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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1. 여권과 항공 이티켓을 가지고 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합니다. 

 인천공항 : 대한항공은 제 2여객터미널 3층, 기타 항공은 제 1여객터미널 3층.

 김해공항(부산) : 국제선 2층.

2. 여권과 항공권을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제시하고 짐 무게를 체크합니다. 

 위탁수하물 개수는 1개이고 항공사에 따라 중량은 15Kg~23Kg로 다름, 기내반입 1개 7Kg.

 기내반입 제한물품 : 날카로운 칼날ㆍ송곳류, 액체류(스킨, 로션), 폭발성(스프레이).

위탁수하물 제한물품 : 리튬-이온 배터리(핸드폰 보조배터리, 노트북 배터리 등), 가스라이터,

전자담배.

3. 수하물을 접수하고, 보딩패스(탑승권)를 받아 게이트 번호, 탑승시간, 좌석을 확인합니다. 

※ 여권, 보딩패스(탑승권), 수하물표를 꼭 확인하고 챙기세요.

4.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보딩패스(탑승권)와 여권을 제시하고 입장한 후 보안검색대를 통과합니다. 

5.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면세점이 나옵니다. 보딩패스에 나와있는 탑승

게이트, 탑승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해당 게이트로 이동하여 대기한 후 탑승합니다.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이용 시 주의사항

보딩패스에 나와 있는 탑승 게이트 1~50번은 여객터미널로 이동하고, 101~132번은 27, 28번

게이트 사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셔틀트레인을 타고 이동(20분 정도 소요).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대한항공을 제외한 기타 항공사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 대한항공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검역 신고서 작성 방법

Benedicto Bldg.
M.J. Cuenco Ave., Cebu City

입국심사(Immigration) 

착륙 후 필리핀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검역 신고서를 소지하고 통로를 따라 입국심사 카운터

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권, 입국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리핀에 온 이유를 묻는다면? Study in CPILS(씨필스) 라고 답변합니다.

 SSP 관련 질문을 하면, CPILS(씨필스) will process it after the arrival 라고 답변합니다.

 숙소를 묻는다면? Benedicto Bldg., M.J. Cuenco Ave., Cebu City 라고 답변합니다. 

수하물 찾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오면 짐 찾는 곳이 있습니다. 짐을 찾을 때

공항직원이 수하물 택과 캐리어에 붙은 택을 대조합니다. 세부 막탄 공항에서는 면세품에 대해 세

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입하신 면세품은 포장을 제거하여 가방에 넣어 주세요.

픽업 (국제선, Terminal 2)

공항 밖으로 나오시면 CPILS 피켓을 들고, 직원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학교

까지의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약 15분~20분 소요되며, 기숙사에 도착하여 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여 권 연수 종료 날짜를 확인하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

YES

항공 이티켓
(왕복)

영문명과 출국 및 귀국일자, 좌석상태가 OK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왕복 항공권으로 발권해야 하며 편도 항공권
으로는 출국 및 입국 불가. 
왕복 이티켓을 종이로 프린트하여 공항에 가지고 가야
하며 필리핀 입국 시 모바일로 보여주는 것은 안됨. 필
리핀 입국 심사 시 필요.

YES

사 진

SSP발급,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연수기간에 맞추어
2inch*2inch, 흰색배경의 사진 준비.
준비를 못했을 경우 학원에 도착하여 실비로 촬영 가능.
4장(8주), 5장(12주), 6장(16주) 7장(20주), 8장(24주)

YES

환 전 환전 시 US$고액권($100)으로 환전. YES

국제 직불카드

가능하면 시티은행 직불카드로 준비. 시티은행카드로
필리핀 시티은행 ATM에서 출금 시 타행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나, 한국에서 카드 신규발급 시 발급수수료가 별
도로 지출되니 연수기간이 단기일 경우에는 신중히 고
려하여 선택.

YES

유학생 보험 등록 시 반드시 가입. YES

세부 출국 관련 물품

수업 및 학습 준비물

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사 전 영영, 영한, 한영 사전 구비 또는 전자사전을 준비. YES

필기도구 현지에서 구입 가능, 최소한만 준비. YES

노 트 북 학습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 가능.
(단, 무선 인터넷은 Wifi 존(2층), 매점(1층)에서만 가능)

YES

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속옷, 양말 개인사정에 맞게 준비. YES

반바지 3~4벌 준비. YES

긴 바지 및
긴 소매 상의

2~3벌 준비. 냉방 시설에 장시간 노출될 시 쌀쌀함을 느
낄 수 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게 준비.

YES

신발 슬리퍼, 샌들, 운동화 하나씩 준비 . YES

의류 및 용품

세면 도구

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세면도구 현지에서 구입 가능, 여행용으로 준비. YES

화장품 개인의 취향에 따라 준비. YES

타월, 화장지 타월은 넉넉히 준비, 화장지는 현지 구입 가능. YES

선 크림 외부 활동 시 필요하니 준비. YES

면도기 필요에 따라 준비. YES

기타 준비물

항 목 내 용 필수 선택

안경 및 렌즈 착용 하시는 분은 예비로 준비. YES

11자형 콘센트
필리핀 전압은 220V이나 11자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으니 11자 연결 콘센트를 준비. 그리고 여러 전자
기기 충전을 위해 멀티콘센트를 준비.

YES

선글라스, 우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와 접는 우산 준비. YES

시계 알람이 가능한 시계 준비. YES

구급약 간단한 약(감기, 두통, 설사, 알러지약 등)준비. YES



내 역 비 용

SSP 발급비 PHP 6,500

비자 연장비

8주(29일) PHP 3,630

12주(30일) PHP 4,900

16주(30일) PHP 2,940

20주(30일) PHP 4,340

24주(30일) PHP 2,940

ACR I-Card PHP 3,300 (59일 이상 체류 시 1차 비자 연장 시 함께 신청) 

기숙사 보증금 PHP 3,000 (시설 파손이 없는 경우 퇴실 시 환급) 

전 기 세 약 PHP 1,500 ~ 2,000
(4주 기준 / 인실 별로 계량하여 룸메이트와 나누어 지불)

픽 업 비 PHP 800

관 리 비 PHP 400 (1주 기준)

수 도 세 PHP 100 (1주 기준)

교 재 비 약 PHP 1,500 ~ 2,000 (IELTS과정은 약 PHP 4,000)

공 항 세 PHP 850 (귀국 시 필리핀 공항에 납부)

현지 비용

▷ 비자연장 비

비자 연장 비는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비자 연장비를 모두 납부 해야 합니다.

SSP발급신청, 비자 연장을 할 때 마다 사진이 필요하니 2inch * 2inch 사이즈의 사진을 한국에서

준비하시거나, 학원 도착 후 학원에서 촬영합니다(학원에서 촬영 시 PHP 100).

▷ 기숙사 보증금

입교 시 3,000페소를 지불하시고 출국 당일 방 검사 후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입실 시 기숙사의

물품에 대한 파손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공항세

귀국 시 공항세 850페소를 내셔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연수 종료 시 미리 페소화로 준비 하

세요. 

홈페이지

www.cpils.com

이-메일

info@cpils.com

CPILS 필리핀 주소

Benedicto Bldg., M. J. Cuenco Ave., Cebu City, Philippines 6000

CPILS 한국사무소 전화번호

02-592-4747

한국인 픽업 담당자

00700-63-917-310-5791

세부에 도착하여 전화하는 경우에는 국제전화서비스 번호 00700과 필리핀 국가번호

63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앞에 “0”을 붙여서 누르시면 됩니다. ex) 0917-310-5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