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겨울 주니어 영어캠프(제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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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어학원

Bldg 8636, Upper Mau Cubi Point, Subic Bay Freeport Zone, Philippines.

공항이용안내
* 모든 절차는 인솔교사가 직접 수속과 안내를 하게 될 것이지만 출입국 절차마다 학생들에
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여기에 정리해 드린 내용을 학생들이 미리 숙지하면, 공항 내에서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어학연수이므로 영어
학습 외에도 학생들의 인지능력 개발, 비판적 사고습득, 자기주도 학습, 규칙적인 생활 등에도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1. 전 세계 모든 공항(일부 소규모 공항 제외)의 구조는 아래층이 입국장, 위층이 출국장 형태
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3층이 출국장)
2. 탑승수속(CHECK IN) 할 때는 여권과 항공티켓을 제시한다. 기내에 들고 들어가지 않고 화
물로 보낼 짐(가방)이 있으면 가방을 화물 캐리어에 올려 놓는다. 일반적으로 1인당 1520Kg(항공은 20Kg)이 초과하는 짐에 대하여 별도의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의 크기는 3변의 합이 115Cm 이내이다. 쉽게 말해서
가방의 긴 쪽 길이가 50Cm 이내면 문제가 없다. 무게의 제한은 10Kg 이내로 제한하지만 무
시해도 된다.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데, 스프레이류, 크게 날카로운 칼 종류와
액체류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치약이나 샴푸 등이 문제되는데, 100ml 이상의 액체로 된 물건
은 반입이 금지된다.
4. 많은 인원이 동시에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모든 짐을 여행용 가방(바퀴 달린
가방) 1개와 메고 다니는 배낭 1개로 통일해 주면 절차가 순조롭다. 가방은 화물로 부치고, 배
낭 1개만 기내에 반입하면 편리하다. 배낭 안에는 기내에서 읽을 책, 휴대전화, 카메라, 필기
도구 정도 넣으면 가볍고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탑승수속이 끝나면 여권, 항공권, 탑승권, 화물표(짐을 따로 부친 경우)를 받게 되는데, 특
히 화물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화물표는 비행기 도착 후 화물(가방)을 찾아서 도착공항을
나갈 때 그 가방이 자신의 것임을 입증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6. 기내에 탑승한 후 승무원(FLIGHT ATTENDANT)이나 기장(CAPTAIN)의 영어방송도 교육의
일부분이 되고, 기내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승무원에게 요청하는 모든 행위도 좋은
학습체험이 될 것입니다.
7. 필리핀의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Immigration Check)를 하게 되는데, 단체로
인솔교사가 처리한다. 심사 후 수하물 찾기(Baggage Claim)에서 자신의 가방을 찾습니다.
9. 자신의 짐을 ‘짐 찾는 곳’에서 찾은 후, 다같이 모여 세관을 통과한 후 픽업자를 만나서
어학원까지 이동할 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픽업자가 공항 출입구 쪽에 피켓을 들고 안내합
니다.)
10. 개인이 기내에 가지고 타는 작은 가방과 화물로 부치는 짐(개인 의류 등의 캠프 준비물)
으로 나누어 준비 하세요. 특히, 스프레이류는(미스트, 헤어스프레이 등)는 반입금지 품이오
니, 현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캠프 준비물 안내
1. 필수 준비서류
- 여권, 사진 3매(이미 제출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음)
- 기타서류 : 15세 부모 비 동반 서류 및 공증, 여행자 보험, 항공권 등
(회사에서 일괄 대행 처리 합니다.)
2. 학습 관련 준비물
- 전자사전 또는 일반 사전(사용하던 것 가져오면 됩니다)
- 필기구 및 노트(연습장)
- 가방 : 수업 및 야와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가방
- 안경 및 렌즈(세척제 포함) : 착용자에 한함
3. 생활준비물
- 의류 : 반바지 2~3벌, 긴바지 1~2벌, 반팔 티셔츠 4~5벌, 긴팔 셔츠 1~2벌, 속옷 4~5벌,
양말 4~5켤레, 수영복 1벌, 춘추용 얇은 점퍼 1벌, 샌들, 운동화, 선글라스, 모
자 등
- 세면도구 : 샴푸, 비누, 치솔, 치약 등
- 생활용품 : 화장품(로션 등), 썬크림, 타올 3~4장, 두루마리 휴지1개, 바늘, 실, 손톱깍기,
개인이 필요한 용품 등
- 의약품 :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상비약 또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 등
일반적인 의약품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준비해서 가져 가세요
어학원에는 일반상비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용돈
- 달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4주에 통상 100불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50불 2장)
공항에서 환전 하시면 됩니다. 아껴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용돈은 대체로 개인적인
물품구매나 선물, 간식, 액티비티 활동 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용돈은 어학원에서 학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모두 수거하고, 학생들의 필요 시 원하는
금액을 어학원에서 환전해 주기도 합니다. (분실방지, 낭비방지)
-만약, 적당한 용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경우 어학원에 입금하
고, 환전하여 자녀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수학교재
- 우공비 1학기 수학교재
(선행학습, 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의 경우 학원 사용하는 교재도 무방함)
6. 어학원에서 세탁과 청소가 제공 됩니다. 의류는 세탁기로 빨래하므로 고가의 옷, 장식이
많은 옷 등은 가져오지 마시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옷 안쪽에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7. 자녀와의 연락 : 어학원에서 주말에 부모님께 전화 드릴 것 을 학생들에게 교육합니다.
자녀에게 전할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는 어학원에 전화하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 070-7858-3437~ 8 심환휘 교육팀장/ 김영란 원장
8. 별도의 충전기 필요 없음
- 집에서 사용하던 드라이기, 핸드폰 충전기를 가져와서 사용가능
9. 홈페이지에 연수준비서류/준비물 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 공지 된 약속시간과 장소에서 인솔자와 캠프 학생과 만나기 (변경 시 변경문자공지
합니다)

- 사진미제출자는 반드시 공항에서 인솔자에게 사진 제출해야 합니다.

1) 만나는 시간 및 장소

-> 12/21 일(일) 오후 6 시 00 분, 3 층 출국장 “J-1” 카운터 앞(현수막 게시예정)

2)항공일정

-> 항공일정 4 주 : 14.12.21(일) 20:20 분 인천출발 -> 23:30 마닐라 터미널 2 도착

15. 1.17(토) 14:20 분 마닐라 출발 -> 19: 20 분 인천공항 도착

-> 항공일정 6 주 : 14.12.21(일) 20:20 분 인천출발 -> 23:30 마닐라 터미널 2 도착

15. 1.31(토) 14:20 분 마닐라 출발 -> 19: 20 분 인천공항 도착

-> 항공일정 8 주 : 14.12.21(일) 20:20 분 인천출발 -> 23:30 마닐라 터미널 2 도착

15. 2.14(토) 14:20 분 마닐라 출발 -> 19: 20 분 인천공항 도착

2. 인원점검 및 여권 확인, 런닝티 지급 등

3. 현장 OT 진행

-> 출국진행 및 필리핀 입국 시 행동요령 설명

4. 보딩진행 : 발권 및 짐부치기

5. 부모님과 사진촬영 및 인사, 부모님은 집으로

6. 출국장으로 이동 -> 출국심사 -> 탑승구 도착 -> 출발 전 최종인원 확인 -> 탑승

-> 기내식 제공 ->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 -> 마닐라 도착

마닐라공항에서
1. 인솔자가 ‘입국세’ 를 납부하는 동안 학생들은 우선 짐을 찾은 후 인솔자가 지정한 장소에
모여 대기 합니다.(인솔자에게 여권 제출/약속장소에서 대기)

2. 인솔자가 입국세 납부 후 영수증을 받은 후 , 학생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학생들이
짐을 다 찾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솔선생님이 확인합니다)

3. 인솔자가 입국세 납부 후 영수증을 받은 후 , 학생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학생들이
짐을 다 찾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짐은 인솔선생님이 찾아 놓습니다) 짐을 가지고
입국심사대에 입국세 납부 영수증을 보여주고,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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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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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여권사인란과 같이 사인
1. Last name(이름) : 여권상의 이름과 동일하게 영문으로 기재
2. First Name(성) : 여권상의 성과 동일하게 영문으로 기재
3. Middle Name : 빈칸으로 처리
4. Contact Number and/or E-mail Address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둘 중 하나 기재
5. Passport/Travel Document Number(여권번호) : 여권번호 기재
6. Country of First Departure(출발국가) : 대한민국(South Korea)
7. Country of Residence(거주국가) : 대한민국(South Korea)
8. Occupation/Work(직업) :
부모님, 성인 : Office Worker, Businessman /학생 : Student
9. Flight/Voyage Number(비행편명) : 해당 항공편 기재

10. Purpose of Travel(여행목적) : 휴가(Pleasure/Vacation)에 체크
11. Signature of Passenger(승객서명) : 여권 사인란 참조

<현지 수빅 연락처>
현지 수빅 어학원 전화번호
인터넷 전화 :
070-7858-3438(부원장: 김영란)
070-7858-3437(교육팀장 : 심환휘)
서울사무소

: 02-2628-5846 / 김현태 부장

수빅 TIMES-SLC 주소:
Bldg 8636, Upper Mau Cubi Point, Subic Bay Freeport Zone, Philippines.
-www.timescamp.co.kr
-www. times-sl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