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 07월 산어거스틴 대학으로 공인

1963
05월 대학행정기관 건립 및 개관식
07월 교육학, 무역학, 비서학, 화학, 기계공학, 의학 학과  
     과정 개설

1969 01월 대학 본관4층 증축 

1970 01월 간호학과 개설 및 체육특기생
     (농구/육상/축구/사이클) 육성

1987 02월 강의빌딩 착공
1992 04월 엔지니어링 빌딩 리모델링

1996 03월 아데오다투스 빌딩(학생센터) 착공
09월 안셀모 폴란코 강당 완공

1997 04월 카시아 강당(대학 증축 캠퍼스) 완공
1998 11월 엔지니어링 빌딩 완공
2000 08월 Sto-Nino 빌딩 증축

2001 02월 컴퓨터 엔지니어링학과, 토목과, 전기전작학과
     통신 기술학과 개설

2002 02월 정보통신기술학과, 관광학과 개설

2003
06월 조기 아동 교육센터 설립
     (ECLS-Early Childhood Learning Center)
06월 산어거스틴 캠퍼스 공원 조성
12월 아데오다투스 빌딩(학생센터) 완공

2008 04월 야외풀장 및 실내 6-line 주니어올림픽 수영장
     개장

<산어거스틴 대학교 부설연수원>

1. 산어거스틴대학교 안내

2. 산어거스틴대학교 연혁

설    립 1962년
본    교 University of San Agustin-Santo Niño de Cebu
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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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egio San Agustin - Biñan 1개 캠퍼스
재 학 생 4,000 여명 총   장 Fr. Andrew P. Batayola, OSA
교 직 원 약 350여명 상   징 독수리
이    념 Virtue and Science 면   적 17,827㎡
재    단 로마 카톨릭 홈페이지 http://www.csab.edu.ph
부속기관 4개 단과대 21개 학과 개설/부설고등학교/부설초등학교/부설유치원/부설 어학센터



3. 산어거스틴 대학부설연수원 장점

4. 산어거스틴 대학부설연수원 프로그램 특징
  1) Language Skills Learning Center - 필리핀 명문사립대학교의 부설어학연수원으로서 20년의 현
지 어학연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1수업 및 그룹수업의 효율적 운영과 개개인의 영어 능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2) 레벨테스트의 정밀화 - TOEIC테스트를 도입하여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5가지 레
벨을 결정하고, 개인의 수준에 맞춘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3) Diagnosis(진단), Prescription(처방), Remedy(치료) - 연수생의 연수진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학생의 실력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고효율 연수를 진행합니다.
  4) 유기적인 수업방식 - 1:1수업과 그룹수업 간 유기적인 수업진행으로 각 언어영역별 심도 높은 수업
을 제공 합니다.
  5) 강사의 전문화 - 강사교육 및 테스트를 통해 언어 영역별 전문 강사제를 도입하여 연수생들에게 실
질적이고 전문화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5. 산어거스틴 대학부설연수원 커리큘럼

수업방식  시간 내용 테스트

1대1 4시간/1일

 -Reading
 -Writing    
 -Vocabulary
 -Listening 
 -Speaking
 -Grammar

레벨
테스트

▼
월별

테스트
▼

Toeic &
Interview

1대6 2시간/1일

 -Culture Shock
 -Dating   
 -Hobbies
 -Personal Background  
 -Lifestyle Conversational  
 -Presentation
 -Talk Show  
 -Hosting
 -Debate
 -Job Interview 
 -Role Playing 
 -Effective Communication

옵션수업
2시간/1일

① 오후 5~6시
② 오후 7~8시

 
 -TOEIC LC/RC/Speaking    
 -CNN 
 -IELTS 
 -Vocabulary
 -American Culture Accent  
 -Discussion
   



6. 산어거스틴 대학부설연수원 기숙사 안내 

8. 연수비용 안내
                                    

7. 15주 연수비용           

                                *기타비용: 항공료 50~60만원, 비자 및 체재비 60~70만원, 용돈별도

2015년 오픈한
깨끗하고 편리

-산어거스틴대학교에서 도보 5분거리
-정기적인 호텔식CARE 시스템
-365일 당일 공수되는 신선한 식재료의 건강한 식단
-구내 헬스장/탁구장/매점 비치

안전이 최우선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경비체제
-교직원 상시근무 및 연수생 동선 실시간 체크(CCTV 모니터링)
-외부인 출입 원천적으로 막는 2중 출입시스템(아이디 및 지문인
식)
-5분 거리에 자리한 도심 최고의 의료기관 리버사이드 종합병원
 (당사 협력 병원-LSLC 간호인턴쉽 프로그램 실습병원)

친절한 마인드
-한국적 정서와 문화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무자 대부분이 다년간 근속하여 친숙한 조력자
-기숙사 생활의 불편 실시간 해소

건강한 연수
-1년 365일 1일 3식을 정해진 시간에 제공
-한국인 주방실장의 지도감독, 철저한 위생관리
-다양한 한국음식과 더운 지방에 맞는 영양식단 제공
-탁구장 및 헬스장의 여가활동 및 체력 증진 도움 

쾌적한 생활
-호텔식 CARE : 정기적 청소(주 3회)및 세탁(주 2회) 제공
                침대시트, 베개 커버, 바닥타월 교체
-정기적 기숙사 전체 방역(소독) 실시

정원 250명 -1인실:7, 2인실:18, 3인실:69 총 94호실 운영

부대 시설
-식당 : 150석 규모
-사무실, 원장실, 로비/카운터, 라운지(인터넷PC) 및 각층 라운지,
 독서실, 시청각실, 매점, 보안관실, 세탁실 

룸 내부시설 -침대, 책상, 의자, 스텐드, 옷장, 옷걸이, 거울, 휴지통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샤워부스(온수기), 화장실, 세면대

내 용 비 용 비 고

등록비 100,000원 *환불 불가

수업료 (레귤러) 2,550,000원 *680,000원 / 4주
*1:1 4시간+그룹2시간

기숙사 (3인실) 2,250,000원 *600,000원 / 4주
*식사, 세탁 및 청소 포함

장학할인 -50,000원

픽업비+샌딩비 50,000원 *면제

1인 TOTAL 4,8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