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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E(타이스)는

이런 학교입니다
1.  교육부 및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정규 학교

현대적인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을 갖추고, 실력이 검증된 우수한 교사들을 초빙, 책임제로 지도함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교직원이 월 1회 자체 평가회를 실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최대한 이끌어 냄

TISE SCHOOL은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음

2.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습 분위기를 갖춘 TISE SCHOOL

명문 TISE는 필리핀 최고의 자연환경과 교육, 주거,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TAGYTAY CITY의 중심부에 위치함

설립 당시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국과  미국의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구안된 현대식 맞춤형 학교임

3. 다양한 국적의 외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학교

TISE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현지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영국 등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곳임

다국적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한편 존중과 배려를 체득하며 올곧게 성장하는 교육 장소임

4. 국제 감각과 창의력을 겸비한 진취적인 인간 양성

TISE는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고하고자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학생들은 이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술, 체육, 품성 등 다방면에서 당당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받게 됨

TISE는 빈곤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활발히 전개,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음

5.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학교

전국 각처에서 입소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찾아와 공부하고 있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을 중심으로 본교와 M0U를 체결, 1주일 혹은 9박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외국어 체험 활동을 함

(글로벌 인재육성,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등의 교육 테마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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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SE는 영어 실력뿐이 아니라, 품성까지 겸비한 글로벌 시민 양성을 목표로 교육활동을 펼쳐왔기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교직원 모두 현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이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렇습니다

1. 현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 있는 영어를 익힐 수 있음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귀가 열림

보충수업까지 받게 되면 3~4 개월 후부터는 수업의 60~70%는 알아듣게 됨

2. 일대일 및 그룹 수업 (Man to Man, Group Study Class)을 병행합니다.

학교 정규수업 후, 개인별 문제점을 원어민 교사가 교정

당일 테마를 주고 토론이나 토의로 진행하는 대담수업 전개

텍스트 영화를 선정하여 일상 영어 표현 및 문장 탐구

매일 쓰는 영어일기 체크 후 개인별 첨삭지도 및 보완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정규수업 전 특별반 운영

3. TOEFL/TOEIC 준비생들을 위한 강의도 실시합니다.

검증된 최고의 강사들이 단기간 집중 강의

타이스는 이런 인적 자원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인적자원

검증된 실력과 교육철학을 지닌 교사 엄정 선발      

다수의 해외유학파 교사를 초빙 선진교육 시스템 추구  

자상하고 경륜이 풍부한 교육행정 전문가 교장선생님 초빙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

2. 환경

치안이 가장 안전한 Tagaytay 중심에 위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기숙사

   - 현대적 시설을 완비한 호텔형 숙소와 운동장 시설

   - 개인 책상과 안락한 침대, 각 방마다 갖춰진 현대식 화장실

   - 기숙사 거실에 언제든 읽을 수 있게 구비해 놓은 추천도서          

   -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콘도형 투룸 시설 구비

   - 내 집처럼 편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실내 시설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 및 청결한 기숙사 상태 유지

청정지역의 유기농 재료로 엄선하여 만든 식사 제공

교내외 생활을 고려한 투 트랙 학생 안전 보호 시스템

   -24시간 경비원 상주

   -한국인 실장님이 상주하며 24시간 건강 및 안전 care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사랑과 배려로 상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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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스는 이런 변별력으로

교육적 성과를 추구합니다

1. ESL Program Center 운영

-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ESL Center를 운영, 연착륙 유도 후 정규수업 참여  

- 단계적 접근을 위한 test결과에 따른 개인별, 그룹별 tutor 수업 전개로 자신감 부여 (1:1, 1:2)

- 실력이 검증된 미국 영어를 구사하는 경험 많은 tutor 교사진들

-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영어의 4기능을 골고루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업 시스템

- 수업 후 feedback을 통한 개인별 문제점 발견 및 해결

타이스에 오시면 이렇게 변해갑니다!

하나, 미국식 고급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둘, 글로벌 매너와 세계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셋, 1인 1 악기를 다루고 1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넷, 수학 (국어 논술 포함)이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다섯, 사랑과 배려, 나눔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세상을 보는 혜안으로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일곱,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당한 생활태도를 갖게 됩니다.

2. 연수기간별 다양한 맞춤형 program 어학연수 제공

- 3주/4주/6주/8주 기간에 따른 연수 program 다양화

4. 매일 영어 일기쓰기와 기본 생활영어 문장 외우기로, 실생활에 응용하는
    연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

타이스는 교육복지 나눔에 
힘쓰고 있습니다

타이스의 약속

1. 타이스는 각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

2. 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삶 경험

3. 성적 우수 혹은 빈곤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

4. 장학 후원자 결연 맺기 등을 통하여 학업포기 방지

5. 매년 모범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

    (친 한국 정서를 가진 필리핀 인재를 키워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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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외 field trip, 방과후 activity, 주말 체험학습, 난민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global 문화 체험 및 호연지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함)

5. 국내 교과서에 준하여 철저하게 준비된 수학(국어 논술 포함)교육

(귀국 후를 대비한 특별 지원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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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학교 주소

T.I.S.E. SCHOOL #083 FRANCISCO DRIVE, KAYBAGAL SOUTH TAGAYTAY CITY, 

CAVITE, PHILIPPINES 4120

입/학/안/내  
정규과정 & 단기과정

모집자격 : 유치원, 초등학교 전학년, 중 고등학교 전학년.

모집일정 : 정규모집(4-5월 입학시험), 수시모집(3주 과정, 8주 과정, 단기과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영문 1통, 재학증명서 영문 1통, 성적증명서 영문 1통

상담 및 문의전화

한국 대표 : 010 – 5424 – 2787, 010 – 4818 – 6018

필리핀 : 기숙사 070 – 8225 – 2787, 070 – 8271 – 9800

             실    장 (+63)928 – 942 – 2654

                      (+63)921 – 633 – 6757

                      (+63)916 – 645 – 1195

                      (+63)920 – 791 – 8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