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J e-EduDC International Institute 
(Excellent Education Dae Sung Academy of the Cordilleras INC) 

 # 0009 sysip comp Gibraltar Road Baguio city 2600 in the Philippines 

 Tel No.: (63) 74-442-4626 

-  출국절차 – 
 
1. 여권(만료기간 최소 6 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합니다)과 왕복 항공권 그리고 영문주민등록등본을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 봅니다  
     (단, 단수여권의 경우 한국 필리핀 대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를 준비후 출국 2 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체크인 과정에서 가방을  수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크림류, 로션류, 렌즈세척제, 음료수, 기타 세안용 화장수, 화장품류 물품은 100ml 이하로  
     투명비닐 용기 (지퍼락) 에 넣어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 니다.  
 **기내 반입이 아닌 탁송화물의 경우는 무기 혹은 인화성 물질, 관세와 검역 에 관계없는 물품은 별도의  포장 없이  
    운송할 수 있습니다.  
   - 1 인당 탁송가방 무게 20kg (기내가방 무게 7kg)   
     기내용 가방의 무게는 7kg 를 초과하지 않으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탁송가방의 경우, 개수 제한은 없으나 총 화물의 무게가 20kg 이하여야 합 니다.  
 **무게 초과 시에는 수수료가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개인이 지불을 하셔야 하므로 20kg 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출국게이트에서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한 후 통과합니다.  
 
4. 가방 및 소지품 검사를 받습니다.  
 
5.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습니다.(여권 및 탑승권 제시)  
 
6. 출국심사 후, 탑승권에 표기된 해당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탑승합니다.  

2017- A&J e-EduDC International INC. 



-  입국절차 -  
 
 1. 비행기 안에서 나누어주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아직 SSP 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국목적을 'Holiday/tourism' 란에 체크 하셔야 합니다.  
※ 마닐라/클락공항 입국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  Special Study Permit (SSP: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허가증) 에 대해 이민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황하게 겁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민국에서 ‘Special Student Permit’ 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 
   이미 알고있고 발급받을 예정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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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닐라공항 도착 후, 기내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 여권 및 귀국 항공권을 입국 심사대에서 확인 합니다 

3. 입국 심사대 통과 후,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본인의 짐을 찾습니다.  

4. 출구 쪽에 있는 세관검사대에서 세관검사를 받으신 후, 한국에서 체크인 하면서 받아놓은 수화물 표를  
   제시하고, 짐이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공항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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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사마다 도착하는 공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픽업 기사분을 만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항별 픽업위치를 확인하면 더 자세히 아 실수 있구요, 항상 비상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픽업기사와 일시적으로 연락이 어렵고 학원 관계자와의 통화를 실패 했다고 해서 단독적으로 택시를  
타고 공항 근처 호텔에 가는 등의 개인행동은 필리핀에서 정말로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기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차분하게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주변 필리핀 직원에게 전화를 빌려  
(약 50 페소 건네주면 됨) 통화를 시도 하시길 바랍니다.  
  
픽업은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마닐라 공항의 경우 터미널이 3 개 이므로 가끔 터미널을 착오 하여  
다른 곳에서 기다릴 경우가 생깁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이고 외국인을 노리고 있는 사고가 많이 발생 하므로 절대로 모르는 사람 
(외국에 나와서는 같은 나라 사람의 도움이나 친절을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의 호의를 받아서  
공항을 나가시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은 힘이 들지만 무조건 공항에서 끝까지 기사를 기다리면서  
이에듀 직원들과 통화를 시도하여 주십시요.  
    
픽업은 `이에듀` 에서 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많은 직원이 함께 준비를 하기 때문에 픽업을 나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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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락 공항 픽업 : 진에어, 아시아나 항공 이용시  
  클락 국제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바기오 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으로 차량으로 2시간 30분 가량  
  소용됩니다. 픽업 기사님께서 아래 ‘만남의 장소’에서 학생이름이 기재 된 피켓을 들고 기다리게 됩니다. 
  픽업비는 50,000원(인) 입니다. 
  

  
  

2. 마닐라 공항 (터미널 1)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케세이퍼시픽 등 필리핀에어라인과 세부퍼시픽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 항공이용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터미널 1)으로 입국 시, 픽업 기사님께서 아래 ‘만남의 장소’에서 학생이름이 기재  
된 사인을 들고 기다리게 되며, 이에듀 어학원 에서 약 5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픽업 비용은 50,000원(1 인)  
입니다. 터미널 1 은 가장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므로 주의를 기하셔야 하는데요, 짐을 찾으시면 아치형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내리막을 따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따라서 내려가신 다음 중간 지점으로 다시  
오시면 작은 면세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면세점 앞에 서 계셔야만 저희 직원이 길 건너에서 확인을 하고  
만나러 가십니다. 화장실 쪽에 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쪽에서 기다리시면 안되고 꼭 면세점  
앞에서 기다려 주세요~.  

  
  

3. 마닐라 공항 (터미널 2)  : 필리핀 에어라인 항공전용  
마닐라 신공항(센터니얼공항-터미널 2)은 필리핀항공의 전용공항이며, 인천출발/ 부산출발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픽업 기사님께서 아래 ‘만남의 장소’에서 학생이름이 기재 된 사인을 들고 기다리게 되며, 이에듀 
어학원 에서 약 5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픽업 비용은 위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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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닐라 공항 (터미널 3) : 세부퍼시픽 항공 전용  
수화물을 찾으신 후 나가시는 곳을 따가 가시면 미팅장소에서 학생분의 이름을 들고 있는 저희 직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터미널 3 은 도착층에 티켓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항 입니다.  
픽업비는 위와 동일합니다.  

학생대기장소 
( PHIL TRUST BANK前 )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전화 시 001 ,002 또는 00700 다음 필리핀 국가번호 63 을 누르고  0 을 제외한  
  뒷 번호를 입력한다.  예) 001-63-927-288-1209  

NAME PHONE NUMBER 
President (Andrew) 0927-288-1209 

Manager (Eric) 0995-990-3328 

e-EDU(이에듀) Academy 070-8245-8116 
070-8241-8116 

(주말 070 인터넷 전화기는 연결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픽업 담당자를 못 만나셨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필리핀 현지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국가번호는 63 이므로 한국 로밍폰 으로 전화를 할 때는 
 001-63- 을 누르고 제일 앞에 ‘0’을 빼고 001-63-123-456-7890 이런 식으로 필리 핀 로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로밍폰이 없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쓴다고 하고 약20~50페소 정도를 지불 하시면 됩니다.  
혼자 택시를 타거나 모르는 한국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공항을 개인적으로 떠 나시는 행동은 필리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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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곳 
  
 입국심사를 거쳐서 수화물을 찾고, 세관검사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 후 출구로 나오시면 waiting area 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다가가시면, 학생 성함이 기재된 사인보드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기사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기사님을 만난 후, 그 분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기사님께서 학생을 기다리시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시거나 잠깐 자리를 비웠을 수 도 있으므로 만나기로 한 시간에 
 기사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기사님을 찾으러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마닐라 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기 때문에 개인 소지품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트북 가방과  
 여권을 잃어버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지품 분실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간혹 공항 안에서 기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반드시 마중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서있는 곳까지  
 나와 주셔야 합니다.  
 픽업은 말씀해주신 항공시간에 맞춰 반드시 공항으로 보내며, 천재지변이나 사고 혹은 터미널 착오 등으로  
 기사가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비상연락처에 있는 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단독적으로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서 묵는등의 행동은  
 마닐라에서 정말 가장 위험한 일 일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노리는 사고(납치,택시 강도 등) 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전한 공항에서 기사를 끝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홍길동(Hong Gil Dong) 
아시아나 항공 22:30분도착 

바기오 이에듀어학원 

<이에듀어학원 학생픽업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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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시 준비물 리스트  
 
1. 여 권 : 기간만료일이 출국일로 부터 12 개월~6 개월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  
2. 여권 스캔본 : 여권을 스캔하여 E-mail 에 저장해 놓으면 좋음 (여권 분실시 유용함)  
3. SSP & 비자연장용 사진 : 2 인치*2 인치(5cm*5cm, 흰색배경) : 4 주-1 장, 8 주-2 장, 12 주-4 장, 16 주-5 장,  
   20 주-6 장, 24 주-10 준비  
4. 항공권 : E-mail 로 전달된 전자항공권을 출력 후, 공항에서 실제 티켓으로 변경  
5. 환 전 : USD $ 100 로 준비 (4~8 주: 4~6 장, 12 주: 7~8 장 준비)  
6. 국제직불카드 : Plus, Cirrus, Maestro 확인하여 준비 (되도록 Cirrus 카드로 준비)  
7. 유학생보험(여행자보험) : 휴대품 분실 및 환경이 변하면 쉽게 감기걸릴 수 있음에 대비  
8. 어학원 주소 메모하기 : 어학원 주소, 전화번호, 픽업담당자 연락처 긴급연락처  
9. 영문주민등록 등본 (원본): 2 매 (영문이름이 여권 영문명과 동일하게): 가족연수팀 출국시 필요한 중요서류입니다.  
10. 작은 보조가방 (작은 크로스백) : 여권, 항공권, 지갑, 중요한 서류를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합니다. 
 
 
◆ 공부할 때 필요한 준비물  
 
1. 전자사전 : 영한, 한영, 영영 등 전자사전은 필수품으로 준비  
2. 필기도구 : 볼펜, 샤프, 샤프심, 지우개, 형광펜, 연습장 등 준비 (현지에서도 구매가능하나 한국것이 질이 좋음)  
3. 녹음기 & MP3 : 공부하는 스타일 대로 준비 (선택사항)  
4. 건전지&충전기 : 디지털 카메라 전용 충전지 or 일회용 건전지 (현지에서도 구입해도 무방하나 비쌈) (선택사항)  
5. 책가방 : 기숙사와 수업이동시 책을 넣고 이동할 만한 손가방 및 가방준비 (선택사항)  
6. 문법책 : 개인적으로 공부할 책 또는 공부해던 책 1~2 권 정도  (기본적인 Grammar in use 도 괜찮음-영문판)  
7. 알람시계/손목시계 : 규칙적인 어학원 생활을 위해 필요 (손목시계는 싸고 비싸 보이지 않는 것으로)  
8. 노트북 : 메일 확인 및 동영상으로 공부 (출국전 한국에서 다운로드, 현지에서 플레이 및 다운로드 어려움)  
9. 안경/콘텍트렌즈 : 깨질 수 있으며, 분실을 대비하여 여분 1~2 개씩 준비  
10. 읽을 책 : 1~2 권 정도면 여유롭게 쉴 때 읽을 거리 (선택사항)  
 
 
◆ 생활 필수품  
 
1. 속 옷 : 개인 필요에 따라 준비  
2. 옷(반팔,긴팔): 반팔, T-셔츠, 남방, 바지, 트레이닝복(개인 필요에 따라 준비) - 비싸지 않은 옷으로 준비  
3. 점 퍼 : 바람막이나 짚업 후드티 같은 온도조절 할 수 있는 옷 준비  
4. 운동화, 샌들, 캡모자, 선글라스,우산/양산 : 개인 필요에 따라 준비 (쪼리 경우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매가능)  
5. 의약품 : 종합감기약(필수), 빨간약, 지사제, 수화제, 두통약, 버물리 등등(필요에따라 현재 복용중인 약 준비)  
6. 실.바늘, 손톱깎기, 텀블러(머그컵), 헤어드라이기, 손수건, 옷걸이 : 개인 필요에 따라 준비  
7. 전압 변환기(11 자 돼지코) : 220 V 를 사용하지만 콘센트 모양은 110 V 모양 11 자 돼지코를 사용           
   (멀티탭 유용함) , AELC 저희 어학원은 변환기 없이 바로 한국콘세트 처럼 사용가능 (여행시 필요함)  
8. 세면도구 : 샴푸,바디클린져,비누,치약(현지에서 구입가능), 화장품,선크림(공항면세점 구입가능),수건,면도기,휴지  
9. 개인용돈 : 20~35 만원/4 주 (주말 액티비티 많이 다니실 분은 + @)   
  

* 이에듀어학원 출국날짜는 매주 토요일밤으로 하고 있으며 픽업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30분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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