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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어학연수원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한 온라인 브려서 입니다.

온라인 브려서 내용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동영상도 함께 보실수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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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435-8277(필리핀)
E mail: ilovec21@hanmail.net
MSN: ilovec21@hotmail.com / c21inf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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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21
C21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C21 어학연수원은 시스템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교육 전문 컨설턴트 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학사관리와 학습상담 그리고 철저한 레벨 관리로 질적 향상을 추구합니다.

C21 어학연수원은 24시간 영어를 생활화하는 영어기숙사를 운영하며, 
강의동 내에서 수업시간 외에도 영어를 통해 의사소통 하여 영어로 말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철저히 
노출시킴으로서 연수 결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English Only Policy를 강도높게 제공하여 

초.중급 연수생에게 최단기간 회화 향상을 위한 최고의 연수 기관입니다.

설립일자 : 1999년 3월 전임강사 : 52명외 시간강사 포함 85여명 연수생 정원 : 180명

소 재 지 :  QUEZON CITY METRO MANILA (명문사립 국립대학 ATENEO UNIV. UP 근처)

주요시설 : 강의동 독립건물 1동 (MTM강의실(60개),GROUP강의실(10개),토익테스트실,시청각실,인터넷실(유무선),도서관)

              기숙동 총 3동 (영어기숙사-I,영어기숙사-II,특별기숙사)

개설강좌 : MTM 강좌, SMALL GROUP 강좌, TOEIC/ TOEIC SPEAKING 강좌 정규 프로그램 개강 일정 : 매주 월요일 개강
INTERMEDIATE ENGLISH ELEMENTARY ENGLISH BASIC ENGLISH

교육부 산하 TESDA 인증 교육기관

C21 자체 개발한 교재로 레벨과 영역별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Grammar) 한국인의 기본 교육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되었
으며, 최단기간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며 C21만의 노하우를 느낄 수 있는 
전문화 된 교재입니다.

C21 Teaching Material Info | C21 어학연수원 교재안내



C21 Strong Point
24시간 영어를 생활화하는 영어기숙사와 강의동 내에서 수업시간 외에도 영어를 통해 의사소통하여

영어로 말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철저히 노출시킴으로서 연수 결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어환경 24HRS완전노출 프로젝트 세미스파르타 영어기숙사 (2시간야간수업+ENGLISH ONLY POLICY)

  어학원내 다국적연수생 (한국/일본/대만/기타)

철저하고 체계적인 레벨관리 어학시스템 13년전통 최강 회화전문 어학원 (토익스피킹완전대비)

  저비용 다양한액티비티 (교육/스포츠/문화체험/스쿨트립/무비데이)

최고의 주변환경  필리핀 최고 명문대학교 본교 UP & ATENEO 인근위치(최고의 명문대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환경)

  선택형 맞춤 프로그램 & 기숙사 운영 (세미SPARTA영어기숙사 / GENERAL특별기숙사)

★특이사항 :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대환영합니다. (C21 축구클럽 운영)



수업시간 이외에도 영어환경에 철저히 노출을 시킴으로서 연수결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C21 교사들의 적극적 도움과 연수생들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자부합니다!

C21 어학연수원은 학원내에서“English Only Policy”를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익숙해 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거라 사려됩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저희 C21 어학연수원은... 

24시간 영어환경에 노출되는 영어기숙사와 함께 강의동 내에서도 모든 연수생들이 100% 영어를 통해 의사소통

하여 영어로 말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영어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요 업무 및 예외사항 해결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존 설치)

영어 환경 24Hours 완전 노출 스페셜 프로젝트
세미 스파르타 영어기숙사              2시간 야간 수업 + EOP (교사와 함께 기숙사 생활)

강의동 & 영어기숙사 EOP              English Only Policy 실시

뮤직 스테이션 운영                      English Music Communication

다양한 국적                               한국/일본/중국/대만등

저비용의 다양한 액티비티 (자원봉사 + 교육 + 스포츠 + 문화체험 + 여가)
스팩UP 해외자원봉사 액티비티        국제 공인 봉사 활동 인증서 제공 (해비타트 / 장애인 센터 / 방송국)

교육 액티비티                           프리젠테이션 / 스피치 콘테스트 / 토론 / 무비더빙 / 뉴스 스피치 콘테스트

스포츠 액티비티                          배드민턴 / 에어로빅 / 탁구 / 조깅 / 축구 (금요일 / 토요일 정규 액티비티)

해외문화체험&School Trip&여가       방송국투어(ABS-CBN) / 무비 콘서트 데이 / 유람선 투어 / 야경 투어 / BEACH /리조트

          쇼핑/마샤지/종교활동/축구/농구/스타벅스커피숍



철저하고 체계적인 레벨 관리 어학 시스템 (13년 전통 최강 회화 전문어학원 / 토익 스피킹 완전 대비)
1:1 매칭 시스템 적용                     교사와 학생의 성격 / 심리 / 실력 적용

영역별 & 레벨별 전문화된 교사       스피킹 / 리스닝 / 리딩 / 라이팅 / 초급 / 중급 / 고급으로 세분화

레별별 주제 작문교정 및 더빙         영어일기 / 에세이 / 토익 스피킹 / IELTS  + 무비더빙(표현과 인토네이션 향상)

철저한 트레이닝을 통한 학습방법     Oral drills + fluency & accuracy

최고의 교육환경 : 필리핀 최고 명문 UP & ATENEO 대학교 본교  인근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 교육도시 쾌존시에 위치한 C21은 한국 수도 서울의 교육 인프라처럼 잘 갖추어진곳에 위치
하고 있으며, 특히 최고 명문대학교 본교 UP & ATENEO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사진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서 필리핀 타 도시보다 교육적인 환경이 우수합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맥도널드, 대형서점 등의 공간을 통해 필리핀 명문대생과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또한 극장, 대형쇼핑 센터까지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 전철 등 교통 수단을 쉽게 이용 가능한 번화가에 있으며, 
10분 거리에 대형 종합병원과 약국, 치과 등의 위치 하고있어 몸에 이상시 신속히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Education Program
C21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C21 어학연수원은 시스템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교육 전문 컨설턴트 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학사관리와 학습상담 그리고 철저한 레벨 관리로 질적 향상을 추구합니다.
SEMI SPARTA 영어기숙사 회화전문 어학연수원 TOEIC SPEAKING

BIZ ENGLISH  II

BIZ ENGLISH  I
JOB INTERVIEW

BSSC  II

BSSC  III

BSSC  I

DISCUSSION 
INTRO

DISCUSSION 

DEBATE

SCREEN
ENGLISH

LC IV

LC III

LC II

LC  I

LC  V

LC  VI

LC  VII

1HR 1HR 1HR

2HRS
EVENING

CLASS

SEMI
SPARTA

ENGLISH
DORM

LEVEL8

LEVEL7

LEVEL6

LEVEL5

LEVEL4

LEVEL3

LEVEL2

LEVEL1

S
P
E
C
I
A
L

W
R
I
T
I
N
G

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 1HR

PPE III

STORY TELLING 
INTRO

STORY TELLING 

PPE II
PPE I

SE II

SE I

PRESENTATION  II

PRESENTATION  I
SPEECH 

T.S     :  TOEIC SPEAKING
                 Technique

T.S LC : TOEIC SPEAKING
              LC

BSSC  :  기초회화구조
PPE    :  기초회화문형
SE      :  Situation English
LC      :  Listening 
            Comprehension

T.S III T.S LC III

T.S LC II

T.S LC I

T.S LC
INTRO

T.S II

T.S I

T.S
INTERO

GENERAL ESL
SEMI SPARTA ESL

TOEIC SPEAKING

GROUP 3HRS

GROUP 2HRS T.S 2HRS
TECHNIQUE / LC

MTM 3HRS

MTM 3HRS
T.S  TOPIC

작문 교정 1HR

일기·에세이
작문 교정 1HR

 회화전문 어학연수원    ESL SEMI SPARTA /GENERAL    TOEIC SPEAKING      BIZ ENGLISH

특별기숙사

영어기숙사 
야간수업 2HRS

7HRS

9HRS

8HRS

10 HRS

T.S 
TOPIC III

T.S 
TOPIC II

T.S 
TOPIC I

T.S 
TOPIC
INTRO

IELTS 
TOPIC

BIZ
TOPIC

DIARY

&

ESSAY

DIARY

특별기숙사

영어기숙사 
야간수업 2HRS

BIZ ENGLISH GROUP 3HRS MTM 3HRS
BIZ  TOPIC
작문 교정 

7HRS특별기숙사



GENERAL ESL COURSE: 7HRS/DAY
SEMI SPARTA ESL COURSE : 9HRS/DAY
BUSINESS ENGLISH COURSE : 7HRS/DAY

TOEIC SPEAKING 시험 대비반 운영(8~10HRS/DAY) 

1hr(Writing)

BSSC 3

DEBATE

DISCUSSION
INTRO

DISCUSSION

JOB INTERVIEW 
BIZ ENGLISH  I 

SPEECH

PRESEN-
TATION  I 

SITUATION
ENGLISH 2

SITUATION
ENGLISH 1

STORY TELLING T.S  INTRO T.S  LC
INTRO

T.S  LC I

T.S  LC II

T.S  LC III

T.S1-I

T.S1-II

T.S  III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TOEIC
SPEAKING

BIZ ENGLISH  II PRESENTATION  II

CONVENRSATION 2

MULTI SKILLS 1

MULTI SKILLS 2

Semi-controlled

BSSCPPE 
SPEAKING

READING 3

Enhancement 2

Stories 2

Uncontrolled Conversation 1

READING 4
Articles1

READING 5
Articles 2

TOPIC
DISCUSSION 1

Verb Phrases 1

TOPIC 
DISCUSSION 2

Verb Phrases 2

STORY TELLING
INTRO

FREE TALKING
Survival English 1A

FREE TALKING
Survival English 1B

FREE TALKING
Structure

BSSC 1
Sentences
LC 1

DIARY 

DIARY 
AND

ESSAY

T.S TOPIC

TOEIC SPEAKING 
IELTS

BIZ ENGLISH

TOPIC

Dialogs
LC 2

Long Conversations
LC 3

Stories and CNN Intro
LC 4

Advertisement 
LC 5

CNN News 1
LC 6

CNN2 & BBC News 1
LC 7

Films / sit.com

SCREEN ENGLISH

Pattern Drills
PPE 1

Pattern Drills
PPE 2

Pattern Drills
PPE 3

Structure

BSSC 2
Paragraphs

READING 1

Stories 1

READING 2

Survival English 2

FREE TALKING

Enhancement 1

BSSCPPE SPEAKING

Uncontrolled Conversation 2

FREE TALKING

Semi-controlled

CONVERSATION1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TOEIC

SPEAKING

CREATIVE WRITING I

CREATIVE WRITING II

TOEFL WRITING I

TOEFL WRITING II

TOEIC SPEAKING 

IELTS 

C21 어학연수원은 General ESL과정(맨투맨3시간+그룹3시간+작문교정1시간), Semi Sparta ESL과정(7hrs+2hrs(영어기숙사 야간수업)), 
Toeic Speaking 과정(맨투맨3시간+그룹2시간+T.S 테크닉 / 리스닝 2hrs + T.S topic 작문교정 = 8hrs+2hrs(영어기숙사야간수업)),
BUSINESS ENGLISH 과정(7시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8단계의 레벨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특히, 초중급 과정이 6단계로 구성되어 
더욱 세밀하고 정밀하게 분류 되었으며, 매달 학사관리 담당 교사의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수과정을 옮겨주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레벨관리 시스템을 통한 학습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과정은  C21 LEVEL4 부터 수강이 가능하며, 
그 이하레벨은 ESL과정 이수 후 토익스피킹과정을 추후 신청하시면됩니다. 또한 비지니스과정은 레벨7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1교시 부터 9교시 중 본인의 레벨 또는 취향에 따라 하루 7~8시간 수업시간 배정 
세미스파르타 야간수업은 20:30~22:30 수업진행

교  시 수  업  시  간 교  시 수  업  시  간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

5 교시

08:00 ~ 08:50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점심시간

6 교시

7 교시

8 교시

9 교시

12:50 ~ 14:0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A. INTENSIVE PROGRAM (初級過程)

LEVEL 1

LEVEL 2

LEVEL 3

MTM3HRS  + BSSC I    +  PPE I   +   WRITING   +  LC I    

MTM3HRS  + BSSC II   +  PPE II   +  WRITING   +  LC II

MTM3HRS  + BSSC II   +  PPE II   +  WRITING   +  LC II

B. INTENSIVE PROGRAM (中級過程)

LEVEL 1

LEVEL 2

LEVEL 3

MTM3HRS  + DISCUSSION INTRO + Stroy Telling + WRITING + LC IV (TOEIC SPEAKING LC 2hrs)

MTM3HRS  + DISCUSSION           + SE I              + WRITING + LC  V (TOEIC SPEAKING LC 2hrs)

MTM3HRS  + DEBATE                 + SE II             + WRITING + LC VI (TOEIC SPEAKING LC 2hrs)

C. INTENSIVE PROGRAM (高級過程)

LEVEL 1

LEVEL 2

     MTM3HRS  + JOB INTERVIEW / BIZ ENGLISH I  + SPEECH / PRESENTATION I  +  WRITING  +  LC VII (TOEIC SPEAKING LC 2hrs)

     MTM3HRS  + BIZ ENGLISH II                          + PRESENTATION II               +  WRITING  +   SCREEN ENGLISH

- C21 어학연수원은 총 8단계 레벨을 분류 
- 회화전문 연수원 : 토익스피킹(INTRO/I/II/III) 준비반 운영
- 학사관리 담당자와 담당교사에 의한 연수생 레벨테스트(주별/월별)시행
- 기초 회화구조 특별훈련반, Pattern English, 상황영어, 토의 토론 등 초중급 전문강좌 제공
- MTM강화(1:1 수업 3시간 및 학생과 매칭시스템 적용된 3명의 분야별 전문교사 배정)
- ELECTIVE : Level7 or Level8 단계의 연수생들이 본인의 실력과 개개인의 목표(Focus)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MTM 수업으로 전문 상담 교사와 컨설팅 후 결정

- Optional Class는 레벨테스트 결과와 연수생의 목표를 고려하여 현지에서 상담교사와 상의 후 선택



TOEIC SPEAKING



- MTM (One On One)

   교사와 학생 한명으로 이루어진 강좌이며, 
   개인의 취약한 부분을 고려 개개인의 능력과 
   목표&목적에 맞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맞춤식 강좌입니다. 
   특히, 저희 C21 어학연수원은 MTM 수업도 4개 영역
   (스피킹,리스닝,리딩,라이팅)으로 나누고 다시 레벨에 따라 
   연수생을 담당하는 전문교사로 나누어져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교사진에 의한 MTM 강좌 제공

- BSSC (Basic Sentence Struture Course)

   C21 어학연수원에만 있는 독특한 형식의 수업이며, 
   한국인 강사가 하는 수업으로 초보 레벨 학생들이 
   한국식 사고에서 벗어나 영어식 사고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영문 회화 기본 문장 구조를 집중적인 
   트레이닝으로 영어구조에 익숙하는 특별강좌

- PPE (Pattern Practice English) 

   하나의 패턴을 이용해 각기 다른 여러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패턴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어휘를 
    향상시켜 주는 강좌

- LC (Listening Comprehension) 

   리스닝을 향상 시켜 주는 수업으로 레벨에 따라 간단한 
    기초 리스닝부터 CNN, BBC 뉴스를 이용한 리스닝까지 
   레벨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닝 강좌를 제공(LC1~LC6)

- SE (Situation English)

  여러가지 상황에서 반복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자신감을 배양하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이는 수업이며,은행,극장,호텔,경찰서,서점,카페 등 
   공개적인 장소에 직접가서 엑츄얼 상황에서 진행하는 수업

- GRAMMAR 
   문법의 핵심만을 짚어 영어 회화의 기본을 위한 필수 회화 
    문법부터 독해와 작문의 실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문법 수업

- BE (Business English)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 회화 중심으로 
   여러가지 비지니스 실제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외국인 및 해외 관련 업무 진행에 자신감 줌

- JOB INTERVIEW
   취업 혹은 영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강좌로 
   패널들 앞에서 영어 인터뷰 받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처럼 연출함으로써 실제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배양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수업

- PRESENTATION
   월~목요일까지는 강의실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말하는 방법, 
   제스추어,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준비한 후, 금요일에는 패널들
   (직원,선생님들,학생들) 앞에서 강의 중에 배우고 연습했던 
   내용을 공개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수업

- SPEECH
   주제 발표 강좌로 순발력과 재치를 향상시키며 직장인과 
   취업 준비 연수생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

- DISCUSSION / DABATE
   주제 토론 강좌로 I, II에 따라서 기초 토론과 심화 토론으로 
     나누어진 수업

- TOEIC SPEAKING
   스피킹 전문 시험인 Toeic Speaking 시험을 대비하는 
    전문강좌로 레벨별 4개반 운영 (INTRO/I/II/III)



Education Activities
C21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24시간 영어를 생활화하는 영어기숙사와 강의동 내에서 수업시간 외에도 영어를 통해 의사소통하여

영어로 말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철저히 노출시킴으로서 연수 결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PRESENTATION (프리젠테이션)

C21 G/S ClASS 중에서 인기 강좌인 PRESENTATION I.II 수업입니다. 중급이상의 레벨 학생들이 받는 수업으로 현재 C21 8단계의 레벨시스템 중 
LEVEL7 & LEVEL8 연수생들이 듣는 강좌입니다. 월~목요일까지는 강의실에서 교사의 지도에 의해서 말하는 방법, 제스추어,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준비한 후 금요일엔 패널들(Education Director/Head Teachers/Academic Adviser/Schedule Manager)과 연수생들 앞에서 강의중에 배우고 
연습했던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게 됩니다.

동영상보기



SPEECH CONTEST & SPELLING CONTEST (스피치콘테스트&스펠링콘테스트)

여러종류의 주제가 담긴 종이상자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 후 1분동안 정리하고 바로 발표하는 스피치콘테스트(중고급레벨)와 어휘의 자신감 
성취를 향상을 위한 스펠링 콘테스트(초중급)를 실시. 특히, 스피치 콘테스트는 토익스피킹 파트5.6 부분이 자연스럽게 준비되며, 연수생들의 순발력과 
스피치 능력을 동시에 체크 할수있는 기회로, 발음과 스피치 능력, 내용등을 심사원들이 여러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내어 고득점을 차지한 1.2등을 
가려서 상을 수여합니다.

동영상보기

MOVIE DUBBING (무비더빙)

C21 영어환경 노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급과정의 연수생들에게 발음과 인토네이션 향상에 도움이 되는 MOVIE DUBBING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 이외 특별 교육엑티비티 시간에 별도로 이루어지며, 방과후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음. 인토네이션 특별 훈련을 
받게됩니다. 영화 녹음 후 동료 연수생들에게 영화가 상영되며 무대 인사 할수있는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동영상보기



SITUATION ENGLISH (상황영어)

C21 G/S Class 중에서 인기강좌인 Situation English는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반복적인 연습과 관찰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지향하는 강좌로 중급이상의 레벨(LEVEL4~5)에 해당되는 연수생들이 듣는 C21 어학연수원의 인기강좌로
시츄에이션-I 는 강의실(월~목)과 로비(금)에서 여러가지 상황에 반복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신감을 배양하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적응력을 높이는 강좌이며, 시츄에이션-II 는 은행/극장/호텔/서점/카페 등 현장에 가서 직접 엑츄얼 상황에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동영상보기

JOB INTERVIEW + DEBATE (영어면접+토의토론)

중급이상의 레벨 학생들이 받는 수업으로 현재 C21 어학연수원 8단계 레벨시스템 중 LEVEL6~7연수생에게 제공되는 특별강좌입니다.
취업을 계획 중 이신분들 중에서 영어면접과 TOEIC SPEAKING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강좌로 패널들앞에서 영어인터뷰 받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처럼 연출 함 으로써 실제 인터뷰 혹은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자신감을 배양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C21 어학연수원의 인기 강좌입니다.

JOB INTERVIEW 동영상보기 DEBATE 동영상보기



TEACHERS ACTIVITY

C21 교사진은 발음, 친화력 등 기본 자질을 겸비하신 분 중에서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친 후, C21 어학원만의 독특한 교사 채용 방식인 
시뮬레이션 공개강좌를 통해 선발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사 프리젠테이션 및 스피치 콘테스트, 시츄에이션, 워크샵 등을 통하여 각 
영역별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동영상보기



Activities
C21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C21 어학연수원은 다양한 액티비티(교육/스포츠/해외 문화체험/해외 봉사활동/스쿨트립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또는 단체로 연수원(기숙동&강의동)과 다양한 장소에서 액티비티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TRIPSTRIPS
SPORT
SPORTVOLUNTEER

VOLUNTEER

CURTURAL EXCHANGECURTURAL EXCHANGE

C21 어학연수원에서는 연수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Presentation,
Speech Contest, Job Interview, Spelling Contest, Situation, 
English, Debate, Teachers Activity, Movie dubbing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액티비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21 스펙업 프로젝트 - 해외어학연수

C21 스펙업 프로젝트 - 해외문화체험

C21 스펙업 프로젝트 - 해외자원봉사

C21 스쿨트립은 해외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마닐라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BEACH(민도르, 
바탕가스, 마까붕따이), 파인애플농장투어, 팍상한폭포, 따가이따이,안티폴로리조트등 

필리핀의 여러 교육문화의 대표관광지를 경험하고 독특한 레크레이션까지 첨가된 
C21 특별 프로그램으로,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다녀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방과후 농구,볼링,배드민턴,당구,탁구,에어로빅
등의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액티비티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교사학생간 친목 도모를 하고있으며,매주 토요일은 
축구액티비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C21축구클럽운영
또한, 추.하계 정기 체육대회도 진행하고있습니다. 
주말 골프 레슨 및 필드라운딩 장소 안내

저희 C21어학연수원에서는 방송국투어(ABS-CBN), 현지최고
명문대학탐방(UP&ATENEO), 영화연극콘서트관람, 유람선투어,
야경투어, 어메이징쇼관람, 할로윈파티등과 같이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행사를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수있도록 다양한 해외문화체험 
환경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월 봉사활동(HABITAT,방송국,장애인센터)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있으며 해외봉사활동인증서도 제공

EDUCATIONEDUCATION

동영상보기

동영상보기

동영상보기

동영상보기

동영상보기

동영상보기



C21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C21 Dormitory
C21 어학연수원의 기숙사는 영어기숙사(I,II)와 특별기숙사로 운영중이며, 총 100개의 방을 운영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최신식 콘도 건물로 교사가 함께 거주하면서, 24시간 영어노출을 위한 영어환경 제공에 

포커스를 둔 영어기숙사(I,II)와 고급콘도에 위치한 시설에 포커스를 둔 특별기숙사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 각방 유.무선인터넷, 케이블TV, DVD, 개별침대, 옷장, 책상, 수도세, 1일 3식(한식), 24시간 안전관리 등 제공

영어기숙사 II 특별기숙사영어기숙사 I

24시간 영어노출(원룸형)
1+2인실

1+3인실(교사1명+학생 2or3명)

최고의 시설
1인실, 2인실, 3인실,

가족(부부)실

24시간 영어노출(아파트형)

2인실(1인실), 1+2인실

C21 기숙사

영어기숙사 영어기숙사 I 동영상보기 영어기숙사 II 동영상보기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에 24시간 노출되고 싶은 분들만을 위한 최고의 공간입니다. 
영어를 통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고 싶어하지만, 어학연수의 이상적인 측면 뒤편에 영어 생활 속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하
는 환경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와 다국적 연수생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고, 반복되는 일상 생활의 노출 
속에서 타 국가 문화와 생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므로, 영어의 자연스러움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C21의 영어기숙사는 아파트형의 영어기숙사-I과 원룸형의 영어기숙사-II로 나뉘어 있습니다.  EVENING CLASS (2hrs)제공



특별기숙사  특별기숙사  동영상보기

C21의 특별기숙사는 일반적인 보통의 기숙사 보다 좀 더 고급화된 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각

방에 욕실과 냉장고 및 싱크대, 온수기, 화장대, 케이블TV 등 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기숙사는 고급 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을 많이 고려하는 연수생 및 영어기숙사에 

입사 대기하는 경우 혹은 영어의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별기숙사는 영어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me Table

C21 어학연수원의 세미 스파르타 일과표와 시행 방법, 주의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CTIVITIES INFOTIME

08:00 ~ 18:00

17:30 ~ 19:00

19:00 ~ 20:20

20:30 ~ 22:30

22:30 ~ 23:30

23:30 ~ 24:00

24:00

수업 및 자유시간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Selt Study & English Speaking Time

레벨별 야간 수업 (2hrs)

Selt Study & English Speaking Time

자유시간

통금시간 (Curfew)

※금요일은 별도스케줄 적용 (홈페이지 참조)

MEMO

수업은 08:00~18:00로 학생들은 기본 7시간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3식 모두 한식으로 제공됩니다.

교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영어환경 제공 or 자습

각 레벨에 따라 담당 교사와 함께 야간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영어환경 제공 or 자습

Farewell Party는 금요일 야간 수업 이후부터 주말에만 가능

통금시간은 평일(일~목)은 24:00, 주말(금,토)은 02:00 입니다.

Strong Point - One! Semi Sparta English Dormitory
C21 어학연수원의 모든 영어기숙사는 세미 스파르타(준 스파르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미 스파르타란, 어학원생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업적으로는 철저리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C21 어학연수원만의 방법이자 시스템입니다.

학원 및 기숙사 내의 영어환경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입학생들은 사전 동의를 해야지만 C21 어학연수원에 입학이 가능함을 

미리 말씀드리며, 동의서는 각 지역별 C21 어학연수원의 협력 유학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Caution List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패널티 4회이상 경고시 환불없이 퇴사조치 합니다.

(1회: 100페소, 2회: 200페소, 3회: 400페소+보호자 통보(무단결석, 통금의 경우), 4회: 800페소, 5회: 자동 퇴학조치)

- 무단결석 및 지각 (지각 3회는 무단결석 1회로 간주), 병결일 경우 예외 (단, 의사 진단서 및 질병확인 증명서류 첨부)

- 세미 스파르타 스케줄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강의동 및 영어기숙사 내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통금시간(Curfew)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4회: 자동 퇴학조치 - 통금정책에만 해당)

Strong Point - Two! 24시간� 영어환경노출� 영어기숙사
C21 어학연수원 에서는 기숙사의 생활 조차도 학업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끊임 없는 

영어의 환경속에서 어학원생들이 영어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하는 일환으로 영어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어기숙사 레벨별 야간 수업이 있습니다. 

야간 수업은 평일(월~수) 동안 기숙사 내에서 교사와 함께 소그룹 수업을 진행하며 레벨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각 소그룹 

팀들이 모여 단체로 기숙사 액티비티를 진행하며, 금요일에는 교사와 함께 시(City)에서 

운영하는 종합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액티비티를 진행합니다.

다국적
연수생과
함께 생활

어학용
DVD PLAYER

(CD 지원)

단체활동
(영화,스포츠)교사와 함께 

24시간
영어생활화

무료
핸드폰 대여

(16W)

요일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야간 수업

Semi Sparta



ADDRESS : #53 Xavierville Ave., Loyola Heights, Quezon City 1108 Philippines
TELEPHONE : +63-2-435-8277, +63-922-850-8277, 070-8237-4758 / FAX : +63-2-433-0490
FACEBOOK : facebook.com/welovec21   /   HOMEPAGE : WWW.C21.CO.KR
E-MAIL : ilovec21@hanmail.net / MSN : ilovec21@hotmail.com / NateOn : ilovec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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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스파르타 영어기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