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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깨닫고 자녀를 위해 선택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한국 학생이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로 
학업을 수행 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단어 암기나 문제 풀이가 아닌 텍스트를 읽
고, 토론을 하며,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
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자녀들을 성인의 틈에서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에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니어와 가족을 위한 
저희 CIEC 교육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Learning Today, 
Leading Tomorrow

단 한달 연수로 인연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0년을 계획합니다.
영어는 단순한 학과목이 아닙니다.
자녀 미래 커리어의 방향타입니다.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지 않는 영어 학습은
매해 결심하나 평생 성공하지 못하는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초중고 주니어
아카데믹 영어

해외명문대
유학

국제 시험준비
IELTS/TOEFL

관리형 
조기유학

설명회
맞춤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유치부 &
캠프

성인이 되어서 배우는 영어와 
초, 중, 고 주니어 학생이 배워야 하는 영어는 분명 다릅니다.



CIEC 캠퍼스 소개
Where Students Learn To and Lead Their Future.
주니어 전문이기 때문에 엄격한 생활 및 학업 관리는 필수! 그러나, 드넓은 야드와 수영장은 학업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CIEC 본원
필리핀 세부 탈람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CIEC 캠퍼스는 필리핀 최고의 명문 국제학교 CIS(Cebu 
International School)와 Ateneo De Cebu, MMIS(Maria Montessori International School)와 인
접해 있으며, 혼잡한 세부 시내가 아닌 조용하고 안전한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을 위
한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기숙사 
Where Excellence Is Molded!
본원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기숙사는 스페인 스타일의 일반 주택이 모여 형
성된 빌리지로 가족형 연수에 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유닛마다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을 함으
로써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과 현지 문화에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IDEC 소개 

CIDEC is a Pioneering Provider and Leader in Distance Education
2000년 설립된 CIDEC(Cebu International Distance 
Education College)은 대한민국 교육부 외국학력 인정학교
로,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처럼 온라인, 개인교습 등의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방법을 사용하는 필리핀 
12학년제 정식 학교(School ID : 404428)입니다. 

CIEC는 CIDEC의 탈람반 캠퍼스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원격 교육의 장점과 CIEC만의 관리 노
하우,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전통적 대면 학습의 장
점을 결합하여, 영어 실력향상과 필리핀 정규 학년 수료 및 
졸업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IEC만의 조기 전학 전략!
CIDEC으로 시작하여 목표 학교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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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C 프로그램 개요

방과 후 프로그램
(패밀리 프로그램)

주말 액티비티
(관리형/유학 프로그램)

관리형 프로그램
· 연수 기간 동안 CIEC의 철저한 학업 및 생활 관리

· 하루 약 500분의 스파르타식 수업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

· 자녀 안전과 관리에 연수를 주저하시는 부모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

패밀리 프로그램
·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가족 연수 프로그램

· 미취학 자녀에 대한 고민부터 보호자의 영어 실력 향상까지 동시 해결

· 학업 이외에도 수영, 줌바 등 다양한 방과 후 액티비티 프로그램 제공

유학 프로그램
· 필리핀 현지 명문학교 준비부터 입학, 편입까지 

· CIDEC을 활용한 영어 실력 향상과 필리핀 교육체계 적응 후 목표 학교 전학

· 교육 전문가를 통한 필리핀 유학 이후의 진로 솔루션

· 영어권 해외 유학을 위한 IELTS, TOEFL 준비 및 목표 점수 획득

유학 프로그램

  스쿨링
  진학 대비 
  유학 과정
      +
  CIEC - CIDEC 학력인정
  IELTS / TOEFL 

가족과 주니어 학생을 위한 CIEC의 3대 메인 프로그램 01 02 03

패밀리 프로그램

  유치부 
  초, 중, 고 아카데믹 
  관리형 스파르타
  (보호자 동반)
  보호자 과정

관리형 프로그램

  관리형 스파르타 
  (보호자 미동반)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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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액티비티

포켓볼
마사지
영화관

카트존
볼링장
수영장

종일 액티비티

아이스링크
크로코랜디아
아일랜드 호핑

파파키즈
리조트 데이트립

시티투어

- 그룹 수업은 최대 1:6을 기준으로 하며, 레벨에 따라 Phonics, Storytelling 등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일정 레벨 이상 학생의 경우, 그룹 수업에 ACT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ACT란? 
: 미국 공인 대입수능 평가기관으로, ACT test는 SAT와 더불어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지원자의 대학 입학을 
위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형 프로그램
관리형 스파르타 과정 (보호자 미동반)

부모님께서 같이 오실 수 없다고 해서 
자녀 영어 학습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주말에는 Fun Fun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님 안심 CIEC 관리형!

1:1
· Reading
· Speaking 1
· Speaking 2
· Vocabulary 

Group 
(레벨에 따라 변동)

· Listening
· Grammar
· Writing

· Speaking 3
· Debate
· Essay / Writing

교육 대상 
초등 3학년 ~ 고등 3학년

수업 구성

1:1 4H / 그룹 수업 6H

전문적인 학생관리

24시간 철저한 시간 관리
모든 센터 시스템이 주니어 학생에 
맞춰 편성
주니어 전문 선생님, 스텝으로 구성
학생들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용 
밴드 운영

방과 후 수업 및 단어 테스트

저녁 식사 이후 3시간의 심화 그룹 수업
어휘력 향상을 위한 정기 단어 암기 및 
테스트 진행

주말 액티비티

보호자 미동반 관리형 학생만을 위한
주말 액티비티
성공적인 연수를 위해 주니어 학생
의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

시간

08:00~12:30 1:1 : Speaking 1 / G : Listening / 
G : Writing / 1:1 Speaking 2 4H

3H

3H

1:1 : Vocabulary / G : Grammar /
 1:1 : Reading / Vacant (공강 : 자습, 숙제)

저녁 식사

G : Speaking 3 / G : Debate / G : Essay

점심 식사12:30~13:30

13:30~17:05

17:10~18:20

18:20~21:10

TIME SCHEDULE (예시)

관리형 스파르타 과정 (500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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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C Activity

Weekly Report Ocean SportsTest

Graduation

Hopping Tour

Snorkeling

Water Park

Free Time

Ice RinkMassageMorning Exercise

Group Class

Meal & Snack

1:1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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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과 
수학 교육 

한국인 및 
현지 스텝의 

철저한 안전 관리

관리형 프로그램
CIEC CAMP

글로벌 인재의 첫 걸음, CIEC CAMP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CIEC만의 특별한 주니어 영어 캠프

Speaking , 
Writing 위주의 

실용영어 
중심 교육

1:1 Group 

매일 선생님과 함께 학업과 관련한 스페셜 액티비티 진행 (퀴즈 등)스페셜 액티비티

수학 수업, 영어일기 작성, 일일단어점검(개인 단어장) 자기 주도 학습 

연수 후 수료증 및 학생 개개인 실력 측정을 위한 개인 성적표 발급수료증 발급

개개인 학생의 사진과 동영상을 밴드에 매일 업로드밀착형 관리 

매일 영어일기 첨삭 지도 및 한국 선생님 지도 하의 수학 학습첨삭 및 수학학습 

24시간 한국인 담당 선생님 및 관리자, 안전 요원 상주Care System 

학생 개인의 추억과 건강한 캠프 생활을 위한 활력 제공주말 액티비티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인성 형성 (수료증 발급) 봉사활동

초등 3학년 ~ 고등 1학년(대상 범위 이외의 학생은 사전 상담 필요)

1:1 4H / 그룹 수업 3H / 스페셜 액티비티 1H / 영어 일기 및 단어테스트 1H / 수학 수업 1H수업 구성 

교육 대상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레벨에 따라 토론 중심의 수업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

TIME MON TUE WED THU FRI SAT SUN
07:50~08:50 기상/체조/세면/아침식사/수업준비

휴식 및 개인 정리, 취침 준비

호핑투어
리조트데이트립

봉사활동
파파키즈
시티투어

스크린영어
휴식 및 부모님과 통화

자기주도 학습 및 간식시간
수학수업(1H), 영어일기 작성(1H), 단어장 정리, 방학숙제

점심 식사

1:1 수업 및 그룹수업
스페셜 액티비티 (5H)

09:00~09: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저녁식사 및 자기주도 학습 준비18:00~18:50

19:00~21:50

22:00~22:30

TIME SCHEDULE (예시)

11:00~11:50
12:00~12:50

기상/체조/세면
아침식사/자율학습1:1 수업 및 그룹수업 (3H)10:00~10:50

파파키즈
(짚라인, 낚시, 승마)

도네이션 봉사 활동 
수영장2주차 토요일

쇼핑몰 방문 
프리젠테이션 및 졸업 준비리조트 데이트립3주차 토요일

1주차 토요일

도착 다음날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웰컴파티

바다 호핑 투어 시티투어 및 쇼핑몰 방문

WEEKEND ACTIVITY PROGRAM

2주차 일요일

3주차 일요일

1주차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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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Swimming Pool Hotel Villa Camp Activity

Shopping Trip

Speech Contest

Group Assignment

K-pop

Fair Party Graduation

Festival

Chorus

Pizza Party

Snack

1:1 Class Group Class

Test Mate Self-study

Badminton StadiumTable Tennis Basketbal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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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프로그램

- 어린이가 마실 물, 음료수, 간식은 부모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치부 과정

FUN FUN ENGLISH! 유치부 과정

친절하고 유쾌한 필리핀 선생님과 
즐기며 익히는 생생한 살아있는 영어!

CIEC 유치부 과정의 목표는 아이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필리핀 선생님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흥미로
운 주제와 내용이 담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고 활동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해드립니다.

A
B C

Story Telling
선정된 그림 이야기 책을 사용하여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시간
을 통해 아이들은 이야기의 내용 및 어휘, 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Phonics 어떤 시간이든 파닉스에 대한 학습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과 
스펠링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Science / Math 간단한 영어 숫자 및 날씨 표현 등을 배우며,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만들기 활동 색칠하기, 찰흙 만들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며 아이들과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영어
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회성 함양 영어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등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1:1 Class 
- Basic Reading & Writing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분야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선생님과의 1:1 수업으로 영어의 

기초를 다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영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시간
입니다. (만 6세반).

1:1 Class 
- Basic Listening & 

Speaking

Field Trip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Family park, 동물원 방문 등 현장 학습을 진행합니다.
(사전 고지 및 참가비 별도) 

수업 주요 내용

만 3~5세반교시 만 6세반 비고

휴식 / 간식

오침

1:1 Class
(Alphabet & Phonics)

1:1 Class
(Action Project)

1:1 Class 
(Basic Reading & Writing)

1:1 Class 
(Basic Listening & Speaking)

TIME SCHEDULE (예시)

Indoor / Outdoor Games
Lunch Time

Siesta

시간
Meeting Time08:50~09:10 (20 Mins)1

7

8

9

10

P.E (Physical Education)2 09:10~09:40 (30 Mins)

English / Science / Math6 11:30~12:05 (35 Mins)
12:05~12:30 (25 Mins)
12:30~13:30 (60 Mins)
13:30~14:20 (50 Mins)

14:25~15:15 (50 Mins)

15:20~16:10 (50 Mins)

Supervised Recess4 10:10~10:30 (20 Mins)
English / Science / Math5 10:30~11:30 (60 Mins)

Story Telling3 09:40~10:10 (3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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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Telling

English

Math

Various Tools 1:1 Class

Cooking Class

Outdoor Activities Picnic

Feedback

P.E Class

Field Trip

Supervised Recess

Indoo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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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초중고 아카데믹 과정

초중고 주니어 학생들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주니어 맞춤 ESL 커리큘럼으로 재미있게 다지고, 
Academic English로 꿈을 이루자!!

1:1 Group
(레벨에 따라 변경 가능) 

초등 1학년 ~ 고등 3학년 1:1 4H / 그룹 수업 3H수업 구성 교육 대상

- Speaking 1      - Speaking 2
- Reading	          - Vocabulary

- Listening      - Grammar
- Writing

CIEC는 성인을 위한 ESL 커리큘럼에 기초한 주니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니어만을 위한 영
어 프로그램으로 영어의 기초는 튼튼히 다지고, Academic English를 더해 학생들이 영어로 
학과를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드립니다.

보호자 동반 시에도, “관리형”을 선택하시면 방과 후 자녀 관리, 주말 액티비티 일정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필리핀 세부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CIEC가 관리형으로 책임져 드
립니다. (상세 내용은 8~9페이지 참조)

관리형 스파르타 과정 (보호자 동반 시에도 과정 전환 가능) 

시간

08:00~12:30 1:1 : Speaking 1 / G : Listening / 
G : Writing / 1:1 Speaking 2

4H

3H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23 페이지 참조)

1:1 : Vocabulary / G : Grammar / 
1:1 : Reading / Vacant (공강 : 자습, 숙제)

저녁 식사

1:1 추가 수업 선택 가능
(3~5월 / 9~10월 가능)

점심 식사12:30~13:30

13:30~17:05

17:10~18:20

18:20~21:10

초중고 아카데믹 과정 (350분) 비고

TIME SCHEDULE (예시)

- 그룹 수업은 최대 1:6을 기준으로 하며, 레벨에 따라 Phonics, Storytelling 등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및 일정 레벨 이상의 학생의 경우, 그룹 수업에 ACT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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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C의 보호자 과정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자녀의 영어 실력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CIEC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영어 연수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CIEC가 드리는 일석이조의 연수 효과

패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 및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는 수영, 
줌바, 제 2 외국어 등 CIEC만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자칫 활력을 잃을 수 있는 연수 기간 동안 보호자 스스로 
혹은 학생들에게 활력 넘치는 강사들과 함께 영어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CIEC 방과 후 프로그램

대상 저녁 식사 이후 수업이 없는 학생 및 보호자

시간 화요일 ~ 금요일
18:30 ~ 20:30 (각 1시간)

코스 월, 수, 금 : 수영 / 줌바 / K Pop Dance 등(각 1시간)
화, 목 : 무비 클라스(50분) / 외국어 기초 강좌 등(각 1시간)

강사 해당 과목 및 외부 전문 강사 초빙
CIEC 경력 선생님

참고 
센터나 강사 상황에 따라 강습 분야나 코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강사 스케쥴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료 수영, 줌바, K Pop Dance, 외국어 기초 강좌 등

무료 무비 클라스 등

※ 코스 별 무료 또는 유료가 있으니 현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과정 – ESL, Business, IELTS, TOEIC

시간
패밀리 프로그램

보호자 ESL 과정 (200분) 비고
08:00~12:30 Reading /Writing 2H
12:30~13:30 점심 식사

13:30~17:05 Speaking
Vocabulary/Grammar 2H

17:10~18:20 저녁 식사

18:20~21:10 1:1 추가 수업 선택 가능
(3~5월 / 9~10월 가능)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23 페이지 참조)

TIME SCHEDULE (예시)

TIME SCHEDULE (예시)

자녀를 동반하여 오신 보호자도 ESL, Business, IELTS, TOEIC 중 하나의 과정을 선택하여 
일상 생활회화 및 중, 고급 영어, 국제 공인 영어능력 시험 준비까지 본인의 목적에 맞는 실
질적인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
※수업 선택을 안 한 경우라도, SSP(Special 
Student Permit) 신청은 필수입니다.

1:1 4H 
(필요시, 성수기 이외 상담 후 추가 수업 신청 
가능)

수업 구성 교육 대상

1:1
ESL Business IELTS TOEIC
Reading
Writing
Speaking
Vocabulary/Grammar

Business 1
Business 2
Speaking
Vocabulary

IETLS Listening
IELTS Reading
IELTS Writing
IELTS Speaking

TOEIC L/C
TOEIC R/C
TOEIC Practice
TOEIC Practice

클럽 활동
CIEC 방과 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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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프로그램

Benedicto College & 
부속 Elementary / High School
2000년도에 설립된 베네딕토 대학교는 세부 시티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유치부 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Woodridge 
International School  
영국 캠브리지 연계 프로그램 진행학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립학교로서, 한국, 일본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다양한 국적과 소수의 학생(한 학년에 
한 반)들로 운영되어 학생케어가 잘 되는 학교입니다. 

Marie Ernestine School
한국인이 적은 가족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학교 

타 학교와 차별화된 소수 정예의 가족적인 분위기의 학교입니다. 
전체학생수가 150명 미만의 학교로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많은 학습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학교
입니다.

※ 청강 과정의 경우 각 학교 사정에 의해서 입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스쿨링 인원에 제한을 둘 경우 초중고 아카데믹 과정으로 전환되거나 스쿨링이 가능한 다른 학년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정책 변화로 스쿨링 인원을 받지 않게 될 경우, 남은 기간은 초중고 아카데믹 영어 과정으로 전환됩니다.

필리핀 정규 
학교 참여

비슷한 나이의 
급우들과 공부

실제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 체험

단기 스쿨링 과정 (청강 과정)

실제 영어로 진행되는 필리핀 정규 학교 수업을 체험합니다.

명문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과 소통으로 
익히는 영어의 진짜 힘!

시간
유학 프로그램

단기 스쿨링 과정 비고
08:00~12:30 학교 수업 참여 등교(센터 차량)
12:30~13:30 점심 식사 도시락 제공
13:30~17:05 학교 수업 참여 하교(센터 차량)
17:10~18:20 저녁 식사

18:20~21:10 1:1 : Reading & Writing / 1:1 : Listening & Speaking / 
1:1 : Vocabulary & Grammar 과제, 시험 준비

TIME SCHEDULE (예시)

교육 대상

수업 구성
주간 - 학교 수업 참가 / 야간 -  1:1 3H
현지 방학이나 브레이크 기간에는 초중고 아카데믹 과정이 제공됩니다.
학교 사정으로 인한 휴교의 경우 야간 수업 이외의 대체 수업은 없습니다.

초등 1학년 ~ 중등 3학년
단, 중상급 이상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레벨 미만의 학생은 아카데믹 과정이나 관리형 
스파르타 과정을 거친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기 스쿨링 가능 학교 소개

필요 서류 여권사본, 영문주민등록등본

필요 서류 여권사본, 영문주민등록등본, 영문 생활기록부

필요 서류 여권사본, 영문주민등록등본, 영문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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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프로그램

세부의 다양한 명문 사립 및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부터 방과 후 교과목 예습, 복습을 
통한 내신 관리, 그리고 진학 솔루션까지 제시해주는 CIEC의 관리형 조기유학 과정입니다.

교육 대상 현지 세부 학교 재학생
진학 대비 과정을 거쳐 세부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은 입학 후 유학 과정으로 전환됩니다.

수업 구성

주간 - 학교 수업 출석 / 야간 -  1:1 3H (Tutoring) 
학교 수업 : 과제와 시험 성적에 따라 Pass/Fail로 나뉘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국식 커리큘럼
을 바탕으로 토론 및 프로젝트 식 수업이 많으며, 이에 따른 과제 및 학업량이 많은 편입니다.
Tutoring : CIEC 아카데믹 팀 전문 Tutor와 함께 숙제 및 내신 관리를 위한 예습, 복습, 시험 대비로 진행됩니
다.
전문 상담 : CIEC의 “관리형” 생활 및 학업 관리에 더해 학업 목적이나 전공 선택, 진로, 해외 명문 대학교 유
학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 상담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CIEC Placement Test 및 영어, 수학, 과학 Test
현재 영어 실력과 취약과목 확인 후 입학 전략 수립
레벨별 1순위~3순위 입학희망/가능 학교선정 전문상담실시

영어 기본 실력 향상과 학과목(영,수,과학) 시험준비 병행
영어 60~70% + 학과목 40~30% 비중 수업편성(취약과목 우선)
희망 학교별 입학 시험 신청 절차 및 스케줄 확인

CIEC Placement Test를 활용한 시험 과목 집중 문제 풀이
집중 영어 인터뷰 준비
입학 서류 준비, 제출완료 및 2지망, 3지망 지원학교 모니터링

입교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 당일
전까지

  유학 프로그램

입학 대비 / 유학 과정

시간
유학 프로그램

유학과정 비고
08:00~12:30 학교 수업 등교(센터 차량)
12:30~13:30 점심 식사 도시락 제공
13:30~17:05 학교 수업 하교(센터 차량)
17:10~18:20 저녁 식사
18:20~21:10 1:1 : Review / 1:1 : Preview / 1:1 : Essay 과제 또는 시험 준비 또는 고급영어

TIME SCHEDULE (예시)

We Enter To Discover And Leave As Achievers.
“CIEC만의 전문 입학 프로그램, 입학 성공률 100%”

1:1 Group
(레벨에 따라 변경 가능) 

초등 1학년 ~ 고등 1학년 1:1 4H / 그룹 수업 6H수업 구성 교육 대상

미국식 교육 방식과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명문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기 유학 학생만을 위해 구성된 CIEC 아카데믹 팀과 함께 성공적인 
자녀 유학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 Interview
- Listening
- Vocabulary

- Reading
- Science

- Speaking
- Grammar
- Writing

- Math
- English Subject

※ 현지 방학이나 브레이크 기간(일주일 이상)에는 7교시의 수업(Academic)이 제공됩니다.
※ 학교 사정으로 인한 휴교의 경우 야간 수업 이외의 대체 수업은 없습니다.



12년제 국제학교

마닐라의	 ISM,	 British	 School,	 브랜튼과	
같은	 IB과정 이수가 가능한 정식	 12년제	
국제 학교
학비가 비싸나 뛰어난 학교 시설과 담임 선
생님 대부분이 원어민으로 구성
학년별 두 개의 반에 각 반 정원은	12~14
명,	총	370명 규모로 다양한 국적비율(미
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	중국	,	타
이완,	네덜란드,	한국 등)

학기제는	8월초에서	6월초까지이고,	
방학은	6월에서	7월

IB	졸업 과정 제공
(저학년부터	IB	과정 진행)
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필리피노 중 택)
방과 후 다양한 클럽 활동

영어,	수학,	과학 합격 후 인터뷰

유치원 -	500만원	~	700만원	
초등 -	1500	~	2000만원	

			(ESL	100	~	500만원)
중고등 -	2000	~	2500만원					

		(ESL	100	~	500만원)

12년제 화교계 사립학교

세부 최대 넓이의 교정과 함께 선생님의	
수준이 높은 걸로 유명한 세부 명문 학교.	
엄격한 입학 기준과 시험으로 바로 입학하
기는 어려우나 전학 등의 방법으로 장기로	
있을 학생에게 좋은 환경.	공부에 대한 의
지가 강하고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
하길 원하는 학생에게 추천

6월초에서	 3월말까지이며,	 4쿼터제,	 방학
은	4월에서	5월

화교계 학교로 하루	1시간 중국어 수업	
필수
엄격한 학사 관리와 많은 양의 과제와	
프로젝트
방과 후 다양한 클럽활동(주	1회 지원)

영어,	수학,	과학,	IQ,	인터뷰
(시험 뒤	2~3주 후 결과 통보)

200만원	~	300만원	

12년제 사립학교

유치부는 몬테소리 커리큘럼,	초등 이상은	
필리핀 사립학교 커리큘럼으로 학업 위주
의 학사 방식보다는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교.	내신 관리가 용이한 편으로 현
지 교민 자녀에게 인기

매년	6월말~7월에 시작하며,	4쿼터제,	
방학은	4월 초

유치부는 몬테소리 커리큘럼,	초등이상은	
필리핀 사립학교 커리큘럼을 따름
IT,	디베이트,	가사 클럽등 다양한 클럽활동
몬테소리 교육방법에 따라 선생님 한명이	
학생의 학년이 달라져도 계속 관리

영어,	수학,	과학,	인터뷰

150만원	~	200만원	

12년제 사립학교

시설이 우수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이 재학하고 있는 세부 명문 사립학교.	
한 반 정원은	20명 정도이며 입학이 수월
하지 않아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학교.

매년	8월 초에 시작하며,	4쿼터제,	
방학은	5월 중순

No	homework	policy.
매주 수요일 액티비티데이가 있어서,	전
학생이 예체능 액티비티에 참여.
필리피노 수업이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번역본 제공

인터뷰 패스 후 영어,	수학 시험

200~450만원

영국 캠브리지 연계 프로그램 진행 학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립학교로서,	한국,	
일본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	다양한	
국적과 소수의 학생(한 학년에 한 반)으로	
운영.	유학을 시작하는 학생이나 선생님과
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학생 케어를 중시하
는 학부모님께 추천	

매년	8월 초에 시작하며,	4쿼터제,	
방학은	5월 중순

주	1회 중국어 수업
바이올린 수업 필수.

인터뷰,	영어,	수학

200~250만원

	
아테네오와 비슷한 학풍의 학습 위주의	
여자 사립학교로 인성과 예절도 중시.	
현지 부유층 자녀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학업량이 많은 전통 깊은 명문 사립학
교(모든 교직원이 여성)

한국인이 적은 가족적인 분위기의 소
규모 학교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 다양한 문
화 활동과 학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학교

싱가포르 국제학교 세부 분교로 수업	
보다는 경험 위주로 학생들을 교육 시
키는 학교.	싱가폴 교육 시스템을 적용
하며,	IB	과정을 제공	(2019년 이후부
터)

교과 과정 특징

교과 과정 특징

교과 과정 특징
교과 과정 특징

교과 과정 특징
학기제

학기제

학기제
학기제

학기제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소개
Paref Southcrest

MES(Marie Ernestine School)

SSC (Singapore School Cebu)

입학 시험

입학 시험

입학 시험
입학 시험

입학 시험

학비 (Yearly)
학비 (Yearly)

학비 (Yearly)
학비 (Yearly)

학비 (Yearly)

CIS
(Cebu	International	School) Bright Academy 기타 추천 

세부 명문 학교
Woodridge 

International School
MMIS 

(Maria	Montessori	
International	School)

Ateneo De Cebu

세부 국제 사립 학교

세부 국제학교 /사립학교 입학 준비 공통 서류
(서류 및 일정 등은 현지 학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학 시험 날짜       3월 ~ 6월 
기본 입학 서류       학생 여권 사본, 부모님 여권 사본, 사진, 영문주민등록등본, 생활 기록부(대사관 공증), 
                               그 외 추천서, 건강검진, ESL 수료증, 유효한 비자, 영문 예방접종표(보건소)
입학 시험 과목       인터뷰 / 영어 & 수학 (공통) / 과학 & IQ (추가)
입학 시험 합격 후  학비 지불 / 교재 구입 / 교복, 체육복 / 1년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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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외국 학력인정학교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 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

필리핀 정식 학교 필리핀 교육부(DepEd : Department of Education) 인증 
School ID: 404428 정식 인가 학교

시간 제약 없음
- 시간, 장소 제약이 없어 매달 언제든 입학이 가능
- 학생 학업 성취 속도에 따라 타 학교 정규 1년 과정을 6개월 이내 
  수료 가능(브레이크, 방학 없음)

학업에 초점
- 방학, 학교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업에만 매진
- 학생의 학업 속도에 따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 

쉬운 적응

- 정규 수업과 부족한 영어 실력 향상 및 필리핀 학과목에 대한 
  적응 동시 진행
- 적응 완료 및 일정 학년 이수 후 타 학교로 좀 더 수월하게 전학 
  CIDEC의 Registrar(교무과장)이 수속 서포트

Cebu International Distance Education College

DEPARTMENT OF EDUCATION

MODULAR LEARING FOR K1 TO K12
CIEC EDUCATION USING VIRTUAL CLASSROOMS

CIEC - CIDEC
정규 학력 과정

CIEC만의 “관리형”과 우수한 선생님, 그리고 필리핀 정규 학교 CIDEC의 만남.

CIDEC 제 2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학 프로그램! 

→

필리핀 학년 수료 후, 제 학년 복귀 여부는 각 학교장 재량이므로 반드시 연수 전에 학교측과 확인을 하셔야 하며, 
CIEC-CIDEC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CIEC-CIDEC 
학력 인증

CIEC-CIDEC 
조기 전학

CIEC-CIDEC (국내,해외)
대학진학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에 
만족을 못하는 학생
1년 정도의 중장기 연수를 원하지만 
학적 관리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
ESL 베이스의 단순 영어 연수 외에            
Academic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유학을 위해 목표 학교가 있으나 영어                 
나 필리핀 학과 공부 등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 학생
보통 6~8월에 시작하는 필리핀 
학기에 맞춰 입학이 어려운 경우
연령, 또는 내성적 성격이나 체력적인 
문제 등으로 처음부터 대면 학습이 
부담스러운 학생

고등학생이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학생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는 대기만성형 학생
한국 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진학이 
목표인 학생

CIEC-CIDEC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학과목 공부와 해당 학년  수료 후 
한국 제 학년으로 복귀 
예) 초등 2 → CIDEC G3 → 한국 복귀 초등 4

영어 실력 향상 및 필리핀 교육 과정 
적응 후 제 학년에 맞게 목표 명문 학
교로 전학

CIDEC으로 필리핀 고등학교 
졸업장과 영어 공인 점수 획득으
로 아시아권, 영어권 대학교 진학

→ →

초등 1학년 ~ 고등 3학년 (K-12 필리핀 사립학교 학년 기준)

CIDEC에서 제공하는 학년/과목별 아카데믹 모듈(교재)을 가지고 CIEC 
아카데믹 팀 소속 선생님과 1:1 혹은 소규모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ESL 베이스의 영어 수업을 병행합니다. 

학년 수료/졸업 시험 대비를 위해 Tutoring 시간에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강 시간을 가집니다.

CIEC의 “관리형” 생활 및 학업 관리, CIDEC 이후 전학 준비에 더해 학업 
목적이나 전공 선택, 진로, 해외 명문 대학교 유학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 
상담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주간 – CIDEC 학과목 및 영어 / 야간 – 1:1 또는 Group(Tutoring)

학과목 수업 

영어 수업 

전문 상담

Tutoring

수업 구성 

교육 대상

CIDEC

※ 학생의 영어 실력에 따라 학과목 수업과 영어 수업 편성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입학 시험 결과에 따라 초,중,고 아카데믹 혹은 관리형 스파르타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결정으로 타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은 CIEC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학생의 사정으로 학년 수료를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중단 혹은 타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 CIEC-CIDEC은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시간 내용 비고
08:00~12:30 오전 정규 학과목 수업(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등) 영어는 실력 및 목표에 따라 

ESL / Academic English 또는 
IELTS/TOEFL 편성13:30~17:05 오후 정규 학과목 수업(예술, 체육, 종교 등) 및 

Academic English

18:20~21:10 Group (Tutoring) - 복습, 예습, 과제 및 시험 준비 영어 보충 프로그램 제공가능

TIME SCHEDULE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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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시험 소개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약자)

IELTS는 캠브리지 대학의 시험기관(University of Cambridge ESOL Examinations) 과 영국문화
원(British Council), 그리고 호주 IDP(IELTS Australia)에서 공동 개발, 관리 및 주관하는 국제적인 
영어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호주의 TAFE과 같은 전문학교에서는 5.5 이상,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6.0이상의 점수를 비영어권 학생들이 입학을 원할 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TOEFL iBT 시험 소개
TOEFL iBT 시험은 대학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술
적 주제를 가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Reading, Listening, Speaking 및 Writing 능력을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시험대비 프로그램시간 IELTS 입문 과정 5.0 보장 과정 5.5보장 과정 6.0보장 과정 6.5보장 과정

CIEC IELTS 
프로그램 특징

- 비영어권 학생들이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 영어 공인 시험 획득 목표
- 미국, 호주, 캐니다 등지의 목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최소 3개월 이내 도달
- CIEC-CIDEC 정규 학력 인정 과정 등 고등학력 인정 프로그램과 연계, 해외대학입학 자격 동시 획득
- 해외대학입학 및 전문적인 진로 상담 동시 제공으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맞춤 코스

대상 기본 영어 실력 향상 + 
IELTS 기초 호주 TAFE 등 진학 희망자 영어권 대학 진학 희망자

입교조건
(CIEC 자체 모의 시험 

대체 가능)
조건 없음 CIEC EPT(중등) 

LV3 이상
TOEIC 490 또는 
IELTS 3.5 이상

TOEIC 650 또는 
IELTS 5.0 이상

TOEIC 730 또는 
IELTS 5.5 이상

정규 수업 구성
(각 50분 Ⅹ 7 Classes)

1:1 - Reading
1:1 - Writing
1:1 - Listening
1:1 - Speaking 
Group - PRE IELTS (3 hrs)

1:1 - Reading
1:1 - Writing 
1:1 - Listening 
1:1 - Speaking 
Group Class - Preview & Review (1:4 / 1:4 / 1:8 - 3 hrs)

야간 수업
(각 50분 Ⅹ 3 Classes) Group Class ▶ IELTS 시험 강의식 수업

CIEC Weekly IELTS 
모의 고사

- 이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들은 매주 시행하는 IELTS 모의 고사 반드시 응시
- 모의 고사는 매주 금요일 오전 08:00~12:00 진행
- 학생 개개인의 레벨에 상관 없이 동일한 모의 고사 시험지로 테스트

보장 조건

보상 대상 아님

- 최소12주 이상 등록자
- 생활 경고 2회 이상 보장 혜택 상실
- 무단 결석 2회 이상 보장 혜택 상실
- 매주 모의 고사 1회 불참 시 혜택 상실 
- 2회 이상 전 모의고사 점수보다 하락 시 혜택 상실

보장 혜택
IELTS 공인시험 1회 지원
보장점수 획득 실패 후에는 점수 획득 시까지 수업료 면제
(이 기간 중 상기와 같은 보장 혜택 상실의 경우 수업료 면제 중단)

※ 보장 프로그램은 실제 IELTS 시험일자(British Council Academic Module Test 기준)에 맞춰 입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관 혹은 현지 사정에 따라 시험 일자와 장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험대비 프로그램
IELTS / TOEFL

시간 IELTS TOEFL 비고

08:00~12:30
(각 50분 수업)

1:1 : Reading & Writing / G : Each Part / 
G : Each Part / 1:1 : Weakest Part 4H

12:30~13:30 점심 식사

13:30~17:05 1:1 : Vocabulary / G : Each Part / 
1:1 : Listening & Speaking / Vacant (공강 : 자습, 숙제) 3H

17:10~18:20 저녁 식사

18:20~21:10 G : Each Part / G : Each Part / G : Weakest Part 3H

※ 사전 입학 시험 결과에 따라, 초,중,고 아카데믹 혹은 관리형 스파르타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TIME SCHEDULE (예시)

CIEC IELTS 보장 과정

IELTS/TOEFL

TOEFL
Young
STUDENTS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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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입학과정 및 학교소개
해외대학 입학과정

CIEC는 아이들의 먼 미래까지도 생각합니다
고등학력 인정과 영어 공인 점수,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 유학까지. CIEC 중장기 로드맵!!

CIEC의 다양한 Pathway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해외 명문 대학 졸업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
HELP대학교

해외 명문대학 본교 졸업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졸업
(미국/영국/호주 학위 취득)

Cebu Ivy Education Center

필리핀 
고등학력 인정 영어 공인 점수

- CIEC 관리형
- CIEC-CIDEC
  프로그램
  (내신 평균 60% 이상)

- CIEC IELTS / TOEFL
  과정 (IELTS 5.5 이상)

PATHW
AY

CIEC-WTC ULP 입학 보장 대표 대학
캐나다 TOP 10, 캐나다 학부 과정 연구 분야 1위의 국립 종합대학
학부 졸업 시 2년 이내 취업률 94.5%
국제학생들도 모든 학과 입학 가능(간호학, 심리학, 교육학 제외)
80개국의 다국적 학생들과 15:1의 학생 대 교수진 비율

CIEC – WTC University Link Program
1996년 개교, 23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최고의 교육기관 WTC(Western Town College)에서 제
공하는 캐나다 명문대학 입학보장 프로그램으로 WTC와 같은 재단의 Willowdale High School에서 대학 
입시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비롯한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 학점과 졸업장까지 취득 후 캐나다와 영미권의 
모든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Cebu Ivy Education Center 캐나다 
Willowdale High School 캐나다 명문 대학

필리핀 11학년까지 수료
-CIEC 관리형
-CIEC-CIDEC 프로그램

영어 공인 점수
CIEC IELTS 
(IELTS 5.5 이상)

ULP 등록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 졸
업장 획득

캐나다 명문 대학 입
학(The University 
of Toronto, McGill 
University 등)

Option A

Option B

OR

Twinning 프로그램 - 해외대학 분교 시스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미국 · 호주 · 영국 학위 취득  
  HELP대학교 : 영국 더비대학교(3+0), 영국 앵글리아러스킨대학교(3+0), 미국 트린대학교(4+0)
  PSB대학 : 호주 뉴캐슬대학교, 호주 울릉공대학교, 호주 라트로브대학교, 영국 코벤트리대학교
                  영국 에딘버러네이피어대학교

Transfer 프로그램 - 해외대학 편입학 프로그램(HELP대학교 연계) 
   미국/캐나다 (총  4년) : 1+3 또는 2+2 등의 옵션으로, 1~2년은 HELP에서 나머지는 미국/캐나다
                                  본교에서 수학 (SAT 필요없음)
  호주/영국 (총 3년) : 1+2 또는 2+1 등의 옵션으로, 1~2년은 HELP에서 나머지는 호주/영국
                                 본교에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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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
AY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전세계 54위 전세계 59위 전세계 49위 전세계 20위 전세계 34위

일리노이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맨체스터대학교
미국 호주 호주 영국

미시간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텍사스대학교, 퍼듀대학교 등 전세계 100대 대학을 포함하여 
뉴욕주립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등 약 100여개의 북미대학들과 파트너십

토론토대학교, 브리티쉬콜롬비아대학교, 워터루대학교,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등 캐나다  
TOP 10위권의 대학들을 포함한 다수의 캐나다 편입학 사례 보유

ANU(호주국립대학교), UM(멜버른대학교), UQ(퀸즐랜드대학교) 등 TOP 3 호주대학들을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사립대학 기준으로 가장 다양한 호주 편입학 파트너대학 옵션 제공

UOL(런던대학교)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및 UOD(더비대학교), ARU(앵글리아러스킨대학교) 
트위닝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맨체스터대학교, 리버풀대학교, 카디프대학교 등 영국의 전통
있고 유서깊은 대학들과 파트너십

USA

CANADA

AUSTRALIA

UK

말레이시아 HELP 대학교
전세계 명문대학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

싱가포르 PSB 대학
최단기간 학사학위 취득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

1986년 설립된 자타공인 말레이시아 최상위권 국제사립대학

Brand Laureate Award에서 말레이시아 사립교육부문 1위 

2018년 현재 총 12,000여명의 재학생들이 수학 중 (국제학생 약 20%) 

싱가포르 정부기관을 전신으로 하는 유서깊은 사립대학 (1964년 설립)

2016 올해 최고의 싱가포르 사립대학 (Business Excellence and Research Group)

고용주가 선호하는 싱가포르 사립대학 TOP 3 (Job Central)

호주
뉴캐슬대학교

호주
울릉공대학교

호주
라트로브대학교

영국
코벤트리대학교

영국
에딘버러네이피어대학교

-

- 9개월
- 고3 아카데믹 4과목 평균 60점 이상
- IELTS 5.5 이상(각 영역 5.0 이상)

- 16개월
- 디플로마 졸업 또는
  한국대학 2학년 이상 수료
- IELTS 6.0 이상 (각 영역 5.5 이상)

과정명 Foundation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

Diploma
(한국대학의 1학년에 해당)

Degree
(한국대학의 2-3학년에 해당)

- 기한
- 학력조건
- 영어조건

- 3개월~6개월
- 고1 전체 평균 60점 이상
- IELTS 5.5 이상 (각 영역 5.0 이상)

호주 · 영국대학의 싱가포르 분교
고등학교 졸업 후, 최단 25개월만에 해외대학 학사학위를!

입학은 헬프대학교로, 졸업은 해외 명문 대학교에서! 
1~2년은 헬프에서, 나머지는 해외대학 본교에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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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ELP 프로그램
SAT와 더불어 미국 대입수능 시험 평가기관인 ACT(Approved Teaching Center)의 ACT ELP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미국식 그룹 수업의 진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CIEC의 그룹 수업은 강사 트레이닝부터 모든 교
재, 수업 계획서(Syllabus), 평가(Assessment)까지 ACT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 되며, 일정 레벨을 성공적으
로 이수 시에는 ACT에서 발행하는 별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초등학생과 저레벨 학생의 경우, Listening, Writing, Grammar로 구성된 그룹 수업이 제공됩니다.

Skill LV 1~2 LV 3~4 LV 5~6

Reading Very Easy Reading 3rd 1~2
American Textbook Big Book 1

Very Easy Reading 3rd 3~4
American Textbook Big Book 2~3 American TextBook BigBook 4~6

Listening Listening Starter 2nd 1~2
Listening Time 1~2

Listening Starter 2nd 3
Listening Time 3

Listening Success 2~3
Listening Jump 2~3

Speaking Speaking Time 1~2
Speaking Drive 1~2

Speaking Time 3
Speaking Drive 3 Speaking Tutor 3A/B

Writing Very Easy Writing 1~2
Guided Writing 1~2

Very Easy Writing 3
Writing Starter 2nd 1

Writing Starter 2nd 2~3
Writing Tutor 3A/B

Vocabulary Basic Reading 400 Key Words 1~2 Basic Reading 400 Key Words 3
1000 Basic English Words 1~2

1000 Basic English Words 3~4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1~2

Grammar Grammar Starter 1~2
Grammar Planet 1~2

Grammar Starter 3
Grammar Planet 3

Grammar Success 2~3
Early Grammar 2~3

Skill LV 1~2 LV 3~4 LV 5~6

Reading Reading Jump 1~2
Power Reading 1

Reading Jump 3
More School Subject Reading 2nd 
2~3

Core Nonfiction Reading 2~3
Reading Jump Plus 1~2

Listening
Listening Success 4~5
Listening to the News : Voice of 
America 1

Developing Listening Skills 1~2
Listening to the News : Voice of 
America 2

Developing Listening Skills 3
Target Listening 1~2
Listening to the News : Voice of 
America 3

Speaking Just Speak Up 1~2
Getting Ready for Speech

Just Speak Up 3
For & Against 1~2

Hot Topics 1~2
Talk A Lot 2~3

Writing Writing Bright 1~2
Writing Tutor Plus 1

Writing Bright 3
Write On 1

Write On 2~3
Essay Writing 1~2

Vocabulary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1~2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3~4 4000 Essential English Words 5~6

Grammar Active English Grammar 2nd 1~2 Active English Grammar 2nd 3~4 Active English Grammar 2nd 5~6

교재소개

CIEC의 영어 교육 솔루션은 비영어권 학생을 위해 
개발된 교재와 학생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업을 진행
하는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의 조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맨투맨 수업 그룹 수업
(중고등 LV 3 이상의 경우)

전세계 비영어권나라의 
영어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필리핀 유일의 
주니어를 위한 

CIEC 영어 교육 솔루션

- 중고등 이상 레벨

- 초등 레벨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전문 교재 사용과 

지정된 교재 내용을 숙지한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을 통한 

최고 효율의 커리큘럼 

AC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미국식 아카데믹 영어의 진수
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그룹 수업 커리큘럼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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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식

화상영어

왜 화상영어인가?

수업시간

주 2회/3회/5회
25분 또는 50분

인증시험, 경력,
학위를 통해

 선별된 강사진
스쿨 넷

강사진 화상시스템

http://onlineciec.com

ONLINE

      맞춤형 커리큘럼의 수업 

" 화상영어 교재는, CIEC 오프라인 교재와 동일합니다.
세부 오시기전에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1:1 화상 강의를 
통해 집중력 향상

1:1로 원어민 강사와 
화상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집중력

향상에 최고입니다.

효과적인 생활영어 환경, 
언어학습환경 제공

정해진 시간에 원어민
과 반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영어회화를 가능케

할 것 입니다.

엄선된 교재와
다양한 컨텐츠 제공

엄선한 교재와 풍부한 
컨텐츠를 통한 즐기는 

공부

내 레벨에 맞춘 
1:1 맞춤수업

레벨테스트를 거쳐 
자신의 레벨에 맞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내용 음원파일로 
저장 쉽게 복습가능

원어민 영어를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언어의 
습득은 반복적으로

해야 효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가장 편한 
시간 선택

가장 편한 시간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본인이 정한시간에
수업에 임하여 시간과 
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

으므로 결강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매일 영어하는 
똑똑한 습관!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은 매일매일 영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중등 정규회화과정

시험준비과정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부터 고레벨의학생들까지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통해 영어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과정입니다.

간단한 대화부터 토론, 롤플레이등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재로 구성되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영어를 
쉽게 익히고 실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필수 표현들을 위주로 
다양한 상황을 통해 비즈니스 실무 능력을 마스터
합니다.

시험에서 핵심적인 어휘와 문장 패턴을 익히고 
1:1 수업을 통해 실전감각과 시험전략을 키웁니다.

성인 정규회화과정

비즈니스과정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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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C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고, 
학습자 니즈에 맞춰 보강 스케줄링을 제공합니다."

화상영어에 특화된 학습시스템 안내

ONLINE

매월레벨평가 자기위치성적표 부가서비스

한달간의 수업성취도와 현재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위치 성적표는 일일수업 평점과 
평균값을 기준으로 같은 레벨 학생들과

의 수업성취도를 비교,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출석부 서비스는 고객님의 
출석정보등을 쉽게 확인가능,

수강내역 및 영수증 출력 
서비스는 수업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위치 성적표 월말 평가서

월말 평가서

Attentance Present

Test

Viewo / Regular

2018-02-26

2018-02-26

David

Low-intermediate

Lesson 12

15

Date

Teacher

Level

Student

Curriculum
Subject

Today’s Topic

Text Number

Date of submission

월말평가서

1) 총점

100

68 74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 영역별 점수

과제수행도 유창성및일관성 어휘능력 문법정확도 발음과 억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6 76
70 70 66 66 70 70

76 76

총점과 영역별 점수

No

1

2

3

4

5

2014-09-16

2014-09-17

2014-09-18

2014-09-22

2014-09-23

Respond to Questions

-

Respond to Questions with the given information

Respond to Questions with the given information

Propose a solution

출석

결석

출석

출석

출석

Date Today’s Topic(Evaluation) Attendance

무료테스트결과 수업연장 신청하기 내강사 정보보기 내교재 정보보기 출석부 확인하기

출석율
57%

진행율
43%

0% 50% 100% 0% 50% 100%

x

출석부 서비스

수업중에 틀린 문장, 발음, 어휘, 표현 등을 강사가 그때 그때 평가하여 주는 서비스이며 그 체크된 내용을
내강의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평가서
레벨 진단 및 평가

Total Score

370/500

80/100 70/100 70/100 80/100 70/100

100

80

과제
수행도

유창성 및
일관성

어휘능력 문법정확도 발음과
역양

70 70 70 70

60 60

70

80 8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레벨진단평가 성적분석

강의실은 현재 수강중인 수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스케줄표에서 수업일, 출/결석 여부, 일일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수업 하루 전까지

수업 홀드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강의실
수업선택 2014-09-10 ~ 2014-12-08 주5회 (진행)

스카이프 일반영어코스 주5회 50분 수업 3개월 (14년 09월 10일 ~14년 12월 08일)

20:00부터 수업 │ 강사 : Teacher Joan │교재 : talk talk talk 1 │수강료 : 494,400 │ 수업진행중

출석정보  총수업 60회 출석 29회 결석 1회  보충수업 3회 수업연기 0회 남은 수업 30회

무료테스트결과 수업연장 신청하기 내강사 정보보기 내교재 정보보기 출석부 확인하기

레벨테스트 일시 2014-09-05 22:00 부터 25분간 Teacher Joan 강사로 부터 테스트

자체교제 다운로드 일반교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강의실 스케줄표

" CIEC 화상영어는 필리핀 유일의 온, 오프라인 연동형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에서도 지속 가능한 학습과 강사와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

화상 수업 진행 과정

예습 STEP 1

수업 전, 교재를 통해 내용 숙지

수업 STEP 2

원어민 강사와 1:1 심화 수업

평가 STEP 3

일일 평가, 월말 평가

복습 STEP 4

녹화된 수업 영상을 통한 피드백

나만의 디바이스

CIEC 화상영어의 
전 커리큘럼은 스마
트폰, PC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1:1 강사

IELTS, TESOL 등 
여러 가지 인증 시험

으로 검증된 CIEC만의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하세요.

나만의 학습 스케줄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고, 

학습자 니즈에 맞춰 
보강 스케줄링을 제공

합니다.

Why CIEC?

나만의 학습 스케줄을, 
나만의 디바이스로, 

나만의 외국인 강사와 
함께 하는 화상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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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Cafeteria

Swimming Pool

Twin Room 

Dining Room Coffee Pot Tableware

Shoe RackToiletFirst Floor

InductionMicrowave

Triple Room 

타운하우스 시설

- 각 유닛에 영어 선생님 상주
- 티 타임(Tea Time) 
  : 유닛 거주자끼리 진행하는 영어 반상회 (월-금 21:30 ~ 22:30)
- 본원과 기숙사를 잇는 셔틀 차량 운행 (운행 시간표 참고)
- 총 10채의 빌라 보유, 유닛 당 6~8명 수용

본원 시설

- 200명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인실의 본원 기숙사
- 70여개의 1:1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총체적인(Holistic) 접근 수업
- 대강의실과 수영장을 활용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 캠퍼스 내 EOP(English Only Policy)로 영어의 생활화

GALLERY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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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Kindergarten A Dinner Table

Daily Supplies Dinning

Twin Room

Presentation

Triple Room

A Communal Kitchen Place

Nursery ClassChinese Class

AVR

Group Class1:1 Class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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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비티

Volunteer Activity Ocean Activity

Oslob_Whale Shark

Hopping Tour

Island Zipline Papa kit's

Hopping Tour

Plantationbay Resort

Survival GameCart Zone

West Lagoon City Tour_Temple

Ice RinkMarket Place

ACTIVITY



5150

출국 준비사항 / 환불규정

항  목 필리핀 출/입국 관련 준비물

여권, 비자 여권은 6개월 이상 남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하며,
여권 분실을 대비해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여부 확인 요망

항공권 스케줄을 필히 확인하시고, 분실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환전, 카드
환전 시는 미화 고액권($100)으로 환전하세요.
$100미만권은 환전 시 수수료가 더 부과됩니다.
해외 사용 가능한 카드를 준비하시고, 직불카드는 CITI 은행 직불카드 수수료가 최저입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 센터 입학 시 필수 사항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가입하시고 보험증서와 복사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SSP용 사진 2장 (가로 4.5Cm, 세로 4.5Cm ) 
여권용 사진 혹은 반 명함 사진 2장 (1장은 ID용)

공증서류와 
15세 미만 입국세

만 15세 미만의 부모 미동반 학생은 부모 미동반 공증서류와 입국세 3,120페소가 필요합니다. 
입국세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환전 가능)

영문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입국 시 1장 정도 준비를 하세요. 
(여권의 영문성함이랑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 되어야 합니다.)

출국 준비 서류 입학 허가서, 공항 픽업 확인서를 각 프린트하여 출입국 사무소에서 요청 시 제시합니다.

항  목 수업 및 학습 관련 준비물
전자사전 전자사전 또는 영영, 영한, 한영사전 반드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참고서적 공부 했던 문법책 또는 회화책, 수학문제집, 자유시간에 읽을 한글 소설책 등

필기구, 연습장 현지구매가 가능하나 우리나라 물품이 우수합니다. (연필, 볼펜, 공책, 형광펜, 포스트잇 등)

수첩 메모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항  목 의류 준비물
의류 반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 얇은 잠바, 반바지, 긴바지, 잠옷, 속옷, 양말, 모자  

생활용품 화장품, 화장지, 치약, 비누, 샴푸, 수건, 헤어 드라이기 등 준비하세요. (현지 구입 가능)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으로 준비하세요.

신발류 슬리퍼, 샌들, 운동화 등을 준비하세요.

수영복, 수경 수영장 이용, 리조트 액티비티 등에 적어도 2벌 이상 꼭 필요합니다.

비상약 감기약, 해열제, 설사약, 두통약, 소화제, 알러지약, 버물리, 후시딘, 대일밴드  기타 본인이 복용하는 약

콘센트 11자형 어댑터, 전자제품 사용하는 밧데리 AA 또는 AAA

1. 출국 전

가. 출국 예정일 4주전 취소 시, 등록비를 제외한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출국 예정일 4주미만 취소 시, 등록비와 2주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국 후

가. 센터 도착 즉시 취소 신청 시, 4주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연수 기간의 50% 미만 환불 요청 시 4주 단위로 환불되며, 잔여 연수비용의 50%가 환불 됩니다.

다. 연수 기간의 50% 이상 지났을 경우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 모든 환불 비용은 1개월(30일)내에 처리되며, 수속처를 통해서 환불 됩니다.

마. 직계가족과 본인의 상.혼.병으로 연수를 계속 할 수 없을 시,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잔여 연수 비용의 60%가 환불됩니다.

바. 부고, 청첩장, 직계가족 증명서(등본), 진단서는 필히 제출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세부 국제 공항에 도착하면, 작성한 필리핀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검역 신고서를 소지하고 입국 심사 카운터로 이동 합니다. 
    비행기표와 여권, 자녀동반 시 영문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합니다.

2. 만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아이 입국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한 공증서류와 소아 입국세 3,120페소를 준비하여 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을 한 후에 입국 심사 카운터로 이동 합니다.

3. 입국 심사 시 세부에 온 목적을 질문할 경우 “STUDY”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요청에 따라 입학허가서와 픽업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입국 심사 완료 후 아래층에서 수화물을 찾습니다. 이후 세관 검사를 거치며 세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셔서 왼쪽으로 오시면 도착 환승 지역이 보입니다.

5. CIEC 피켓을 들고, 한국 직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분을 만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시고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센터까지 이동시간은 약 20분~25분 가량 소요가 됩니다. 센터 도착 후 배정된 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출국 준비사항 / 환불규정

출국 준비사항출국 준비사항

출국 준비사항환불규정

출국 준비사항입국 심사 안내

입국 심사 2F 수화물 1F 픽업 장소 1F

INFORM
ATION



Minoza st., Brgy, Tigbao Talamban Rd, Cebu City 6000, Philippines

CEBU Center

Tel : +63-32-238-9302 / 070-4350-1612 Globe +63-917-722-3133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7길 53, 206호 (연남동, 지남빌딩)

KOREA Office

Tel : 02-3144-3139 / Fax : 070-4369-1265
e-mail : cebuivy@naver.com

CIDEC CIEC
cebuivyeducation
cebuivyeducation
cebuivy

www.ciec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