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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SLC 오리엔테이션

1. 야외 활동 비용(희망자) – 주말을 이용한 Activity
- 골프 박스당 1300원, 박스당 티보이 250페소 : 수빅골프장 이용
- 마닐라 여행 1박 2일 코스(리잘파크-퀘죤-SM 메가몰 등) : 약 60,000원 소요
- 해양 스포츠 약 40,000원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카약, 페달보트 등)
- 요트 여행 (1시간, 약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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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1시간, 7,000원~10,000원)
- 정글 사파리 : 무시무시한 정글동물들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곳(약 10,000원)
- 오션 어드벤쳐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돌고래 쇼와
해양박물관(약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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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학교 : 말 관리부터 말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며, 짧은 교육
후 교내 운동장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음(약 10,000원/1인)
- 쇼핑센터 : Harbor point (Ayala), SM mall, Royal mall, Pure Gold

2. 기타 비용
- 택시(학원-메인 게이트) : 기본료 120페소 / 버스 : 13페소
- 콜 택시(학원-메인-게이트) : 기본료 200페소
- 영화관람 : 150페소
- 마닐라-한국 공항세 : 550페소
- 환전은 모두 미국 달러로 하시고, 현지에서 페소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 $1, $5, $10, $20 달러는 $50와 $100에 비해 환전 시 $100당 2,000원~5,000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50 또는 $100 지폐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 교재구입 : 권당 3천 원~8천 원선(필리핀 현지)
- 비자연장 : 1회당 약 7만 원~10만 원 소요(회차 별로 금액이 상이)
- 용돈은 개인차가 있지만 소인 약 150,000원/월, 대인 약 250,000원/월 정도
소요됩니다.

3. 기타
학교 내에서 불편사항은 학교 오피스 내에 비치된 Request를 작성하여 주시면 신
속히 처리됩니다. 한국에서 수빅의 연수 학생에게 부치실 짐이 있는 경우는 DHL
또는 타 회사의 소포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오버 차지(학생이 부담)가
발생하면 소포 수수료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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