이 직접 강의하는 시원한 한국말 강의. 

기초 문법, 기초 회화, 영어 초급자를 위한 정규 수업 복습까지 파인스 학생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스터디그룹02

쿠이산 캠퍼스의 모든 신입생이 4주간의 의무로 참여합니다. 회화의 근간이 되는 소리 내어 읽기인 Reading Aloud와 정규 

수업에 나오는 어휘를 다시 복습하고 Vocabulary Test를 통해서 회화 실력향상과 좋은 공부 습관을 길러주게 합니다. 

신입생 의무 선택 수업

(대상 : 2개월차 이상 학생) 

(대상 : 1개월차 신입생) 

선생님들의 개성과 장점을 살린 다방면의 학습 방법을 통해 재미있게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Thumbs Up 03 (대상 : 2개월차 이상 학생) 

01

READING ALOUD  

소리내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무 
수업으로 발음 및 영어 구조파악에 큰 
영향을 주는 수업입니다.

  

VOCA TEST

한달 간 최소 300단어 이상의 어휘를 반복하고 
습득함으로써 회화 및 듣기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저녁 8:00 - 8:40

Reading Aloud 

저녁 8:40 - 9:30

Voca 자습

저녁 9:30 - 10:00

Voca TEST

쿠이산 캠퍼스 선택 수업 (대상: 레벨 1~5)

기타수업 (Guitar Class) 

회화를 향상시키려면 듣기 실력도 함께 향상 시켜야 합니다. 기초 학생들을 위한 일반 듣기 수업부터 토익 리스닝, 중급반을 

뛰어 넘기 위한 듣기와 회화가 접목된 수업까지… 파인스의 아침 듣기 수업으로 알찬 하루를 시작하세요. 

듣기 수업05 (오전 선택 수업) 

대     상 : 쿠이산 전체 학생
교과과목 : 일반 듣기, 토익 듣기, 듣기+회화 수업

수업 시간 : 각 1시간

과       목 : 문법, 회화, 정규 수업 패턴 복습

필리핀 선생님과 함께 하는 기타 수업은, 영어를 
접하면서 악기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영어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발음 수업 (Pronunciation class)
틀리기 쉬운 발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등을 집중적
으로 학습하며, 더불어 다양한 표현 및 어휘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생생영어 (Survival English Expressions)

호주 및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력서, 자기 소개서, 인터뷰 등 현지 생활 적응을 

위한 ‘해외에서 직업 구하기’를 위한 첫 단계를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워홀 익스프레스04 (대상 : 2개월차 이상 학생) 

참여대상 교육과정 교과내용

‘이럴 땐 이런 표현, 저럴 땐 저런 표현’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익히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 및 문장, 그리고 
   관영어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는 파인스만의 특혜!

파인스의 선택 수업은 정규 수업의 연장으로 단기간 영어 연수를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파인스만의 다양한 종류의 선택 

수업입니다. 기초, 중급, 고급반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 4주 (하루 50분 수업)

1주차 - 영문 이력서 작성 2주차 - 커버레터와 이메일 작성 

3주차 - 인터뷰 4주차 - 워킹홀리데이 준비 및 최종 마무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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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고급반 캠퍼스 학생 전체
시     간 : 저녁 8~9시
운영방법 : 각 강의실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배정되어 의무적으로 자율학습을 함. 

대     상 : 쿠이산 및 차피스 전체 학생(각 캠퍼스에서 진행)
시     간 : 저녁 8시~ 12시 자정까지
수업구성 : 수업 3시간 + 자율학습 1시간

필리핀 선생님과 함께 하는 기타 수업은, 팝송을 익히면서 

기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영어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타 수업02

고급반 학생들의 저녁 자습 시간은 ‘나이트 스터디’와 

함께 시작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 저녁 

의무 자율 학습은 하루 일과를 복습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지속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차피스 의무 자율 학습

(Guitar Class) 

(Night Study) 

자연스러운 회화를 위해 한국인 특유의 발음을 다양한 연습을 통해 

중성화하는 스피치 클리닉 수업입니다. 단어, 문장, 읽기 등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연습하며 외국인과 실제적인 대화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음 수업 03 (Pronunciation Class) 

01

차피스 캠퍼스 선택 수업 (대상: 레벨 6~10, 시험 대비반 전체)

기필성은 파인스의 대표 야간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보기 원하는 학생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침 8시 정규 수업의 

시작부터 저녁 12시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결석, 지각, 경고 사항 등 철저한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야간 옵션 수업입니다. 

기필성 (기필코 성공한다) 01

선생님의 감독과 관리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습 및 복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학습 시간입니다. 8시간의 정규 수업을 충분히 

복습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감독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여 학생이 혼자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많은 수업보다는 충분한 자율학습으로 복습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한 방법입니다. 

선생님 감독下의 자율학습 (Monitored Self-Study) 02

공통 선택 수업 (쿠이산&차피스 캠퍼스에서 진행)

고급반 성격에 맞는 리스닝 수업으로 유명한 팝송을 배웁니다. 받아쓰기

를 통해 듣기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음악에 담긴 어휘 및 표현을 

동시에 익히면서 리스닝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수업입니다. 

팝스 영어05 (POPs English - 오전 선택 수업) 

일반 듣기 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받아쓰기와 독해를 한번에 해결하는 아침 듣기 수업입니다. 듣기 자료는 일상생활부터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듣기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일반 듣기 수업06 (Morning Listening - 오전 선택 수업) 

공식적인 인터뷰와 시험 영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입니다.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어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글 작성 및 회화 연습을 통해 다양한 

어휘를 학습하게 합니다. 

비니지스 어휘 수업04 (Business Vocabulary) 

※ 자율학습 시간은 기필성 담당 선생님의 감독하에 자습이 이루어집니다. 
※ 각 반에 최소 4명 이상이 되어야 과정이 개설되며, 기필성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3200페소/현지납부)

※ 쿠이산 캠퍼스는 2개월차 이상 학생을 위한 선택 수업 중에 하나
※ 차피스 캠퍼스는 전체 학생 대상임. 
※ 기필성, 스터디그룹, Thumbs up을 신청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선택수업은 신청자가 6명 이하일 경우에는 개설되지 않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기필성 프로그램 제외)

쿠이산 기필성의 특징
초급반과 중급반을 위한 두 종류의 수업이 제공되며, 초급반은 회화, 듣기, 문법수업으로 구성되며, 
중급반은 문법 수업 대신 작문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영어에 두려움이 많은 영어 입문자를 위해 문법
을 통해 기본기를 다져주고, 중급코스 이상을 바라보는 학생에게는 액티비티와 기필성 특별 교육 자료
를 통해 회화와 듣기를 다양한 각도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차피스 기필성의 특징
파인스 고급반에서 제공되는 기필성은 회화에 집중할 수 있는 회화반과 듣기에 집중할 수 있는 듣기반
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 고급반에 가게 되었더라도, 회화가 다른 부분에 비해 약하신
분들 또는 듣기 실력이 다른 부분에 비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기필성 전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 특별하게 고안한 수업입니다. 



파인스 교육과정 레벨시스템

파인스 어학원만의 자체 레벨테스트
파인스 교육개발팀은 약 15,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 및 검증을 거쳐 

'PEPT(Pines English Proficiency Test)'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PEPT는 학생의 영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인 취약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4가지 영역(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 맞춰 제시 합니다. 또한 시험 결과를 도표화 하여 학생 개개인 영어레벨의 

분석이 용이하며 향상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PEPT 시험은 '레벨4'부터 시행합니다. 레벨1~3은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파인스 레벨 파인스 레벨테스트 점수 TOEIC TOEIC Speaking OPIc IELTS TOEFL

Level 10 ~100 950 이상 8 AL(Advanced Low) 8 105~120

Level 9 ~90 900 이상 8 AL(Advanced Low) 7 98~104

Level 8 ~80 850 이상 7 IH(Intermediate High) 6 90~97

Level 7 ~70 800 이상 6 IM(Intermediate Mid) 5 83~89

Level 6 ~60 750 이상 5 IL 2(Intermediate Low) 4 75~82

Level 5 ~55 650 이상 4 IL 1(Intermediate Low) 4 66~74

Level 4 ~45 550 이상 3 NH(Novice High) 3 56~65

Level 3 ~35 400 이상 2 NM(Novice Mid) 2 46~55

Level 2 ~30 250 이상 1 NL(Novice Low) 1 36~45

Level 1 ~20 250 미만 1 NL(Novice Low) 1 0~35

공인영어 시험 점수와 레벨 비교레벨과 PEPT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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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일일스케줄

파인스 교육과정 일일스케줄 & 학사일정

    주 요일 대상 행사

1주차

2주차

3주차

월

재학생 새로운 텀 시작 및 옵션 수업(기필성, Thums up & MUS) 설명회

졸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인터뷰 테스트

1차 오리엔테이션

레벨 및 시간표 발표

화
신입생 수업개강

전체학생 의무옵션수업 시작

금 신입생 2차 오리엔테이션

4주차

전체학생

영어 공인 시험 신청에 따른 모의시험 진행   

기말고사 & 학기 종료 

각 코스별 액티비티(어휘, 단어 대회 등), 차피스(고급반) 캠퍼스 이동자 발표

목

금

월

전체학생 시험 대비반  전환자 신청 접수  

졸업생 졸업파티

신입생 3차 오리엔테이션

중급반 고급반 과정 설명회

일 신입생 도착 및 레벨테스트

토 전체학생 방 변경, 재학생 이사 

월 ~ 금
전체학생 기숙사방 변경 신청접수 및 추첨

졸업생 샌딩버스(바기오 -> 마닐라도착) 신청접수 

금

금

전체학생 예비시험

전체학생 연수 연장 신청 접수

전체학생 중간고사

학사일정

06:00~06:30 기상

06:30~08:00 아침 식사

07:10~07:50 오전 리스닝 선택 수업

08:00~11:50 정규수업

12:00~13:00 점심 식사

13:00~17:00 정규수업

17:00~18:30 자율학습

18:30~19:30  저녁식사

20:00~22:00 저녁 의무 자율 수업

22:00~24:00 자율학습

● 위의 일일 스케줄은 학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사일정은 한텀을 4주 기준으로 합니다.

● 헬스장 이용은 정규수업 전,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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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목

월 ~ 수



파인스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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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스어학원 행사 / 신입생환영회 / 졸업파티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파인스 갓 탈렌트

파인스 갓 탈렌트

졸업파티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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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 크리스마스 파티 / 고아원 자원봉사

볼링대회

윷놀이

제기차기

축구대회

고아원 자원봉사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체육대회해양엑티비티-산페르난도

해양엑티비티-산페르난도생일파티



단체 픽업 서비스 
마닐라 → 바기오

파인스 단체 픽업일에 마닐라 공항에서 학생들의 도착시간에 맞추어 픽업 후 바기오로 이동합니다.

날짜  4주 1회 지정 토요일   

장소  마닐라 모든 공항터미널(필리핀시간 오전11시~익일01시 사이)

※ 단체 출국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개인픽업 가능

단체 샌딩 서비스 
바기오 → 마닐라

파인스는 바기오에서 마닐라 공항까지 샌딩 버스를 운영합니다. (단, 신청자가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출발 매 학기 마지막주 금요일 밤12시        

도착장소 마닐라 모든 공항터미널

비용 800페소 

 

픽업 & 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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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2월 1일
3월 1일, 29일
4월 26일
5월 24일
6월 21일

7월 19일
8월 16일
9월 13일

10월 11일
11월 8일
12월 6일

2014년 단체 출국/픽업일

1월 3일, 31일
2월 28일
3월 28일
4월 25일
5월 23일
6월 20일

7월 18일
8월 15일
9월 12일

10월 10일
11월 7일
12월 5일

2015년 단체 출국/픽업일

※ 정해진 출국일 외에 출국을 원하시는 학생은 파인스 서울 사무실로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비용 및 규정

● 환불 규정
출국 전 연수 취소
① 출국 4주전 취소 : 등록비를 제외한 전액 환불
② 출국 3주전 취소 : 등록비 및 위약금 5만원 제외하고 환불
③ 출국 2주전 취소 : 등록비 및 위약금 10만원 제외하고 환불
④ 출국 1주전 취소 : 등록비 및 위약금 15만원 제외하고 환불
 
출국 후 연수 취소
① 환불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수강신청 전체기간을 4주 단위로 구분하여 이미 시작된 4주 연수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아직 시작되지 않은 4주 단위 잔여 연수기간에 대해서는 50%를 환불해드립니다.
③현지에서 학습 중 학원 규정에 어긋난 행동으로 퇴교처분을 받을 시에는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서면신청 후 사실이 확인되면 연수 끝난 이후 30일 이내에 요청하신 계좌로 환불 송금해 드립니다.

등록비 100,000원 등록 시 1회 납부, 환불불가

단체픽업비 50,000원 마닐라 → 바기오1회

수업료

Sparta Speaking 740,000원

Intensive Sparta Speaking 820,000원

TOEIC 790,000원

TOEIC Speaking 790,000원

OPIc 790,000원

TOEFL 790,000원

IELTS 790,000원

기숙사비
2인실 680,000원

3인실 580,000원

4주 기준 비용

8주 이상 등록 가능        

장기 등록 할인
16주   50,000원
20주 100,000원
24주 150,000원

SSP 신청비 6300페소 특별 공부 허가증

ACR I-Card 3300페소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

비자연장비
1차 3200페소(8주), 2차 4410페소(12주), 3차 2440페소(16주), 
4차 2440페소(20주), 5차 2440페소(24주)

최초 30일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에 따라 비용 납부

기숙사보증금 3000페소 졸업 시 환불

전기&수도세 실사용량(미터기) 4주 당 실사용량 측정하여 기숙사 인원으로 나눈 금액 (1/n)

세탁비 - 4주 10kg 학원 지원, 초과분 학생 부담

교재비 평균 1000페소 레벨에 따라 차등 

연수기간별 납부비용 등록비 + 수업료 + 기숙사비 + 단체픽업비

Sparta Speaking

구분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2인실 2,990,000원 4,410,000원 5,780,000원 7,150,000원 8,520,000원

3인실 2,790,000원 4,110,000원 5,380,000원 6,650,000원 7,920,000원

출국 전 납부비용

현지 납부비용

● 기타 비용
항공료  입국 시기와 항공사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 
공항세  550페소, 연수종료 후 필리핀에서 출국 시 마닐라 공항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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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수업 - 4시간, 4:1수업 4시간,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Intensive Sparta Speaking

구분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2인실 3,150,000원 4,650,000원 6,100,000원 7,550,000원 9,000,000원

3인실 2,950,000원 4,350,000원 5,700,000원 7,050,000원 8,400,000원

(1:1수업 - 5시간, 4:1수업 2시간,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0시간)

TOEIC / TOEIC Speaking / OPIc / TOEFL / IELTS 

구분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2인실 3,090,000원 4,560,000원 5,980,000원 7,400,000원 8,820,000원

3인실 2,890,000원 4,260,000원 5,580,000원 6,900,000원 8,220,000원

(1:1수업 - 4시간, 4:1수업 4시간, 선택수업 3시간 = 최대 11시간)



파인스 어학원 연수를 위한 준비물 안내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필수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자항공권(E-Ticket) 영문이름, 유효기간, 출국일, 귀국일 확인 필수

사진 여권용 사진2장 (필리핀 ID 발급 및 이민국 제출용)

직불/신용카드(VISA OR MASTER)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직불/체크)카드 준비 ※ 바기오시에는 씨티은행은 없습니다. 

환전 개인용돈을 포함한 현지 초기비용을 US$100 단위로 환전, 추가 생활비는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유학생/여행자 보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자 또는 유학생 보험 가입 권장

전자사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의 앱으로 대체 가능

MP3 리스닝 수업 음원 파일 다운로드

노트북/태블릿PC 개인 학습에 도움 ※ 필리핀으로 우편 배송 어렵기 때문에 출국 시 지참

영어서적 수업 교재 외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책 적당히 (예) Grammar in Use, 토익 관련 교재 등

필기구 필리핀이 저렴하나 종이의 재질과 펜의 질이 다름

옷
기계 세탁으로 고가의 옷은 자제하고 공부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준비

※ 바기오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비가 자주 내리므로 초가을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자켓 준비 하세요

화장품 선크림 필수

슬리퍼/샌들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

수영복/선글라스 주말에 근교 해변으로 여행갈 경우 필요

세면도구/ 수건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

우산 바기오는 비가 자주 내리므로 필수

드라이기/옷걸이 가벼운 제품으로 준비

국제 전화/인터넷 전화
국제전화카드 한국에서 사오시지 말고 필리핀에서 주로 통용되는 것으로 여기 오신 뒤에 구입하세요~

LG070만 학원에서 가능하니 다른 브랜드의 인터넷전화기는 사용가능 하지 않습니다

11자용 콘센트/어댑터 일명 돼지코 / 현지에서도 구입 가능

값비싼 옷, 일반 세탁 시 망가질 위험이 있는 옷들은 최대한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세탁, 손세탁, 드라이크리닝을 세탁업체에서 해주지만,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연인은 영어입니다~ 패션쇼 사절!

전자제품을 한국에서 받을 경우

- 필리핀은 전자제품에 관세를 철저하게 부과합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지고 올 경우는 안전하게 FEDEX OR DHL을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받는 게 좋으며 
 관세가 적게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노트북등이 있으면 반드시 출국 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쿠이산호텔(Cooyeesan Plaza Hotel)
 2nd Floor, Cooyeesan Plaza Hotel, Naguilian Road, Baguio City, Philippines.
 Tel. (+63-74) 446-8865

많은 돈을 한꺼번에 환전해 오기 보다는 국제직불카드로 현지ATM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 단, 바기오시에는 씨티은행이 없습니다.

비자연장, SSP(필리핀 어학연수 허가증), 책 구입, 학원 호텔 디파짓이 학원 도착 후 필요한 비용이므로 한 달에 15만원 정도 용돈(앞의 초기 비용 포함)을 
생각하셨다면, 바기오 어학연수 기간 쪼들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여권, 항공권, 입학허가서, 사진2장 

서류 잘 챙기셨는지요? 

수화물은 20~24kg(세부퍼시픽 15kg), 기내용가방은 7kg 정도로 맞춰주세요. 추가요금(1kg당 12,000원)이 은근히 비싸요. 

가방무게

학원 주소, 전화번호 등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고 가시는 것은 기본! 

기본정보 들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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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스 화상영어 토킹잉글리쉬
파인스 입학前 졸업後 영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인스 토킹잉글리쉬 과정안내  

주니어 화상영어

 * 그림과 음악을 활용하여 흥미를 가지게 하는 교육
 * 주 1회 영작을 통한 기초 다지기 학습(중급이상)

   - 수업: 리딩 + 디스커션 + 영작 (25분수업)

   - 초급교재: Let’s Go 1권 ~ 7권
   - 중급교재: Read and Talk

성인 화상영어

* 1:1 수업 장점을 화상영어로 옮겼습니다.
 * 1:1 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인스 선생님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스피킹과정: 초급, 중급, 고급

 - 시험준비과정 : OPIC, TOEIC SPEAKING
 - 취업준비 면접과정 / 비즈니스 잉글리쉬
 - 항공승무원 준비과정 / 왕초보 영어회화    

파인스 화상영어는 어학원 BEST 선생님들을 배정하여 유학을 가지 않고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강생 상담, 스케줄 조율, 기술지원으로 효과적인 영어교육
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업시작 전 준비물: 화상카메라와 헤드셋이 장착된 PC 혹은 노트북(온라인 교재는 다운로드 가능)

* 컴퓨터가 없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도 가능합니다.(SKYPE 활용)

* 수업시간: 오전 6시에서 밤 23시까지 스케줄 예약 후 화상교육이 가능합니다

파인스 토킹잉글리쉬 특징

영어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파인스국제어학원

이제 영어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직접 초대하십시오. 
컴퓨터를 통해 나만을 위한 1:1 화상 영어가 시작됩니다!

                                        은

12년의 역사와 1만 5천명의 

졸업생이 인정하는 

필리핀 최고의 명문어학원입니다.We are always with you!
No Challenge No Success!

입학생 및 졸업생 할인 가격  

구  분 정상 1개월 가격 1개월 할인 3개월 할인

주5회
(총20회)

50 Min. 220,000 원 165,000 원 460,000 원

25 Min. 140,000 원 105,000 원 210,000 원

주3회
(총12회)

50 Min. 180,000 원 125,000 원 340,000 원

25 Min. 120,000 원 90,000 원 2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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