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imonial from CELLA students
박재성님 (파워스피킹 4) 학업기간 16 주
어느새 2달이 지났다. 필리핀에서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한국에서 어학원을 선택할 때 스파르타와 세미 스파르타 어느 곳을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세미 스파르타 어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셀라는 세미스파르타 라고는 하지만, 60분씩 풀타임으로 7시간 레슨을 하기
때문에 총 학업시간이 거의 스파르타에 가깝고, 원하면 스페셜수업(2시간)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근데, 나는 오늘 배운거 바로 복습해서
룸메인 일본인 친구한테 활용하는게 훨씬 기억도 잘 나고, 내 입에 맞게 발음과
악센트를 꾸준하게 연습해서 내껄로 만들어야 하는 타입이여서 스페셜수업은 잘 듣지 않았다. 어느정도 자신을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훨씬 능동적으로 공부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나는 세미 스파르타를 추천하고 싶다.

세부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1년 내내 한여름 날씨여서, 주말엔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을 즐길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
을 모집에서 나르스완 이라는 곳으로 호핑투어를 간적이 있는데, 물이 정말 깨끗해서 바닷속 절경을 즐기고 왔다. 바다에서의
호핑투어가 끝나면, 점심을 제공하는데,, 학교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맛있는 식사까지 함께 즐기니 많은 추억도 생기고 주간에
쌓인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거 같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그날은 오전만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선생님들
과 함께 필리핀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떠난다. 음식도 나누어 주고, 같이 놀
이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 이외에도 영어를 쓰면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 수료증도 주니, 나중에 취업을 준비 할 떄 영문이력서 작성 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

학원매니저 분들과 원장님이 같은 건물 기숙사에서 먹고자고 하다보니,, 형님들 같고 친해져서,, 건의사항이 있거나 불편한 점
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서 수습을 빨리 할 수 있어 되게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매니저 분들도 일본 분과 한국
분이 다 계시고 원장님은 호주 오랫동안 유학하다가 오셔서 인지, 호주 워홀로 가는 나에게 유용한 정보도 많이 챙겨주고 계시
다. ( 아직 한달 더 있어야 하는데도...ㅋㅋ) 처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내모습
을 볼때마다 나조차 감탄한다.^^ㅋ 수업시간에도 선생님들과 어느정도의 웃고 떠들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처음엔 그냥 어느 정도만 외국에서 살면 눈과 입이 저절로 트인다고 하던 말들이 안 믿기고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겠지 했는데
어느덧 나도 친구들에게 외국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귀랑 입이

트인다고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어느정도 대화가 된다. 룸메이트 두명이 일
본인이어서 눈뜨자마자 매일같이 영어로 말하고, 듣고, 또 수
업을 7시간씩 들으니깐, 하루 일과를 마쳤을 뿐인데도 영어가
매일 같이 조금씩 향상 되는걸 피부로 느낀다. 친구들이나 주
위 지인들에게 아직 어학연수 안와봤으면 한번씩은 꼭 다녀오
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고, 그 중에서 셀라는 외국학생 국적비
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우니, 룸메이트를 외국친구와 할 수 있
어 더욱이 추천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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