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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BECI 어학원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주소) 381 purok 5, Dongtogan, Baguio City   
(전화) 070-8222-2980 / 070-7079-2217

현지사무소 (필리핀 바기오)

한국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7-42 / 6F
(전화) 070-8727-2980

* 바기오 현지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는 입국 심사서
작성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별도로 메모해
주십시오.

픽업 관련 현지 연락처

[부원장] 이상현 Ricky 091-7580-6125 / 070-
4685-2980
[총괄매니져] Patrick 099-5531-5951
[필리핀 바기오 현지 오피스] 070-8222-2980 / 
070-7079-2217
[한국 오피스] 학생수속 총괄담당 070-8727-2980 

CONTACT-POINT

Baguio English Schools Associations
픽업 안내서

Youmi Bae
이미지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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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한 준비

둘. 출국 준비물 리스트 점검

셋. 출국 수속 안내

넷. 입국/세관/검역 신고서 작성 안내

다섯. 필리핀 입국 심사 및 픽업 장소(개별픽업)

여섯. 이동 방법 및 소요시간 (개별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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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필리핀 입국 심사 및 픽업 장소(단체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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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 해야 할 것!

뚜렷한 목표 의식

영어 공포증 해소? 자연스러운 프리토킹? 토익 900점? 
내가 어학연수를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학 연수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혹은 ‘어학연수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기대는 보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영어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BECI 어학원 임직원은 학생들이 BECI의 커리큘럼과
학습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뚜렷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탄탄한 영어 기본 실력 쌓기

어학연수는 BECI 어학원 등록 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어학연수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필리핀에 가면 매일 공부 할
텐데,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에서 미리 기초 문법을 정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수준차이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 기본이 튼튼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문법과 단어 공부,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 이해하기

BECI 어학원은 한국인 학생 뿐 아니라, 
일본/중국/베트남/대만/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International school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기 전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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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용

서류
관련

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하며, 위급한 경우를 대비해 여권
복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왕복 항공권
출국 날짜, 시간, 노선 영문이름, 좌석, 오픈 기간 등을 재 확인합니다. 비자에 따라 왕복
항공권을 소지 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왕복 항공권 소지
부탁 드립니다. 

사진

여권용 사진은 SSP발급시 반드시 필요하니, 2장 이상 넉넉히 준비합니다. 사진은
3.4*4.5cm사진으로 준비하며 8주는 2장 12주는 3장 준비해야 하며 12주 이상은 추가
여분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SSP용 사진은 여권용 사진과 같이 반드시
흰색배경이어야 하며 안경착용과 액세서리 착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부득이하게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생 보험
안전을 위해 꼭 가입하셔야 하며, 보험 가입 시 지급되는 보험증서와 보험카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59일 비자일 경우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29일까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현지
학원에서 연장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29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학생분들 은 반드시
왕복 티켓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생활
관련

국제 직불
카드

국제직불카드 (VISA, MASTER) 마크가 있는 카드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ATM을
이용해 편리하게 페소 출금이 가능합니다.

ATM이용
달러를 페소로 환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셔서 근처
Mall이나 은행에서 쉽게 ATM을 이용해 페소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ATM수수료가 200페소(한화 5000원~6000원정도)

화장품류

선크림, 스킨, 로션 등의 개인 화장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학생들은 한국에서 화장품을 준비해 오셔야 하며 예민한 피부가 아닐 경우, 현지에서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지 구매
가능 브랜드: 더페이스샾, 이니스프리, 더 바디샾)

약품류
상비약, 생리용품 등 필요한 약품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버물리, 감기약, 소화제, 
마데카솔, 피부연고, 지사제 등)

2. 출국 전, 준비물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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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용

생활 관련

의류/신발

속옷, 수건, 양말, 실내용 슬리퍼, 타올, 반팔, 반바지, 봄/가을 옷, 두꺼운 외투 한
개, 옷걸이
(바기오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특히 저녁에는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세면도구
샴푸, 린스, 비누, 칫솔, 치약, 면도기등을 준비합니다. 
(세면류는 현지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전기제품류
드라이기 , 변환플러그(현지에서는 대부분 11자 모양의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단, 
변환 플러그는 현지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타류
선글라스, 안경 /렌즈(식염수), 책가방, 손톱깍이, 수건, 110 볼트 전기
플러그(11자형 코드)

학업 관련

필기도구,
연습장

현지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질이 떨어지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서적
문법, 단어장등 기존의 사용하시던 교재를 학습 참고용으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연수 목적에 맞는 서적을 준비하세요.

영어 사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좋습니다.

스탠드
스탠드는 학생분들의 건강한 시력보호를 위해 필요한 리스트이며, 현지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스프레이, 칼, 손톱깎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니 반드시 수화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 새로 산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장을 풀어야 합니다.
• 식품류는 반입 금지 품목이 많으니 되도록이면 준비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2. 출국 전, 준비물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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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 국제선 청사에 도착하여 3층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2. 해당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해 탑승권을 받습니다.
* 사전에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체크인을 하면 더욱 빠르게 탑승 가능합니다.
* 체크인 카운터가 줄이 길면 셀프체크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항공기 출발 2~3시간 전 업무가 시작되며, 대한항공은 오전 6시 10분, 

아시아나는 6시 15분에 개시합니다.

3.    탑승 수속시 수화물로 처리할 짐을 붙이고, Baggage claim(짐표)를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20kg 의 짐 1개까지 허용되나, 항공상마다 상이하니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 위탁 수화물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짐을 붙이실 때 Fragile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합니다.

STEP 1. 탑승수속 - CHECK - IN

3. 출국 수속 안내

모든 소지품은 검색대 위 바구니에 담아,  보안 검색대를 통과 해야 합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는 여권상 얼굴대조, 항공권상의 이름 대조, 출국금지자인지
확인합니다.이 때, 여권과 탑승권(Boarding Pass)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심사를 통과하면 면세점이 나옵니다.  면세점을 가시기 전에는 탑승구
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출국 시간 최소 30분전에는 탑승구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 필리핀은 면세한도가 다른 나라와 상이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이후 면세금액이 10,000패소(한화 약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면세이용 부탁드립니다.

STEP 2. 보안검색

STEP 3. 출국심사

STEP 4. 면세점(Duf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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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서 작성 안내

[참고사항] 
- 하단  모두 “NO”로 체크요망
- 단!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입국/검역/세관 신고서 작성안내

여 권
번 호
성

이름

국적

생년
월일

도착
일자

편명 좌석
번호

성별

최근 30일안에 다른 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최근 30일안에 아픈 적이
있습니까?

381 purok 5, 
Dongtogan

Benguet

Baguio 
Cit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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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 작성 안내

[참고사항] 
- 필리핀 거주주소 381 purok 5, Dongtogan, 
Baguio City” 기입
- 1-5 질문  모두 “NO”로 체크요망

4. 입국/검역/세관 신고서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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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시면 입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지참하여 입국
심사대로 갑니다.

2. 입국 심사대에서는 필리핀 거주지(바기오) 혹은 거주기간(연수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그 이외에는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3. 입국 심사 후에는 짐을 찾으시고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 세관 신고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신고 할 것이 없으니 기내에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마닐라 공항 터미널 1 
:  대한항공 ,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모든 이용자(단, 

2,3공항 항공편제외)

*마닐라 공항 터미널 2 
: PR(필리핀 항공) 이용자만 해당

*마닐라 공항 터미널 3 
: 5J(세부퍼시픽), 

Z2(에어아시아),CX(케세이퍼시픽)이용자만 해당
* 클락 공항 터미널

5. 필리핀 입국 심사 및 픽업 장소 안내(1)

픽업 장소 안내 – 마닐라 공항

* 바기오 학원 연합회 픽업시간 안내
: BECI어학원은 “ 바기오학원 연합회“ 의 픽업시간과

동일합니다.
: [일요일 기준] 픽업시간 및 출발시간

- 05:00 ~ 08:00 바기오행 출발
- 16:00 ~ 19:00 바기오행 출발
- 21:00 ~ 01:00 (+1) 바기오행 출발

: “바기오 학원 연합회“ 의 픽업은 토요일,일요일 양일간
시행하며 BECI어학원은 일요일 픽업 입니다.

: 상기 시간외의 도착 항공편은 상기시간 까지 WAITING 
TIME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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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에서 안내했던 터미널 1,2,3 단체 픽업
장소에서 BECI 피켓을 필리핀 현지 직원을
만납니다.

2) 함께 택시로 약 30분, 마닐라 공항에서,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3) 터미널에서 현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버스를
탑승하고 바기오 터미널로로 이동합니다.

4) 5~7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 후 바기오 터미널에서
학원 매니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5) 바기오 터미널에서 학원 매니저와 함께 택시로 약
20분 이동하면 BECI 어학원에 도착합니다.

• 버스 안은 에어컨으로 인해 매우 춥습니다. 버스에
타기 전, 긴팔 여분 옷이나, 담요를 지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현지 사정에 따라 담당자가 바뀔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개별픽업 해당자

픽업 장소 안내 – 마닐라공항

5. 필리핀 입국 심사 및 픽업 장소 안내(2)

< 필리핀 현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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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개별픽업)

마닐라 공항
개별픽업

1) 마닐라 공항 개별 픽업 이후에는 현지 담당자와 함께, 택시로 마닐라 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합니다.
2) 마닐라 터미널에서 바기오 터미널까지 빅토리아라이너 버스로 담당자 동행 없이 혼자 이동합니다.
3) 바기오 터미널에서 택시로 매니저와 함께 학원으로 이동합니다.

<마닐라 공항>

<BECI 어학원>

<마닐라
터미널>

<바기오
터미널>

5 ~ 6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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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공항도착 시

공항내 에서

공항도착시, 아래의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1.  비행기안, 혹은공항에도착해서받은입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여권검사를위해입국심사대(immigration)로 이동합니다. (“Visitor”심사대 쪽으로줄을섭니다)  

3.  여권, 입국신고서등을심사대의출입국관리관에게제시하며, 몇가지질문에답할준비를 합니다.

**질문에 불안해하거나긴장하지않아도됩니다. 입국하는모든외국인들에게건네는평범한질문입니다. 

대부분의질문유형은다음과 같습니다:

What is your purpose here in the Philippines?  Answer: StudyEnglish for months. 

Where are you going?  Answer: I will go to BaguioCity.

기억하세요!: 필리핀어학연수의증거를요구한다면, 학원에서받으신입학허가서및학원인증서와함께왕복항공권을 제시하세요.

4.   입국심사가끝나면타고온비행기편명이표시되어있는컨베이어벨트로가서짐을찾고세관심사대로이동합니다.

5.  세관원들이화물표(짐표)와화물이일치하는지를체크하므로수화물확인증을보여주시면 됩니다.

6.  최종적으로, 출구에있는심사관에게세관신고서혹은게이트패스를 제출합니다

7.   다음으로도착층로비로이동하게됩니다. 환전이필요한경우로비에있는환전소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Copyright ® BECI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비자종류

30일 무비자국가

대한민국 일본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몽골

콜롬비아 스페인

오른쪽을보시면무비자입국시받게되는스탬프예시가있습니다. 입국

날짜로부터30일간유효한날짜가적혀있는지확인하여야 합니다.적혀있

는날짜까지체류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국날짜가2016년 10월 16  이

면, 2016년 11월 15일까지로 적

어줍니다.  입국심사시

여권에받는스탬프에서확인 가

능합니다.

59일 비자

필리핀에서한달이상머무를계획이라면, 출국전한국내필리핀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사진은59일 비자의예시입니다.2016년 11월 13일에 입국하셨다면,스탬프의유효날짜가59일 후인,2017년 1월 11월까지로 적혀있는

지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59일 비자를발급받았음에도불구하고,스탬프상에무비자입국(30일)으로되어있다면,비자 연장비용을납부하고

비자재연장을하여야 합니다.

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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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픽업서비스

BESA픽업팀(바기오학원연합회)은각터미널의지정된장소에서픽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정확한픽업위치는약도확인요망).

BESA로고가찍힌 유니폼을입고

피켓을들고있으며,학생의기본인적사항이적힌리스트를가지고있습니다.픽업담당자를만나시면,리스트상의본인 이름을확인해주세요.

IMPORTANT NOTE: BESA 픽업담당자에게여권을보여주시면, 스탬프가제대로찍혔는지확인해드립니다. 

항공기연착,  입국심사,수하물수령등으로지연되는학생이있을수있으니,모든픽업완료시까지대기부탁드립니다.

픽업담당자를찾지못하시거나,문제발생시다음페이지에나와있는담당자번호로 연락주세요.

충천카드에

전화거는법

만약필리핀페소를가지고있다면, 공항내인포메이션이나가까운가게에서심카드와충전카드를구입할수있습니다.  나와있는절차에

따라충전을마치고나면통화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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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팀만나는법

TERMINAL1

공항픽업담당자연락처 : 0995-531-6367

픽업대표번호: 0995-531-6375

혼잡한공항이오니, 1층길건너기 전DUTY FREE  앞에서 픽업담당자를기다려 주세요.

IMG 1 IMG 2 IMG 3

IMG 4

픽업팀만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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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2

공항픽업담당자연락처 : 0995-531-6386

픽업대표번호: 0995-531-6375

픽업모임장소는공항출구에서나오자마자오른쪽방향에 있는JOLLIBEE앞 입니다.

IMG 1 IMG 2 IMG 3

픽업팀만나는법



Copyright ® BECI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픽업팀만나는법

TERMINAL3

공항픽업담당자연락처 : 0995-531-6354

픽업대표번호: 0995-531-6375

픽업모임장소는공항내 1층(Arrival area)(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에 위치한
BURGER KING 입니다.

IMG 1 IMG 2

픽업팀만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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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홍콩 공항에서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까지 3시간 30분 소요
케세이 퍼시픽 좌석에는 개인 스크린이 있어서 영화, TV,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채널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이동하는 비행기의 게이트 번호를 스크린으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소지하고 계신 티켓 중, 두번째 티켓의 항공편명을 보고 게이트 번호 반드시 확인 합니다.

STEP 1. 
항공기탑승

<Transfer(환승) 방향으로 쭉!>           <환승 승객 입국장>                                   <전광판> 
게이트 번호 체크

탑승시간/ 항공편명 / 목적지 / 게이트번 순으로 표기
Ex) 10:10 /CX 919편 / 마닐라행/ Gate 61번

STEP 2. 
환승방법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게이트 번호를 확인 후,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서 공항 내 전철을 타고 이동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홍콩 – 마닐라 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 번호 확인 - 공항구조>                 <무인열차 탑승>                       <공항 내 전철 내부 모습>

7. 케세이퍼시픽 이용자 홍콩 환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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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클락 공항(마가파갈 국제공항)에 도착하시면 활주로에 내리게 되며,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이동합니다.(출국장 게이트는 1곳 입니다.)
ㅊ

< 클락공항 >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

받는 모습 >

여권/항공권
/입국신고서

지참

2 ) 입국 심사 후에 여권과 항공권을 받고 나오시면 짐 찾는 곳이 있습니다.

픽업 장소 안내 – 클락 공항

3 ) 각자의 짐을 찾으시고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 세관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 할 것이 없다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건물 앞으로 나오시면 “메이플 여행사” 피켓을 든
매니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8. 필리핀 입국 심사 및 픽업 장소 안내(단체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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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단체픽업)

마닐라 공항
단체픽업

마닐라 공항에서 BECI 어학원 까지는 버스로 5~8시간 소요됩니다. 교통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BECI 어학원>

5~6 시간 소요

<마닐라 공항>

클락 공항 픽업

<BECI 어학원>

3~4 시간 소요

<클락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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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착 후 스케줄

월요일

시간 일정

10:00
등록증명서 작성 및 ID카드

사진촬영

10:30 Writing Test

11:00 Reading Test

11:30 Grammar Test

12:00 점심 식사

13:00 Listening Test

14:00 SSP

15:00 오리엔테이션

17:40 저녁식사

18:30 시티투어

• Speaking Test 는 10:00 ~ 15:00 
SP실에서 개별 진행

시간 일정

7:50 식당에서 일과 시간표 받기

08:00

수업 진행

09:00

10:00

11:00

12:00 점심 식사

12:30

나이트클래스 오리엔테이션

• Speed ESL: 강의동 4층 식당
• Sparta: 커뮤니티 1층 트레

이닝 룸

• 나이트마켓 투어 : 금요일 8시 30분
주차장에서 출발 예정

화요일

- 상기 스케줄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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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기가 일찍 도착하거나 도착시간보다 늦어져 스탭을 바로 만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픽업장소에서 대기합니다.

2) 만약 픽업장소에 스탭이 없으면 뒷장의 영어와 타갈로그로 되어진 페이지를 근처 상점직원이나

공항직원에게 보여 주세요. BECI 어학원 학생이며 픽업 매니저에게 전화해 달라는 내용 입니다. 

(출국 전 뒷장에 총 3 장의 첨부 내용을 반드시 출력 바랍니다.)

픽업 매니저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

11. 비상 시 대처 요령 및 샌딩 방법

공항에서 현지인이 휴대폰을 건네거나,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NO, THANKS”라고 말하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지인들이 학생들에게 통화를 시켜주고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 합니다.

졸업 시 현지 공항 샌딩 방법

비상연락망

* 저희 스탭을 못 만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메모 또는 출력해주세요.

Name Phone number

Ricky 리키
(부원장)

+63 91 7580 6125
070 4685 2980

이정하 Patrick
(제너럴 매니저)

+63 99-5531-5951
KAKAO TALK : jeongha93

박신선 과장
(서울사무소)

070 8727 2980
KAKAO TALK: psseon

현지 샌딩 방법 2가지

- 베씨 어학원 차량 이용 마닐라 공항까지 바로 가는 방법 = 벤 한대당 20만원

(어느 공항이든 가능)

- 바기오 우등버스 (JOY BUS) 이용 공항 행 = 약 750~770페소 (약 2만5천원)

(JOY BUS 버스 시간표는 학원 내 구비, 현지 매니저에게 요청 시 개별증정,

단! 마닐라 3공항만 STOP! , 나머지 공항은 순환셔틀버스 이용, 약 30분 배차간격)

(공항간 거리 차로 약 30~40분 소요(교통체증심각)

Youmi Bae
이미지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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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매니저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

Hello.
We are BECI Institute in Baguio City.

We ask your  kind and good assistance to help us, to pick up our students from Korea 
and from Japan here in Manila airport, since they don’t know anything here.  

However, we encountered problems  of  meeting them because of circumstances that 
we never expected.
cellphone or your telephone, since the students who arrived here in Manila has no 
Philippines phone number and cellphone to use.  We know that this is a little bit burden 
to you but we are asking your kindness and help.
Together with this  simple request is our contact number.

When it comes to your help and kindness, we are going to compensate and repay your 
kindness as soon as we arrive here. Sorry for the inconvenience.
Thank you for  your help.                                                                                                    

- BECI -

11. 비상 시 대처 요령

Mabuhay!
Magandang Araw po!
Kame po ay sa BECI (Baguio English Communication Institute)
Magandang araw!
Gusto po sana namin humingi ng konting tulong sa inyo, tungkol po ito sa pagsundo ng 
aming mga istundyante, na galing sa bansang Korea at Japan. Kame po kasi ay 
nagkakaroon ng problema sa pagsundo sa kanila, kasi po wala po silang alam dito sa
Pilipinas,, marami po kasing naloloko na mga istundyante namin. Wala po kasi silang
cellphone na pwedeng gamitin para kontakin kame,, ang klaseng tulong na hihigein
namin sa inyo ay  sana po kung okay lang sa inyo,, kung pwedeng paheramin ng
cellphone o telepono ang mga istundyante na kakarating lang, para po kontakin kame. 
Sana po matulongan niyo po kame, sa kaunting tulong na henengi namin sa inyo. 
Kasama po sa konting pabor na ito, ay ang aming contact number na pwede pong 
contakin ng mga istundyante. Sana po ay matulongan niyo pa kame.. Para maiwasan na
po namin ang problema na ito.
Ang konting tulong na pwede niyo pong ibigay sa amin ay may paboya din po kameng
pwede ibalik sa inyo. Alam po namin itong kahilingan na ito, ay isang sagabal sa inyo, 
pero sana po matulongan niyo kame. 
Maraming salamat po sa i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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