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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 & 

        BECI STORY 

Smart한 어학연수를 꿈꾸는 당신, 
BECI 어학원에 초점을 두세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어학사업을 
이어온 BECI 어학원이 새 보금자리에 안착해 새
로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어학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어학환경과 생활환경 2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첫째로 티쳐 트레이닝시
스템과 전반적인 인사재정비, 학사프로그램 개편
을 통해 BECI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하는 모든 학
생들에게 기간 대비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학연수 기관으로서 튼튼한 기강을  갖추었습니
다. 특히 현대적인 시설과 설비로 조성된 강의동, 
기숙사, 커뮤니티 시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학습에 집중 할 수 있는 BECI 어학원 만의 강점으
로 꼽을 수 있습니다. BECI에서의 연수 종료 후, 
어학 실력 향상이라는 결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까지 남겨 오랜 동안 깊은 여운이 피어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장소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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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 어학원  



PHILIPPINES 

AND BAGUIO 

필리핀 바기오 대성당 

산페르난도 서핑체험 

승마체험 

플라워 페스티벌 

+Philippines 
 

 
-수도: 마닐라 

-언어: 영어, 따갈로그어 
-인구: 약 107,868,231명,  

-환율: 1페소 약 26원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기온: 전국 연평균 26~27도 

(통계: 2016년 3월 기준) 

+Baguio 
 
 

-위치: 루손섬 북부 중심 도시,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224km 떨어진 해발고도  

1500m의 고원지대 
-인구: 약 360,000명 

-연중 평균기온 17도~20도 
(통계: 2016년 3월 기준) 

 
 



WHY BAGUIO 

최고의 어학연수지, 필리핀 바기오  

@필리핀의 전통적인 교육도시 
바기오에는 6개의 종합대학, 의과 전문대학, 사관 학교 
그 외에도 10여 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교육
열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교육도시가 가진 이점을 통해 
BECI 어학원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을 엄선해 학생들에
게 퀄리티 높은 1:1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바기오 시티 
‘바기오 택시기사들은 동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거슬러 줘!’ 바기오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마디속에서 느껴지듯 바기
오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순박한 성격으로 외국인에 대
한 친근감이 매우 높습니다. 치안 또한 다른 도시에 비
해 매우 좋은 편이며 대통령 별장, 육군 사관학교, 골프 
컨트리클럽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안전시설이 위치해 
있어 필리핀의 대표적인 교육도시, 휴양도시, 안전도시
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필리핀 바기오는 연중 한국의 봄, 가을 기온과 같은 서
늘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핀의 대부분의 지형이 
가지는 뜨거운 열대기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뜨거움
이 아닌 따뜻하고 온화한 기온 덕분에 오직 공부에 전
념할 수 있는 기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높은 영어수준 
바기오는 미군들의 휴양도시로 개발되었으며, 도시설
계도 미국의 워싱턴을 설계한 번햄(Burnham)이 맡아  
미국적인 모습을 도시 전반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 속에도 미국 문화가 스며 들어 있고, 그
로 인해 영어 수준도 필리핀의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
습니다. 

@ 외국인이 사랑하는, 액티비티의 도시 
바기오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산페르난도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은 세계적인 서핑포인트로 알
려져 있어 미주, 유럽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으며 서핑 
외에도 다양한 해양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기오 북쪽
으로는 세계 8대 문화유산인 바나우웨(계단식 논)와 동
굴체험이 가능한 사가다, 산페르난도와 더불어 많은 아
름다운 비치로 알려져 있는 헌드렌드아일랜드가 있습
니다. 낭만과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액티
비티 장소가 바기오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어학연수 중,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BECI, 

NEW BECI STORY 

집착할 이유 있는 BECI 어학원 

BECI 어학원에는 학생이 내 뱉는 모든 표현, 단어, 문법 오류를 꼼꼼히 따져 고칠 수 있게 하는 ‘SP(스
피킹 집중 처방) 프로그램’과 발음 집중 교정 ‘리합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어
학연수를 통한 질적 향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하는 BECI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학습 

프로그램 

BECI 어학원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사우디, 터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어학연수 할 수 있습니다.  

셋. 
국적비율 

강의동, 기숙사동, 커뮤니티동 모두 한국 건축사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전체적인 설비 또한 현대적으
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동 5층에 마련된 BECI 라운지는 바기오의 전경이 훤히 드러나는 통
유리 시설로 되어 있으며 카페테리아가 있어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 
최고의  
시설 



 BECI 어학원은 강의동과 기숙사동, 커뮤니티 센터가 몇 걸음 안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붙어 있으며 건물 내외 
휴식공간 또한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스포츠 공간 뿐만 아니라 매점, 세탁서
비스실, 마사지샵 등의 생활 편의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탄탄한 건축자재와 단열재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필리핀 어학원 내 가장 안
전성이 보장되는 장소입니다. 또, 모든 건물간 근접성이 좋아 이동이 용이하며 BECI 어학원 입구에 배치된 가드를 통해 24
시간 철저히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2배로 보장된 BECI 어학원 

BECI, 

AND  

NEW CAMPUS 



BECI 

FACILITIES 기숙사동 

기숙사동은 학생들이 자유로이 공부하거
나 휴식할 수 있는 BECI 라운지가 위치한 
곳으로 BECI 라운지가 위치한 5F에는 카
페테리아와 인터넷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
습니다.  

시설안내 

커뮤니티동  

커뮤니티동에는 학사와 생활을 컨트롤 하
는 BECI 오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BECI 
오피스에서는 학사 뿐만 아니라, 생활, 비
자, 이민국 문제를 전반으로 다루는 오피
스로, 어학연수 생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리내어 말
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SPEAK-UP룸, 스
피킹 집중 처방 SP 센터, 리합센터가 있습
니다. 

기타 

외부시설물로는 산책로, 배드민턴장, 농
구장, 탁구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과 바비
큐장, 마사지실과 같은 편의 시설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일대일 강의, 그룹 강의, 나이트 강의 등 
BECI 어학원의 모든 강의가 진행되는 건
물입니다. 

강의동 



BECI 

CLASSROOM 

A. 일대일강의 환경  
B. 일대일강의실  
C. 그룹강의실  
D. SP레코딩실  

E. 그룹강의환경 

BECI 강의동 

B 

C D E 

A 



DORMITORY 

& LOUNGE 

5F   BECI 라운지 
4F    기숙사  
3F    기숙사 
2F    기숙사 
1F    기숙사 

기숙사동 층별안내 

 
 
BECI 어학원 기숙사동은 한국의 고급자재로 지어져 단열을 비롯한 모든 설비가 우수하고 
최고급 배관을 설비해 필리핀에서 온수 배관이 가장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한국 건축가가 디자인해 모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위치는 
강의동과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동이 용이하며 무엇보다도 기숙사동 5층에 마련
된 라운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결된 기숙사로 내려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형태는 1,2,3,4,6인실로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ECI 기숙사동 



BECI 

LOUNGE 

바기오의 전경이 훤히 드러다 보이는 곳에서 휴식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BECI 
라운지 입니다. BECI 라운지는 기숙사동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라운지 내 카페테리아가 있어 휴식
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동 구비시설: BECI 라운지, 오픈자습실, 카페테리아, PC사용실, 남/녀 기숙사 



BECI LOUNGE 

& CAFETERIA 



BECI 

DORMITORY 

기숙사 타입 

1,2,3인실  

기숙사 형태 

방, 화장실, 세면실, 테라스 

구비물품 

싱글침대, 개인책상,  
공용 냉장고 

1인실 기숙사 2인실 기숙사 

3인실 기숙사 

개인책상 

테라스에서 바라본 전경 



기숙사 타입 

4, 6인실  

기숙사 형태 

방, 화장실 

구비물품 

싱글침대, 개인책상,  
공용 냉장고 

4인실 기숙사 
(2개의 침대 2열 배치) 

6인실 기숙사 
(3개의 침대 2열 배치)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기숙사 복도 

BECI 

DORMITORY 

4인실 책상 



BECI PROGRAM 

SEMI SPARTA PROGRAM : SPEED ESL (9hrs) 

필리핀 어학연수를 결심하고 BECI 어학원을 찾아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ESL 프로그램으로 BECI 어
학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세미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초급자부터 중/상급자까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각 요소를 균형 있게 공부해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모든 모듈을 전문적으로 훈련 받게 됩니다.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레벨에 따른 맞춤 수업 
-강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 사용 

-원어민 회화수업 
-문법수업 
-패턴수업 

WWW.BECI.CO.KR 

1:1 class 
4시간 

Group class 
2시간 

Night class 
3시간 



BECI PROGRAM 

SPARTA PROGRAM : SPARTA ESL (11hrs) 
+매주 1회 SP 테스트 및 SP 수업 진행 
+연수 기간 중 1주 리합프로그램 진행 

연수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종료일까지 오직 ‘어학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ESL 프
로그램에 비해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집니다. 본 프로그램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관리를 필요로 하
는 학생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중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스파르타 프로그램은 SP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개
개인의 스피킹을 집중 처방하고 본인의 잘못된 표현을 완벽히 고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8주 이상 연수 시 마
지막 1주는 리합(발음 교정) 프로그램을 수강해 스피킹과 발음을 특화 수업까지 집중 공부합니다.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 Grammar 

-레벨에 따른 맞춤 수업 
-강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 사용 

-1시간은 SP 수업 

-발음 수업 
-보카 수업 
-문법 수업 

WWW.BECI.CO.KR 

1:1 class 
5시간 

Group class 
3시간 

Night class 
3시간 



BECI PROGRAM 

IELTS 보장반 11hrs 

WWW.BECI.CO.KR 

토익 +200 보장반 11hrs  

Academic 8.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IELTS 시험 출제 유형을 완벽히 분석하
고 문제풀이를 반복해 단기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점수를 보장합니다. 또, 점수 별로 별도 보장
반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레벨에 맞는 학습 방법을 
지도하고 점수 별로 필요한 포인트를 요약 및 분석함
으로써 주어진 연수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ELTS 보장반은 12주 이상 
등록자 대상이며 공인 성적 점수(6개월 이내) 또는 자
체 모의고사 점수를 기반으로 점수를 보장합니다. 

토익 +200 보장반은 공인 토익 만점 선생님의 수업
으로 진행됩니다. 본 보장반은 시험 출제 유형을 분석
해 시험을 철저히 대비하며 개개인의 취약 파트까지 
완벽히 분석해 원내 모의고사 점수로부터 200점 상
승을 보장합니다. 더불어 토익 스피킹 시험도 함께 공
부할 수 있도록 깔란메소드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roup  
class 
2시간 

 
-CallanMethod 
-Native Class 

 
 

Group  
class 
2시간 

 
-CallanMethod 
-Native Class 

 
 

Night  
class 
5시간 

 
-IELTS 모의고사 
-IELTS 문제풀이 
-IELTS 보카 
-그룹스터디 
 

Night  
class 
5시간 

 
-토익 모의고사 
-토익 문제풀이 
-토익 보카 
-토익 스터디 
 

1:1  
class 
4시간 

 
-IELTS Speaking 
-IELTS Listening 
-IELTS Reading 
-IELTS Grammar 
 

1:1  
class 
4시간 

 
-토익 Speaking 
-토익 Listening 
-토익 Reading 
-Grammar 
 



BECI PROGRAM 

BUSINESS 4주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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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 취업대비 비즈니스 4주 코스는 Job 인터뷰와 같은 비즈니스 스피킹은 물론 영어 이력서, 커버레터작성
과 같은 Writing 수업, 그리고 필수 비즈니스 voca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비즈니스 영어 활용 능력이 
필요한 학생과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에게 맞춰져 있으며 기존 4개의 1:1 클래스가 4개의 비즈니스 프로
그램으로 변경됩니다. 

Writing a Cover Letter / Making a Resume   
Job Interview /Classified Ads   
The Job Advertisement 

Words to Know Inquiry Letter, Complaint Letter, 
Request Letter, Follow up Letter 
Adjustment Letter, Sample Incentive Sales 
Letter, Refusal Letter, Price Change Notice. 
Sales Letter, Selling Incentive Sales Letter 

Getting Down to Business 
Preparing, Making Arranging, Distributing and 
Setting an Agenda 
Business Memo 
Presentation Proper, Telephone Meeting 

본 코스는 4주 코스로 현지에서  
변경 비용 6000페소를 지불합니다. 

1주, 2주 
JOB 

 HUNTING 

3주 
BUSINESS  
LETTER 

4주 
BUSINESS  
Procedure 



Speaking  

Prescription         

스피킹 집중 처방 프로그램 

연수과정 중 향상된 실력을 
확인하고 학생의 취약파트
(예컨대 어휘, 어법 혹은 발
음 등의 포인트)를 포착해 
해당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줍니다.  

인터뷰 방식을 채택해 학생 
레벨에 따라 질의 응답, 사
진 묘사, 주제 설명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모든 
과정을 동영상 촬영합니다.  

촬영된 동영상을 SP담당 전문교사가 학생이 말한 그대로 
Script화 하여 Grammar, Pronunciation, Fluency 오류 
등을 체크하여 주고 객관적 채점 기준( 발음, 강세, 억양, 어
휘, 문맥의 일관성, 내용의 정확성, 청자로서의 이해도, 정
확한 어법구사, 세련된 표현의 유연한 활용 등에 기반)에 따
라 9개 등급에 나눠 레벨을 정해주게 됩니다 

개요 테스트방식 테스트방식 

SP TEST 진행과정 

입학레벨테스트 
(평가) 

SP레벨테스트 
(스피킹평가, 주 1회) 

비디오 녹화촬영 
(스피킹 상황 촬영) 

비디오 코딩작업 
(스피킹 자막 작업) 

SP 티쳐 평가 1 
(평가지 작성) 

SP 티쳐 평가 1 
(녹화지 작성) 

SP 결과 상담 
(수업방향 설정) 

SP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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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자세히 보기 

발음 교정 

SP 리코딩 전담 선생님이 
학생의 틀린 발음을 정확
히 캐치해 올바른 발음법

을 안내합니다. 

문법 교정 

문법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을 수정해 올바른 
문법을 교육합니다.  

전체 표현 교정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수정해 

활용하기 쉬운 문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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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결과분석 

SP 결과 분석 

연수기간이 흐르면서 개개인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늘게 되며, 자주 쓰는 표현상에서 지
적 받은 문제들은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됩니다.  
 
SP 프로그램을 시행한지 일주일 만에 즉각
적인 표현수정과 올바른 발음을 표현해 내고 
있으며 3, 4주가 지남에 따라 영어 표현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P의 스코어 레벨링은 1부터 9점으로 책정
되어 있으며 4~6점은 인터미디어 레벨을 
의미하며 7~9점은 어드밴스드에 가까운 
표현을 구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 
 
 ------------------------------------- 

분석항목 

문법, 이해력, 문장 
구성력, 단어, 강세 

발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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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 program        

발음 집중 교정 프로그램 

SP(집중처방 프로그램)에 이어 학생 개개인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BECI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가장 취약
했던 '발음'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프로
그램 

본 프로그램은 BECI 어학원의 영국인/미국인 
원어민 인프라를 통해 학생에게 발음과 문법적
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티칭하는 프로그램이며, 
연수기간 내 1주일을 리합 소그룹(5명 내외) 구
성원으로 한정해 수업을 진행함 

BECI 어학원 학생 / 발음, 문법이 취약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개요 

대상 

내용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영/미 원어민 선생님) 
오후 7시 ~ 오후 9시(필리핀 선생님) 

시간 

 미국/영국인 선생님이 한 타임씩(1시간 
30분) 발음 티칭, 필리핀 선생님과 리뷰(3시간) 

수업 

 리합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EOP 정책 및 타 
학생들과 별도 관리 

특이
사항 

발음 교정 전문 프로그램 : Rehab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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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 ACTIVITY 

스케일이 다른 바기오에서의 액티비티 

WWW.BECI.CO.KR 

서핑체험, 세계문화유산탐방, 승마체험까지!  
 
필리핀 바기오 인근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액
티비티 장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기오에서 차로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페르난
도 해변에서의 서핑체험, 계단식 논의 아름다움을 한
껏 느낄 수 있는 바나우웨와 사가다 동굴체험, 스페
인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간 여행까지! 가까
운 곳에서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기오 시내에서는 넓은 컨트리클럽에서의 일일 골
프체험, 승마체험, 캠핑체험을 할 수 있으며 BECI 어
학원 내에서도 스포츠 체험환경을 통해 다양한 액티
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BECI OUTREACH  

PROGRAM 

BECI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BECI 어학원에서 배운 영어, 액티비티로 200% 활용하기  
BECI 어학원에서는 액티비티를 통한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학생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 액티비티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바기오 현지 초, 중 고등학교와 협력
해 BECI어학원 학생들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현지 학생들에게 나누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강연을 직접 수행하는 
형식을 통해 실전 영어 회화를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웃리치 전담 코치와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진행하
기 때문에 협상과 토론, 발표와 질의 응답에 대한 스피킹 기술도익힐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월 진행되는 BECI 월간 
액티비티, 영어로 진행되는 요리클래스인 Cooking for a cause, 바기오 현지 아이들과의 멘토링 활동 등 BECI 어학원
에서 배운 영어를 2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