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어학연수지, 필리핀 바기오

WHY
PHILIPPINES

높은 영어수준
바기오는 미군들의 휴양도시로 개발되었으며 도시설계도 미국의 워싱턴을 설계한 번햄(Burnham)이
맡아 미국적인 모습을 도시 전반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 속에도 미국 문화가 스며 들
어 있고, 그로 인해 영어 수준도 필리핀의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안전한 도시, 바기오 시티
‘바기오 택시기사들은 동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거슬러 줘!’ 바기오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
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마디속에서 느껴지듯 바기오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순박한 성격으로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매우 높습니다. 치안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이며 대통령 별장,
육군 사관학교, 골프 컨트리클럽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안전시설이 위치해 있어 필리핀의 대표적인 교
육도시, 휴양도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필리핀 바기오는 연중 한국의 봄, 가을 기온과 같은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핀 대부분의 지
형이 가진 열대 기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스하고 시원한 기온 덕분에 오직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도시 바기오
바기오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산페르난도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은 세계적인 서핑포인
트로 알려져 있어 미주, 유럽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서핑 외에도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
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기오 북쪽으로는 세계8대 문화유산인 바나
우웨(계단식 논)와 동굴체험이 가능한 사가다, 그리고 아름다운 비치로 알려져 있는 헌드레드 아일랜
드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낭만과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액티비티 장소가 바기오 시내 곳
곳에 조성되어 있어 어학연수 중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교육도시
바기오에는 6개의 종합대학 의과 전문대학, 사관 학교 그 외에도 10여개의 대학이 위치에 있을 정도
로 교육열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교육도시가 가진 이점을 통해 BECI어학원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을 엄
선해 학생들에게 퀼리티 높은 1:1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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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의 새로운 이야기

BECI,
New BECI STORY
집착할 이유 있는 BECI 어학원

BECI Airview

학습프로그램

1

BECI 어학원에는 학생이 내뱉는 모든 표현, 단어, 문법 오류를 꼼꼼히 따져 고칠 수 있게 하는
‘SP(스피킹 집중 처방) 프로그램’과 발음 집중 교정 ‘리합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
로그램은 어학연수를 통해 어학실력 향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필리핀 내 어학연수기관 가
장 강력한 실력향상 프로그램이라 자부합니다.

최고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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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동, 기숙사동, 커뮤니티동 모두 한국 건축사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전체적인 설비 또한 현대적
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동 5층에 마련된 BECI 라운지는 바기오의 전경이 훤히 드러
나는 통유리 시설로 되어 있으며 카페테리아가 있어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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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 어학원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사우디, 터키 등 다양한 나라에서

10,000평이 넘는 넓은 부지에 견고하게 세워진 강의동, 기숙사동, 커뮤니티동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각 건물 간의 이동 시간

온 학생들과 함께 어학연수 할 수 있습니다.

은 도보로 30초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며 건물 내/외부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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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
AND
NEW CAMPUS
안전성이 2배로 보장된 BECI 어학원
BECI 어학원은 강의동과 기숙사동, 커뮤니티 센터가 몇 걸음 안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붙
어 있으며 건물 내외 휴식공간 또한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
포츠 공간 뿐만 아니라 매점, 세탁서비스실, 마사지샵 등의 생활 편의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탄탄한 건축자재와 단열재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필리
핀어학원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보장되는 장소입니다. 또, 모든 건물간 근접성이 좋아 이동이 용이하며
BECI 어학원 입구에 배치된 가드를 통해 24시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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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BECI
OUTREACH
BECI 어학원에서 배운 영어
스케일이 다른 바기오에서의 액티비티!

BECI
ACTIVITY

200% 활용하기
BECI 어학원에서는 액티비티를 통한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이
고, 학생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 액티비티인 ‘아웃
리치 프로그램’은 바기오 현지 초, 중 고등학교와 협력해 BECI
어학원 학생들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현지 학생들에게 나누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강연을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영어 회화를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
웃리치 전담 코치와 팀을 이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협
상과 토론, 발표와 질의 응답에 대한 스피킹 기술도익힐 수 있
습니다. 그 밖에도 매월 진행되는 BECI 월간 액티비티, 영어
로 진행되는 요리클래스인 Cooking for a cause, 바기오 현
지 아이들과의 멘토링 활동 등 BECI 어학원에서 배운 영어를
2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핑체험, 세계문화유산탐방, 승마체험까지!
필리핀 바기오 인근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기오에서 차로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페르난도 해변에서의 서핑체험, 계단식 논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바나우웨와 사가다 동굴체험, 스페인의 문
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간 여행까지! 가까운 곳에서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기오 시내에서는 넓은 컨트리 클럽에
서의 일일 골프체험, 승마체험, 캠핑체험을 할 수 있으며, BECI 어학원 내에서도 스포츠 체험 환경을 통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
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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