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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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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대학부설

연수원 인증서 (ILOILO)

2015년

수상내역

(9년연속)

CPU

대표 사무소

인증서 (SEOUL)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오랜 노하우와 교육공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엄선된 교재, 뛰어난 

강사진, 철저한 강사관리, 투철한 교육철학과 모든 스텝들의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유익하고 알찬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4CPU ESL CENTER 

5

5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MK어학원은 2002년도에 설립하여 

필리핀 명문 CPU 대학부설 영어연수센터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CPU ESL CENTER와 담아가는 

  추억, 미래, 사랑  

지금 시작해보세요!

MK는 투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며 현지 매니저들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자원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은 봉사정신과 사랑을 배웁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며,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영어 구사 능력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며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합니다.

사라비아 웨스트
우드

CPU 
대학교
부설 연수원

화상영어
전화영어
프로그램

ONLINE CENTER ESL CENTER SEOUL OFFICE

자매결연(MOU)
대학, AGENT 
협력업무

서울
사무실

HOW

WE 

ORGANIZED

WHO

WE 

ARE

P1 CPU ESL CENTER 

CPU
ESL
CENTER

우리는 누구인가요?



ILOILO 
CITY

일로일로는 필리핀 7,107개의 섬 중 파나이 섬 (보라카이 

포함 450만명)의 주도로써 필리핀 4번째로 큰 섬입니다.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보라카이, 세부, 보홀, 

마닐라, 팔라완 및 홍콩, 싱가포르 등 직항 노선이 있어 타 

지역으로의 관광이 용이합니다. 

일로일로는 인구 70여 만명으로 명문 국립  UP대학, 명문 

사립 CPU대학을 비롯한 약 70여 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대학이 많고 젊은 층의 분포가 많아 튜터의 수준이 높고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 영어를 배우기에는 더 없이 

좋은 요건입니다.

필리핀 도시 중에서 범죄 발생율이 낮은 안전한 교육도시로 

2015 APEC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안전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보라카이, 기마라스 등이 위치해 있고 

오염이 심각한 대도시에 비해 공기가 맑고 녹지비율이 높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교통의 소통도 원활한 편입니다.

필리핀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우며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로일로 

범죄 발생율 최저

건설 진행 중 경제구역

일로일로

소개

일로일로

특성

2016년 인천 직항 취항 

예정

도시경쟁력 2위 

지자체 능률성 1위

2012년 홍콩, 싱가포르 

직항 취항

2015년 APEC 행사 

진행 컨벤션 센터

일로일로 페널티일로일로 공로상 명예대사

ILOILO CITY ILOILO CITY MAP P4P3



350명 Private정원 TYPE

2002년 4월 (2009년 5월 신축) Knowledge and Faith개설일자 MOTTO

130개 (그룹 강의실 포함) Dr. Teodoro C. Robles강의실 PRESIDENT

1인실, 2인실, 3인실, 2+1인실, 4인실 13,000기숙사 STUDENTS

강의실, 자습실, 카페테리아, 세탁실, 매점 Jaro, Iloilo City학교시설 LOCATION

Urban, 240,000 m²

CPU Zarraga Farm

CPU Farm, approximately 140,000 m

마사지 샵, 헬스장, 농구장, 탁구장, 

인터넷(무선)라인, 에어컨, Teacher's Lounge

빌리지 수영장, 실내 농구장, 산책로 및 조깅 코스

양호실, 방갈로

기타 CAMPUS

튜터수
WEDSITE

150명
cpu.edu.ph

ILOILO 
CENTER

.
1

.
2

CPU ESL CENTER 캠퍼스는 새로 

조성된 고급 빌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캠퍼스 전경 | 어학원 캠퍼스 전경 중앙도서관

수영장 | 빌리지 내 수영장 대학수업 | CPU 교수님 직강

SM CITY | 일로일로에서 가장 큰 쇼핑몰 축구부 | 필리핀 대학 랭킹 1위

스몰빌 | 일로일로의 젊음의 거리 CPU 수료증

빌리지 내 산책 및 조깅 코스, 캠퍼스 

내 수영장, 농구/배구/헬스/족구/탁구/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활동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대학교, 대형 쇼핑센터, 문화시설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CPU ESL CENTER 캠퍼스는 임대가 

아닌, 2,000여 평의 대지에 직접 신축한 

캠퍼스입니다. 개인별 옷장, 침대,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고, 온수시설, 무선 인터넷 환경,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 농구장, 식당, 한국매점, 도서관, 

헬스장, 마사지샵, 카페테리아, 양호실, 탁구대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학생들이 

원내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로일로 캠퍼스 소개

CPU (Central Philippine University)는 

필리핀 내 TOP20 대학교이며, 필리핀 

중부에서 교내 시설과 규모가 최상급인 

명문 대학교입니다. 1905년에 설립자 윌리암 

오 발렌타인이 American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의 후원을 받아  Jaro 

Industrial School(JIS)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남자 학생들의 초등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1913년 

여학생도 받아들이고 1923년엔 주니어 

칼리지를 열어 Central Philippine College가 

되었고  1940년 5개의 학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니어 칼리지가 되었습니다. CPU 

는 현재 13,000명의 학부생이 현재 공부 

중이며, 축구부 학생을 비롯해 100명의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유럽 및 다른 아시아 지역 

학생들 역시 공부 중입니다. 일로일로 하로에 

위치한 35개의 건물이 있는  24헥터 크기의  

캠퍼스는 일로일로 최고 규모이며  아름답게 

조성된 캠퍼스는 정부에서 관광 코스로 

지정했습니다.

CENTRAL
PHILIPPINE
UNIVERSITY

HISTORY

OF

CPU

INTERNAL

FACILITIES

SURROUNDING

FACILITIES

OUTLINE

OF

CPU

ESL

CENTER

OUTLINE

OF

CPU

CPU대학교 소개

ILOILO CENTER CENTRAL PHILIPPINE UNIVERSITY P6P5



STRONG
POINT

필리핀의 교육의 도시로써 유흥시설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인 일로일로 내에서도 이중 검문을 하는 고급 빌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합니다.

원활한 양질의 강사 수급과 철저한 관리.

합리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는 레벨링 시스템, 자체교재, 

쾌적한 1대1 강의실 및 도서관을 구비한 MK어학원은 학생들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약속합니다.

학생들에게 인턴쉽, 봉사활동, 액티비티 등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과 함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세분화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7시간의 1:1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로일로의 저렴한 물가는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는데 

적합합니다.

안전성

철저한

학사관리  

다양한

활동

저렴한

수업료와 물가

강점

구분

시 설

/

위 치

일체형 기숙사와 강의동이 분리 수업을 받으러 이동해야 할 필요가 없음

자체 소유의 부지와 건물로 문제 상황 시

(정전, 단수) 즉각적인 대응

건물/시설이 깔끔함.

강의실, 도서관 및 학습환경 우수

치안이 안전하고 공부하기에 좋음

산책 및 조깅 각종 체육활동 가능

필리핀 교육부 인증 교육기관 

현지 대학수업/시설물 이용, 수료증 발급

스파르타와 자율형 학원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

매월 월말 테스트의 시행과 멘토링으로 

레벨의 변화에 따른 학습관리

보다 전문화/세분화된 영어 공부가 가능

각종 상벌규정의 마련으로 동기부여

매월 봉사활동 및 액티비티 진행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 학습 성취도 향상

여가시간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

오랜 조리 경력이 있는 주방장이 식단 제공 

위생 및 식재료 검수, 맛과 영양가 있는 식사

원내에서 이용 가능

임 대

오래된 건물

번잡한 시내 혹은

도로변에 위치

대학부설 일반 사설

스파르타 혹은 자율형

액티비티 .

자체 소유의 부지와 건물

세미 스파르타

각종 체육시설 .

2009년 신축 건물

매주 매달 시험 .

식사 .

고급 빌리지에 위치

SPECIAL CLASS .

매점, 마사지, 카페, 양호실 .

페널티 / 상벌규정 .

커리큘럼

/

수업부분

기  타

CPU ESL CENTER 타 학원 비  교

DIFFERENCE

다른 어학원과의 차이점

STRONG POINT DIFFERENCE P8P7



4차에 걸친 임용테스트 

정기적 테스트 & 트레이닝으로 튜터관리

LEVEL-
ING
SYSTEM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MK만의 커리큘럼을 적용합니다. 

커리큘럼은 10개월을 기준으로 각 단계는 1개월씩 소요되며, 기본적으로 레벨은  

Level 1에서 Level 5 까지 5단계의 레벨로 구성되고 각 레벨별로 A와 B. 두 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상위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출석과 매달마다 

보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TRAIN-
ING
SYSTEM

기상 /세면
아침식사 / 수업준비

1교시
(50분 수업, 10분 휴식)

3교시

6교시

2교시

4교시

5교시

점심식사/ 휴식

의무자율학습

공부 / 취침 준비

7교시

8교시

Lower Beginner    For children & really beginning course for adult

영어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영어회화에 자신이 없는 연수생들을 위한 단계

실용 영어회화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쉽게 배움으로써 영어회화에 자신을 갖는 단계

기본 문법과 문법, 단어를 정리해서 영어표현을 응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단계

1A 1B

Upper Beginner    New to English

1단계를 마친 후 강사와 함께 듣기와 말하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단계

여러 상황에서 간단한 시제 활용으로 간결하며 효과적인 표현능력을 훈련하는 단계

간단한 자기의견이나 주제에 관한 토론 능력을 배양하는 단계

2A 2B

Lower Intermediate   Becoming familiar with English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영어회화를 연습하는 단계

간단한 자기의견이나 주제에 관한 토론능력을 배양하는 단계

Topic별 Reading을 통해 영어식 사고력과 자연스러운 표현능력을 훈련하는 단계

3A 3B

Upper Intermediate    Becoming confident with English

고급회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제한, 요청, 논리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하게 되는 단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단계

4A 4B

Advanced    A very  fluent use of English in Most Social and Iearning contexts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단계

중립회화의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관한 대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단계

5A 5B

TRAINING

POINT

TIME

TABLE

LEVEL

DEGREE

최상의 커리큘럼으로 수준 높고 심도 깊은 

스파르타식 프로그램 진행

정기적인 테스트&리뷰를 통해 실전 시험 대비

세분화된 레벨링으로 개인별 본인에 알맞는 

체계적인 학사관리

07:00

08:00 1

2

3

4

5

6

7

8

10:00

14:00

09:00

11:00

13:00

12:00

15:00

20:00
22:00

22:00

16:00

LEVELING SYSTEM TRAINING SYSTEM

저녁식사 / 휴식17:00
19:00

스페셜
클래스

19:00
20:00

P10P9



English Zone

Policy

효율적이고 빠른 영어향상을 위해 English Zone 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해야 합니다.

English Zone : 학원전체 (식당-식사시간, 숙소 만 제외)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8명의 English Zone Police 운영

페널티 규정 :     매 적발 시 –  주말 강제 스터디 1시간

CPU ESL CENTER

코스안내

Presentation

Policy

영어 표현 능력, 자신감 향상을 위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Presentation  Day : 졸업식

Sparta

Policy

수업효과 극대화, 영어 능력 향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스파르타, 세미 스파르타 학생을 이원화합니다.

 

6시 기상 음악      

그룹 편성           (스파르타, 세미 스파르타 학생 구별 편성)

세미 스파르타에서 스파르타 이동 가능 

                     (4주 5만원 추가, 변경 후 세미스파르타 이동 불가)

스파르타에서 세미 스파르타 이동 시 환불 없음

스파르타 학생은 평일 외출 금지

                         (스페셜 클래스 미 참가자는 한 시간 외출 가능)

통금시간 :         금,토 (오전 2시), 일요일 (오후 10시)

                          귀가 시간 초과 시 – 귀가 초과 시간만큼 주말 강제 스터디 

셀프 스터디 :     오후 8시~오후 10시 (월~목)    

단어 시험 :        매 주 금요일 첫 1:1 수업 때 시행 (20분 시험, 20분 리뷰)

                          20단어, 20 문법 문제, 10줄 에세이

                          시험 성적 공개

Activity

Policy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과 주말에도 튜터와 함께 액티비티를 진행하여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매월 공지, 신청한 학생만 진행

SPEAKING
POLICY

COURSE 
POLICY

언어는 생활로 습득해야 된다 = 영어생활 환경 노출 극대화

한국학생들에게 가장 취약하고 가장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스피킹 파트를

보다 효과적이고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코스 수업시간 레벨 필수과목 선택과목

Basic

Premium

1:1수업 4시간

1:5수업 2시간

1:1수업 7시간

1:1수업 6시간

1:1수업 6시간

1:1수업 4시간

1:5수업 3시간

3B~

2A~

1A~2B

3A~5B

1:1수업

1:1수업

1:1수업 Grammar, Speaking

1:1수업 Writing, Speaking

1:5수업 Conversation

1:5수업 Conversation

IELTS

TOEIC

Internship

Grammar, Speaking

Conversation

Writing, Speaking

Conversation

Writing/Patterns/Vocabulary

/Idioms/Reading/Pronunciation

Listening/Pronunciation

/Situational English

Grammar/Patterns/Vocabulary/Idioms/Reading/

Pronunciation/Collocation

Listening/American Accent/Situational English

Writing/Vocabulary/Idioms/

Reading/Pronunciation

Grammar/Vocabulary/Idioms/

Reading/Pronunciation/Accent

Writing/Patterns/Vocabulary/

Idioms/Reading/Pronunciation

Listening/Pronunciation/

Situational English

Grammar/Patterns/Vocabulary/

Idioms/Reading/Pronunciation/Collocation

Listening/American Accent/Situational English

1A~2B

3A~5B

1A~2B

3A~5B

1:1수업

1:1수업

1:1수업

1:5수업

1:5수업

1:5수업

Grammar, Speak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Reading/Speaking/Grammar/ Writing Task 1, Task 2

Listening Part 1&2, Listening Part 3&4,

Reading Part 5, Reading Part 6,Reading Part 7, TOEIC Grammar

E

S

L

파트 별로 특화된 전문 튜터 배정, 형식적인 프리토킹 수업 방지, 수업효과 극대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레벨 별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나눠 코스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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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가족, 단체 연수시)

(학생)2 + (튜터)1인실

FEES

SSP 발급비

ACR I-CARD 발급비

비자 연장비

전기세 + 수도세

교재비

기숙사 보증금

공항세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1000P ~ 1500P + 계량기 측정

약250 ~ 400P/권

US100$ (퇴실시 환불)

일로일로 

깔리보

6,000P

3,300P

3,340P

4,610P

2,530P 

2,640P

2,640P

200P

700P

내역

기간 할인적용률

비용

가격

현지

납부

비용

장기

할인

FEES

개강일

픽업

HOW  
TO 
GO?

3시간 
30분

4시간

공항에서 캠퍼스 이동시간은 20분정도이며 

매니져 및 현지 직원이 공항으로 나와 직접 

어학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마닐라 MANILA 깔리보 KALIBO
(공항픽업)

서울 SEOUL 
부산 BUSAN

학원도착

일로일로 ILOILO
(공항픽업)

학원도착

20분

50분

3시간

개강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일요일 출국을 권장해드립니다.

가는 방법

Basic Course

Premium Course

TOEIC Course

IELTS Course

추가 수업 비용 - 1:1 수업 13만원 / 1:5 수업 8만원 / TOEIC 14만원 / IELTS 15만원

Internship Course

가족 연수

Junior Course

공무원 Course

TESOL Course

Special Class

저녁 스터디

등록금

픽업비

기숙사

기타 비용

스테이

비용

1회성 비용

1:1 수업 4시간, 1:5 수업 2시간, 저녁 스터디 2시간

1:1 수업 7시간, 저녁 스터디 2시간

1:1 수업 6시간, 저녁 스터디 2시간

1:1 수업 6시간, 저녁 스터디 2시간

1:1수업 4시간, 1:5수업 3시간 (4주)

추후 1:1수업 4시간과 인턴쉽 병행 (8주 이상 신청)

조기유학,대학 입학 코스  -  등록비 50만원 + 200만원

MK 코스 + 대학 1:1 수업 1시간 (16주 이상 신청)

MK 코스 + 대학 수업 (MK 레벨 3A 이상)

매주 토요일 8시간 수업 - 4주 코스 (8주 이상 신청)

19:00~19:40 / 매월 1과목 개강 / 최소10명 / 1인3회 결석 시 전체 폐강

Self Study - 20:00~22:00

부모님

자녀

1:1 수업 4시간

1:1 수업 5시간 / 7시간

세탁비용, 

청소비용, 

일일3식 포함 

(전기세 불포함)

 

일로일로공항

깔리보공항  (매주 일요일 입출국 기준)

코스 수업

CURRICULUM
& COST

67만원

85만원

80만원

85만원

78만원

신청자 참석 (선택)

전원 참석 (의무)

52만원

70만원 / 90만원

25만원 + 대학 SSP (P6,000)

35만원 + 대학 SSP (P6,000)

* 4주 기준

85만원

66만원

58만원

52만원

72만원

10만원

3만원

7만원

가격

가격 기타

가격

커리큘럼 &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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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POLICY

취소하실 경우 어떤 경우에도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대상은 '수업료'와 '기숙사비'로 한정되며, '총연수비용'으로 규정됩니다.

또한 SSP발급비, 픽업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환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강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연수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보충수업도 없습니다. 또한 퇴교 시에는 어떠한 환불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불시점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루어 

집니다. (환불신청서는 현지에서 작성가능)

입학 전 취소 시 

학원 도착 직후

연수기간 10% 미만

연수기간 10~29%

연수기간 30~49%

연수기간 50% 이상

수업

저녁 스터디 

단어 테스트

페널티 

카드

이성 

기숙사 

방문

흡연시

강사교체

야간소음

월말 테스트

외출 및 

통금

등록비, 항공권 발권 취소비 (항공권 위탁 시)등 제반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환불

4주 기숙사비를 제외하고 환불

잔여 연수비용의 70% 환불

잔여 연수비용의 50% 환불

잔여 연수비용의 30% 환불

환불 불가

환불규정

REGULA
-TIONS

학원규정

지각 5회 (5시간/1달기준) = 결석 1일로 간주 

결석 1일 (6시간/1달기준) = 경고장 발부 및 상담 

결석 2일 (12시간/1달기준) = 페널티 (공지)  

결석 3일 (18시간/1달기준) = 페널티 (공지) 

결석 4일 (24시간/1달기준) = 퇴원 (환불없음)

Penalty card 1장 : Yellow card 

Penalty card 2장 : Red card 

Penalty card 3장 : Goodbye card

불참시 = Smile Card 받을 수 없음  

불참시 = 레벨 1로 강등

공강 시간 외 외출금지 (월~금) 

20시 이후 외출금지 (월~목)

1차 적발 = 페널티 (공지) 

2차 적발 = 페널티 (공지) 

3차 적발 = 퇴원 (환불없음)

일로일로시에서 정한 벌금 부여 됨

페널티 (공지)

강사 교체는 정해진 날에 한하여 신청, 교체할 수 있음

스마일 카드

옐로우 카드

굿바이카드

레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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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OF
SCHOOL

캠퍼스 전경 별관 기숙사 운동장 1:1수업 1:1수업

스페셜 클래스 셀프스터디

식당 매점 마사지샵

헬스장

월말테스트인턴쉽기숙사 내부 샤워시설화장실

양호실 탁구장

원내행사 봉사활동

기마라스 액티비티체육활동 보라카이 액티비티

BBQ 파티

로비 오피스 무선인터넷

1:5수업

대학수업

프레젠테이션

PICTURE OF SCHOOL PICTURE OF SCHOOL P18P17



POST-
SCRIPT

후기

JAMES님의 후기 Naomi님의 후기 miranda님의 후기

MK에서 2개월 생활을 마치고 이제야 짧게 후기를 남깁니다. 7월부터 9
월까지 2개월을 계획하고 시작하게 된 필리핀 어학연수. 이 기간 동안 
MK 웨스트우드에서 많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약 1주일 정도는 마닐
라에서도 머물면서 지내봤지만. 개인적으론 일로일로에서 지냈던 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로일로 웨스트우드에서 지내면서 좋은 점부터 몇 가지 말해드리겠습
니다. 웨스트우드 마을은 나름 비싼 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 
사는 동네에 CPU ESL CENTER가 같이 있는 셈이죠. 가구수가 많이 구
성되어 있진 않지만 마을 입구에 가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페
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 좋아하시
는 분들은 정말 살이 새까맣게 타도록 수영하시더군요. 수영장이 작긴 
하지만 나름 아담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
어 있습니다. 필리핀에 오면 호텔에 가도 물이 깨끗한 곳이 별로 없다라
는 게 평설입니다. 하지만 웨스트우드에서는 깨끗한 물을 맘껏 쓸 수 있
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라 모기가 많을 것 같아 걱정했었는데 모기는 도마뱀이 다 잡아 
먹더군요. 밤마다 나타나서 벌레들을 해치우는 귀여운 녀석입니다. 

매일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예 놀려고 필리핀에 온 
것이라면 일로일로로는 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2개월 동
안 1대1 수업 후 미국에서 시작하게 된 게 다행스럽습니다. 2개월 동안 
좀 빠르게 공부하는 사람은 2권정도 문법책을 끝내더군요. 전 하루에 
3~5페이지씩 해서 문법 책은 1권 밖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을 조성해서 일주일에 1~2번씩 시험을 보기
도 하더군요. 밤 7시 30부터 9시 30분까지는 자율학습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공부하는 분들이 11~12까지도 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
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같이 혼자 하면 집중 못하는 사람에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출발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튜터들이었
습니다.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나까지 이상해 지면 어떨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미국에 와서 보니 미국에서는 그룹수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튜터들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필리핀 1:1수업 시
스템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필리핀 튜터들 이해 될 때까지 설명해 준 것
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운 것 중의 하나인 마사지도 정말 생각납니다. 한국에
선 한번도 안 받아봤던 마사지를 필리핀에서 2주일에 한번씩은 갔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전신 마사지가 200페소~' 정말 생각납니다. 그리
고 새콤달콤한 그린 망고주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일 해지는 노을은 정말 예쁩니다. 저녁식사 후 수영장까지 산책
을 자주 갔었는데요. 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진 못 올리는 게 정
말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정 많은 튜터들과 웨스트우드 분들께서 잘 대
해 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분께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 참에 어학연수를 떠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 어학원을 알아보다가 MK를 알게 되었죠. 한참의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일로일로로 결정!!! 결정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팍팍 
들더라구여!

일단 일로일로는 교육도시로 발전이 되 있어서 그런지 유흥의 손길이 
없더군요. 물론 평일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은 신나게 놀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몇 학원들은 스테이랑 학원이랑 떨어져 있어 불편한 
곳도 있지만, MK는 학원이 숙소와 함께 붙어있어 이동에 용이했구여, 
빨래며 청소 제가 스스로 할 일은 공부밖에 없드라구여 ^ ;̂;

무엇보다 매니저들과 직원 분들이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고 장난도 
걸어주시고 

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아아아~~필리핀 튜터들 
보통 발음이 이상해서 알아듣지 못하네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발음도 좋고 쉽게 잘 설명해주어서 수업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던 여행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은 보라카이 여행~~ 10명 
정도 모여서 갔었는데 비용도 저렴하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보라카이 정말 멋진 섬이였어요 일로일로에 머무는 학생분들 
추천합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저를 변화시켜놓은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나돌아갈래~라는 마음을 잡아주는 MK학원! 2주차의 끝이자 3주차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친구들도 보
고 싶지만! 가족 같은 MK 식구들이 있기에 필리핀생활이 즐겁습니다. 
^-^

첨에 올 때는 낯설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거의 적응했다는?? 

매끼 나오는 급식 넘 맛있쪄염 뿌잉뿌잉.... 이러다가 살쪄서 한국 돌
아갈 듯 ㅠ,ㅠ 가끔~~아주 가끔 필리핀스러운 밥이 나올 때도 있
지만 넘 맘에 들고요 사실 비밀이지만 두 그릇씩 먹을 때도 있어요.. 
이건 비밀이예염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웨스트우드 수영장에 놀러갔는데요~아놔 ㅠㅠ 
옷 입고 들어가면 안돼요… 샷건을 등에 맨 경비아저씨가 와서 벗으래
요.... 내 겉옷은 스윔수트인데.... 여튼 아저씨가 넘 무서워서 비키니입고 
수영했어요.

아 그리고 일로일로에는 스타벅스도 있어서 오늘 저녁때 수업 끝나고 
잠깐 놀러 갔습니다. 완전완전 한국하고 똑같고 좀더 저렴할 때도 있고
~~마치 한국에 있는 거 같은 느낌! 수업과 공부에 지칠때면 바로 엠케
이 옆에 에스엠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수영장도 가고 해서 주말과 남는 잉
여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평일에는 나갈 시간 없어요~~ 공부하기도 벅차다는!!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재밌고 빨리빨리 지나가서 아쉽고 
그래요. 

특히 사무실의 매니저님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한국계좌에 입금하면 폐소로 환전해 주시고 돈도 맡아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흐헝헝헝 폭풍감동ㅜ 

바로 바로 빠른 피드팩 언제나 감사해용~^^

완전완전 매니저님들 친절하고 유머넘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신입생환영회때 삼겹살 뷔폐도 열어주시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아놔 매니저님 분위기에 취해가꼬 노래 막부르고 레크레이션 강사님 
오신 줄 ㅋㅋㅋㅋ댄ㅋ싱ㅋ퀸~~ 워어~유아더댄싱퀸~ 

튜터들도 다 맘에 들고 재밌게 또는 수업할 땐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고
~~열정이 보여요~저도 같이 막 열심히 하게 되고~자청해서 셤 보자
고 하지만...ㅜㅜ 다음날 후회하고 ..ㅋㅋㅋ 수업 외의 다른 튜터들하고 
친해져서 다 수업 들어보고 싶지만 한정적이긴 하죠~~ 

특히 마이크 완전 인기 쩔ㅇㅇㅇㅇㅇㅇ어...... 맨 마지막 수업 하나 비던
데...휴...여기도 미어 터질 듯??  힝 마이크 두명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점
심시간에 들어가서 밥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잔인한 학생이 될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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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SL CENTER 설립 (ILOILO)

2008

St. Paul 대학교 MOU체결 

순천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2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제주 도청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 전남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거제대, 인천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2009

전주대, 경희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3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제주 도청 프로그램 운영  

웨스트우드 캠퍼스 오픈  

전주대, 충북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거제대, 전남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대구대, 인천전문대 프로그램 운영 

CPU 대학교 MOU체결 

필리핀항공 Training Center MOU 체결

2010

일진 전기 기업 연수 진행 

경희대, 제주관광대학 프로그램 운영 

조선대학교 MOU체결, 프로그램 운영 

4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제주인력개발원 프로그램 운영 

인덕대, 거제대학 단체 프로그램 운영 

영남대, 제주대학교 단체 프로그램 운영 

안동과학대, 전주대학교 단체 프로그램 운영 

평택, 광주 마이스터고 단체 프로그램 운영

2003

홍익대, 한남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산아구스틴(USA) 대학교 MOU체결

경희대, 신라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초,중 캠프 프로그램  시작

2004

홍익대, 경희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주)코틴스 MOU 체결

2005

필리핀 최초 토익 전문 과정 운영 

홍익대,경희 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2006

마닐라 캠퍼스 오픈  

제주관광대 프로그램 운영 

라살(La Salle) 대학교 MOU체결 

2007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제주도청 프로그램  운영

UP 대학교 MOU체결

호남대,광주 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주대,제주관광대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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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구미대, 영남대, 장안대, 거제대 프로그램 운영 

제주대 학기교환 프로그램 운영 

신라대, 대구대, 고신대 학기 인턴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 교육청 프로그램 운영 

제주인력개발원 프로그램 운영 

6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2011

제주대학교 - 마닐라 St.Paul  대학교 MOU체결 

서영 엔지니어링  기업 연수 진행 

제주대학교 -  일로일로 CPU 대학교 MOU체결 

신라대학교 -  일로일로 CPU 대학교 MOU체결 

거제대,  인덕대학 단체 프로그램 운영 

신라대,  조선대학교 단체 프로그램 운영 

광주, 원주 마이스터고 단체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 교육청 프로그램 운영 

부여 교육청 프로그램 운영 

제주인력개발원 프로그램 운영 

5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제주대 학기중 프로그램 운영 

신라대 학기중 프로그램 운영 

거제대 학기중 프로그램 운영 

우진 세렉스 기업 연수 진행 

영남대, 전주대학교 단체 프로그램 운영 

올해의 하이스트 브랜드 수상 

영남대,  전주대 단체 프로그램 운영 

대구 폴리텍 대학 단체 프로그램 운영

2014

신라대 학기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구미대, 거제대  프로그램 운영 

부산교대 프로그램 운영 

삼성 SDS 프로그램 운영 

베올리아 프로그램 운영 

북경 어언대 MOU 체결 

8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구미대 학기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선문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선문대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신라대 프로그램 운영 

거제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호원대 프로그램 운영 

장안 서북대 MOU 체결

2015

수원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동명대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제주대 학기 교환 프로그램 운영 

중국 장안 서북대 학년 교환 프로그램 운영 

중국 북경 어언대 학년 교환 프로그램 운영 

신라대 연수 프로그램 운영 

9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수상

2013

제주대 학기교환 프로그램 운영 

대구대 학기교환 프로그램 운영 

신라대 학기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거제대 학기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구미대, 영남대, 거제대 프로그램 운영  

마닐라 화상영어센터 오픈 

펌프킨 잉글리쉬  화상영어 운영 

경상대 연수 프로그램 운영 

MK 대표 일로일로 명예대사 임명 

7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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