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글리쉬 닥터스 출국준비물 체크리스트 

 

아래의 준비물 목록은 연수생 여러분들의 출국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입니다. 

 

서류 준비물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으로 분실을 대비해 여권 사본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공권 전자항공권(E-Ticket)을 프린트 해서 보관하며 왕복(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

공권을 소지하세요. (필리핀 입국 시 리턴(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이민국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대비) 

□ 증명사진 증명(또는 여권)사진 5장: SSP, 비자연장 등을 위해 사진은 넉넉히 준비합니다. 

□ 유학생(여행자)보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학생(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전 US달러로 준비하며 현지 비용 납부와 연수 초기 개인 용돈을 위해 8주 기준 약 

500달러, 12주 기준 약 700달러 정도 준비합니다. 현지에서 국제 현금카드를 이

용해 출금할 경우 비상금 정도의 환전만 해도 무방합니다. 

□ 국제직불(현금)카드 개인 용돈은 CIRRUS 또는 MAESTRO, PLUS 마크가 있는 해외에서 출금이 자유

로운 국제직불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신용카드 분실 시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 필수적인 준비물은 아니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VISA나 MASTER 마크가 있는 카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관련 준비물 

□ 전자사전 (혹은 사전 어플리케이션): 어학연수를 위한 필수 준비물이며 영영, 영한과 한영 기

능이 모두 가능한 전자사전이나 사전 어플을 준비합니다. (사전 어플의 경우 와이파

이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한 어플 추천) 

□ 학용품 기본적인 펜, 샤프, 형광펜, 노트, 연습장 등의 질은 한국산이 뛰어납니다.  

□ 개인 서적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외에 따로 공부할 서적이 있다면 따로 1~2권 정도 준비

합니다. (토익, 문법, 회화 등) 

* 노트북, 외장하드(USB), MP3 등을 준비하면 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류 

□ 의류 여름 의류 위주로 여유있게 준비합니다. 

긴팔의류 : 선선한 날씨나 에어컨이 강한 실내를 고려해 1~2벌 정도 준비합니다.       

□ 속옷 더운 나라이고 땀을 자주 흘릴 수 있으므로 여유롭게 준비합니다. (5~7벌 정도) 

□ 수건 현지에서 구입 가능하나 한국산에 비해 질이 떨어지므로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6개 정도) 

□ 모자 따가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챙이 있는 모자로 준비합니다. 

□ 신발 운동화, 샌들 혹은 슬리퍼(쪼리)는 종류별로 하나씩 준비하면 좋습니다.  

□ 양말 2~3켤레 정도 준비합니다 

□ 수영복 일반적인 해변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으나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착용할 것을 요

구하는 리조트나 호텔 등이 있습니다.  



 

 

세면도구 및 화장품 

□ 세면도구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은 현지에도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이 있

으니 현지에서 구입해도 좋습니다. (어학원에 처음 도착해 사용할 수 있는 여행용 

세면도구를 가져오면 좋습니다.) 

□ 개인 화장품 피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현지 구입보다는 원래 사용하던 브랜드로 가져 옵

니다. 

□ 썬크림 SPF25이상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 손톱깎이, 면봉, 헤어 드라이기, 면도기 등은 필요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기타 

□ 의약품 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상처치료제, 물파스(버물리), 피부약, 지사제, 개인적으

로 복용하는 약, 비타민 등을 꼼꼼히 챙기도록 합니다.  

□ 선글래스 한낮의 햇볕이 강한 필리핀 날씨에 유용합니다. 

□ 안경&렌즈 여분의 안경을 확보하고 액티비티 등을 대비하여 콘택즈(또는 일회용) 렌즈를 준비

합니다. (렌즈의 경우 현지에서 식염수나 단백질 제거제 구입 가능) 

□ 11자형 소켓 (일명 돼지코): 필리핀 전압은 220V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콘센트 모양이 11자 모양

이라 1~2개 정도의 11자 모양의 소켓(돼지코)를 준비합니다. (현지에서 구입이 가능

하며 본 어학원 기숙사의 경우 한국과 같은 둥근 모양의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지

만 필리핀 대부분 장소의 콘센트 모양은 11자임.)  

* 그 외 알람시계, 반짇고리, 소형 우산, 여성용품 등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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