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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어학사업을 이어온 BECI 어학원이 새 보금

자리에 안착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어학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어학환경과 생활

환경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첫째로 티쳐 트레이닝 시스템과 

전반적인 인사조직 재정비, 학사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BECI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간 대비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학연수기

관으로서 튼튼한 기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시설과 설비로 조성

된 강의동, 기숙사, 커뮤니티 시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학습에 집중 할수 

있 는 BECI 어학원 만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BECI에서의 연수 종료 후, 어학 실력 향상이라는 결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추

억까지 남겨 오랜 동안 깊은 여운이 피어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장소로 기억되

길 바랍니다.

[1] THE BEST TEACHERS

BECI 어학원은 어학교사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TESLA 협회와의 스폰서십을 통

해 교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ECI 헤드티처 대다수가 TESLA 협회

장 및 임직원을 역임하고 있어 엄선된 교사를 고용하고 양성하는 최고의 선순

환 싸이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 THE BEST ENVIRONMENT & FACILITY 

BECI 어학원은 자연을 품은 최고의 시설을 가진 어학연수 기관입니다. 바기오

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 가운데 위치한 BECI 어학원 캠퍼스 전체가 학업에 효

율을 배가 시켜주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THE BEST STUDENT SUPPORT AND BACKUP : BECI EDUCARE

BECI 어학원에서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생활과 학사를 관리하고 있

습니다. 본 에듀케어 시스템은 학생의 입학과 졸업현황, 출석관리, 레벨테스트 

결과, SP 테스트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어학연수 생활을 통

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THE BEST of 

B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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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BAGUIO

필리핀 바기오

Baguio

위치 : 루손섬 북부 중심 도시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224km 떨어진 

해발고도 1500m의 고원지대

인구: 367,053명

기온 : 연중 평균기온 17도~20도

(통계 : 2018년 11월 기준)

Philippines

수도 : 마닐라

언어 : 영어, 따갈로그어

인구 : 107,102,439

환율 : 1페소 약 21원

시차 : 한국보다 1시간 느림

기온 : 전국 연평균 26~27도

(통계 : 2018년 11월 기준)

산페르난도승마체험 액티비티헌드레드 호핑투어

바기오 플라워 페스티벌

필리핀 바기오 캠존헤이3 4 



BAGUIO
WHY
최고의 어학연수지, 필리핀 바기오

안전한 도시, 바기오 시티

‘바기오 택시기사들은 동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거슬러 줘!’ 바기오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

이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마디속에서 느껴지듯 바기오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순박한 성격으로 외국인에 대한 친

근감이 매우 높습니다. 치안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이며 대통령 별장, 육군 사관학교, 골프 컨트리

클럽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안전시설이 위치해 있어 필리핀의 대표적인 교육도시, 휴양도시, 안전도시로 자리

매김 하고 있습니다.

높은 영어수준 

바기오는 미군들의 휴양도시로 개발되었으며 도시설계도 미국의 워싱턴을 설계한 번햄(Burnham)이 맡아  미

국적인 모습을 도시 전반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 속에도 미국 문화가 스며 들어 있고, 그로 인

해 영어 수준도 필리핀의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필리핀 바기오는 연중 한국의 봄, 가을 기온과 같은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핀 대부분의 지형이 가진 

열대 기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스하고 시원한 기온 덕분에 오직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후적 환경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도시 바기오

바기오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산페르난도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은 세계적인 서핑포인트로 알려

져 있어 미주, 유럽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서핑 외에도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기오 북쪽으로는 세계8대 문화유산인 바나우웨(계단식 논)와 동굴체험이 

가능한 사가다, 그리고 아름다운 비치로 알려져 있는 헌드레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낭만과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액티비티 장소가 바기오 시내 곳곳에 조성되어 있어 어학연수 중 휴식이 필요할 때

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전통적인 교육도시

바기오에는 6개의 종합대학 의과 전문대학, 사관 학교 그 외에도 10여개의 대학이 위치에 있을 정도로 교육열

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교육도시가 가진 이점을 통해 BECI어학원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을 엄선해 학생들에게 

퀼리티 높은 1:1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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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프로그램

BECI 어학원에는 학생이 내뱉는 모든 표현, 단어, 문법 오류를 꼼꼼히 따져 고칠 수 있게 하는 ‘SP(스피킹 집

중 처방) 프로그램’과 발음 집중 교정 ‘리합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어학연수를 통해

어학실력 향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필리핀 내 어학연수기관 중 가장 강력한 실력향상 프로그램이라 

자부합니다.

NEW BECI STORY
BECI,
BECI의 새로운 이야기

집착할 이유 있는 BECI 어학원

최고의 시설

강의동, 기숙사동, 커뮤니티동 모두 실력 있는 건축가에 의해 지어졌으며 전체적인 설비 또한 현대적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동 5층에 마련된 BECI 라운지는 바기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통유

리 시설을 갖추었으며 카페와 스낵바가 있어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적비율

BECI 어학원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사우디,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어학연수 할 수 있습니다.

에듀케어 시스템

에듀케어 시스템은 입학과 동시에 학생의 모든 정보를 기입해 파일링하는 BECI 고유의 학생 통합 관리 시스

템입니다. 개별 부여된 계정을 통해 입학 및 졸업 현황, 최초 레벨테스트부터 마지막 레벨테스트까지의 성

적, 스피킹 집중 처방 테스트인 SP 테스트 영상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1

2

3

4

BECI Ai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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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며 건물 내/외부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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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일대일 강의, 그룹 강의, 나이트 강의 등 BECI 어학원 모든 강의가 진행되는 건물입니다.

기숙사동은 학생들이 자유로이 공부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BECI 라운지가 위치한 곳으로 BECI 

라운지가 위치한 5F에는 카페테리아와 인터넷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고 1F~4F까지가 숙소층입

니다. 1층에는 GYM이 구비돠어 있고 모든 방에서는 24시간 와이파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동에는 학사와 생활을 컨트롤 하는 BECI 오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BECI 오피스에서

는 학사 뿐만 아니라, 생활, 비자, 이민국 문제를 전반으로 다루는 오피스로, 어학연수 생활의 전

반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생님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트레이닝룸, 도서관, 

스피킹 집중 처방 SP 센터, 리합센터가 있습니다.

외부시설물로는 산책로, 배드민턴장, 농구장, 탁구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과 바비큐장, 마사지실

과 같은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Beyond Your Imagination

강의동

기숙사동

커뮤니티동

기타

면학분위기가 엄격히 조성되어 있는 BECI 어학원 강의동 

ACADEMIC 
BUILDING

A B

C

E

A  그룹 수업       B  그룹 강의실       C  일대일수업1       D  일대일수업2       E  일대일 강의실

D

BECI 라운지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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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BUILDING 
구비시설 : 리합 트레이닝센터 (발음교정 센터), SP 오피스(스피킹 집중 처방센터), 매니저 오피스, 티처 트레이닝룸, 도서관BECI 기숙사동, 기숙사 야경, 체력 단련실(GYM)

DORMITO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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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카페, 식당, 세탁소, 마사지샵

BECI
FACILITIES

배구 코트, 농구장, 탁구대, 배드민턴 코트

13 14 

배드민턴 코트마사지샵

카페

세탁소

식당

매점

탁구대농구장

배구 코트 



기숙사동 층별안내

5F    BECI 라운지, 카페

4F    기숙사 

3F    기숙사

2F    기숙사

1F    기숙사, 체력 단련실(GYM)15 16 

BECI 기숙사동 전경



BECI 어학원 기숙사는 연수생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학습 공간과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시설물을 철저하게 시공해 완성하

였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진정한 힐링을 누리며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실에는 개인별 책상과 의자, 침대, 옷장,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고 전용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강의동까

지 30m 정도 떨어져 있어 이동도 용이하며 무엇보다 라운지가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해 있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더라도 바로 내려와 편하

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1,2,3,4,6인실로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F    5F BECI 라운지, ESL CAFE, 스낵바

4F    기숙사, 강의동 입구와 연결

3F    기숙사

2F    기숙사

1F    기숙사 , 체력 단련실(GYM)

BECI 기숙사

층별안내

IN BECI
DORMITORY

기숙사 1 / 2 / 3A / 3B 인실  

1 인실 기숙사 개인책상

2 인실 기숙사

3 인실 기숙사

기숙사에서 본 풍경

기숙사 타입

 1 / 2 / 3A / 3B 인실 

(3인실 B는 테라스 없음)

기숙사 형태

방, 화장실, 세면실, 테라스

구비물품

싱글침대, 개인책상, 공용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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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4 / 6인실

기숙사 타입

4,6 인실 

기숙사 형태

방, 화장실

구비물품

싱글침대, 개인책상(6인실 제외)

 공용 냉장고

4인실 책상

4인실 기숙사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기숙사 복도

6인실 기숙사

19 

본원에서 도보로 3~4분 떨어진 외부기숙사로 2018년 신축

되었으며 화이트톤의 깨끗한 내부와 모던한 인테리어를 갖

추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싱글룸인 스탠다드룸과 2인실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룸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분위

기에서의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연수생에게 적합합니다. 

DORMITORY
EXTERNAL

BECI

20 

스탠다드룸

스탠다드룸

마스터룸 외부숙소 전경

마스터룸



LOUNGE
BECI

바기오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휴식과 학습

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BECI 라운지입니다. BECI 라운지는 

기숙사동 건물 5층에 위치해 있으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운

지 내 Wi-Fi가 구비되어 있으며 커피숍과 스낵바가 있어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ECI 라운지 구비시설

EOP 오픈 자습실, ESL CAFE, 스낵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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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STUDY, RELAX
BECI LOUNGE
BECI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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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BECI
최고의 어학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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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간

일대일 4시간 + 그룹 2시간 + 나이트 3시간 (선택)

월 1회 SP 테스트 진행

* SP 주 1회로 변경을 원할 시 현지에서 신청 가능 (2,000페소 / 4주 기준)

* Rehab 프로그램 추가를 원할 시 현지에서 신청 가능 (1,000페소 / 1주 기준)

SPEED ESL
SEMI  SPARTA PROGRAM

SPEED ESL 코스는 BECI 어학원에서 가장 오래된 코스로 15년 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세미 스파르타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초급자

부터 중/상급자까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각 요소를 균형 있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커

리큘럼을 자랑합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모든 모듈을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줍니다. 또

한 본 코스는 정규 수업 시간 이후 저녁 외출이 가능합니다. 

수업구성

레벨구분

등록조건

학원스케줄

BASIC 

UPPER BASIC 

PRE 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ăANCED

7 am 

7~8 am

8~8:50 am

9~9:50 am

10~10:50 am

11:50~1:00 pm

1~1:50 pm

3~3:50 pm

4~4:50 pm

5:50~7 pm

7~7:50 pm

8~8:50 pm

9~9:50 pm

10 pm

기상

조식

SPEAKING CLASS

LISTENING CLASS

READING CLASS

중식

WRITING CLASS

ESL GROUP CLASS

ESL GROUP CLASS

석식

NATIVăE CLASS

GRAMMAR CLASS 

PATTERN CLASS

점호

최소 8주 이상

1:1 class

4시간

Group class 

2시간

Night class

3시간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레벨에 따른 맞춤수업

-강사가 직접 교재제작

-원어민 회화수업

-문법수업

-패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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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일대일 5시간 + 그룹 3시간 + 나이트 3시간 (필수)

* 매주 1회 SP 테스트 및 SP 수업 진행

* 연수기간 중 1주 Rehab 프로그램 진행

SPARTA ESL
SPARTA PROGRAM

연수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종료일까지 오직 ‘어학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ESL 프로그램에 비해  타이트한 스케

줄 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도입되었고 주중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스파

르타 프로그램은 SP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스피킹을 집중 처방하고 본인의 잘못된 표현을 완벽히 고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1주

는 리합(발음 교정) 프로그램을 수강해 스피킹과 발음을 특화 수업까지 집중 공부합니다.

수업구성

레벨구분

등록조건

학원스케줄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 Grammar

-레벨에 따른 맞춤수업

-강사가 직접 교재제작

-발음 수업

-보카 수업

-문법 수업

BASIC 

UPPER BASIC 

PRE 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ăANCED

최소 8주 이상

1:1 class

5시간

Group class 

3시간

Night class

3시간

29 30 

7 am 

7~8 am

8~8:50 am

9~9:50 am

10~10:50 am

11~11:50 am

12~1 pm

1~1:50 pm

2~2:50 pm

3~3:50 pm

4~4:50 pm

5~5:40 pm

5:40~6:15 pm

6:15~7:15 pm

7:15~8 pm

10 pm

기상

조식

SPEAKING CLASS

LISTENING CLASS

READING CLASS

WRITING CLASS

중식

GRAMMAR CLASS

ESL GROUP CLASS

ESL GROUP CLASS

ESL GROUP CLASS

NIGHT CLASS

석식

NIGHT CLASS

NIGHT CLASS

점호



TOEIC 보장반
9시간

일대일 4시간 + 그룹 2시간 + 나이트 3시간

토익 보장반은 공인 토익 만점 선생님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본 보장반은 시험 출제 유형을 분석해 시험을 철저히 대비하며 개개인

의 취약 파트까지 완벽히 분석해 입교 점수를 기준으로 700점 보장반, 900점 보장반을 운영합니다. 보장반에서는 문제풀이, 모의고

사 보카테스트를 통해서 실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합니다.

-연수과정을 마치고 보장점수를 받지 못할 시, 충족시까지 수업료가 100% 면제됩니다. 

(숙식비 제외)

-원내 규율에 의한 패널티를 받거나 출석률 95%를 채우지 못할 시 보장조건은 취소됩니다.

- 최소 12주 등록 조건(공인성적 점수 1년 이내 보유)

- 700점 보장반: TOEIC 400 이상

- 900점 보장반: TOEIC 700 이상

- 공인점수 미 보유자는 원내 모의고사를 통해 대체 가능

1:1 class

4시간

- 토익 Speaking

- 토익 Listening

- 토익 Reading

- 토익 Grammar

- Group Class ( ESL )

- Listening Class 

- 토익 모의고사

- 토익 문제풀이

- 토익 보카 & 스터디

Group class

2시간

Night class

3시간

수업구성

수업규정

보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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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lass

4시간

1:1 class

4시간

Group class

3시간

Group class

3시간

Night class

4시간

Night class

2시간

- IELTS Speaking 

- IELTS Listening 

- IELTS Reading 

- IELTS Writing

- IELTS Speaking 

- IELTS Listening 

- IELTS Reading 

- IELTS Writing

- S peaking 

- Grammar

- S peaking 

- Grammar

- IELTS 보카

- IELTS 모의고사

- IELTS 문제풀이

- 셀프스터디

IELTS 보카

Listening

(BBC/TED)

IELTS Foundation & 보장반

아카데믹 8.0 이상을 보유한 아이엘츠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와 수준 높은 강사진들로 개설된 이래 100% 보장점수 달성

을 기 록하고 있는 베씨 어학원의 아이엘츠 코스가 소수정예 기수제(정원제) 도입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표 밴드 스코어를 보장하는 보장반과 아이엘츠 시험을 처음 접하는 학생을 위한 IELTS Foundation 반으로 나뉘어 지고 각 반은 20

명 정원으로 4주에 1기수만 입학을 허용하고 아이엘츠 코스 전담 매니저가 정규수업 출석부터 야간 자율 학습과 단어 암기 까지 철저

한 밀착 관리를 통해 학업 성취율을 높여 줍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영국식 발음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상식을 요구하는 아이엘츠

시험인 만큼 BBC 영국공영방송과 TED강연을 이용한 시청각 Listening 그룹 수업이 추가 되었습니 다.

1) 조건: 12주 이상 등록자 대상이며, 공인 성적 점수 1년 이내 성적 보유

2) 입교 조건
(1) 5.5 보장반: 4.0 이상   (2) 6.0 보장반: 5.0 이상
(3) 6.5 보장반: 6.0 이상   (4) 7.0 보장반: 6.5 이상
(5) Foundational IELTS: Entry Test 성적 Founational ~ Elementary2 

3) 참고사항
(1) 공인점수가 아카데미 점수일 시, 아카데미 점수로 보장하며 제너럴 점 
 수 일 시, 제너럴 점수로 보장함
(2) 프로그램 참여 10주 이후 원내에서 지정된 날짜에 공인 시험 참가, 테
 스트 결과에 따라 보장 점수 도달 못할 시 다음 공인 시험 시까지 수업
 료 전액 학원 부담(단 수업료만 보장함, 숙박비 항공권 등의 기타 금액
 은 학생 부담)
(3) 공인 시험 비용 전액 지원
(4)  홈페이지에 공지된 보장반 입교일(월1회)에 입학 가능
(5)  원내 규율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석률 95%미달 시 보장조건은 취소

보장반 

보장조건

IELTS Foundation 보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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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D.I.Y
PROGRAM

본 프로그램은 20일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수업 시간 

내 운영됩니다. 학생의 스케줄에 따라 수업 일정이 맞춰지며 ESL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ECI 라운지의 ESL 카페에서 진행되며 과정 종료 시 본 

코스를 수료하였음을 인증하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본 코스는 현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 6,000페소)  

본 프로그램 수료 후, 바기오 다운타운의 카페에서 OJT 가능 (비용 2,500페소)

Barista Văocabulary, Coffee Beans, Orientation to Coffee 

Shop Machines, Tools and Equipment

Preparing Coffee Beans, Grinding, Extracting Espresso

Immersion

Making Latte, Cappuccino, Mocha, Etc.

Steaming/Frothing Milk

DAY 1 – 2 

DAY 3 – 4

DAY 5– 6 

DAY 7 – 10

DAY 11 – 2 0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 

귀국 후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MAKE YOUR OWN DRINKS

SPECIAL BUSINESS

 ENGLISH COURSE

BECI 어학원의 비즈니스 코스 SBEC(Special Business English Course)는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 각 모듈에서 비즈니스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코스는 비즈니스 영어의 유형적인 접근을 시작으로 점층적으로 학습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

어 매 레벨마다 학습자에게 명확한 목표와 성취감을 줍니다.

1.   Speaking – Business English Speaking

2.   Listening – Interactive Comprehension

3.   Writing – Business English Correspondence

4.   Reading – Business English Văocabulary

5.   Business Presentations, Debate and Role Plays

대상

목표

레벨구분

수업구성

-업무적으로 비즈니스 영어가 필요한 학습자

-영어권 국가로 이민 , 취직 및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ESL 모든 레벨 수료 후, 더욱 풍부한 어학능력을 갖추고 싶은 학습자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 서로 다른 모듈에서 모든 표현을 효과적으로 

  의사표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커뮤케이션으로 발전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춤

레벨1 초급

(Preliminary)

일반 비즈니스 영어 기본 과정 

-자주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 학습

-이력서/커버레터 작성/첨삭

-인터뷰 시뮬레이션

 비즈니스 영어 심화 학습 과정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영문 문서에 대한 이해와 표현

-전화영어/미팅 시뮬레이션

실제 중심적 비즈니스 영어 과정 

-영문 리포트, 제안서, 

기안문 작성

-장문 독해, 표현 이해

(계약서 검토 등)

-비즈니스 미팅 주관

레벨2 중급

(Advantage)

레벨3 고급

(Superior)

9 시간

일대일 5시간 + 그룹 1시간 + 나이트 3시간

나이트클래스는 SPEED ESL 나이트 클래스와 동일하게 선택 수업 가능합니다.



SPEAKING 
PRESCRIPTION

스피킹 집중 처방 프로그램

연수과정 중 향상된 실력을 확인하고 학생의 취약파트(예컨대 어휘, 어법 혹은 발음 등의 포

인트)를 포착해 해당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인터뷰 방식을 채택해 학생 레벨에 따라 질의 응답, 사진 묘사, 주제 설명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모든 과정을 동영상 촬영합니다. 

촬영된 동영상을 SP담당 전문교사가 학생이 말한 그대로 Script화하여 Grammar, 

Pronunciation, Fluency 오류 등을 체크하여 주고 객관적 채점 기준(발음, 강세, 억양, 어휘, 문

맥의 일관성, 내용의 정확성, 청자로서의 이해도, 정확한 어법구사, 세련된 표현의 유연한 활

용 등에 기반)에 따라 9개 등급에 나눠 레벨이 정해지게 됩니다.

테스트방식

평가방법

개요

SP 

수업 진행

입학

레벨테스트

SP

녹화지 작성

SP
평가지 작성

SP 

결과 상담

SP 레벨테스트

(주 1회)

비디오

녹화 / 촬영

비디오

코딩 작업

SP 테스트 진행과정

SP TRANSCRIPTION&RESULT

분석항목

결과분석

SP 결과분석

표현수정

자연스럽지 않은 표

현을 수정하여 활용

하기 쉬운 문장을 제

시합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문법 사용 능력, 이해력, 문장 구성력, 일관성, 유창성, 단어, 

강세 발음, 억양 등

발음 문법 표현교정

연수기간 동안 SP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늘게 되며, 

지적 받은 오류들은 즉각적으로 고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SP 프로

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즉각적인 표현 수정과 올바른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4주가 지나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중점적으

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영어 표현의 완성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SP 스코어 레벨링은 1부터 9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4~6점은 인터미디어 

레벨을 의미하고 7~9점은 어드밴스드에 가까운 표현을 구사하고 있음을 말

합니다. 학생이 받은 SP 레벨에 따라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본

인의 강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법수정

문법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을 수정해 올바른 

문법을 교육합니다.

발음교정

SP 리코딩 전담 선생

님이 학생의 틀린 발

음을 정확히 캐치해 

올바른 발음법을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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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별 SP 테스트 횟수

* Semi Sparta – 월 1회
* Sparta – 주 1회



본 프로그램은 BECI 어학원의 미국 원어민 인프라를 통해 학생에게 발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며, 연수기간 내 1주일을 리합 소그룹(5명 내외) 구성원으로 한정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발음이 취약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타 코스 학생도 요청 시 1,000페소로 신청가능)

미국 원어민 선생님과 집중적으로 잘못된 발음 훈련 (4시간)

필리핀 선생님과 리뷰 (2시간)

오후 1시~ 5시 (미국 원어민 선생님) 

오후 7시 ~ 9시 (필리핀 선생님)

리합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EOP(English Only Policy) 정책 준수

타 학생들과 별도 관리

REHAB
PROGRAM       

발음 집중 교정 프로그램

내용

대상

수업

시간

특이사항

SP(스피킹 집중 처방 프로그램)에 이어 학생 개개인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BECI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가장 취약했던 '발음'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스페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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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I EDUCARE
SYSTEM

BECI 에듀케어란 학생의 연수생활을 통합 · 관리하는 BECI 고유의 학생관리 시스템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학생의 연수 
정보가 에듀케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며, 연수 기간 동안의 학사 및 생활 정보 등이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집니다.   

입학과 졸업현황, 최초 레벨테스트부터 마지막 레벨테스트까지의 성적, 스피킹 집중처방 프로그램인 SP 영상까지 모두 
개인에게 부여된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학생 정보 관리

학생의 영어 이름과 국적, 성별, 생년월일, 나이 등 기
본적인 프로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권 상의 이름, 최초 레벨, 연수 시작일그리고 수강하는 
코스도 기록됩니다.

02
성적 관리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응시했던
시험 종류와 일정이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각 시험 별로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Grammar 5가지 영역으로 분리되어 점수 
배분이 이루어지며 총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테스트 영상 관리

SP 테스트 당시 촬영된 영상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어학연수 + 스파르타 학생을 기준으로, 연수 
종료 시 총 12개 이상의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미 스파르타 및 시험 대비 코스의 경우

월 1회 SP 테스트 영상 업로드 

www.becieducare.com



스케일이 다른 바기오에서의 액티비티!

필리핀 바기오 인근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기오에서 차로 2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페르난도 해변에서의 서핑체험, 계단식 논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바나우웨와 사가다 동굴체험, 스페인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비간 여행까지! 가까운 곳에서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기오 시내에서는 넓은 컨트리 클럽에서의 일일 골프체험, 승마체험, 

캠핑 체험을 할 수 있으며, Beci 어학원 원내에서도 농구,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핑체험, 세계문화유산탐방, 승마체험까지! 

ACTIVITY
BECI BECI 어학원에서는 액티비티를 통한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학

생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

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ECI의 대표 액티비티인 ‘아웃리치 프로그

램’은 바기오 현지 초, 중 고등학교와 협력해 BECI 학생들이 가진 지

식과 재능을 현지 학생들에게 나누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강

연을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전 영어 회화를 준비하

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아웃리치 전담 코치와 팀을 이

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협상과 토론, 발표와 질의 응답에 대

한 스피킹 기술도 익힐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월 진행되는 BECI 

월간 액티비티, 바기오 현지 아이들과의 멘토링 활동 등을 경험하며 

BECI 어학원에서 배운 영어를 2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BECI 어학원에서 배운 영어 

200% 활용하기 

OUTREACH
BECI

BECI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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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증

[출국관련 준비물]

여권, 왕복 항공권 

보험: 유학생 보험 증권 지참

신용카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등

[학업관련 준비물]

사전, 필기도구, 단어/문법 책

[기타 안내사항]

전기 제품은 돼지코형 코드로 준비 

  (기숙사 내 220V 완비)

무스와 스프레이, 칼, 손톱깎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니 반드시 수화물로 부칠 것

새로 산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장풀것

연수상담

등록금입금

연수준비물 
체크

오리엔테이션
/ 출국

등록

연수비입금

연수준비물 입학절차

본 브로슈어에 기재된 규정은 등록/환불에 국한한 규정사항이며 BECI 어학원 입학 시 배포하는 규정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대한 서명은 현지 오리엔테이션 시 진행됩니다.

 

[등록규정]

-등록금 10만원은 환불되지 않으며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은 개강 4주전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4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2주 전까지 비용을 완납해야 합니다.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이월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환불규정]

- 연수일정 연기 및 변경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3주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을 시 가능하며 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경 변우경이 불가합니다.

- 2. 3주 이상의 출국 예정일이 남아있을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환불 가능하며 3주 미만의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입학금과

위약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1주 이하의 출국 예정일이 남아있을 경우 입학금과 위약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만 환불됩니다.

- 연수 중 개인 사정으로 연수를 중단할 경우 또는 8주 이상의 연수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남은 연수 기간의 60% 가 환불되며 8주 미만

의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50% 환불, 4주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환불 진행은 학생 퇴실 1주일 전에 학원 매니저에게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BECI 어학원 본사에서 연수생의

지정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세부 규정사항이 기재된 규정집은 입학 당시 현지에서 배포하며 본 규정에 대한 서명이 요구됩니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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