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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BECI TEACHERS 
최고의 교사를 고용하고, 최상의 교사 트레이닝으로  

학사를 구축할 수 있는 배경, TESLA  1 



Mr. Eli Natividad (4th from left) and Ma’am Yana 
Dulay (3rd from right) TESLA – BECI Head 
Departments with Officers of the PNP Cordillera  

TESLA는 필리핀 바기오 소재의 영어 교육 양성 협회로 교사 고용표준을 마련해 그에 맞는 인
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ESL/EFL/ELT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영어 교육 
기관에 교사를 알선하고 각 교사에 대한 라이센스를 인증하고 있는 기관으로 BECI의 스폰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 ESL 티칭, 트레이닝의 전문화, 라이센스 제공 
둘. 트레이닝의 기술적 업데이트 및 연구 
셋. ESL 티쳐 고용알선 및 채용 

TESLA 란? 

TESLA의 기능 

BECI & TESLA 

BECI 어학원의 헤드티쳐 야나 & 일라이가 테슬라 협회장직 
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BECI 어학원 교사 고용 시, 테슬라 
 교용기준에 의거, 상위 10%를 엄선해 BECI 신규 교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나&일 라이  티쳐가 베씨의 정 
기 트레이닝을 책임지고 있기에 필리핀에서 가장 엄선된 교 
사를 고용하고 양성하는 가장 완벽한 사이클을 만들어 내 
고 있습니다..  



THE BEST 
ENVIRONMENT 

& FACILITY 
자연을 품은 최고의 시설을 가진 어학연수기관 2 



+ BECI어학원 전경 

바기오 산토토마스 산줄기가 훤히  
드러다 보이는 자연속의 BECI 어학원 

BECI 어학원 

#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 자연스레 동반하는 스트레스, BECI 
어학원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미리 잠재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
습니다. 자유로이 공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BECI 라운지는 바기오의 
전경이 훤히 드러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완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화원
이 갖추어진 정원에서 산책하며 힐링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COMMUNITY CENTER 

고픙스러운 원목계단이 가운데 놓여 있는 커뮤니티동은 
BECI 오피스와 SP/리합센터와 위치한 곳으로,  

BECI 스탭들이 상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커뮤니티동은 학사와 생활을 도맡는 기관인데, 그중  

BECI 오피스는 어학연수 생활, 비자문제, 이민국 문제 등 
어학연수 전반의 모든 문제를 컨트롤 하는 헤더기관이며 
학사 보충 기관으로 스피킹집중 처방 SP 센터, 리합센터, 

SPEAK-UP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커뮤니티동 



학업에 효율을 주는 수업공간 

BECI 어학원은 꽉 막힌 강의실이 아닌 탁 트인 창문을 옆에 두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강의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P 스피킹 집중 프로그램과 발음 교정 리합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에서 어학 연수하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혜를 BECI 어학원에서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 
BECI  

정원에서의 
그룹수업 



바기오의 전경이 훤히 드러다보이는 호텔형 기숙사 

한국의 고급자재로 지어져 모든 설비가 우수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갖춰져 있습니다. 기숙사동 5층
에는 BECI 라운지가 위치해 있으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결된 기숙사로 내려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갖춰진 GYM,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탁구장, 조깅장,  
산책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SPORTS CENTER 

카페테리아에서 구워내는 화덕피자 

원내 마사지샵 



BECI VR SITE 

BECI 어학원에서는 예비 입학생들이 바기오에 직접  
가지 않고도 BECI 어학원을 한껏 체험해볼 수 있도록 
360회전이 가능한 VR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의동, 기숙사는 물론 BECI 어학원을 둘러싸고 있는 
바기오의 전경을 모두 체험할 수 있어 
신규 영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 * 

PLUS 



THE BEST  
STUDENT CARE SYSTEM 

입학/졸업, 수업관리 
수업현황 노트, 교사 만족도를 에이전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BECI EDUCARE SYSTEM  3 



입학/졸업현황 

-입교현황파악 

SP 테스트영상 

-SP 테스트  
영상 업로드 

출석관리 

-스케줄표  
확인 

-출석관리 

선생님만족도 

-티쳐리뷰 

BECI 
EDUCARE 
SYSTEM 

BECI EDUCARE SYSTEM 

BECI  에듀케어 시스템은  
BECI 고유의 학생관리 시스템으로  
입학/졸업 현황, 출석관리, SP 영상 
PLAY 등 학생의 수업과 생활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에이전시에서 수시로 확
인 가능합니다. 

활용포인트 하나 
BECI 어학원의 학사시스템을  
예비 입학생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해당 유학원의 기존 등록학생  
어학향상과정 영상 열람) 

활용포인트 둘 
에이전시 업무 용이 

등록 학생의 현황파악 가능 
(입교현황, 수업, 레벨, 페널티 등) 

활용포인트 셋 
학부모 공유가능 



BECI 
EDUCARE 
SYSTEM 

TUTORIAL 

1. 에듀케어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BECI EDUCARE 주소: www.becieducare.com) 
2. USER NAME에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입합니다. 
3. 하단 파란색 아이콘 ‘로그인’을 클릭하면 에듀케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방법 

http://www.becieducare.com/


1. 로그인을 하면 해당 유학원의 학생 라인업을 볼 수 있습니다. 
2. 각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BECI 
EDUCARE 
SYSTEM 

TUTORIAL 

계정 사용방법 



1. 학생 개인의 스케줄링과 출석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2. SP 영상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레벨테스트 여부와 점수를 볼 수 있으며 P/F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CI 
EDUCARE 
SYSTEM 

TUTORIAL 

계정 사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