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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of Peace!Greetings of Peace!
Welcome to Colegio San Agustin-Bacolod!
Founded in 1962, Colegio San Agustin-Bacolod ranks as one of the best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among the schools in the 
country. Furthermore, it affiliates the Language Skills Learning Center (LSLC) which aims at honing the English skills of the 
non-English speaking nationals to the maximum.

Benigno S. Aquino Drive, Bacolod City 6100 Negros Occidental, Philippines

1962년

University of San Agustin-Santo Niño de Cebu

Colegio San Agustin-Bacolod 1개 캠퍼스
University of San Agustin-Iloilo 2개 캠퍼스
Colegio San Agustin-Biñan 1개 캠퍼스

약 4,000 여명

약 350 여명

Virtue and Science

로마 카톨릭

Fr. Andrew P. Batayola, OSA

독수리

17,827㎡

http://www.csab.edu.ph

4개 단과대 21개 학과 개설 
부설 고등학교/부설 초등학교/부설 유치원/부설 어학센터

수영장, 운동장, 도서관, 인터넷실, 학생식당, 매점

1대1 강의실, 1대6 강의실, 스크린 룸

강사 160여명, 기숙사 직원 30여명

대 학 위 치

설 립

본 교

분 교

재 학 생

교 직 원

이 념

재 단

총 장

상 징

면 적

홈 페 이 지

부 속 기 관

대 학 시 설

어학센터(LSLC)

어학센터 직원수

We are truly grateful to assist students who wish to improve their speaking skills more particularly in speaking 
the English language and learn about the Philippine culture as well. The campus provides a harmonious 
environment with interesting activities that are conducive for learning.
We, therefore, take this opportunity to invite you to come to Colegio San Agustin-Bacolod and Language Skills 
Learning Center and have a fun learning experience. It is our honor and privilege to serve you.

산어거스틴대학교 정보   

LSLC 연혁

LSLC만의 장점

한눈에보는 LSLC 일정

프로그램 안내

   -  ESL

   -  TOEIC

   -  TOEFL

   -  IELTS

   -  BUSINESS ENGLISH

   -  OPTION / SPECIAL

기숙사 안내

LSLC 매니지먼트 시스템

바콜로드 소개

LSLC 엑티비티

비용 및 준비 안내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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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Statement
An Augustinian educative and evangelizing 
community of vibrant lifelong learners with high 
ethical standards and global competency providing 
quality Catholic education.

Mission Statement
Colegio San Agustin – Bacolod is a Filipino Augus-
tinian school committed to fulfilling the mission of 
the Catholic Church by providing a well-rounded 
formation of the human person with respect to 
one’s ultimate goal; by developing moral and social 
values and love for country; and by fostering a 
community life characterized by “oneness of mind 
and heart on the way to God” anchored on the 
Augustinian motto “Virtus et Sci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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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어거스틴 대학교는 세부의 산토니뇨 지방에 본교를 둔 카톨릭교육 대학교 
입니다. 교육과 혁신, 문화교류와 국제화, 연구와 산학협력을 지향하는 글로벌 
대학으로서, 현재 필리핀 4개 지역에 5개의 캠퍼스를 두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중 1962년 7월에 설립된 바콜로드캠퍼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과정에서는 교육학, 사회교육학, 
경영학, 무역학, 호텔경영학, 관광학, 기계공학, 간호학, 의학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기관의 표준과 정립된 산어거스틴의 전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에 있어서 독보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습니다. 학생들은 변함없는 
카톨릭 규율을 배우고 이를 따르며,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산어거스틴 대학의 교육은 공동체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립시키는 원조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어거스틴 바콜로드 캠퍼스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인재양성 및 교류, 공존과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 지원활동을 병행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합니다. 

Colegio San Agustin–Bacolod

COLLEGE OF ARTS, SCIENCES & EDUCATION
  ◆ Bachelor of Science in Pharmacy
  ◆ Bachelor of Arts (A.B.) major in English
  ◆ Bachelor of Science (B.S.) major in Psychology
  ◆ Bachelor of Secondary Education (B.S.Ed.) major in English, Filipino, Mathematics & MAPEH
  ◆ Bachelor of Elementary Education (B.E.Ed.) major in General Education
  ◆ Bachelor of Science in Medical Technology (B.S.M.T.)
COLLEGE OF ACCOUNTANCY, BUSINESS EDUCATION & COMPUTER STUDIES
  ◆ Bachelor of Science in Accountancy (B.S.A.)
  ◆ Bachelor of Science in Accounting Technology (B.S.Ac.T.)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Technology (B.S.I.T.)
  ◆ Bachelor of Scie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B.S.B.A.) major in Marketing Management
  ◆ Bachelor of Scie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B.S.B.A.) major in Banking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B.S.C.S.)
  ◆ Bachelor of Science in Entrepreneurship (B.S.E.)
  ◆ Bachelor of Science in Tourism Management (B.S.T.M.)
  ◆ Bachelor of Science in Hospitality Management (B.S.H.M.)
COLLEGE OF ENGINEERING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B.S.Ch.E.)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B.S.C.E.)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s Engineering (B.S.E.E.)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Engineering (B.S.Cp.E.)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B.S.M.E.)
COLLEGE OF NURSING
  ◆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N.)

The Augustinians 학위 과정

Main Campus

2nd Campus



CSA-BCSA-B

06월 대구 가톨릭 대학교와 MOU 체결

06월 LSLC 한국 대표사무소 체결

01월 순천대학교와 MOU 체결
05월 동아대학교와 MOU 체결
07월 동의대학교와 MOU 체결

06월 경원대학교와 MOU 체결
10월 대구대학교/ 루터대학교/ 경일대학교
        MOU 체결

04월 선문대학교와 MOU 체결

05월 공주대학교와 MOU 체결
06월 강의실 및 기숙사 증축 (250명 정원)
07월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MOU 체결
12월 계명대학교와 MOU 체결

01월 금오공과대학교와 MOU 체결
05월 부경대학교와 MOU 체결
09월 신축기숙사 착공 (250명 정원)

Point 2. 대학교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

LSLC 연수생에게는 산어거스틴 대학교 
학생증이 발급되어 대학교 시설을 현지 
재학생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연수 종료 
후에는 산어거스틴대학교 공식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Point 1. 1대1 집중으로 편성된 정규과정 !

LSLC의 밀도있는 커리큘럼에 의해 진행되는  맨투맨 수업은 연수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맨투맨 
수업을 제공합니다. 
현지 도착 후 진행되는 레벨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연수생들의 개인별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재선정, 수업방식 등이 적용 되어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맨투맨 수업을 제공합니다.

Point 4. 현지 대학교 수업 무료 청강

대학부설 연수원으로서 연수생의 의욕만 있다면 
현지 대학교 수업에 청강하여 그들의 수업진행 
방식이나 학교생활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저렴한 연수비용

연수비용이 번잡한 수도권 및 
관광지에 비해 저렴하고,  물가도 
70~80% 수준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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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ACCEPTANCE

BUSINESS
PERMIT

LSLC
CERTIFICATE

AGENCY
CERTIFICATE

SSP CHED

CERTIFICATE 
OF

CSA-B

CERTIFICATE 
OF

VOLUNTEER WORK

CSA-B Language Skills Learning Center3   4

03월 한국 대표사무소 
        서울 강남 사무실로 이전

03월 한국 대표사무소 
        서울 신촌 사무실로 이전

06월 부산 신라대학교와 MOU 체결

03월 한국 대표사무소
        서울 종로 사무실로 이전
04월 필리핀 현지 사무실 법인회사로 전환
04월 전용강의실 기공식
       (1:1실74개, 1:4실10개, 1:8실6개)
06월 기숙사 완공 
       (1인실 6, 2인실 45, 3인실 11, 4인실 4)
08월 대구 한의대학교와 MOU 체결
10월 LSLC 전용강의실 완공

01월 울산대학교와 MOU 체결
05월 한국 대표사무소
        서울 목동 사무실로 이전
07월 성덕대학교와 MOU 체결

03월 전북대학교와 MOU 체결
12월 기숙사 및 강의실 증축 (200명 정원)

05월 인제대학교와 MOU 체결
06월 영산대학교와 MOU 체결
07월 영남대학교와 MOU 체결
10월 동명대학교와 MOU 체결
11월 신축기숙사 완공 (250명 정원)

1월 청양대학교와 MOU 체결
5월 고신대학교와 MOU 체결
9월 서남대학교와 MOU 체결
10월 경북전문대학교와 MOU 체결
11월 경성대학교와 MOU 체결 

4월 서원대학교와 MOU 체결
5월 목원대학교와 MOU 체결

Point 10. 연수생들의 높은 만족도

수업 환경 및 현지 관리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연수를 마친 
학생들의 연장 비율이 높습니다.

Point 8. 경험 많은 강사진

20년간의 LSLC 연수원 역사와 함께한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수준높은 강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5. 20년의 노하우 !

필리핀 어학 연수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할 당시인 1997년부터 연수를 진행해온 본 연수원은 그동안 쌓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신설어학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oint 6. 편안한 호텔식 기숙사

연수생들은 산어거스틴 대학교 바로 
옆에 마련된 LSLC기숙사에서 호텔식 
생활 케어서비스를 받으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Point 7. 한국인이 거의 없는 면학 분위기

연수지역인 바콜로드시에는 한국인이 많지 
않고, 아시아 각국의 연수생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쓸 기회가 적으며,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주위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영어회화 습득 속도가 빨라집니다.

Point 9. 안전한 치안, 스마일 도시

매년 정부조사 기관에 의해 '살기 좋은 도시' 1위 후보의 단골 도시로 
뽑히는 바콜로드시는 시민들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고, 농업을 
기반으로한 계획 도시로서 순수한 인심을 품고 있어 안전한 연수를 
하기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이 많지 않아 학업에 
매진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07:00

08:00

12:00

13:00

17:00

정규수업
(오전)

정규수업
(오후)

Wake up / Breakfast & 등교

Lunch break

1:1 수업 1:6 소그룹 수업

공강시간                      휴게실                       한글교실               버디 프로그램  

  CSA-B 교수님 특강           TOEIC 테스트                  그룹 수업                   1:1 수업

 

기숙사 도착
방배정 & ID등록

씨티/캠퍼스 투어
한눈에 보는

전체일정

바콜로드 공항 픽업
오리엔테이션,

레벨테스트, 인터뷰



18:00

19:00

20:00

22:00

Weekends & 공휴일

통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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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ner

Vocabulary

Free time
봉사활동

필드트립

친목활동

리조트 여행

개인별 연수 프로그램
ESL,TOEIC,TOEFL,IELTS

그룹 수업

1:1 수업

각종 행사 프로그램

봉사/견학/여행
최종시험/수료식

Option classes  & 셀프 스터디



1:1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그룹수업

Grammar ,Culture Shock, Dating, Hobbies, 
Personal Background, Lifestyle Conversational,
Presentation, Job Interview,
Asking and Giving Direction, Role-playing,
Effective Communication

옵션수업

보케수업

① 17:00 ~ 18:00
② 19:00 ~ 20:00

TOEIC, American Culture and Accent,
Vocabulary, Discussion, CNN

오후 7시-10시(인텐시브 코스 필수)

레벨
테스트

▼

월별
테스트

▼

TOEIC
&

Interview

1:1   4 시간 1:1   5 시간

LSLC의 ESL 프로그램은 Regular 코스와 세미 스파르타 형태의 Intensive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의 코스에서는 영어의 4대 영역인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뿐만 아니라 Debate, Dictation, 
Vocabulary 등의 다양한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강 : 매주 월요일 
최저 수강기간 : 2주 이상
강의시간 : Regular 코스 주당 38시간 - 1대1/그룹 30시간 + 옵션 8시간
               Intensive 코스 주당 51시간 - 1대1/그룹 35시간 + 옵션 4시간 + 보케수업 12시간 

   

08:00~08:50 Reading 1:1 Reading 1:1 

09:00~09:50 Writing  1:1 Writing  1:1 

10:00~10:50 Speaking 1:1 Speaking 1:1 

11:00~11:50 Listening 1:1 Listening 1:1 

13:00~13:50   Speaking 1:1 

14:00~14:50 Effective Communication Group   

15:00~15:50 Dictation Group Effective Communication Group 

16:00~16:50   Dictation Group 

17:00~17:50 Option  Group Option  Group 

19:00~19:50 Option  Group Vocabulary Group 

20:00~20:50   Vocabulary Group 

21:00~21:50   Vocabulary Group 

Level 1

Beginner

Level 2

High Beginner

Level 3

Low Intermediate

Level 4

Intermediate

Level 5

High Intermediate

Level 6

Advanced

▶ 커리큘럼

수업 내용수업

▶ 코스 스케쥴

Regular Course Intensive CourseTime

Test

Advanced

High Intermediate

Intermediate

Low Intermediate 

High Beginner

Beginner

TOEIC   901~990  

TOEIC   801~900

TOEIC   701~800  

TOEIC   601~700 

TOEIC   501~600

TOEIC   ~500

LSLC  LEVEL

[ 1대1 수업 ]

필리핀 영어 어학연수의 최대 
장점으로서, 회화능력 향상에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수업 
방식으로 개인의 레벨에 맞게 
강의가 진행 됩니다.
영어 초급자 및 중급자에게는 
이상적인 수업방식이며, 영어 
고급자에게는 세련된 영어회화 
능력을 키워줍니다.

[ 1대6 그룹 수업 ]
 

연수와 동시에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 비슷한 수준의 
연수생들로 그룹이 이루어지며,  
다년간 그룹 수업을 진행해온 
전문강사와 함께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활용해 영어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입니다.



Time  TOEIC 

08:00~08:50 TOEIC Speaking  1:1 
09:00~09:50 TOEIC Reading  1:1 
10:00~10:50 TOEIC Listening  1:1 
11:00~11:50 TOEIC Speaking  1:1 
14:00~14:50 TOEIC Grammar  Group  

15:00~15:50 TOEIC Grammar  Group  

17:00~17:50 Option  
Toeic Reading, Speaking, Listening  

Group
 

19:00~19:50 TOEIC Vocabulary  Group  

20:00~20:50 TOEIC Vocabulary  Group  

21:00~21:50 TOEIC Vocabula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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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600점대

달성

토익
800점대

달성

토익
900점대

달성

[ 엄선된 강사진 ]

-TOEIC 트레이닝 코스를 
거쳐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강사진에 의한 관리

                ▼

[ 단순 토익? NO! ]

-토익 점수 향상과 영어 
말하기 실력의 동반 상승 
시스템 구축

                ▼

[ 토익, 그 후? ]

-영어TEST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기타 영어 자격 
시험 준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수업 구성

LSLC의 TOEIC 프로그램은 TOEIC전문강사의 파트별, 유형별 분석 및 공략법 수업진행으로 각 파트별 
고른 TOEIC성적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개강 : 매주 월요일 
최저 수강기간 : 4주 이상
강의시간 : 총 46시간
               1대1,그룹 수업 주당 30시간 + 옵션 수업 주당 16시간

▶ 커리큘럼

▶ 코스 스케쥴

Beginner(초급)

TOEIC 점수 200 - 450

Intermediate(중급)

TOEIC 점수 450 - 700

Advanced(고급)

TOEIC 점수 700 - 850

레벨 내용 학습 대상 목표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Basic listening 
  Comprehension
-Basic phrases and 
  patterns
-Basic grammar
-Basic reading
-Basic vocabulary

LC

RC

-Intermediate listening
-Intermediate phrases and
  patterns
-Solving sample questions
-Intermediate grammar
-Intermediate reading
-Intermediate vocabulary

LC

RC

-Advanced listening
-Advanced phrases and
  patterns
-Reviewing sample
  questions from previously
  taken TOEIC tests
-Advanced grammar
-Advanced reading
-Advanced vocabulary

LC

RC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
-토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학생
-기초문법이 부족하여 지문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은 있으나
  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
-조금 어려운 어휘나 긴 지문의
  정답 유추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파트별로 문제를 풀 때는 쉽게
  풀지만 섞인 문제를 풀 땐 
  적용을 못하는 학생

-LC 는 자신이 있지만, 고난도 
  어휘나 표현에 약한 학생.
-RC 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 형식들이 나오면 꼭 틀리는 
  학생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지만 
  900점은 못 넘는 학생



 

Time  TOEFL 

08:00 ~08:50 TOEFL Speaking  1:1 

09:00 ~09:50 TOEFL Reading  1:1 

10:00 ~10:50 TOEFL Listening  1:1 

11:00 ~11:50 TOEFL Writing  1:1 

14:00 ~14:50 TOEFL Grammar  Group  

15:00 ~15:50 TOEFL Grammar  Group  

17:00 ~17:50
 Option  

TOEFL Speaking, Reading, Writing  
Group  

19:00 ~19:50 TOEFL Vocabulary  Group  

20:00 ~20:50 TOEFL Vocabulary  Group  

21:00 ~21:50 TOEFL Vocabulary  Group  

[ 실전 시스템 재현 ]

-최신 기출유형 집중 훈련
-레벨을 초월한 기본기 
  획득
-실전 적응 능력 배양

             ▼

[ 오답에 대한 집중 분석] 

-오답 유형 정리
-정확한 진단과 피드백
-1:1 멘토링 시스템

             ▼

[ 모범 답안 및 풍부한 해설 ]

-핵심 문법 정리
-문제풀이의 정도 안내
-고난도 변형 부분 정리

             ▼

[ LSLC의 풍부한 경험 ]

-체계적이고 정밀한 
  시스템
-핵심 자료 총정리
-학업 시간의 효율적 관리

             ▼

[ TOEFL 고득점 획득 ]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TOEFL Writing

TOEFL Listening

TOEFL Reading

TOEFL Speaking

grammar
and

 vocabulary

Solving sample
questions

from
TOEFL tests

LSLC의 TOEFL프로그램은 전문강사를 통해 TOEFL시험의 출제 경향이 높은 다양한 주제를 정리해 
개념 이해 및 어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개강 : 매주 월요일 
최저 수강기간 : 4주 이상
강의시간 : 총 46시간
               1대1,그룹 수업 주당 30시간 + 옵션 수업 주당 16시간

Beginner(초급) Intermediate(중급) Advanced(고급)

TOEFL iBT 점수 0 - 50 TOEFL iBT 점수 50 - 75 TOEFL iBT 점수 75 - 90

▶ 커리큘럼

▶ 코스 스케쥴

레벨내용 학습 대상 목표

-토플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
-토플 점수가 필요하지만 아직
  기초가 부족한 학생

-토플 IBT 60 점 대 달성
-본격적인 토플 수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학습
-기초적인 학술적 어휘와
  구문에 대한 학습
-영어로 하는 강의를 듣기
  위한 기초적인 리스닝 학습

-미국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
-영어실력은 있으나 전공서적에
  나오는 어휘나 독해 실력이
  부족한 학생

-토플IBT 80 점 대 달성
-리스닝과 리딩 파트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 만점 획득
-학술영역 전반에 걸친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 배경지식 습득

-미국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
-영어실력은 있으나 전공서적에
  나오는 어휘나 독해 실력이
  부족한 학생

-토플IBT 100-110 점 대 달성
-점수를 받기 어려운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 정복
-실수를 줄이는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 고득점 달성



Time  IELTS 

08:00~08:50 IELTS Speaking  1:1 

09:00~09:50 IELTS Reading  1:1 

10:00~10:50 IELTS Listening  1:1 

11:00~11:50 IELTS Writing  1:1 

14:00~14:50 IELTS Grammar  Group  

15:00~15:50 IELTS Grammar  Group  

17:00~17:50
 Option  

(IELTS Speaking)  
Group

 

19:00~19:50 IELTS Vocabulary  Group  

20:00~20:50 IELTS Vocabulary  Group  

21:00~21:50 IELTS Vocabula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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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ELTS Writing

IELTS Listening

IELTS Reading

IELTS Speaking

Practicing
Pronunciation, 

Intonation,
Stress & Blending

Solving sample
questions

from 
sample IELTS

tests

     Writing (6.0)
올바른 문법과 논술을
응용한 정확한 정보전달 
능력 배양.
읽기와 접목하여 다양한 
이슈들의 키워드 연습.

                ▼

     Listening (7.5)
침착하게 끝까지 듣는
내공 쌓기. 
영어뉴스 등  평소 생활과 
자주 접하는 이슈들을 
정리하는 습관 기르기.

                ▼

     Reading (6.5)
실제 접할 수 있는
현재 이슈, 기사 등을 
읽으며 의미 전달 방식에
대하여 전문강사의 
세부적인 지도하에 
읽기능력 업그레이드.

                ▼

     Speaking (7.0)
전문 강사와 1:1로
다양한 주제 및 현재
이슈 등에 대한 생각을 
영어로 심층적으로 전달해
보는 꾸준한 말하기 훈련.

                ▼

        IELTS 고득점

LSLC의 IELTS프로그램은 유학, 이민 및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IELTS전문강사에 의해 말하기, 듣기, 읽기, 작문 등 영역별 실력 향상은 물론 다년간 
축적된 IELTS 공략법으로 IELTS 고득점 획득을 보장합니다.

개강 : 매주 월요일 
최저 수강기간 : 4주 이상
강의시간 : 총 46시간
               1대1,그룹 수업 주당 30시간 + 옵션 수업 주당 16시간

Beginner(초급) Intermediate(중급) Advanced(고급)

IELTS 점수 1.0 - 4.0 IELTS 점수 4.0 - 5.0 IELTS 점수 5.0 - 6.0

레벨내용 학습 대상 목표

▶ 커리큘럼

▶ 코스 스케쥴

-IELTS 5.0 달성
-문법과 어휘를 활용한 
  다양한 단문 쓰기 학습
-스피킹 테스트를 위한 기초
  발음, 인토네이션,액센트
  억양 학습
-영국식 발음 적응을 위한
  리스닝 학습

-IELTS 6.0 – 6.5 점 대 달성
-단순 해석이 아닌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으로 장문의
  지문을 시간 내에 독파하는
  능력 습득
-전략적인 에세이 기본 구조
  잡기 훈련과 에세이 예문을
  통한 어휘력 향상
-영국식 발음으로 스피킹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발음 훈련

-IELTS 7.0 – 8.0 점 대 달성
-원어민 들이 사용하는 정통
  영국식영어 표현을 사용한
  유창한 스피킹 스킬 달성
-다양한 주제의 토픽을 다루어
  보다 심도 있는 글쓰기와
  스피킹을 할 수 있는 능력 
  달성

-IELTS 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
-영어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학생

-복잡한 구조의 리딩
  /리스닝을 어려워 하는 
  학생
-호주, 뉴질랜드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6.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한
  학생

-IELTS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
-난이도 높은 어휘와 심도 
  높은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학생
-의학계열의 대학교나 
  호주나 미국의 간호사 
  취업을 원하는 학생.



Time  Business English  

08:00 ~ 08:50  Business Speaking  1:1 

09:00 ~ 09:50  Business Reading  1:1 

10:00 ~ 10:50  Business Listening  1:1 

11:00 ~ 11:50  Business Writing  1:1 

14:00~ 14:50  Business Situations  Group  

15:00 ~ 15:50  Business Presentation Group  

17:00 ~ 17:50
 Option  

American Culture Accent, Vocabulary, CNN  
Group

 

19:00 ~ 19:50  Business Vocabulary  Group  

20:00 ~ 20:50  Business Vocabulary  Group  

21:00 ~ 21:50  Business Vocabular y Group  

● 실제 체험과 같은
   리얼한 인터뷰 진행!
영어권 현지 기업인들의 
생생하고 풍부한 인터뷰 
자료와 수준 높은 비즈니스 
영어 구사력, 그리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배경 
상식 구비.

● 비즈니스 관용표현 
      완전 정복!
기본적 일상 회화 패턴과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관용표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비즈니스만의  
특수 표현 정복.

● 오피스 상황 별 학습!
미팅, 토론, 협상, 인터뷰 
등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영어 스킬 익히기.

● 출장/여행용
       학습 콘텐츠!
호텔, 식당, 쇼핑, bar 등 
비즈니스 활동 중 동반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영어 
표현 익히기.

● 비즈니스영어 전문 
선생님의 노하우 전수.
표현의 개념을 다잡고 
복잡한 표현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 하며, 
연관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도 꼼꼼히 학습.

LSLC의 BUSINESS ENGLISH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및 옵션 수업을 통하여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스킬을 배양하고 스킬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며, 원하는 
전문분야에 맞게 어휘 수업을 진행합니다.

개강 : 매주 월요일 
최저 수강기간 : 4주 이상
강의시간 : 총 46시간
               1대1,그룹 수업 주당 30시간 + 옵션 수업 주당 16시간

Level 1

Beginner(초급)

Level 2 Level 3

Intermediate(중급) Advanced(고급)

▶ 커리큘럼

▶ 코스 스케쥴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Business Writing

Business Listening

Business Reading

Business Speaking

Pronunciation,
Intonation,

Stress
and

Blending

Business
circumstances

English.

학습 대상 목표

-기본적인 비즈니스 회화
  표현을 학습
-기본적인 비즈니스
  전화통화와 이메일,
  이력서 작성법 등을 학습
-해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실제 업무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별
  비즈니스 영어를 학습
-비즈니스 미팅시의 
  상황영어를 학습
-보다 심도 있는 업무관련
  전화통화와 컨퍼런스,
  각종 업무관련 이메일 
  작성법 학습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달성
-미팅, 업무관련 PT등 
  특수한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 배양
-문어체적 표현과 고급 
  어휘를 구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

-업무상 영어사용이 불가피한
  학생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하나
  비즈니스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써야 할 지 모르는 
  학생
-해외 인턴을 준비하는 학생

-보다 심도 있는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려는 학생.
-외국계 회사나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
-외국인들과의 업무가 
  빈번한 학생
-격식 있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

-비즈니스 미팅,
  프리젠테이션이 잦은 학생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표현을
  공부 하려는 학생
-개별업종에 특화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려는 학생

레벨내용



● TOEIC LC, RC, Speaking : 3개 강좌
토익 전문 강사와 함께 토익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으로 토익 LC, RC, 스피킹 
수업이 각각 개설되어 진행됩니다

● vocabulary CLASS : 1개 강좌
                               (최대3시간)
vocabulary book을 이용하여 당일 
주어진 단어를 담당 강사와 수업한 후 
개별적 자율학습을 통해 익히고 최종 
일일 테스트로 마무리하는 수업입니다. 

● ACA&V 수업 : 2개 강좌
American Culture Accent, and Vocabu-
lary 교재를 이용해 미국식 영어발음을 
구사하는 필리핀 강사에 의해 진행되며,
미국 문화 콘텐츠에서 추출한 회화 중 일상 
생활에 많이 응용되는 패턴 문장들을 
들어보고, 체득하는 발음 집중 수업입니다

● CNN 청취수업 : 1개 강좌
레벨이 중상급 이상 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으로, CNN 뉴스를 통해 
최신 세계동향 및 시사뉴스를 청취할 수 
있고, 대중적이고 시사적인 영어표현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 IELTS : 1개 강좌
해외 유학 및 진학, 이민, 취업을 위해 
공인 성적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제상황별 통합적인 영어실력 향상 및 
목표점수 달성을 위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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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C는 하루 정규 수업 이외에, 연수생들이 영어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옵션 
수업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 월~목(5~6pm, 7~8pm, 7~10pm) 
강의시간 : 주중 총 20시간

● Discussion CLASS
가벼운 이슈 또는 일상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서로의 견해와 의견을 
교환합니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 할 수 있는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 봉사활동 증명서 : 한글교실과 고아원 봉사활동을 수료하면
    산어거스틴대학교 명의의 봉사활동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한글 교실 ▶
산어거스틴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문화도 알리고 필리핀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어
영어회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아원 봉사활동▶ 
주말 고아원을 방문하여 

고아원 청소,
아이들과 다양한 게임,

선물 증정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비타트
바콜로드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입니다. 현지 빈민가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불우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 완료시 봉사활동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버디 프로그램
LSLC 연수생 및 산어거스틴 
대학생들의 친목 도모 및 
영어사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망그로브 심기
해수 정화 식물인 
망그로브에 대해 배워보고 
직접 심어볼 수 있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입니다. 



CSA-B 
LSLC LIVING
“All New Dormitory”

2015년 오픈한 
깨끗하고 편리한 

신축기숙사! 

룸
내부시설

7개

18개

69개

기숙사
부대시설

사무실, 매점, 식당, 자습실, 강의실, 여가실(탁구), 헬스장, 인터넷실, 라운지,
세탁실, 시청각실 

총 정원 250명

1인실

2인실

3인실

▶ 산어거스틴대학교에서 도보 약 2분 거리
▶ 365 당일 공수되는 신선한 식재료의 건강한 식단
▶ 정기적인 CARE시스템

침대,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샤워실(온수 가능), 화장실, 세면대, 책상, 의자,
베게, 이불, 옷장, 옷걸이, 거울, 스탠드, 휴지통 

▶ 구내 헬스장·탁구장·매점 비치
▶ 2014년말 완공된 쾌적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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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

▶ 한국적 정서와
    문화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근무자 대부분이
    다년간 근속한하여 친숙한 조력자!

▶ 연수생의 기숙사 생활과
    학사 일정에 대한 문의 실시간 해소!

   건강한 연수 !
 

▶ 1년 365일 1일 3식을 정해진 시간에 제공

▶ 한국인 주방실장의 지도감독, 철저한 위생관리

▶ 다양한 한국음식과 더운 지방에 영양 식단 제공

▶ 탁구장 및 헬스장 - 여가 및 건강 증진

   안전한 연수 !

▶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경비체제

▶ 기숙사 주변 방범 초소 설치 및 운영

▶ LSLC 경비 인원의 야간 순찰

▶ 외부인 출입 2중 차단시스템(ID/지문인식)

▶ CCTV 모니터링 안전 관리! 

    

   LSLC 연수생만의 혜택 !

▶ E-CLIPSE GYM(헬스, 골프, 피트니스)
    월 이용료 할인!
    

▶ Khan Spa 필리핀 정통 마사지샾 할인!    

“Total Management System”
   학사 관리 !

▶ LSLC 연수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사, 스케쥴, 상담 등 지원.

▶ 강사의 교체 
    - 연수생에 최대한 적합한 강사 배정
    - 1주 단위로 강사 변경 신청 가능.

▶ 학사 행사 지원 
    - 수료식, 오리엔테이션, 시험
    - 웰컴 파티, 종강파티 등

   안심 연수!

▶ 가벼운 병증상 및 
    응급 조치시 
    산어거스틴대학
    양호실 이용

▶ 정밀 진찰은 리버사이드 종합병원 이용
    - 기숙사 5분거리, 산어거스틴 대학 맞은편
    - 바콜로드 최상의 의료진 및 의료설비
    - LSLC 간호인턴쉽 프로그램 MOU체결
       3차 의료 종합병원

   친절한 프론트 !

▶ 연수생의 편의를 위해 
    365 프론트 운영(06am ~ 12pm)

▶ 각종 안내, 
    콜택시 및 여행차량 예약

   쾌적한 연수 !

▶ 호텔식 CARE 서비스 : 
    정기적 청소(주 3회)및 세탁(주 2회)
    침대시트, 베개 커버, 바닥 타월 교체

▶ 정기적인 기숙사 전체 방역 실시



안전한 도시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바콜로드가 속한 
네그로스섬은 필리핀의 한 가운데 
위치해 다른 섬들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태풍 및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없고 
연중 일정한 날씨의 도시로 시민들의 
삶도 그만큼 여유와 풍요로 채워져 
있답니다. 

교육의 도시

바콜로드에는 산어거스틴대학교를 
비롯하여 RIVERSIDE COLLEGE, 
UNO-R,  UNIVERSITY OF ST. LA 
SALLE, WEST NEGROS COLLEGE, 
AMA COLLEGE 등 많은 대학교가 
있으며, 필리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City of Smiles

미소는 바콜로드의 상징!! 
필리핀 어디서든 ‘SMILE CITY’로 불리는 바콜로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카톨릭 문화로 인명을 중시하고 사랑과 배려 그리고 풍족한 농업 경제력의 
계획도시인 바콜로드 시민들은 언제나 미소를 한웅큼 머금고 생활하기 
때문이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
 

필리핀 리서치 기구에서 발표하는‘필리핀 살기 좋은 도시 TOP 10’에 2011~12년 
2년 연속 1위에 오른바 있으며 매년 상위권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바콜로드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도시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차량 수에 비해 도로 
여건이 양호하여 교통체증이 적은 편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깨끗한 공기와 청결한 거리, 질 좋은 수질은 역대 바콜로드 
시장들의 “깨끗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 만큼 도시미관을 자랑합니다.

문화와 명소의 도시
 

바콜로드에서는 필리핀 최대 축제인 마스카라 가면축제가 열리고 그 외 
Chainese new year festival, Panaad festival, Mambukal mudpack festival 등의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콜로드시의 대표적 명소로는 성 새디어스 성당, 산타 
클라라 성당, 산 안토니오 성당 등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보존된 
천주교 문화유산들과 네그로스 박물관, 디손 라몬 박물관 등 살아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상 : 모든 재학생(신청자)
신청 : LSLC 사무실 or 프론트
일시 : 주말(게시판 안내)

    쌀공장 PHILRICE 방문              음료회사 PEPSI 방문                제과공장 MERZCI 방문         누에 비단 공장 OISKA 방문
 
산어거스틴 부설어학원 LSLC에서는 독특한 필리핀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쌀 농장과 공장, 음료 회사, 제과 공장, 누에 공장 등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CTIVITIES견학 & 문화체험

바콜로드는 필리핀에서 4번째로 큰 섬인 네그로스섬에 위치한 옥시덴탈주(州)의 주도(州都)
입니다. 
주요 산업은 사탕수수 등의 제당업으로 20세기 초부터 근대적 제당업 활동과 더불어 필리핀 
최대의 설탕 생산지로 급속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또한 미국의 지배를 받기 전 에스파냐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중앙 광장에는 오래된 석조 교회와 수도원이 있을 만큼 카톨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Iloilo Bacolod

NEGROS

Iloilo
City

Santa Fe Resort

Boracay

CampuestohanLakawon Island

Sipalay

Guimaras

Palmas del Mar

Cebu   Mactan

Dumaguete

Mambukal Resort 

Caribbean Waterpark

Sipaway Island

Jomabo Island

ACTIVITIES필드 트립

The Ruins

스피치 콘테스트 / 리딩 페스티발                                                         각종 기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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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U

각종 행사



Check List

연수 비용
구분

1,360,000원

기숙사 보증금 2500페소(연수 종료 후 반환)

기숙사 전기세 월 평균 10,000~30,000원(사용량에 따라 변동)

교재비 권당 250~400페소(5,000원~8,000원)

SSP 6,200페소(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

I-CARD 3,100페소(외국인 등록증)

현지 공항세 귀국시 바콜로드 국내선 200페소

ESL Regular Course
(맨투맨4시간+그룹2시간)

680,000원 2,040,000원 2,720,000원 3,400,000원 4,080,000원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ESL Intensive Course
(맨투맨5시간+그룹2시간)

비자 연장비

30일 무비자 입국시
1차 연장비 : 3,330P
2차 연장비 : 4,400P
3차 연장비 : 2,430P
4차 연장비 : 2,430P
5차 연장비 : 2,430P

개인 용돈 월 평균 20~30만원(개인별로 다름)

기숙사

850,000원비용(4주) 700,000원 600,000원

1인실 2인실 3인실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사본도 준비 
하세요.

항공권
항공편명과 출입국 일자, 출발-도착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필리핀은 30일까지 무비자이며, 이후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 
합니다.

사진
5×5 사진 6장(방학단기연수는 2장) - 출국날 지참 후 현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뒷 배경은 반드시 흰색!)

현금 및 카드
비용은 달러($)로 미리 환전해둡니다.
(100$ 지폐 현지 환율 우대)
국제직불카드(선택사항)는 시중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보험
여행자 또는 유학생 보험가입 필수입니다.

개인 용품
안경 및 렌즈, 사전, 노트북, 학용품, 개인 약품, 여성용품 
등을 체크합니다.

생활 용품
여름용 외출복, 실내복, 속옷&양말, 세면도구, 스포츠 용품, 
우산, 모자, 신발(슬리퍼) 등(고가보다는 편안하고 단정한 
실용적인)을 준비합니다. 

휴대폰
현지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심카드와 데이터카드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인터넷 등을 이용해 어학연수 필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주의 사항
카메라, 귀금속 고가의 물품에 대한 휴대·관리방안(열쇠, 
크로스 백) 및 분실에 대비해 이름,연락처 등을 테그해둡니다.

기숙사(3인실 기준)

장기등록 할인

등록비

픽업비

추가수업

항공료

1,460,000원730,000원 2,190,000원 2,920,000원 3,650,000원 4,380,000원

1,200,000원600,000원 1,800,000원 2,400,000원 3,000,000원 3,600,000원

할인 없음할인 없음 4만원 할인 6만원 할인 8만원 할인 10만원 할인

100,000원(입학비, 학생증, 수료증 발급비용 - 1회만 납부)

30,000원

1대1 수업 추가시 4주 14만원

항공 요금은 담당자에게 문의(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반규정]

1. 명칭
연수원의 정식명칭은 Colegio San Agustin – Language Skills Learning Center 
(이하 LSLC)입니다. 

2. 목적
이 규정은 연수생들이 LSLC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 등록
3.1 등록과 동시에 등록비 10만원이 입금되어야 등록이 확정되며, 등록비 10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3.2 모든 연수비용은 출국 1주일 전까지 납부 완료가 되어야 하며, 만약 미납된 
상태에서 출국 후 수업시작 1주일 이내까지 납부가 안될 시 수업은 강제 종료됩니다.  

4. 보험
모든 연수생들은 개인적으로 연수기간 동안 보험(유학생보험 또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개인행동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시 
LSLC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수기간을 연장할 시에도 개별적으로 
보험도 같이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수원의 주관행사에서 개인행동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시 LSLC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외박
연수생들은 주말, 공휴일 외박 시 수요일까지 외박계를 작성해야 하며, 주중 외박은 
불가합니다. 공휴일 외박의 경우 공휴일 전 주 수요일까지 외박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박계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외박 하였을 경우 벌점부여 및 1주일간 외출 
외박이 금지됩니다. (바콜로드 내 외박금지. 단 숙박시설이 있는 리조트 제외)                                           

6. 지문등록
모든 연수생들은 기숙사 입실 시 지문등록을 한 후 기숙사 입·출입시 반드시 지문을 
스캔하고  입·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7. 연수기간 연장
연수기간 연장은 연수종료 4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연수비용은 연수시작 
1주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 환불규정
출국전 취소시 등록비 10만원 공제 후 전액환불
출국 후 연수기간 75% 이내 요청시 남은 연수기간 중 50% 환불
출국 후 연수기간 75% 이후 요청시 남은 연수기간 상관없이 전액환불 불가 
학생의 귀책 사유로 퇴교시 남은 연수기간 상관없이 전액 환불 불가

9. 벌점제
LSLC 연수원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연수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지와 함께 
벌점 부여 및 1주일간 외출 외박이 금지가 되며, 일정의 벌점이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퇴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① 무단 외박(익일 자정 이후 입실 무단외박으로 간주): -7점
② 기숙사내 취사행위: -7점
③ 기숙사 내에서 음주 (방에서 술병이 나올 경우 및 음주 반입 적발 시 동일 규정 
위반): -7점
④ 이성 방 출입: -7점
⑤ 카지노 출입시( 기숙사내 도박 포함): -7점
⑥ 기숙사 월담 및 월담 시도 행위: -7점
⑦ 허락 없이 외부인 초대 및 숙식제공: -7점
⑧ 기숙사 방에서의 흡연: -3점
⑨ 통금시간 위반(익일 자정 전 입실 통금시간 위반으로 간주): -3점
⑩ 지문 스캔 거부시: -3점
⑪ 기숙사 내에서의 고성방가와 기타 소란행위 (특히 밤 10시 이후): -3점
⑫ 이성간 과도한 스킨쉽
    (손잡는 행위 외에는 무조건 과도한 스킨쉽으로 간주): -3점
⑬ 무단 결석: -3점

8주 이하 연수생 벌점 10점 이상 받은 학생은 바로 퇴실조치.
8주~16주 연수생 벌점 15점 이상 받은 학생은 바로 퇴실조치.
16주~24주 연수생 벌점 20점 이상 받은 학생은 바로 퇴실조치.
매 경고시 1주일간 외출, 외박 금지

10. 즉시 퇴교
LSLC 연수원은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및 경고 없이 바로 퇴교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기숙사 출입시간 이후 출입을 위해 문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② 기숙사 기물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파손 시. 
③ 타인에게 폭력 및 폭언으로 위화감 조성 시. 
④ 관리자의 제재에 불응하며 금지 사항을 계속 할 시. 
⑤ 이성 방에서 숙박시. (1시간 이상 체류 시 숙박으로 간주)

[학사규정]

1. 수업
1.1 선생님의 교체는 합당한 사유일 경우에만 사무실에 의뢰해 교체 가능합니다. 

1.2 학생이 수업을 빠질 경우(조퇴포함) 보강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3 몸이 아파 결석을 하게 될 시 기숙사 내 병결 사유서 작성을 하셔야 무단 결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4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 최소 하루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 됩니다.(ex 친.인척, 지인방문, 수강신청)

1.5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월말 테스트는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하며, 
만약  불참석시 1주일간 외출 외박 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수업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입니다. 

2. 공휴일
휴일은 필리핀 법정공휴일을 따르며 필리핀의 모든 법정 공휴일에는 휴강이며 보강은 
없습니다. 단 전체 수업일수 중 10% 이상 넘어가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보강수업이 
진행됩니다. 

3. 수료증
LSLC 연수생들은 출석 일수 90% 이상이 되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퇴교시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4. 산어거스틴 대학교 규정
4.1 천주교 대학교인 산어거스틴 대학교 출입시 복장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 민소매(나시), 슬리퍼의 경우 학교출입이 불가능합니다. 

4.2 학교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4.3 학교 내에서는 음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4.4 학교 안에서의 과도한 스킨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5 학교 출입시 반드시 학교 아이디를 착용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규정]

1. 통금시간
①  PM 10 까지 : 일요일~목요일
②  PM 11 까지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 수업이 없을 시) 
＃ 기숙사 내에 ID 보관함 및 지문인식기 입•출입 기록, CCTV를 통하여  철저하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2. 식사
- 기숙사에서는 하루 3식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됩니다.
- 식사 시간
  주중 :  아침(7:00-8:30)     점심(11:40-13:00)     저녁(5:40-7:00) 
  주말/공휴일 : 아침(7:30~9:00) 점심(12:00~13:00)    저녁(6:00~7:00) 

3. 청소 및 세탁
-청소 :  주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세탁 :  주 2회 이루어집니다.
  # 침대시트, 배게 커버, 바닥 타월은 2주일마다 교체. 
  # 단체로 세탁이 이루어지므로 옷의 탈색 또는 변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와 옷 안의 내용물 분실에 대해서는 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개인용품
- 개인용품 즉 휴지, 수건, 비누, 치약, 칫솔 등은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 
- 소모품은 현지 상점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5. 전기요금
- 각각의 방에 설치된 계량기의 수치 만큼 룸메이트와 나눠서 사무실에 납부합니다.
＃ 1인당 월평균 10,000-30,000원 정도이나 개개인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6. 보증금
- 기숙사 입주 시 모든 연수생은 보증금 50불(또는 2,500페소)을 예치해야 합니다
＃연수 종료 시 기숙사 물품의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실비만 공제하며,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100% 환불됩니다.

7. 개인소지품 보관 철저
-개인소지품(지갑, 현금, 핸드폰, 디카, 노트북 등등)의 경우 개인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소지품은 서랍장 자물쇠를 구입하며 보관 및 여행자 가방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  하여야 분실을 막을 수 있으며, LSLC는 기숙사 및 학교 
내에서의 어떤한 개인소지품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SA-B LSLC 규정CSA-B LSLC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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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Website

Facebook

Tel

Colegio San Agustin – Bacolod Benigno S. Aquino Drive,
Bacolod City 6100 Negros Occidental, Philippines

www.lslc.info   /   www.csab.edu.ph

lslc97

63-34-707-0766

Email       csa.lslc@gmail.com

Fax          63-34-434-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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