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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CSON COLLEGE

혹슨 컬리지

클락(Clark)

경제특구 소개

혹슨 컬리지(JOCSON COLLEGE)

⊙ 설립년도 : 1950년

⊙ 홈페이지 : www.jocsoncollegeinc.com

⊙ 위치 : 1st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Philippines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하고 교육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지역

위치

마닐라 북쪽으로 80km (약 1시간 30분 거리)

특징

1991년 미군 철수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 경제특구로 지정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 운영

최근 북구 거점 도시로 빠르게 부상하면서 주목

・비즈니스, 항공기 사업, 레저의 경제적 중심지

미니 캘리포니아라 불릴 만큼 조건을 갖춘 국제적 휴양도시

・여의도의 120배로 레저, 쇼핑, 관광 등을 10분 내 가능

・주택, 별장, 명품점, 레스토랑, 세계적인 수준의 여가 및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워터파크, 카지노, 병원 등)

필리핀 교통의 요충지

・인천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직항 (주 7회)

・인천 공항에서 진에어 항공 직항 (주 7회)

・김해 공항에서 진에어 항공 직항 (주 4회)

・인천 공항에서 필리핀 항공 직항 (주 7회-성수기 제외하고 주 4회) 

・클락-수빅 간 고속도로 개통

・주요도시 간 중심지

    (마닐라 1시간 30분, 수빅 30분, 바기오 4시간)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하고 외국인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별장 위치

・미국, 영국, 유럽, 일본, 한국 등 IT 및 콜 센터 입주

※상하수도, 통신, 치안 관리 독립적으로 운영

학과소개

▷ 4년제 - 관광관리학과, 관광경영학과

▷ 2년제 - 호텔조리학과, 관광학과, 정보통신학과, 항공운항과

▷ 단기수료과정 - 항공승무 분야, 관광 서비스 분야, 여행가이드 분야, 

                        프런트 서비스 분야, 중국어, 영어 등

- 필리핀 혹슨 컬리지는 1950년도에 설립되어 현재는 클락의 대표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교육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4년제 과정 및 2년제 과정 , 단기 수료 과정 등이 있으며 2011년에는 관광과, 

호텔조리과, 정보 통신과를 추가 개설하여 해당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는 Lufthansa (루프트 한자 -독일항공) Technical Traing Philippines 

Incorporated (LTTP)에서 항공정비, 항공전자 정비 양성 과정 인증을 받아 

항공운항 관련・유럽항공 안전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3년에는 관광 관리학교 , 관광 경영학과를 개설하였으며 한국의 여러 대학

들과 MOU를 맺어 활발히 교류 하고 있습니다. 

클락국제공항 전경



2월

바기오 GS어학원 설립 대전·충남교육청
주니어 캠프 
프로그램 진행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답주 주립 대학
(DHVTSU)
부설 어학원 체결

부산외국어대학교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경남정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 가톨릭 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영천시 장학회
주니어캠프 진행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JOCSON COLLEGE
(혹슨 컬리지)
부설 어학원 체결

동의 과학대학교
계명 문화대 전공연수
우석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
대구 카톡릭대학교
충북 보건 과학대학교
대만 Taipei City University
수성대학교 
일본 Kai Seiwa 항공고등학교 
대학단체 어학연수

영천시 장학회
주니어 캠프 프로그램 진행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JOCSON COLLEGE
(혹슨 컬리지)
부설 어학원 체결

서강정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양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경남지자체·장학회
주니어 캠프 프로그램 진행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6월 1월
6월 8월

2005 2011 2012 2013 2015 2016

경인여자 대학교
계명 문화대학교
우석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
대구 카톡릭대학교
충북 보건 과학대학교
대만 Taipei City University
수성대학교 
경남항공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체 어학연수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Dominican College 
(도미니칸 컬리지)
부설 어학원 체결

베트남 주니어 
영어캠프 진행

2017

경인여자 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
대구 카톡릭대학교
충북 보건 과학대학교
대만 Taipei City University
수성대학교 
대학단체 어학연수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부산 외국어 대학교
대구대학교
학기제 진행 

베트남 주니어 
영어캠프 진행

전주 비전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11월

2009

부산 가톨릭대학교
대전 우송정보대학
나주 동신대학교
서울 서일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6월

2010 2018

1월
3월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
충북 보건 과학대학교
대만 Taipei City University
수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대학단체 어학연수
산업인력관리공단
국비지원 프로그램 진행
부산 외국어 대학교
대구대학교
학기제진행
선문대학교
베트남주니어
영어캠프진행
CHIBA NICHIDAI DAIICHI Junior High school

2019

백석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신라대학교 
대학단체 어학연수
주니어영어캠프 진행 

2022

GS 클락 어학원 캠퍼스
개원 및 법인 설립

필리핀 AUF 대학
자매 결연

우석대학교
해외연수 지정 어학원

3월

2007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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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HISTORY

대지 20,000m2

건평 12,000m2 5개동

  ・본관 

     - 1층 : 강의실,원장실,사무실,식당,안내데스크, 서점,

                                양호실,온라인센터 등 편의시설

     - 2층 : 여자 기숙사 (CCTV설치)

     - 3층 : 남자 기숙사 (CCTV설치)

  ・신관 기숙사 (CCTV설치)

 ・프리미엄 기숙사 (CCTV설치)

 ・East / South 빌딩 (CCTV설치)

     -카페
     -게스트 하우스 

수용능력 500여명

직원 260여명 (강사 200여명)

기숙사

편의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식당, 

매점, 세탁실, 카페

가드 HOUSE
24시간 3교대 근무 실시(학교 전 지역 순찰) : 출입자 보안통제

교육시설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 프리미엄룸 럭셔리룸

12 45 50 30 28 8

맨투맨
강의실

그룹
강의실

대강의실
화상

강의실
미팅룸

강사
연구실

도서관

230 60 3 20 1 2 1

다양한 룸 형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력셔리룸, 프리미엄룸)
-각 룸 인터넷, 냉장고, 에어컨, 온수시설, 화장실 포함

프리미엄,럭셔리 룸 : 주방시설 용품 (인덕션, 그릇, 접시, 도마, 칼, 수저,
젓가락, 냄비, 후라이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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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전문 강사와

세미스파르타 학습관리 시스템

자기 개발 활동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

세미 스파르타 학습관리 시스템
・정규수업 6시간 이상 수업진행

・주간 및 월간 수업내용 평가 : 우수자 선발 인센티브

・단어 테스트, 영어일기 쓰기 

・학생 개인별 상담 실시

    - 학생에 대한 수업, 불편사항 등 상담

・외출시간 철저한 통제

    - 경비원이 출입 시간 정확히 파악, 통제

・레벨에 맞는 교재로 말하기, 듣기, 문법, 쓰기 집중 수업

IELTS / TOEIC 특성화 커리큘럼
・IELTS 전문 강사진 보유

・IELTS / TOEIC 체계적인 커리큘럼

・철저하고 엄격한 시험성적 관리 및 지도

검증된 전문강사진 선발 및 엄격한 관리 시스템
・교사자격증 보유자, 학원 경력자 등 우수한 강사진 선발

・매월 강사 평가시험 실시

・현직교수 초빙 세미나를 통한 인격 함양

・지각, 결석 시 경고 및  철저한 강사관리

・학원 내 따갈로그어 사용금지

GS어학원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활동

・골프연습장 및 수영장 사용 가능

   ※골프 레슨의 경우 , 별도 레슨비 발생

・클락 주변 조깅 및 기타 운동 가능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및 안내

・유・무선 인터넷 및 냉장고, 에어컨 설치

・무료 세탁 및 청소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학습 향상에 도움

학원 내 편의시설 구비

・매점, 도서관, 강사연구실, 밤부하우스, 세탁실, 카페

・골프연습장, 수영장, 탁구장, 농구장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과 열정이 채워지도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시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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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세미 스파르타

ESL 프로그램

기초에서 고급 생활회화까지

말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

ESL 프로그램

・GS 6단계 레벨을 두고 영어의 전체 영역에 대해, 개인의 능력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

맞춤형 멀티 레벨 시스템

・GS 강의 레벨은 수업 형태별로 레벨테스트를 거쳐 차별화된 분리  

   수업 실시

・체계적인 개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 형태의 수업을 진행

GS Level Test

・입교한 학생들은 GS의 체계화 및 세분화 된 레벨테스트를 도착  

   다음 날 실시

・레벨테스트 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인의 부족한 영역을 파악해  

   본인에게 맞는 교재 선정 후 레벨 수업진행

・본인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 (CNN/TOEIC)이 있을 시 면담을  

   통해 조율하여 수업 신청도 가능

TOEIC

최신 기출 문제 분석, 변화하고 있는 토익을 분석, 전략 수립을  

통한 문제 풀이로 취업, 대학원 진학, 유학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

Business English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Business 

Speaking, Reading, Writing 스킬을 향상 시키는 전문 과정

영어 이력서 및 Cover Letter준비 , 영어 면접 준비

CNN

CNN 뉴스 시청 수업을 통해 고급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청취 

강좌 프로그램 과정

ESL

영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공부 할 수 있으며 기본 6단계를 두고 이해

도를 측정하여 실력에 맞게 수업하는 과정

ESL 수업 스케쥴 ESL 커리큘럼

(단, 운동을 위한 외출은 허가)

서발이벌 잉글리쉬,
토익

CNN,
애니매이션 수업

구분 시간 교육시기 수업내용

1:1 맨투맨 수업 4시간 일과시간 General English, Business English, TOEIC

원어민 그룹 수업
2시간 일과시간 Conversation, Group Discussion

소그룹 맞춤 수업

Special Classes 2시간 야간 (선택수업) CNN, TOEIC, Survival English, Animeation

자기개발활동 2시간 방과 후 골프연습장, 수영장, 탁구장 등 사용 가능

자율학습 2시간 야간 -



IELTS 수업 스케쥴

(문제풀이수업)

·                  지정 IELTS 공인 시험장 선정

· 목표 점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실전 IELTS 시험을 잘 볼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

· Speaking, Reading, Writing, Listening 4개 영역별 담당 

    강사의 철저하고 엄격한 시험 성적 관리 및 지도

· 매일 시험 유형 문제풀이를 통한 듣기 및 쓰기 실력 향상

· 격주 1회 IELTS 모의 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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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IELTS

입문・보장 프로그램

기초 입문부터 보장까지

목표 점수 완벽 대비 프로그램

IELTS 프로그램 특징

GS는 BRITISH COUNCIL(영국문화원)에서 공식 지정한 IELTS 교육  

기관 및 공인 시험장 입니다. 현재 IELTS 공인 시험이 GS어학원과  

BRITISH COUNCIL의 주관 하에 GS어학원 내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cademic Module에 한함)

GS의 IELTS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적인 내용 및 자료를 토대로 4개 영역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 

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 입문반(IELTS BEGINNER)과 5.5/6.6 보장반 

(IELTS GUARANTEE)이 있습니다

실제 IELTS 점수가 없으신 분은 GS 자체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해당 점수에 따라서 각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IELTS BEGINNEr (기초 입문반)

・IELTS 점수가 없거나 2.5 이하인 학생이 IELTS 보장반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단계 입니다.

・기본 4주 이상 등록 가능 (단, 5.5 및 6.0 보장반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함)

IELTS GUaraNTEE (5.5 / 6.0 보장반)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이 영어권 국가에 이민,  

  취업, 대학 진학 등을 목표로 집중적인 영어 노출을 통해 목표한  

   IELTS 점수 5.5 / 6.0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단계 입니다.

・기본 12주 이상 등록 가능

IELTS BEGINNEr (기초 입문반) IELTS GUaraNTEE (5.5 / 6.0 보장반)

IELTS 커리큘럼

소그룹 2시간 / 원어민 1시간 1시간4시간

5.5 이상 6.0 이상

   공인 IELTS 3.5 이상 또는
(GS IELTS 레벨테스트 대체 가능)

   공인 IELTS 5.0 이상 또는
(GS IELTS 레벨테스트 대체 가능)

-

2.5 이상

보장점수

필요조건

기초 입문반 5.5 보장반 6.0 보장반

소그룹 및 원어민 IELTS Practice

IELTS GUARANTEE 종료 후 공인 IELTS 점수 결과가 보장 점수보다 미달 

되었을 경우 하단의 조건 충족 시 목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수업을 제공 

(기숙사비, 비자연장비 등 기타 비용은 제외하며 학업 기간 내 출석률 100%, 

학업 성취도 85% 이상, GS 규정 경고사항 0회인 학생에 한함)

· 현재 공인 점수가 없거나 ESL의 기본 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단순 회화 이상의 심도 있는 영어 사용을 학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 격주 IELTS 모의 테스트 실시

·   IELTS 모의 테스트 결과가 2.5 이상, 학업 기간 내 출석률 100%,  

학업 성취도 85% 이상 기록 시에는 IELTS GUARANTEE로 이동 

가능

·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공인 점수가 필요한데 단기간 목표 점수  

   획득이 필요하여 다양한 유형의 실제 문제 풀이를 통해 IELTS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 격주 IELTS 모의 테스트 실시

· 학업 기간 내 출석률 100%, 학업 성취도 85% 이상, 또한  

    경고사항 없이 GS 규정을 준수했을 시에는 필리핀 IDT에서  

     주관하는 실제 IELTS 시험 무료 1회 제공



TOEIC 수업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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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TOEIC 

입문보장 프로그램

영어 회화부터 원하는 토익 점수까지 

완벽 대비 프로그램

GS TOEIC 프로그램 소개

토익은 취직, 승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어 실력의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GS토익 과정은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된 코스 이

며 시험에 초점을 맞춘 수업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빠짐 없이 챙

겨 드리는 과정입니다.

토익 과정은 입문/강화반과 보장반으로 나뉘며 보장반의 경우 실제 토익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GS 레벨 테스트와 IELTS 점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TEST COURSE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TOEIC, IELTS 테스트 코스를 위한 전문 담당 

선생님을 배치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Pre- TOEIC Course (입문.강화반)

・입문반: 제한점수 없음 – 초보자 대상

・강화반: 제한 점수 250~400점 – 보장반 필수 선행 단계

TOEIC PluCourse (보장반)

・600점 보장반: 제한 점수: 400점 이상

・700점 보장반: 제한 점수: 550점 이상

・800점 보장반: 제한 점수: 750점 이상

06:30 ~ 07:30 기상 및 아침운동 산책 / 운동

07:00 ~ 08:00 아침 식사 한식

08:00 ~ 08:50 1교시
1:1 토익 수업 

(Reading or Listening)

09:00 ~ 09:50 2교시
1:1 토익 수업 

(Reading or Listening)

10:00 ~ 10:50 3교시
1:1 토익 수업 

(Reading or Listening)

11:00 ~ 11:50 4교시
1:1 토익 수업 

(Reading or Listening)

11:50 ~ 13:00 점심식사 한식

13:00 ~ 13:50 5교시
그룹 수업

 (리스닝 딕테이션 및 문제풀이)

14:00 ~ 14:50 6교시
그룹 수업 

(ESL /토론수업)

15:00 ~ 15:50 자기개발 활동 골프, 수영, 조깅 등

16:00 ~ 16:50 7교시 특별수업 (문제풀이수업)

17:00 ~ 17:50 8교시 TOEIC (문제풀이 수업)

18:00 ~ 19:00 저녁식사 한식

19:00 ~ 19:50
Self Study

CNN (선택 수업) 
또는 복습

20:00 ~ 22:00 Self Study 의무 자율학습

※평일 (월~목) 절대 외출 불가 (단, 운동을 위한 외출은 허가)

TOEIC 입문반 / 강화반

정규수업 1:1 수업 4시간 그룹 수업 2시간

스페셜 수업

•BASIC READING
•BASIC LISTENING
•BASIC WRITING & GRAMMAR
•BASIC SPEAKING

•CONVERSATION / DISCUSSION
•GROUP LISTENING

•BASIC SPEAKING •강화반 : TOEIC RC / LC Practice Test (연습문제) / Review (문제풀이)

VOCA 시험 •3HACKERS TOEIC VOCA - LEVEL 1 •HACKERS TOEIC VOCA - LEVEL 2 or LEVEL 3

TOEIC 보장반

정규수업 1:1 수업 4시간 (과목 선택) 그룹 수업 2시간

스페셜 수업

•TOEIC READING -Ⅰ
•TOEIC READING -Ⅱ
•TOEIC LISTENING -Ⅰ
•TOEIC LISTENING -Ⅱ
•TOEIC WRITING & GRAMMAR -Ⅰ
•TOEIC WRITING & GRAMMAR -Ⅱ
•TOEIC SPEAKING -Ⅰ
•TOEIC SPEAKING -Ⅱ

•CONVERSATION / DISCUSSION
•GROUP LISTENING

•TOEIC RC / LC - Practice Test (연습문제) / Review (문제풀이) - 입문반/보장반 학생들과 분리 진행

VOCA 시험 •HACKERS TOEIC VOCA - LEVEL 3 or LEVEL 4

TOEIC 입문/강화반 TOEIC 600/700/800 보장반

➊ HACKERS TOEIC VOCA - LEVEL 
➋ 과정 초과 혹은모의테스트 결과 400점 이상이면 보장반 이동 가능

아래 항목 중 최소 1개 해당 시 무료 TOEIC 시험 취소
➊ 학업 기간 내 출석률 100% 미만             ➋ GS일반 규정상 경고 조치
➌ 지각 횟수가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➍ 모의시험 점수 2회 이상 전월과 비교하여 낮을 경우
➎ TOEIC VOCA시험 1주간 3회 이상 Fail시

TOEIC 입문/강화반 커리큘럼

2주마다 TOEIC 모의시험 1회 진행(매월 둘째 주 금요일)하여 모의 시험 결과에 따라 입문/강화반에서 보장반으로 등록 변경 가능

TOEIC 보장반 커리큘럼

2주마다 TOEIC 모의시험 1회 진행(매월 둘째 주 금요일)하며 정규 TOEIC시험 비용 1회 지원

•필요조건



Business English 수업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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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Business English

프로그램

취업 준비부터 해외 비즈니스 업무의 능률까지 

한번에 UP!

비즈니스 프로그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Business Speaking 

Reading, Writing 스킬을 향상 시키는 전문 과정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별 응용학습

・비즈니스 상황의 대화는 물론, 면접이나 전화응대, 이력서 작성, 

마케팅 전략 등 여러 다양한 상황을 롤 플레이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보다 수준급의 비즈니스 맨으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일상대화가 가능한 중급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과정 입니다.

06:30 ~ 07:30 기상 및 아침운동 산책 / 운동

07:00 ~ 08:00 아침 식사 한식

08:00 ~ 08:50 1교시
1:1 수업 

(비즈니스 reading)

09:00 ~ 09:50 2교시
1:1 수업 

(비즈니스 writing)

10:00 ~ 10:50 3교시
1:1 수업 

(비즈니스 listening)

11:00 ~ 11:50 4교시
1:1 수업

 (비즈니스 speaking)

11:50 ~ 13:00 점심식사 한식

13:00 ~ 13:50 5교시
그룹 수업 

(1:4 소그룹)

14:00 ~ 14:50 6교시
그룹 수업 

(Native Group Business)

15:00 ~ 15:50 자기개발 활동 골프, 수영, 조깅 등

16:00 ~ 16:50 7교시 TOEIC (선택 수업)

17:00 ~ 17:50 8교시 정규 토익 시험

18:00 ~ 19:00 저녁식사 한식

19:00 ~ 19:50 Self Study CNN (선택 수업)

20:00 ~ 22:00 Self Study 의무 자율학습

※평일 (월~목) 절대 외출 불가 (단, 운동을 위한 외출은 허가)

영어 레벨 레벨 3이상(중급에서 고급으로)

수업 구성

1:1 Class 4시간

•Speaking : English for Socializing

•Reading & Pronunciation: Workplace Vocabulary / Business Vocabulary

•Listening / Grammar

•Writing : Writing and Correspondence

Small Group Class 1시간
•Listening  : CNN/ BBC / Documentary
•Reading / Writing /Speaking English Presentation

Native Group Business 1시간 •Speaking /Listening Business Talk

수업 교재 Oxford Business 전14모듈

수업 내용

다양한 상황들에 유용한 

표현과 관용어구 학습

Business Basic (비즈니스 기본 영어)

Socializing (좋은 관계 유지하기)

Telephoning (전화 통화하기)

Business Conversation (비즈니스 회화)

Business Meeting (비즈니스 미팅)

Business Correspondence (서신 및 연락)

Negotiation (협상 및 협의)

수업 시간 매일 6시간/주당 30시간

레벨업 총 3단계, 12주 프로그램

테스트 입학 시 레벨 테스트, 매 4주 정규 레벨 평가와 프리젠테이션

개강일 매주 월요일

등록 조건 4주부터 등록 가능

연령 제한 18세 이상 성인

도서관 지정석 외 1:1강의실 1인 지정

Business English 커리큘럼



코스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ESL ₩750,000 ₩1,500,000 ₩2,250,000 ₩3,000,000 ₩3,750,000 ₩4,500,000

Pre-IELTS ₩850,000 ₩1,700,000 ₩2,550,000 ₩3,400,000 ₩4,250,000 ₩5,100,000

IELTS Plus/Premium ₩900,000 ₩1,800,000 ₩2,700,000 ₩3,600,000 ₩4,500,000 ₩5,400,000

Pre-TOEIC ₩800,000 ₩1,600,000 ₩2,400,000 ₩3,200,000 ₩4,000,000 ₩4,800,000

TOEIC Plus/Premium ₩850,000 ₩1,700,000 ₩2,550,000 ₩3,400,000 ₩4,250,000 ₩5,100,000

인실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1인실 ₩750,000 ₩1,500,000 ₩2,250,000 ₩3,000,000 ₩3,750,000 ₩4,500,000

2인실 ₩650,000 ₩1,300,000 ₩1,950,000 ₩2,600,000 ₩3,250,000 ₩3,900,000

3인실 ₩550,000 ₩1,100,000 ₩1,650,000 ₩2,200,000 ₩2,750,000 ₩3,300,000

4인실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항목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등록비

장기등록 할인 - - -₩30,000 -₩50,000 -₩100,000 -₩150,000

₩100,000

SSP

I-CARD

수도세

교재비

일반 기숙사 Php 1,500

프리미엄 기숙사 Php 2,000

Php6,200

Php3,000

Php 1,600(4주 1인실 기준)

Php500(4주 기준)

권장 Php 250~400

(레벨에 따라 상이)

기숙사 보증금

1차 비자연장비

2차 비자연장비

3차 비자연장비

4차 비자연장비

Php 2,500

Php 3,530

Php 5,300

Php 2,820

Php 2,820

클락공항 Php 600

마닐라 공항 Php 없음

클락공항 픽업샌딩 무료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마닐라 공항 도착 단체픽업비 3만원 적용

마닐라 공항 픽업6만원

전기세

방문자 투숙비(1박 기준)

출국세

픽업비

Php 3,930

Php 1,400(4주 2인실 기준)

Php 1,200(4주 3인실 기준)

Php 1,000(4주 4인실 기준) 5차 비자연장비

Level Test

개인의 영역별 레벨테스트

Basic Setting

개인학습 목표 설정

지속적인 관리 및 테스트
(매주 테스트 실시)

영어학습 효과 극대화

Curriculum Consulting

개인 맞춤과정 설정

Speaking Direct

English

Pattern English

Advanced Speaking

초보적 수준으로

영어회화의 기초를

배워가는 단계

기초 문장과 문법

및 단어를 정리해

가면서 영어표현

능력을 훈련하는

단계

Listening

Man to Man

Listening

Practice

Synthesis

ESL

TOEIC

TOEFL

Option

CNN

Vocabulary

Grammar

Novice
4weeks course

Level 1

간단한 문법을

통해서 초보적인

회화가 가능한 단계

간단한 자기 의견

이나 주제에 관한

토론 능력을 배양

하는 단계

Beginner

4weeks course

Level 2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고 문법은

잘 이용하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

주제별 읽기를 통해

영어식 사고력과

자연스러운 표현

능력을 훈련하는 단계

Pre-Intermediate

4weeks course

Level 3

일상회화는 보통

잘 구사 하지만

표현력에 한계가

있는 상태

고급회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Intermediate

4weeks course

Level 4

모든 상황에 관한

대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단계

중급회화의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

High-Intermediate

4weeks course

Level 5

Native Speaker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상당부분 이해

할 수 있는 단계

회화에 필요한

고급회화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

Advance

4weeks course

Level 6

2인 항목 3인 4인

등록비 ₩200,000 등록비 ₩300,000 ₩400,000

수업료 ₩1,500,000 수업료 ₩2,250,000 ₩3,000,000

기숙사비 ₩1,700,000 기숙사비 ₩3,000,000 ₩3,500,000

TOTAL ₩3,400,000 TOTAL ₩5,550,000 ₩6,900,000

*2인 이상 기준(부부 혹은 가족)이며,일반 학생은 24주 이상 등록자에 한함
*프리미엄 기숙사의 수업료는 ESL Course를 기준으로 함

항목

4주 기준

₩400,000

₩3,000,000

3인

₩300,000

₩2,250,000

₩2,700,000₩2,150,000

₩4,700,000 ₩6,100,000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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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analysis

시니어 프로그램

영어라는 언어장벽으로 자유롭게 해외를 다니시지 못하셨던 분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회화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존 ESL 프로그램(6시간)과 LITE ESL 프로그램(4시간) 중 선택 가능

- 골프 레슨 추가 가능 (주 3회, 일일 1시간)

- 자유롭게 여가 활동 가능 (주중, 주말)

 

GOLF연수 프로그램

GS어학원에서는 GOLF 레슨과 영어 수업을 함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클락 안에 있는 모든 골프장(미모사, 코리아CC, 썬밸리, AIRFORC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원하시는 경우 라운딩 예약 및 필드 레슨도 

가능합니다.

오전 8:00 – 12:00 12:00 – 13:00 13:00 – 17:00

월 GOLF 레슨

점심식사

ESL 수업

1:1 3시간

그룹 1시간

화 자유연습

수 GOLF 레슨

목 자유연습

금 GOLF 레슨

*골프레슨은 GS어학원 내에서 그룹으로 진행되며 1:1레슨은 예약문의
*평일 골프레슨 스케줄은 오전/오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최상의 골프환경 클락에서 함께하는 

GOLF&어학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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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영어유치원 및 

공무원/공기업 휴직 연수 프로그램

GS 관리형

조기유학

유치부 프로그램

저희 GS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유치부 전문 커리큘럼으로 영어를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영어로 말하고 들으며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구성 : K1(만4-5세), K2(만5-6세) 부모님과 상담 후 레벨 결정

・오전 수업 중 간식 제공

9: 00 – 11: 50 11:50 – 13:00 13:00 – 15:00/16:00

KINDER 5 유치부 수업 점심식사 (부모동행) 1:1 2시간

KINDER 6 유치부 수업 점심식사 (부모동행) 1:1 3시간

*1:1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2:2 (학생2, 선생님2)으로 진행합니다.

공무원/공기업 유학 휴직 프로그램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유학휴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

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 휴직이 인정됩니다.

GS어학원은 클락 혹슨 컬리지 ESL센터로서 그동안 수많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연수기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일반기업, 사립대학교 및 국공립대학교 등)

- 절차 

  혹슨 컬리지 ESL센터 등록 입학허가서 발급 회사에 제출, 승인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출국▶ ▶ ▶ ▶

프로그램 안내

입학 시 Level Test를 기본으로 학생 수준을 파악한 후, 개인별 수준

에 맞춰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간평가 및 4주 1회 평가를 통해 담당

선생님과 개별상담을 하게 되며, 자신의 취약점 파악 및 공부 방향에 

대해 지도 받으며, 미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GS 관리형 조기유학은 선생님과 함께 3명의 학생들이 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➊ 1:1수업

필리핀 영어연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가 1:1수업 입니다

전담 개인교사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

애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업 방법 입니다.

➋ 소그룹 맞춤 수업

중급이상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원어민 선생님과 다양한 외국의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루며 학생들의 의견교환 등 강사와 학생들

의 자율 토론 형식의 소규모 그룹수업입니다.

➌ 토론식 그룹 수업

강사 한 명과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이 모여서 새로운 주제로 진행

되는 집중적인 토론 발표식 수업이며 상황별 회화의 다양한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➍ 자기 개발 활동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골프, 수영 등을 GS어학원 내에 있는 골프연

습장과 수영장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골프용품은 학원 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 입학은 무료 수속으로 진행되며, 입학 후 GS어학원

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인트폴국제학교 (St. Paul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위치: 필리핀 클락 경제특구 (클락비지니스센터 내) 

Clark Center 4, Berthaphil Clark Center, Jose Abad Santos 

Avenue, Clark Freeport Zone, Pampanga, Philippines(2023)

모집학년: K-12학년 (기숙사 6-12학년 가능)

학기시작: 매년 8월말(1학기)/2월초(2학기) 시작

연간학비: (학년마다 차이있음) 

유/초등 대략 $14,000 (학비/식비/기타비 포함)

중/고등 대략 $24,000 (학비/기숙사비/식비/기타비 포함)

한국학생비율 및 국적 비율: 총 인원 대비 한국학생비율 대략 46%

(한국 46%, 필리핀 22%, 미국/스페인/콜롬비아/호주 등 21.4%, 중

국/일본/베트남/미얀마 등 10.6%)

한반정원: 최대 18~20명

그 외 클락 싱가폴 국제학교(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노블레스 국제학교 (Nobless International School)

웨스트필즈 국제학교 ( Westfields International School)



GS 글로벌 영어 안내

항    목 내     용

연수기간
4주 캠프 ,6주 캠프, 8주 캠프, 12주 캠프 진행  

(8주, 12주 캠프는 겨울방학 진행)

대상연령 예비 초등학교 1학년 ~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프로그램
실용회화, 읽기, 듣기, 쓰기, 발음 및 문법, 영어 일기, 

그룹수업 및 액티비티

수업시간
학   생: 평일 (월~금) 1일 500분 수업 

(정규수업 8 Classes, 스페셜수업 2 Classes)

반 편성 연령과 레벨테스트 결과에 맞추어 반 배정

기숙사 편성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기숙사 배정 및 선생님과 함께 생활(저학년 위주)

연수장소 필리핀 클락 GS어학원

캠프경비 비용상담 문의

학비 포함내역
학   생: 수업료, 숙식비, 액티비티 비용, 교통비, 교재비, 

SSP발급비, 여행자보험, 공항 입·출국세 , 비자연장비

불포함내역
학   생: 왕복항공비, 개인용돈 (권장 용돈 : 미화 100달러 

- 4주, 150달러 - 6주, 200달러 - 8주, 300달러 - 12주

GS 글로벌 영어 캠프 

프로그램(여름 / 겨울 방학)

GS 세미 스파르타

규정 사항

GS 글로벌 영어캠프 소개

① 철저한 안전관리

② 영어회화 위주의 전 분야 균형 잡힌 수업진행

③ 다양한 티칭 경험의 우수한 강사진 보유

④ 개인별 담임제 실시

⑤ 한국인 직원 및 필리핀 강사와 함께 기숙사 생활

⑦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 및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⑧ 영양 및 칼로리를 고려한 질 높은 한식 식사 및 간식 제공

⑨ 캠프기간 동안의 수업 및 액티비티 등의 사진 제공

⑩ 믿을 수 있는 교육부 및 이민국 정식 인가 어학원

필리핀 클락 GS어학원 주니어영어캠프

http://band.us/@2019gswintercamp

성적차트 작성

수업 미 참석자 규정

① 1주 내 수업 3회 이상 결석 시 금요일 외출금지

② 1주 내 전체 수업 중 5회 이상 결석 시 해당 수업 자동 폐강

※ 동의서 작성 후 수업 재개 가능

③ 수업 1회 결석시 당일 외출 금지

④ 1주 내 전체 수업 중 6회 이상 결석 시 부모님께 통보 및 학원 수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 퇴교 조치

⑤ 병결 학생은 해당 시간 이전에 간호실에 병결을 보고해야 하며 당일  

    외출 금지 (병결을 이용하여 외출하려는 목적 차단)

자율학습 미 참석자 규정

※ 의무 자율학습(20:00~22:00), 권장 자율학습(22:00~23:00)

① 매 시간 자율학습 참여 확인

② 1주 내 2회 미 참석 시 금요일 외출 금지

※ 1시간 미 참석을 1회 결석으로 처리하며, 기숙사 내 자율학습은 허용  

    되지 않음 (단, 환자 제외)

외출 및 외박 통금시간 규정

※ 통금시간: 월~목 (평일 외출금지이나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허용  

     16:00~19:00 ), 금·토(02:00), 일(21:00)

① 통금시간 이후 1시간 이내에 복귀시 경고 및 벌금 500페소 부과

② 통금시간 이후 2시간 이내에 복귀시 벌금 500페소 및 1주간 외출금지

③   통금시간 이후 2시간 넘어서 복귀시 벌금 1,000페소 및 2주간 외출금지

④ 상기관련 2회 적발시 면담 및 서약서 작성. 2주간 외출금지

⑤   상기관련 3회 적발시 수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 및  

자동 퇴교 조치

※ 여행 계획서는 최소 2주 전에 제출

테스트 및 수업 미 이행자 규정

① 3주 이상 수강자는 월간 테스트 의무 참석

② 월간 테스트 대상자 미 참석 시 당일 외출 금지

③ 숙제 및 수업 관련하여 교사의 지시를 미 이행 시 경고 조치

④ 숙제 및 수업 관련하여 교사의 지시를 2회 이상 미 이행 시 면담 및  

     2차 경고 조치

⑤ 숙제 및 수업 관련하여 교사의 지시를 3회 이상 미 이행 시 해당 수업  

    폐강

기숙사 규정

※ 기숙사 내 흡연· 음주· 도박 시

① 1차 적발 시 면담 및 2주간 외출금지 

② 2차 적발 시 부모님에게 통보 및 자동 퇴교 조치

자동 퇴교 사항

① 1주 내 전체 수업 중 6회 이상 결석 시

② 학생들 간에 폭력 및 성추행 이상의 사건 발생 시

③ 현금 및 기타 물품을 절도하였을 시

④ 기숙사 내 흡연· 음주· 도박 2차 적발 시

⑤ 기숙사에서 혼숙 하였을 시 

⑥ 매니저 및 선생님에게 폭언 혹은 성희롱 시

20  I  21www.gsnels.comGLOBAL STANDARDGS JUNIOR / PROGRAM

ESL
참여 성실도

activities

100

90

80

60 40

Homework

Weekly
Test

Final
Test



GS 기숙사 GS갤러리

프리미엄 기숙사 주방 시설

럭셔리룸 (샤워시설)

프리미엄 기숙사 입구

프리미엄 기숙사 전경

프리미엄 기숙사(4인실)

럭셔리 룸 (2인침대 룸)

프리미엄 기숙사(3인실)

GS어학원 본관 전경

럭셔리룸 (거실)

일반 기숙사(1인실)

일반 기숙사(2인실)

GS어학원 저녁 석양

1:1 강의실

수영장

그룹 강의실카페테리아

도서관 (wi-fi 사용가능)

매점

골프연습장

커피숍입구밤부하우스 야외수업

GYM(Fitness Center)
커피숍 내부



클락 GS어학원 주변환경 ❶

폰타나 워터파크 GMART(한인마트, 학원에서 도보10분거리)

스위쏘호텔 & 한리조트

프라데라CC

메리어트호텔

아쿠아플라넷 
SM 쇼핑몰

클리어워터파크

H마사지샵 (무료 픽업 서비스)

코리아C.C

미모사CC

CDC 야시장 크림라인 아이스크림 카페

미도리호텔

카페디아 CAFE DIA (어학원 3분거리)

코리아CC

클락 GS어학원 주변환경 ❷

피나투보 클락 사파리 

푸닝 온천 



가족연수&GS주니어캠프

대학단체 어학연수
대학단체 어학연수 

소방안전훈련 

아이타 마을 봉사활동 
클락 열기구 축제

그룹 수업

SAND BOX

야외수업

1:1 수업

바타안호핑투어

크리스마스파티 드림콘서트 생일파티

캠프학생들 아침운동
베트남주니어캠프

기타수업

수영수업

캠프액티비티[승마체험]

중국 주니어캠프

골프수업

일본주니어캠프

대만주니어캠프

중국가족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