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 English

클락 캠퍼스, Dormitory Room Renovation
오래된 학원의 역사만큼 현재의 시설도 많이 구식은 아

조명을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고정 장치로 교체

니지만 학생들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새로이 단장을

하고, 새로운 실내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HELP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잘
갖춰진 기숙사 시설 속에서 더 편안하고 현대적인 환경

현재 입주해 있는 기숙사 방은 보수기간 동안 영향을

에서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받지 않을 것이며, 수업은 평상시처럼 진행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

HELP클락 캠퍼스의 새단장은 2019년 하반기 부터 시

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작할 예정이며, 학생들이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공부에 집중 할

이 보수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드리는 것에 대해 진심으

수 있도록 HELP 클락 캠퍼스는 서포트할 것 입니다.

로 사과드리며, 클락캠퍼스에 머무는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클락캠퍼스의 모든 기숙사 개

HELP 클락 캠퍼스 건물 2층과 3층의 기숙사 방은 이

조가 마무리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더 편안한 공

제 새롭고 개선된 외관을 갖추게 되었고, 내부 시스템

간과 공부할 수있는 분위기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

인 전기, 배관, 조명 등은 전면적인 정비를 했으며, 이

는 휴식 공간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조 작업에는 바닥, 벽, 천장의 패치와 페인트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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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_ Awesome Backpackers ,롱롱캠퍼스
문화방송(MBC)은 지난 8월 9일 필리핀 여행 및 영어학
습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영상을 찍기 위해 HELP
어학원을 방문해 롱롱 캠퍼스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필
리핀 선생님과 방학을 이용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곳
이 많기 때문에 MBC는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진행자들은 최근 Baguio City에 있는 롱롱캠퍼스에 들
러 HELP아카데미의 대표인 류정호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류정호 대표는 “왜 필리핀이 영어를 공부하

있는 많은 해변 휴양지가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사

기에 이상적인 장소인가?” 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영어

람들을 불러들이는 아름다운 최고의 다이빙 장소를 자

공부 산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으며, 영어를 배우기를

랑하며,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양생물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

할 수 있는 활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은 다

은 일반적인 영어권 나라를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기 있

양한 동식물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과 산으로 멋

는 영어권 나라는 중 대부분 비싸서 비용에 대해 걱정하

진 하이킹을 제공하며, 해변을 사랑하는 서퍼나 열정적

거나 아니면 단순히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는

인 모험가 등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

학생들은 필리핀에서 저렴하게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

다. MBC 진행자들은 맛있고 값싼 음식을 맛보고, 그들

과 돈으로 여행에 쓸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이곳을 택하

의 방문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온천 리조트와 피리

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영어가 현지어가 아니

먼트 레인지 클럽, 바기오 시티의 잼을 파는 수녀원 같

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은 특이한 장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안

에 영어공부 하기에 최고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 아시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느낌
을 주는 문화와 친절한 필리핀인들의 환대를 확실히 경

국가 관광 슬로건은 ‘필리핀이 더 재미있어’입니다. 해
변은 수 없이 많으며, 7100개 이상의 섬과 선택할 수

험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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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rkan Falls Travel North
폭이 약 60 미터, 길이가 500 미터 인 작은 물웅덩이로
채워진 흰 석회암 층과 층을 보여주는 이곳은 Kaparkan Falls 또는 Mulawin Falls라고도 불리는 이 나라
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 테라스로 불립니다. 이 아름다운
테라스와 같은 폭포는 Banaue Rice Terraces의 우아
한 물길로 탈바꿈한 복제품 같습니다. Abra의 Tineg,
Barangay Caganayan, Sitio Kaparkan에서 발견 된
Kaparkan Falls는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진
자연의 원더 랜드입니다.
은 폭포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 점심을 먹을 수 있
Kaparkan Falls는 커튼과 같은 폭포수가 흐르는 여러
층으로 된 폭포 중 하나입니다. 크기와 깊이가 다른 수
많은 인피니티 풀로 구성되어 가장 작고 얕은 곳에서 가

으며, 방문객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 카파칸에 머물
며 정확히 3시에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합니다.

장 크고 깊은 곳으로 줄지어 있습니다. 카파르칸 폭포는
자연의 경의로움이 있는 아주 견고하고 생생하며 모험
에 적합한 곳합니다. 이곳에는 풍부한 동식물, 산림이
많은 산들 그리고 아름다운 들판이 땅이 있습니다. 폭포
는 물이 많은 우기 동안 가장 웅장합니다.

이 관광 명소는 지역 관광 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
일 폭포를 방문 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슬롯을 제공합
니다. Abra의 지방 정부는 여행을 계획하며, 등록하지
않고는 아무도 폭포를 여행 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들

Kaparkan 폭포에 도착하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머
물 수있는 Nipa Huts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방문객들

은 해당 지역의 공인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슬롯을 예
약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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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la Ocean Park
대륙의 흔적입니다. 펭귄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은 수영
을 하고 몸을 흔들면서 걷는 생생한 훔볼트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음대륙, 남극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워크 스루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은 지
구상에서 가장 춥고 가장 신비로운 장소에 더 많이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매력적인 장소는 해양 수
족관입니다.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의 약 14,000 종 (약
277 종)의 토착 해양 생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
아름다운 마닐라 베이를 따라 퀴리 노 그란데 뒤에 위치
한 The Manila Ocean Park는 센토사 섬의 싱가포르
오션 월드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와 필리
핀 최초이자 유일한 최첨단 해양 수족관 중 하나 입니
다. 마닐라 오션 파크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명소를 제
공하며, 해양 수족관, 심포니 이브닝 쇼, 젤리 전시, 앞
마당, 상어와 가오리 만지기, 바다 사자 쇼, 올 스타 조
류 쇼, 펭귄 토크쇼, 피쉬 스파, 소름 끼치는 크롤리 세
계, 펭귄 전시 및 크리스마스 빌리지 등 다양한 종류의
재미와 흥분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원의 볼거리 중 하나는 펭귄 전시회를 보여주는 남극

원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해양 수족관은 7개
의 구역과 3,000 입방 미터의 해수를 포함하는 수심이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해양 수족관 내부의 55 미터 길
이의 여행의 중심에는 주요 명소가 준비되어 있으며,
220 ° 곡선의 통로 터널은 오버 헤드 수영을 하는 놀라
운 바다생물을 수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 구역, 특별 행사를 위한 독특한 연회장, 2층에는
상어 및 가오리를 관람 할수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닐라 오션 파크는 최고의 교육 시설이며, 사람들이
방문하여 TV에서만 볼 수있는 동물과 곤충을 직접 보
고 체험하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
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