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Top English Academy 
- Summer Winter Camp - 

-  

 
< Global Top English Academy Lounge > 

 

 

 

글로벌탑잉글리쉬는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학부모님들께 비용 절감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선택하여 주신 학부모님들께  

똑소리나는 영어 교육으로 아이들의 실력 향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법탑잉글리쉬 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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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English Academy Camp 

캠프 특징 
 

➢ 필리핀 유일의 소수 정예 개별 학생 맞춤식 어학원 
➢ 서울대 대학 및 대학원 출신 일대일 전담 교사 담임제 운영 
➢ 목동 15년 학원 운영 경력의 서울대학원 출신 원장 직영 학원 
➢ 15년 영어 강의 및 어학원 운영 경력 원장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학생 관리 시스템 
➢ 필리핀 명문대 출신 강사로만 구성된 세부 유일의 어학원  
➢ 엄격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한 최단기 최대 효과의 영어 연수  
➢ 최고 엘리트 연구진에 의한 동기부여 학습법 개발 
➢ 엄격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한 현지인 교사 특별 교육 
➢ 최고급 어학원 시설 
➢ 최고급 호텔 뷔페식 식사 ( 호텔 주방장 채용 ) 
➢ 호텔식 기숙사 ( 체크인 체크 아웃 시스템 )  
➢ 철저한 안전 관리  
➢ 24시간 CCTV, 24시간 안전 요원 근무, 200M 내 세부 경찰서 위치 

장소  

➢ 필리핀 세부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정원  
➢ 2020년 여름방학 캠프 총 정원 36명 
➢ 2020년 겨울방학 캠프 1차 2차 3차 각각 총 정원 36명  

기간  
➢ 여름 캠프: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 8월 14일 금요일 (3주) 
➢ 겨울 1차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1월 15일 금요일 (3주) 
➢ 겨울 2차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2월  5일 금요일 (3주) 
➢ 겨울 3차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2월 26일 금요일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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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English Academy Camp 

캠프 비용 ( 1차 등록 기준 ) 

➢ 초, 중, 고 3주 E 과정 :  179만 8000원 
➢ 초, 중, 고 3주 S 과정 :  249만 8000원 (E과정+영문법, 수학 각각 주2회 개인과외 ) 

캠프 비용 세부 설명 

➢ 총 경비 세부 항목 
1) 포함 내역 : 학비, 기숙사, 식사, 교제, 현지 교통비, 유니폼, 수건, 세면도구, 
리조트비, 수영 강습비, 시티 투어 등 모든 액티비티 비용, 공증 서류비 

2) 미포함 내역 : 항공료, 여행자보험, 공증입국비(만15세미만), SSP (현지 어학연수 
허가증 세금), 비자(6주 이상 참가자만 해당) 

캠프 비용 미 포함 내역 세부 설명  

➢ 항공료, 여행자 보험 : 개인 부담, 캠프 비용에 미포함 
➢ 공증료 : 미성년자 부모 미동반 해외여행 시 필요 사항 약 3만원(만15세 미만) 
➢ 필리핀 공항 입국 사무소 납부 : 3200페소 (한국에서 페소로 환전 후 여권, 비행 티켓과 
함께 준비 ) 

➢ SSP (special study permit) : 6500페소 (필리핀 도착 첫날 학원에 납부), 필리핀 정부에 
영어 교육 허가를 위해 납부하는 세금의 일종. 한국에서 페소로 환전 후 학생을 통해서 
전달  

➢ 캠프 비용에 미포함 되는 비용 총액 : 항공권, 보험료(약 20~30만원), 미성년 공증 및 입국 
(3200페소, 약 7만원), SSP(6500페소, 약 16만원), 비자 

조기등록 특별 할인  

➢ 형제 할인 : 2명 이상 등록시 ( 대상 : 6주 이상 등록자 ) 
➢ 단체 등록시 : 12명 이상 단체 등록 할인 ( 대상 6주 이상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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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English Academy Camp 

커리큘럼 
<영어수업> 

➢ 1:1 영어 수업 4교시 
➢ 1:4 실내 그룹 수업 4교시 
➢ 1:1 영어 독서 수업 1교시  
➢ 야외 그룹 액티비티 1교시  
➢ 스포츠 수업 1교시 

 
<수학 및 서울대샘 특강> 

➢ 서울대샘 수학 강의 주3회 이상 
➢ 서울대생 공부법 특강 주 2회 이상 
➢ 서울대샘 영어 문법, 수학 과외 주2회 2시간씩 ( S과정 신청자 ) 

서울대 공부법 특강 세부 설명 

➢ 서울대 공부법 특강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공부 방법이 잘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공부 방법을 지도 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오르지 
않는 성적에 아이들은 좌절하며 공부를 포기합니다. 낮은 성적에 자신을 한계 지으며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기 위해 각 과목별 수능 만점자, 내신 수능 과목별 
1등급 선배들이 과목별 공부 비법을 전수합니다.  

특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집중력 기르는 방법, 연상법을 사용한 암기력을 높이는 방법, 쉽고 빠르게 노트 필기하는 
방법, 각 과목별 공부 전략, 플래너 작성법, 내신 시험 준비하는 방법, 수능 시험 준비하는 
방법, 각 과목별 수능 준비 방법, 시기별 수능 및 대입 준비법, 슬럼프 극복하는 법, 목표를 
세우는 법, 꿈을 찾는 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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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English Academy Camp 

시간표  

시간 교시  수업 

6:40 - 7:40                  세면 및 아침 식사  

8:00 - 8:40 AM 1교시 일대일 영어 독서 수업 

8:45 - 9:25 AM 2교시  
 

1:1 수업 
 

9:30 - 10:10 AM 3교시 

10:15 - 10:55 AM 4교시 

11:00 - 11:40 AM 5교시 1:4 수업 

11:40 - 12:30                점심식사 

12:30 - 1:10 PM 1교시 1:1 수업 

1:15 - 1:55 PM 2교시  
1:4 수업 

2:00 - 2:40 PM 3교시 

2:45 - 3:25  PM 4교시 

3:30 - 4:10 PM 5교시 야외 그룹 액티비티 

4:10 - 4:30                Break Time  

4: 30 - 5:10  특별1교시 서울대샘 수학 강의 및 수학 공부 

5:15 - 5: 55 특별2교시  서울대샘 공부법 특강 

5:55 - 7:00             저녁 식사 

7:00 - 8:30 특별활동1 원어민 강사 스포츠 수업 

9:00 - 10:30 특별활동2     자기주도 학습 / 비전표 작성  

10:30 - 11:00 세면,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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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English Academy Camp 

기숙사  

➢ 4인실, 6인실, 8인실 ( 어학원 등록 순서대로 우선 배정,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지원 ) 
입학 첫날 기숙사 배정 발표 

➢ 1인실 지원 가능 : 1인실 지원시 추가 금액 86만원  

 < 4인실 기숙사 > 

< 6인실 기숙사 > 

< 8인실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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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English Academy Camp 

시설  

➢ 학원 홈페이지 :    www.globaltopenglish.com 
➢ 학원 시설 :  https://www.globaltopenglish.com/facility 

주 1회 야외 액티비티  

➢ 주1회 야외 액티비티 : 비치 리조트, 세부 시티투어, 마운틴 파크 리조트 등 
➢ 일요일 액티비티 : 교회, 성당, 템플 투어 / 봉사 활동 / 쇼핑몰 투어  
➢ 날씨와 현지 사정에 따라 액티비티는 요일 등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학 상담  

➢ 입학 상담 : 상담실장 카카오 아이디 globaltop  
➢ 카카오 실시간 채팅창 https://pf.kakao.com/_pVgyT/chat 
➢ 전화 번호 : 010 4501 3533  
➢ 카카오톡으로 상시 상담 진행 중 (전화나 문자는 해외 출장 중 연결 지연) 

등록 과정 

➢ 입학 상담 : 카카오 ID : globaltop, 카카오 채팅 https://pf.kakao.com/_pVgyT/chat  
➢ 입학서 작성 
➢ 등록금 입금  
➢ 입학허가서, 계약서, 입금 영수증 수령 
➢ 항공편(공증)/여행자 보험 예약 
➢ 3개월 전 학비 전액 입금 
➢ 입학 준비  
➢ 출국 
➢ 필리핀 어학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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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글로벌탑잉글리쉬 어학원/ 어학원 위치 및 정보  
어학원 위치  

필리핀, 세부, 아이티파크, 스카이라이즈4  빌딩, 17층, KMC  

Skyrise Tower B, W Geonzon St, Languag, Cebu City, Philippines 

한국지사 어학 연구소 정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홈페이지 주소  

www.globaltopenglish.com 

https://www.globaltopenglish.com/middle-high-school 

한국 유학원 정보  

지티(GT)에듀케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337-07-01123 

한국 연락처 : 010 - 4501- 3533 

필리핀 학원 연락처 : +63 9999619581 

통신판매신고등록번호 

제 2019-서울동대문-1685호 

어학원 학비 입금 계좌 

은행 : 농협은행 

계좌 번호 : 312 - 3105 - 0603 - 81 

예금주 : 지티(GT) 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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