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 BECI Main Campus

381 Purok 5, Dontogan, Baguio City, Philippines

API BECI The Cafe (Lady Campus)

#43 Gladiola Street Amparo Heights, Camp 7
Baguio City, Philippines

ALS Language Center

5 Quách Văn Tuấn, Phường 12, Tân Bình
Hồ Chí Minh City, Vietnam

한국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7-42 6F
Tel. 070-8727-2980
Fax 02-558-2980

발행일 : 2019년 8월

Copyright © API BECI ACADEMY INC. All Rights Reserved

www.beciedu.com

CONTENTS
1 WELCOME TO
API GROUP

2 API CAMPUS
3-4 5 REASONS TO STICK WITH API GROUP
5 WHY CHOOSE BAGUIO CITY?

6 BECI MAIN CAMPUS

31 BECI THE CAFE

9- 18 CURRICULUM

33-36 CURRICULUM

7 STRONG POINTS & LEVELING SYSTEM
8 CURRICULUM SUMMARY
9-10 SPEED ESL
11-12 SPARTA ESL
13-14 SPECIAL BUSINESS ENGLISH
15-16 TOEIC FOUNDATION & GUARANTEE
17-18 IELTS FOUNDATION & GUARANTEE

19 ADD-ON PROGRAMS
20-27 FACILITY

20 ACADEMIC BUILDING
21-22 API BECI LOUNGE
23-24 DORMITORY BUILDING
25 EXTERNAL DORMITORY
26 COMMUNITY BUILDING
27 MORE OF OUR FACILITIES

28 API BECI TEAM
29-30 ACTIVITY

(LADY CAMPUS)

32 STRONG POINTS
33-34 SPEED ESL
35-36 SPARTA ESL

37 ADD-ON PROGRAMS
38-40 FACILITY

38 ACADEMIC BUILDING
39 DORMITORY BUILDING
40 MORE OF OUR FACILITIES

41 ACTIVITY
42 API BECI TEAM

43 CURRICULUM GUIDE
44 API BECI POLICY

WELCOME

BAGUIO, PHILIPPINE
API BECI Main Campus

TO API
GROUP

381 Purok 5, Dontogan, Baguio City

API BECI 메인 캠퍼스는 2003년 설립되어 전문화된 영어 학습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원을 찾는 학생들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집중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년간 쌓아온 학습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바기오 시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캠퍼스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3 CAMPUSES

저희 API Group이 ‘필리핀의 여름 수도’라 불리는 바기오 시티에서 해외 어학 교육의 여정을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이 넘었습니다. 제 2 언어인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목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API Group
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훈련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학습자들이 결과 뿐 아니라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즐
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 활동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어학 연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영어 사용 환경에 오롯이 노출되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연수 기간 대비 최상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생활 공간을 각 목적에 맞게 설계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학 연수 생활을 즐길 수 있
는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축해 온 API Group 메인 캠퍼스 본원의 교육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점점 다양화 되어가는 학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

해 필리핀 최초 여성 캠퍼스인 베씨 더 카페(레이디 캠퍼스)와 어학 연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ALS Language Center(베트남 캠퍼스)를 성
공적으로 오픈 하였습니다.

저희 API Group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계 교육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ESL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AGUIO, PHILIPPINE
API BECI The Cafe (Lady Campus)

#43 Gladiola Street Amparo Heights, Camp 7, Baguio City

API BECI the Cafe (레이디 캠퍼스)는 여학생 전용 캠퍼스로
바기오 시티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캠프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끼리 생활하므로 모든 학습, 생활 공간을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메인 캠퍼스와 완전히 분리하여 이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하였으며 오로지 영어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학습 분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HO CHI MINH, VIETNAM
ALS Language Center

5 Quách Văn Tuấn, Phường 12, Tân Bình, Hồ Chí Minh

ALS Language Center는 베트남 호치민 시티에 위치한
API Group의 첫 번째 베트남 캠퍼스입니다.
자유로운 도시 생활 속에서 여행과 어학 연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영어 전문 지식을 갖춘 높은 경력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생의 레벨에 맞는 양질의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어 강의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본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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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FOR
IMPROVING
SPEAKING SKILL:
SP TEST

SP 담당 전문 교사에 의해 오류가 체크되며, 10
가지 객관적 채점 기준(발음, 강세, 억양, 어휘,
유창성, 문맥의 일관성, 내용의 정확성, 청자로
서의 이해도, 정확한 어법구사, 세련된 표현의
유연한 활용)에 따라 레벨이 평가됩니다.

REASONS TO STICK WITH

API GROUP
1

SP (Speaking Prescription:스피킹 처방전)는
API Group의 대표 스피킹 강화 프로그램 중 하
나입니다. 학생의 테스트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
하여 본인의 취약파트를 집중 개선하는데 도움
을 줍니다.

3

THE EDUCATION SYSTEM

THE QUALIFIED
TEACHERS

5

API Group은 필리핀 어학교사 라이선스 발

API Group은 2019년 현재 총 세 개의 캠퍼스

TESLA(Teachers of ESL Association) 협회

에, 나머지 한 곳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 위치해

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은 필리핀 바기오 시

급 및 교사 트레이닝을 주관하는 교육협회인

에듀케어 (EDUCARE) 는 API Group 고유의 혁신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입니다. API 캠퍼스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본인
의 연수 정보와 모든 학습 내용을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체 개발되었습니다.

학업 정보, 레벨 테스트 결과, 스피킹 처방 프로그램인 SP 비디오 녹화본 등이 모두 한 플랫폼에 저장되며 개별 부여된
로그인 계정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CAMPUS TO
CHOOSE FROM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메인

와 스폰서십을 맺고 있습니다. TESLA 협회장

캠퍼스에서 2 개월 간 공부하고 베트남에서 1

이 메인 캠퍼스의 교육 및 커리큘럼 개발 부서

개월 동안 공부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장을 역임하고 있어 API Group 전체에 유능한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학생들에게 보다 가

교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교사들 역시 API Group에 속해있는 동안 지속

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
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THE
MANAGEMENT

API Group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원 운영을
전문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매니지먼
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사 코디네이터, 커리

Course & Schedule
학생의 기본 프로필부터 수강 코스,
수업 스케줄이 기록됩니다.

3

Records

연수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응시했던 시험
종류와 결과가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Speaking
Prescription

SP 테스트 당시 녹화되었던 영상과 함께

큘럼 컨설턴트, SP 전담팀, 나이트 클래스 코
디네이터, 인포 데스크, HR 부서, 마케팅팀, IT
팀, 시설 관리자 등이 API Group의 각 캠퍼스
유지 관리를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문법과 발음 등의

교정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4

WHY CHOOSE

BAGUIO CITY?

BAGUIO CITY

• 위치 : 루손섬 북부 중심 도시,마
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224km 떨어
진 해발고도 1500m의 고원지대
• 인구: 272,714명
• 기온 : 연중 평균기온 19도
(통계 : 2019년 8월 기준)

THE IDEAL
ENVIRONMENT
TO LEARN ENGLISH

필리핀 바기오 지역은 필리핀 대부분의 지형이 가진
열대 기후에서 벗어나 있어 연중 서늘한 기온을 유
지합니다. 따스하면서도 시원한 날씨가 이어져 어학
연수지 중 단연 최고의 환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THE CITY
OF EDUCATION

바기오는 6개의 종합대학, 의과전문대학, 사관 학교
외에도 10여 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교육
열이 매우 뛰어난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
해 저희 베씨 어학원에서는 엄선한 선생님을 선별
해 퀄리티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군 휴양도시로 개발된 지역 특색으로 인해 지역의
영어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5

THE SAFE CITY

바기오 시티는 필리핀의 다른 도시에 비해 치안이
가장 좋으며 대통령 별장, 육군사관학교, 휴양 호
텔, 골프 컨트리 클럽이 있어 필리핀의 대표 교육도
시, 휴양도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BAGUIO CITY
MANILA

THE CENTER OF
TRAVEL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바기오 시내를 시작으로 다
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 관광지가 바기오 근교에 많
습니다. 인근의 산페르난도 해변에서의 서핑, 헌드레
드 아일랜드에서의 호핑 투어, 세계 7대 문화유산인
바나우웨 코스 트래킹, 사가다 동굴 체험 등이 가능
합니다. 낭만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장소가 바기오 시
내 곳곳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 중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HILIPPINES

• 수도 : 마닐라
• 언어 : 영어, 따갈로그어
• 인구 : 108,106,310
• 환율 : 1페소 - 약 21원
• 시차 : 한국보다 1시간 느림
• 기온 : 마닐라 기준, 평균 28도
(통계 : 2019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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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BECI

STRONG P

API BECI Origin

API Group의 시초가 된 API BECI 메인 캠퍼
스는 17 년간의 교육 경험을 축적한 노하우
로 어학 연수생들에게 퀄리티 높은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원의 탄탄한 매니지먼
트 시스템과 체계적인 학사 프로그램을 기반
으로 베씨 더 카페(레이디 캠퍼스)와 ALS 랭
귀지 센터(베트남 캠퍼스) 에 맞춤형 커리큘
럼이 적용되기 때문에 API 그룹의 모든 캠퍼
스에서 동일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URRICULUM SUMMARY

COURSES FOR ALL

INTS

Owns A Large Campus
with a Great View

10,000평이 넘는 넓은 부지에 견고하게 세워진
API BECI 메인 캠퍼스에서는 바기오의 넓고 아
름다운 전경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API BECI 본원
에서 힐링이 되는 어학 연수 생활을 경험해보
시기 바랍니다.

The Academy Has Several
Courses Able To Answer
Students’ Academic Needs

API BECI는 어학 연수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지속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스

SPEED ESL

(SEMI-SPARTA)

SPARTA ESL

API BECI

LEVELING SYSTEM

TOEIC

0-250

255-400
405-600
6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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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PAPER
0-3150

310-343
347-473
397-433
437-473

477-510
513-547
550-587

TOEFL
IBT
0-8

IELTS

1.0-1.5

30-40

3.0-3.5

41-52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2.0-2.5
4.0

53-64

4.5-5.0

65-78

5.5-6.0

79-95

6.5-7.0

*BECI Leveling
System

A1
A2

TOEIC
FOUNDATION

토익 파운데이션은 토익을 처음
시작하거나 기초 문법 및 어휘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B1 (IETLS 3.5)
B1 (IETLS 4.5)
B2 (IETLS 5.0)
B2
C1

785-990

590-677

96-120

7.5-9.0

C2

990

67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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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TOEIC
GUARANTEE

(21-40)
Basic 1
(41-60)
Basic 2

(61-75)
Intermediate 1

IELTS
FOUNDATION

(76-90)
Intermediate 2
(91-95)
Advanced 1
(96-100)
Advanced 2
(100)
Advanced 2

스파르타 ESL은 단기간에 빠른 영어
능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타이트하게 구성된 코스입니다.

스페셜 비즈니스 코스는
실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된 코스입니다

BLS
(1-20)
Foundational

0-1.0

9-18

19-29

CEFR

세미 스파르타로도 잘 알려진
스피드 ESL은 API BECI
학사 프로그램 중 가장 역사가 깊은
대표 코스입니다.

SPECIAL
BUSINESS
ENGLISH

API BECI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베씨 어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레벨 테스트 과정을 통해 영어 능력을 평가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등록한 코스에 따
라 개별적으로 주간 혹은 월간 테스트를 치르게 되며 시험 결과에 따라 다른 등급별 수업을 제공받습니다.
API BECI의 레벨링 시스템은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인 CEFR을 기준으로 환산되어 개발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 동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
여주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용

IELTS
GUARANTEE

토익 보장반은 토익 공인 시험에서
특정한 점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코스로,
개별 성적에 따라
목표 점수를 보장합니다.

아이엘츠 파운데이션은
IELTS 시험을 처음 준비하거나
기초 실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아이엘츠 보장반은 학생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IELTS 시험 성적에 맞춰
특정 목표 점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코스입니다.

수강기간

레벨

1-24주

수업시간

제한 없음

9 classes

1:1 수업 – 4 classes
그룹 수업 – 2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선택 수업)

1-24주

제한 없음

11 classes

1:1 수업 – 5 classes
그룹 수업 – 3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의무 수업)

1-24주

중급 이상

9 classes

1:1 수업 – 5 classes
Group 수업 – 1 class
저녁 수업 – 3 classes
(선택 수업)

1-24주

제한 없음

9 classes

1:1 수업 – 4 classes
그룹 수업 – 2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선택 수업)

12주

1-24주

12 주

Official Entry
Score

Guaranteed
Increase

550

+700 up

400
700

+600 up
+800 up

보유/입학 점수
3.5↑

Official Entry
Score

Guaranteed
Increase

5.0

+6.0 up

4.0
6.0
6.5

+5.5 up
+6.5 up
+7.0 up

9 classes

1:1 수업 – 4 classes
그룹 수업 – 2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의무 수업)

9-10 classes

1:1 수업 – 4 classes
그룹 수업 – 3 classes
저녁 수업 – 2-3 classes
(선택 수업)

9-11 Classes

1:1 수업 – 4 classes
그룹 수업 – 3 classes
저녁 수업 – 2-4 classes
(의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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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ESL
세미 스파르타로도 잘 알려진
Speed ESL 코스는 베씨 학사 프로그램 중
가장 역사가 깊으며 많은 어학연수생들의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레벨에 상관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영어의 기본적인 4가지 영역
(Speaking, Listening, Reading & Writing)을
균형 있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자랑합니다.

수강기간
개강일
레벨

수업시간

시험일정

1-24주

매주 월요일
제한 없음

1:1 수업 – 4 classes

그룹 수업 – 2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선택 수업)

월 1회 (SP 테스트 포함)

Objective:

- 탄탄하게 구성된 수업을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을
복합적으로 학습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Recommend to

-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어 연수를
진행하고 싶은 분
- 영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분
- 실용적인 영어 활용을 원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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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LASS

• Speaking -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
통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어휘 및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 Reading - 독해와 어휘에 중점을 두며, 각
섹션별로 흥미롭고 주제로 구성된 지문이
제공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어휘와 관용구
도 배울 수 있습니다 .
• Idioms - 실제 외국인들이 자주 쓰는 관용
표현을 익히고 각 관용구가 어떻게 다른 형
태, 의미 및 시제로 묶이는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Expression / Listening /
Grammar / Writing
- 위 네 가지 과목의 수강을 원할 경우, 코디
네이터와 상담을 통해 별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추가 비용 없음)

GROUP CLASS

• Pronunciation - 본 수업 교재는 미국 연설
의 리듬, 수축된 형태의 단어, 구어체 축약
및 연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모음
의 소리, 자음, 억양 패턴, 구문, 혼합 그리
고 명사와 동사의 규칙적인 전환을 통해 발
음 연습을 하게 됩니다.
• Listening - 듣기 수업 자료의 주제는 실생
활부터 뉴스까지 다양하며 각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 요점, 부연 설명, 요약본, 스
토리의 흐름, 추론 및 예상 관련 내용을 듣
게 됩니다.
• Writing - 품사 및 절의 기능, 문장 구조를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진
행합니다.
• Grammar - 문법 수업은 시제, 의문문과 관
사와 같은 문법적 범주 내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IGHT CLASS

• Vocabulary
• Look Who’s Talking?
• Native Speaking 1,2,3
• Pattern English 1,2
• Speaking Pronunciation
• What Can I Say?
• Fun with Conversation Grammar
*저녁 수업은 학생들의 레벨과 선호
도에 따라 제공됩니다.
*최대 3개까지 저녁 수업 수강이 가
능합니다.
*각 저녁 수업의 최대 정원은 10명
입니다.

*저녁 수업 등록은 현지에서 선착순
으로 이루어집니다.

SAMPLE SCHEDULE
Day Time Program
Class Time
8:00-8:50
9: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00-1:50
2:00-2:50
3:00-3:50
4:00-4:50
5:00-5:50

Night Class (선택 수업)
Class Time
5:00-5:50
6:15-7:05

Class Subject

Class Teacher

GC Grammar

GC – T. Candice

Reading

GC Listening
Speaking

Class Room

T. Jiselle

C1

Break

F5

GC T. Gina

E3

T. Del

G9

Lunch

Writing

T. Ezrah

Listening

T. Mj

A3

Break

H10

Break

*정규 수업 이후 평일(월~금) 외출이 가능합니다.
Class Subject
Vocabulary

7:10-8:00

Native Speaking 2

8:10-9:00

Pattern English 1

Class Room

Class Teacher

E1

T. Emmy

Dinner
T. Keith

(American Teacher)
T. Budz

E6
E3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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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 ESL
Sparta ESL 코스는 첫날부터 종료일까지
어학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Speed ESL 코스에 비해
타이트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통제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스피킹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므로
SP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 개인의 잘못된
영어 표현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수 기간의 일주일 동안은
Rehab (발음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스피킹과 발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1-24주

수강기간

매주 월요일

개강일

제한 없음

레벨

1:1 수업 – 5 classes

수업시간

그룹 수업 – 3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의무 수업)

SP 테스트

Rehab 프로그램

주 1회

연수기간 중 1주

Objective:

학생들이 본인이 가진
영어 커뮤니케이션의 취약점을 찾고,
이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Recommend to

- 단기간 스피킹 실력 향상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
- 정해진 일정에 따라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
-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자신감을 빠르게 얻고 싶은 분

1:1 CLASS

• Sparta Speaking - 학생들이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어휘와 표현을 매주 진
행하는 SP 테스트에서 사용하게 합니다.
• Sparta Reading - 어휘력과 독해력을
키워주는 읽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
체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이러한 활동은 발음 연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 Sparta Picture Description- 본 수업
은 단순히 그림을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Sparta Writing - 창작이나 공식적인 작
문을 통해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함께 문
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Speaking -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면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추
가 스피킹 수업입니다.

GROUP CLASS

• Speaking Prescription - SP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은 본인의 약점을 찾고 해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자주 쓰
는 표현이 늘게 되며, 지적 받은 오류들을
즉각적으로 고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음
은 물론 올바른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향상되는 실력을 직접 체
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Sparta GC Speaking - 담당 그룹 수업
선생님이 준비하는 다양한 말하기 실력 향
상 활동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신
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 Sparta GC Listening -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표현 이해하기 / 이야기하는 주제의
요지 파악하기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
는 연습하기 / 영어의 연음 법칙 파악하기
/ 듣기 전략 개발하기.

NIGHT CLASS

• Mackyt Happen
• Stiirup your Brain
• The Destrier Speaking / Listening
• Rules, Rules, Rules
• Speak Out 1- 3
• Twist and Curls
• Listen Yo!
• Voca and Listening Yo!
• More than Words
• Convey a Message
• Speak of the Words

*스파르타 코스 학생들의 저녁 수업은
의무 사항입니다.
* 스파르타 코스의 저녁 수업 과목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SAMPLE SCHEDULE
Day Time Program
Class Time
8:00-8:50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SPE Reading

T. Bliss

H13
F3

Sparta GC Listening

9:00-9:50

10:00-10:50

SPE Writing

GC T. Chad
T. Alexa

F1

A3

11:00-1 1:50

Sparta GC SP

GC T. Macky

1:00-1:50

Sparta GC Speaking

GC T. Des

Training Room B

3:00-3:50

Speaking

T. R-lyn

SC Room 3

12:00-12:50
2:00-2:50
4:00-4:50

SPE Speaking

SPE Picture Description

Night Class (의무 수업)
Class Time
5:00-5:50
5:50-6:15
6:15-7:05
7:10-8:00

Class Subject

Sparta NC Listening
Sparta NC Speaking

Sparta NC Vocabulary

Lunch
T. Gelo

T. Grace

D12

SC Room 6

*평일(월~목) 외출이 불가합니다.

Class Teacher

Class Room

NC T. Macky

Presentation Room

NC T. Greg

Training Room B

Dinner

NC T. Milrose

Training Room A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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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BUSINESS ENGLISH
Special Business English 코스는 실제 비즈니스 업무 환경에 필요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의 유형을 세분화한 점층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습자들은 본 코스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
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4주

수강기간

매주 월요일

개강일

중급 이상

레벨

1:1 수업 – 5 classes

수업시간

시험일정

그룹 수업 – 1 class

저녁 수업 – 3 classes (선택 수업)

월 1회 (SP 테스트 포함)

Objective:

1. 비즈니스 영어 역량을 키우는데 요구되
는 다양한 의사 소통 활동에 적극 참여
2. 비즈니스 세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맞는 의사 표현 가능
3. 비즈니스 미팅,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
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갖춤

Requirements:

TOEIC 400점 이상 혹은 IELTS 3.5 이
상의 레벨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강 가능
합니다.

SBEC LEVELS

본 프로그램은 각 학습자가 원하는 수준의 비
즈니스 영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세 가지 중 본인이 필요로 하는
SBEC 레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Level 1

Preliminary – 예비 과정
• 자주 사용하는 일반 어휘와 표현 학습
•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 및 첨삭
• 인터뷰 스킬

Level 2

Advantage – 심화 과정
• 비즈니스 작문 (짧은 비즈니스 이메일)
• 영문 차트와 그래프에 대한 이해
• 실제 전화 대화, 짧은 회의 시뮬레이션

Level 3

Superior - 실무 과정
• 영문 리포트, 비즈니스 메시지 작성
• 비즈니스 관련 출판물 읽기 및 토론
• 비즈니스 미팅 주관

1:1 CLASS

• Speaking
- Business English Speaking (2 classes)
본 수업은 비즈니스 영어 회화에서 필요한 기
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비즈니스
관련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실습과 업무 환경에 대한 기회를 간접적으
로 제공합니다.
• Listening
- Interactive Comprehension (1 class)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비즈니스 영어 시나리오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듣기 이해 능력을 개발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Writing
- Business English Correspondence (1 class)
다양한 비즈니스 서신 양식에 대해 공부하며
의미 있는 훈련을 통해 능숙하게 비즈니스 서
신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 하게 됩니다.

• Reading
- Business English Vocabulary and
Text Comprehension (1 class)
비즈니스 읽기 자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학습하
고,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문맥을 이해하는 능
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GROUP CLASS

• Business English Activities
(Presentations, Debates, and Role Plays)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서 습득한
기술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노출되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함과 동시에 자신
감을 키워주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어줄 것
입니다.

NIGHT CLASS

*스페셜 비즈니스 코스의 저녁 수업은
Speed ESL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ample Schedule
Day Time Program
Class Time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9:00-9:50

CNN Listening 2

T. Taylor

B10

11:00-1 1:50

Speaking (market Leader)

T. Iris

H1

1:00-1:50

Interview

T. Glenda

C9

3:00-3:50

Vocabulary in Business in use

T. Haryeth

H14

8:00-8:50

10:00-10:50
12:00-12:50
2:00-2:50
4:00-4:50
5:50-5:50

Night Class (선택 수업)
Class Time
6:00-7:05
7:10-8:00
8: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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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CNN Reading 2

T. Melda

J1

Break

Lunch
Break

T. Gretchen

C2

Break

*정규 수업 이후 평일(월~금) 외출이 가능합니다.
Class Subject
Pattern English 2

Native Speaking 3

Class Teacher

Class Room

T. Budz (Filipino Teacher)

E3

Dinner

T. Keith (American Teacher)

E6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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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FOUNDATION
TOEIC Foundation 코스는 토익을 처음 시작
하거나 기초 문법 및 어휘를 탄탄하게 익히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알맞은 공부법을 제시하여 시험 유형을 파악
하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영어 기본기도 쌓을
수 있습니다.
1-24주

수강기간

매주 월요일

개강일

모든 레벨

레벨

1:1 수업 – 4 classes

수업시간

그룹 수업 – 2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선택 수업)

Objective:

토익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전반적인 영어 능력 - 말하기, 듣기, 쓰
기, 문법, 듣기, 어휘력을 향상시킵니다.

TOEIC GUARANTEE

Group Classes are
shared by TOEIC
Foundation & Guarantee

TOEIC Guarantee 코스는 토익 공인 시험 점수
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확한 목표 점수 취득을 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토익 보
장반은 실제 토익 시험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입교 점수
에 기반한 목표 점수 취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NIGHT CLASS

• Dictation and Shadowing
• Speaking Vocabulary
• Grammar

• Speaking
- 스피킹 수업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
추어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됩
니다.
• Pattern & Strategies
- 본 수업은 토익 시험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다양한 패턴과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토
론을 통해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제별 다양한 활동
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Levels:
Official Entry
Score
400
550
700

• Listening
준비된 음성 파일을 들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명
확하게 이해하고 스피킹, 독해, 쓰기 파트를 함
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익 시험의 모든 파트를 체계적으로 학
습하여 실전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고 목표점수에 도달할 수 있게 합
니다.

• Reading
글의 요지를 찾고,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독해실력이 향상되도
록 합니다.
• Grammar
본 수업의 교재는 시제, 의문문, 관사 등 영어 문
법에 대한 내용들이 카테고리 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학습한 문법은 반복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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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Day Time Program
Class Subject

Class Teacher

GC (Pattern & Strategies)

10:00-10:50

GC (Grammar)

Reading

T. Melissa

1:00-1:50

Listening

T. Maricel

H5

Speaking

T. Joseph

D7

2:00-2:50
3:00-3:50
4:00-4:50

Grammar

T. walter

Class Room

8:00-8:50

11:00-12:50

I10

T. Dave

E7

Lunch
T. Bon

Break

E7

A4

*평일(월~목) 외출이 불가합니다.

Night Class (선택 수업)
Class Time

Class Subject

5:00-5:50

Diction & Shadowing

6:30-7:20

Speaking Vocabulary

6:00-6:30
7:20-8:00

Guaranteed
Increase
+600 up
+700 up
+800 up

Grammar

NIGHT CLASS

• TOEIC Listening Test
• TOEIC Reading Test

• Reading Part 7 - Part 7에서 제시되는 다양
한 유형의 지문을 (공지사항, 편지, 신문, 기사,
광고 등) 기반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
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본 수업을 통해 독해력
향상은 물론 어휘력 역시 풍부하게 늘릴 수 있
습니다.
• TOEIC Listening - 본 수업은 각 파트 별 유용한
학습 방법을 개별 제시하며, 비즈니스 환경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 Speaking - 본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각 말하기
주제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과 함께 제시됩니다.

Objective:

Sample Schedule

9:00-9:50

그룹수업 – 2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의무 수업)

• Grammar
- 토익에 필요한 문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연습문제를 통해 이론적
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Class Time

1:1 수업 – 4 classes

수업시간

모의 테스트 진행은 원하는 학생에 한해
현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1:1 CLASS

지정된 날짜에 입교 가능

개강일

Examination:

• Speaking
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제시되는 과제의 핵심 주
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12주

수강기간

1:1 CLASS

• Reading Part 5&6 - 토익 시험에서 출제 비중
이 높은 Part 5&6 를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
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를 통해 반복
적인 연습을 하게 되며 관련 영어 문법과 어휘를
함께 익히게 됩니다.

Class Teacher
T. Iris

Dinner
T. Iris
T. Iris

Class Room
F5
F5
F5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입학 후 10주 차에 토익 공인 시험에
응시합니다.

Conditions

• 2년 내 취득한 공인 TOEIC 점수 보유 필수
• 최소 12주 등록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정규 수업 출석률 98% 이상 유지
• 모든 과제 및 수업에서 제시되는 활동
에 필히 참여

Sample Schedule
Day Time Program
Class Time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Reading Part 7

T. Haidee

G10

11:00-11:50

TOEIC Listening

T. Sham

J12

1:00-1:50

GC(Speaking)

T. Lorie

H2

3:00-3:50

Reading Part 5&6

T. Madison

A6

8:00-8:50

GC(Pattern &Strategies)

9:00-9:50

10:00-10:50
12:00-12:50
2:00-2:50

* 주어진 기간 동안 보장 점수 획득 시
까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단, 숙식비용 및 비자 연장비 등 현지
추가비용 제외)

* 학원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패널티
를 받거나 출석률 98% 미달 시 보장 조
건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00-4:50

Lunch

Speaking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Class Time
5:00-8:00

E7

Break

Break

T. Candice

A1

*평일(월~목) 외출이 불가합니다.

Night Class (의무 수업)
Day of Week

T. Walter

Class Subject

Listening/Reading Test
Rationalization

Listening/Reading Test
Rationalization

Class Teacher

Class Room

T. Walter

E7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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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FOUNDATION

IELTS GUARANTEE
IELTS GUARANTEE 코스는 아이엘츠 공인 시험
점수 취득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습
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구성되었
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이 보유한 시험 종류
(Academic or General)에 맞춰 제공되며 입교
점수를 기반으로 목표 점수를 보장합니다.

IELTS는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 호
주 IDP, 영국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인
영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유학이나 이민, 해외 취업 계획이 있는 학습자
들에게 권장하며, IELTS Foundation 코스를
통해 아이엘츠 시험을 위한 기초 실력을 탄탄
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레벨

수업시간

개강일

수업시간

1-24주

수강기간
개강일

수강기간

그룹 수업 – 3 classes

Recommend to:

IELTS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각 시험 유형의 문제 패턴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하고 싶은 학습자

Examination:

수강 한 달 후, 원하는 학생에 한해 현지에
서 사전 신청을 통해 모의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 Speaking - IELTS 스피킹 시험에 출제되는 특
정 주제들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질문에 대처
할 수 있는 전략을 위주로 학습합니다.
• Listening - IELTS 리스닝 시험의 네 가지 섹션을
파악하고, 각 섹션별로 나누어지는 질문의 유형
에 대비해 정답을 찾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 Reading - IELTS 리딩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
들을 소개하고, 학생 레벨에 맞는 자료를 사용
하여 보다 쉽게 독해 파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Writing - IELTS 라이팅 파트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문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익힐 수 있
습니다.

Night Classes are
shared by IELTS
Foundation & Guarantee

GROUP CLASS

• Pronunciation
• Grammar Writing
• Grammar Speaking
• Listening
• Vocabulary Speaking

• Vocabulary Essential for IELTS
• Common Topics in IELTS
• Speaking & writing

Day Time Program
Class Time
8:00-8: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00-1:50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Listening

T. Fernan

H8

GC Pronunciation
Reading
Writing

2:00-2:50

GC Voca-Speaking

4:00-4:50

Speaking

3:00-3:50
5:00-5:50

Night Class (선택 수업)
Class Time
6:30-7:30
7:30-8:30

Levels:
Official Entry
Score
4.0
5.0
6.0
6.5

Guaranteed
Increase
+5.5 up
+6.0 up
+6.5 up
+7.0 up

Objective:

IELTS 시험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집
중적으로 강화시켜 정해진 기간 내 원
하는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
습니다.

Recommend to:

Sample Schedule

9:00-9:50

1:1 CLASS

그룹 수업 – 3 classes
- 첫째 달 : 2 classes
- 둘째 달부터 : 3-4 classes

1:1 수업 – 4 classes

IELTS 기초 실력을 쌓고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1:1 수업 – 4 classes

저녁 수업 (의무 수업)

입교 성적 - 평균 3.5 이상

저녁 수업– 2-3 classes (선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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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날짜에 입교 가능

매주 월요일

Objective:

12주

GC Listening

Class Subject

Vocabulary Essential
for IELTS

Common Topics in IELTS
Speaking & Writing

T. Maggie
T. Yana
Break

Lunch
T. Jill

T. Maggie

T. Milrose
T. Weng
Dinner

F8

A9

J11
F8
F2

A11

*평일(월~목) 외출이 불가합니다.

Class Teacher

Class Room

T Hardy

E4

T. Nap

F8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IELTS 공인 점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본 시험 과정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중 목표 점수를 보장받고자 하
는 분.

Examination:

• 입학 시험을 치른 후, 4주 뒤부터 매주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 학생이 보유한 시험 종류(Academic /
General) 성적에 따라 목표 점수를 보
장합니다.
• 입학 후 10주 차에 공인 시험에 응시하
게 됩니다. (바기오에 위치한 IELTS 공
인 시험 센터에서 실시)

* IELTS 공인 시험 첫 응시료 1회 제공

Conditions:

• 1년 내 취득한 공인 IELTS 점수 보유 필
수 (학원 IELTS Entry Test로 대체 가능)
• 본인이 보유한 공인 점수 혹은 입학 시험
점수에 맞춰 목표 점수 보장

1:1 CLASS

• Speaking - 본 수업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
출문제를 기반으로 파트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여러 유형에 익숙해 지도록
합니다.

• Reading - 평이한 난이도부터 높은 난이도까
지, 까다로운 독해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며 모의 테스트를 반복함으로써 실
전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 Listening - 리스닝 시험의 각 섹션에 맞는 답
을 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과 전략을 습
득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출 문제 유형을 파악
하며 실전 연습을 진행합니다.

GROUP CLASS

• Pattern Speaking - IELTS 시험에서 자주 출제
되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패
턴들과 표현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됩니다.
• Native Speaking - 원어민(미국인) 선생님과
고득점을 위한 Tip을 배우게 되며 원어민의 발
음 및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에 학습 목표를 둡
니다.

* 아이엘츠 파운데이션과 보장반은 그룹 수업
과목을 공유하며, 그룹 수업 등급인 Basic과
Intermediate 중 학생의 레벨에 맞는 등급의
그룹 수업이 지정됩니다.

• Writing -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맞는 작문 방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며 글쓰기 과제에 대해 자세
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Sample Schedule

Day Time Program
Class Time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9:00-9:50

Speaking

T. Maggie

H12

11:00-11:50

Voca-Speaking (1)GC

T. Maggie

F8

2:00-2:50

Native Speaking GC

T. Keith

E6

4:00-4:50

Grammar-Writing GC

T.Emem

F8

Listening

8:00-8:50

Reading

10:00-10:50
12:00-12:50
1:00-1:50

5:00-5:50

A9

T. Yana
Lunch
Break

J3

T. Rain

Writing

3:00-3:50

H8

T. Fernan

Dinner

*평일(월~목) 외출이 불가합니다.

Night Class (첫째 달) IELTS Foundation 저녁 수업 스케줄과 동일
Night Class (둘째 달부터)
Day of Week

Class Time

Class Subject

6:30-8:30

Rationalization

6:30-8:30

Rationalization

Monday

6:30-onwards

Wednesday

6:30-onwards

Tuesday

Thursday

• 최소 12주 등록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정규 수업 출석률 98% 이상 유지
• 모든 과제 및 수업에서 제시되는 활동에
필히 참여

Exam
Exam

Class Teacher

Class Room

T. Japh

E2

* 스피킹 테스트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 (시험 일정 전 미리 공지)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 주어진 기간 동안 보장 점수 획득 시
까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단, 숙식비용 및 비자 연장비 등 현지
추가비용 제외)
* 학원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패널티를 받
거나 출석률 98% 미달 시 보장 조건은 자동으
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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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BECI

ADD-ON PROGRAMS

애드온 프로그램 (Add-on Programs)은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에서 학습한 것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
었으며, 영역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지에서만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SP PROGRAM

기간: 요청 기간에 맞춰 진행
레벨: 모든 레벨

시간: 1시간 (일일)
비용: 2,000 페소 (4주 기준)

SP(Speaking Prescription) 프로그램의 문법 수업과 말하기 시험
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평가, 약점을 찾고 이를 집
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매주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다
양한 문법들을 응용, 연습해볼 수 있으며, 스피킹 처방전을 통해 본인
의 취약했던 부분을 자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
이 스스로 연습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길러줄 것입니다.

*Sparta ESL 코스는 기본적으로 SP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SC PROGRAM

기간: 요청 기간에 맞춰 진행
레벨: Basic 이상

시간: 4 classes: 주어진 주제
1 class: 인터뷰 테스트
비용: 4,000-6,000 페소 (4주 기준)

+ REHAB PROGRAM

기간: 1주
레벨: 모든 레벨

시간: 4시간 (일일)
비용: 1,000 페소

리합 프로그램은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
다. 영어를 구사할 때 명확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욱 다양한 어휘와 어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음과 어휘에 대한 높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합니다.

* 리합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5명 미만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연수 기간 내 1주일 간
진행됩니다.
*Sparta ESL 코스는 기본적으로 Rehab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CAFE D.I.Y PROGRAM

기간: 4주
레벨: 모든 레벨

시간: 1시간 (일일)
비용: 6,000 페소

*SC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비용은 학생의 기존 코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 주말은 협의 후 가능

SC(Speaking Coaching)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
상을 위한 스피킹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초첨을 맞춘 프로그
램입니다.
학생들은 개별 지정된 스피킹 코치 선생님에게 비디오로 녹화한 본인의
스피킹 시험에 대해 개인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어휘나 어구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도와주어 잘
못 습관화된 발음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afe D.I.Y. 프로그램은 영어권 지역에서 커피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
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카페에서 사용되
는 다양한 커피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에스프레소 종류 및 다양한 음료
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JT(On the Job Training : 현장실습) 과정은 API BECI 메
인 캠퍼스 라운지의 ESL 카페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시험
을 통과한 학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OJT과정을 완료했을 시 자격증
이 발급됩니다.

19

ACADEMIC
BUILDING

복도

1:1 수업

1:1 강의실

그룹 수업

20

EOP ZONE

실용적인 영어 연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라운지는 EOP 존으로 지

정되어 있습니다. EOP란 English Only Policy의 약자로 오직 영
어만 사용해야 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EOP 존에서는 모국어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라운지를 이용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이 EOP
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영어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EOP 선생님이 라운
지에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SNACK BAR

APIBECI 스낵바에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들이 가득합니다. 한국 스
낵이나 음식도 준비되어 있어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으
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들러 에너지를 얻기에도 좋습니다.

ESL CAFE

학원 안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운지 내 위치한 아담하고 예쁜 ESL 카페에는 에스프레

소, 허브티, 생과일 주스, 쉐이크 등 다양한 메뉴들이 가득해 취향대
로 골라 맛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음료를 만들어보고 판매해볼 수 있

는 카페 DIY 프로그램 역시 이 곳에서 진행됩니다. (19페이지 참고)

API BECI

LOUNGE

바기오의 탁 트인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기숙사 5층에 위
치한 API BECI 라운지입니다.

영국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아늑한 느낌을 주며 천장까지 이어지
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그림같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기오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운지 내에 카페와 매점이 입
점해 있어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수 기간 동안 저희 라운지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셀프 스터디

21

스낵바

ESL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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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BUILDING

Floor Information
5층 – 라운지, ESL 카페, 스낵바
4층 – 기숙사 입구, 기숙사
3층 – 기숙사
2층 – 기숙사

1층 – 기숙사, 운동 시설
1인실

2인실

3인실 A(With Terrace)

3인실 B(No Terrace)

4인실(싱글침대 or 2층침대)

6인실(싱글침대 or 2층침대)

API BECI 어학원 기숙사는 연수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 공간,
편안한 휴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기오 시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한 기숙사 건물
에 현대적인 안락함을 더해 연수 기간 동안 진정한 힐링을 누리
며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 실에는 개인별 책상과 의자, 침대, 옷장, 공용으로 사용 가능

한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고 전용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
합니다.

기숙사는 1인실, 2인실, 3인실A, 3인실B, 4인실, 6인실로 준비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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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실과 6인실의 경우, 싱글 침대와 2층 침대가 있는 방에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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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DORMITORY
COMMUNITY
BUILDING
스탠다드룸

인포 데스크

마스터 룸

스탠다드룸

클리닉

마스터 룸

25

라이브러리

스탠다드룸

매니지먼트 오피스

SP 룸

프레젠테이션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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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OF OUR

FACILITIES

가든

A

API BECI

B

식당

마사지샵

D

TEAM
“Providing quality
service for your
best experience”

A 선생님

B 학사 코디네이터

C 인터네셔널 매니저

C

E

D SP 전담팀

E EOP 선생님

F 메인터넌스 & 클리닝 스태프
헬프 데스크

세탁소

G 주방 스태프

운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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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CHALLENGE NEW THINGS

TO KEEP YOU

Motivated
IN API BECI!

Explore Baguio’s fantastic activity spots!

Discover its hidden gems!

Take a day trip out of city!
외국인 클래스 메이트들과 함께 하는
APIBECI 액티비티,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API BECI

ACTIVITY
아웃리치 프로그램

로컬 학교
API BECI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현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류, 지역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포츠 페스티벌

메인 캠퍼스
실내외 다양한 체육활동,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
는 액티비티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즐거움을 선
사합니다.

배틀 오브 더 브레인

메인 캠퍼스
API BECI에서 가장 인기 있는 퀴즈 경연대회의
전설로 자리 잡은 액티비티입니다.

기타 클래스

메인 캠퍼스
초보자도 쉽게 기타를 배울 수 있으며, 악기 연
주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도 익히게 됩니다.

헌드레드 아일랜드 겟어웨이

헌드레드 아일랜드
헌드레드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다
양한 수상 액티비티와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산 후안 서핑

산 후안 비치
바기오 시에서 2시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 후안 비치.
서핑을 좋아하거나 배워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물해줄 것입니다.

비간 시티 투어

비간 시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비간시티를 탐
험하고 잘 보존된 아시아의 건축 양식을 경험
해 보세요.

사가다 투어

사가다 지역
사가다의 푸르른 산 그리고 자연의 신비를 간직
한 동굴과 폭포를 감상해보세요!
29

30

API BECI THE CAFE

STRONG POINTS

APIBECI
LADY
CAMPUS

최대 정원 50명
여학생들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

API BECI의 제 2캠퍼스인 BECI The Cafe는 필리핀 최초의 여성전용
어학원입니다.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
경을 제공하며 소규모로 운영되므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물
론, 각국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과도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베씨 더 카페, 이래서 좋다

영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건강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평생 남을 절친한 외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완벽한 치안 보장
가장 안전한 BECI THE CAFE!

BECI the Cafe는 바기오 시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 중 하나로 꼽히는
Camp 7에 위치해 있습니다.

* 메인 캠퍼스에서는 차로 약 15분 소요됩니다.
레이디 캠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전과 보안 시설을 보다 집중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치안을 보장합
니다. 또한 지역 자체에 수많은 가드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어 완벽하게
외부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API GROUP OF SCHOOL
레이디 캠퍼스 학생들만을 위한
스페셜 오퍼

원내 시설 완비,
글로벌 쿠킹 클래스,
여성 친화적인 카페
마사지&스파서비스
언어 교환, 여행 영어 등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월 2회 무료 쿠폰 제공) 성취감 높은 프로그램
깔끔한 시설

API BECI 레이디 캠퍼스는 1:1 &,그룹수업 강의실, 발코니, 야외 정
원, 라운지, 쿠킹 스튜디오 등 공부와 힐링을 위한 공간을 동시에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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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ESL
세미 스파르타로도 잘 알려진
Speed ESL 코스는 베씨 학사 프로그램 중
가장 역사가 깊으며 많은 어학연수생들의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레벨에 상관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영어의 기본적인 4가지 영역
(Speaking, Listening, Reading & Writing)을
균형 있게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자랑합니다.

수강기간
개강일
레벨

수업시간

시험일정

1-24주

매주 월요일
제한 없음

1:1 수업 – 4 classes

그룹 수업 – 2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선택 수업)

월 1회 (SP 테스트 포함)

Objective:

- 탄탄하게 구성된 수업을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을
복합적으로 학습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Recommend to:

-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어 연수를
진행하고 싶은 분
- 영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분
- 실용적인 영어 활용을 원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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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LASS

• Speaking -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어휘
및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 Reading - 독해와 어휘에 중점을 두며, 각
섹션별로 흥미롭고 주제로 구성된 지문이
제공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어휘와 관용구
도 배울 수 있습니다 .
• Idioms - 실제 외국인들이 자주 쓰는 관용
표현을 익히고 각 관용구가 어떻게 다른 형
태, 의미 및 시제로 묶이는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Expression / Listening /
Grammar / Writing
- 위 네 가지 과목의 수강을 원할 경우, 코디
네이터와 상담을 통해 별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추가 비용 없음)

GROUP CLASS

• Pronunciation - 본 수업 교재는 미국 연설
의 리듬, 수축된 형태의 단어, 구어체 축약
및 연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모음
의 소리, 자음, 억양 패턴, 구문, 혼합 그리
고 명사와 동사의 규칙적인 전환을 통해 발
음 연습을 하게 됩니다.
• Listening - 듣기 수업 자료의 주제는 실생
활부터 뉴스까지 다양하며 각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 요점, 부연 설명, 요약본, 스
토리의 흐름, 추론 및 예상 관련 내용을 듣
게 됩니다.
• Writing - 품사 및 절의 기능, 문장 구조를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진
행합니다.
• Grammar - 문법 수업은 시제, 의문문과 관
사와 같은 문법적 범주 내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IGHT CLASS

• Understanding with Words
• Words in Action
• Integrated Speaking
• Integrated Listening
• Grammatically Speaking
• Sounding Right

*저녁 수업은 학생들의 레벨과 선호
도에 따라 제공됩니다.
*최대 3개까지 저녁 수업 수강이 가
능합니다.

*각 저녁 수업의 최대 정원은 6명 입
니다.
*저녁 수업 등록은 현지에서 선착순
으로 이루어집니다.

SAMPLE SCHEDULE
Day Time Program
Class Time
8:00-8:50
9: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00-1:50
2:00-2:50
3:00-3:50
4:00-4:50
5:00-5:50

Night Class (선택 수업)

Class Subject

Class Teacher

GC (Speaking)

GC – T. Keith

Writing

GC (Listening)
Speaking

T. Claire

Break

GC T. Steph

Lunch
T. Fed

Reading

T. Asral

Expressions

T. Cody

Break
Break

Class Room
101

GC3
GC2
119
107
115

*정규 수업 이후 평일(월~금) 외출이 가능합니다.

Class Time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7:15-8:05

Integrated Listening

T. Fed

GC 2

6:20-7:10
8:10-9:00

Sound Right
Vocabulary

T. Revo

T. Dawn

GC 1
GC 2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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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TA ESL
Sparta ESL 코스는 첫날부터 종료일까지
어학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Speed ESL 코스에 비해
타이트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통제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스피킹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므로
SP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 개인의 잘못된
영어 표현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수 기간의 일주일 동안은
Rehab (발음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스피킹과 발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1:1 CLASS

1-24주

수강기간

매주 월요일

개강일

제한 없음

레벨

1:1 수업 – 5 classes

수업시간

그룹 수업 – 3 classes

저녁 수업 – 3 classes (의무 수업)

SP 테스트

Rehab 프로그램

주 1회

연수기간 중 1주

Objective:

학생들이 본인이 가진
영어 커뮤니케이션의 취약점을 찾고,
이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Recommend to

- 단기간 스피킹 실력 향상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
- 정해진 일정에 따라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
-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자신감을 빠르게 얻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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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ta Speaking - 학생들이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어휘와 표현을 매주 진
행하는 SP 테스트에서 사용하게 합니다.
• Sparta Reading - 어휘력과 독해력을
키워주는 읽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
체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이러한 활동은 발음 연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 Sparta Picture Description- 본 수업
은 단순히 그림을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Sparta Writing - 창작이나 공식적인 작
문을 통해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함께 문
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Speaking -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면서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추
가 스피킹 수업입니다.

GROUP CLASS

• Speaking Prescription - SP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은 본인의 약점을 찾고 해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자주 쓰
는 표현이 늘게 되며, 지적 받은 오류들을
즉각적으로 고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음
은 물론 올바른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향상되는 실력을 직접 체
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Sparta GC Speaking - 담당 그룹 수업
선생님이 준비하는 다양한 말하기 실력 향
상 활동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신
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 Sparta GC Listening -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표현 이해하기 / 이야기하는 주제의
요지 파악하기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
는 연습하기 / 영어의 연음 법칙 파악하기
/ 듣기 전략 개발하기.

NIGHT CLASS

• Understanding with Words
• Words in Action
• Integrated Speaking
• Integrated Listening
• Grammatically Speaking
• Sounding Right

*스파르타 코스 학생들의 저녁 수업은
의무 사항입니다.

* 스파르타 코스의 저녁 수업 과목은 미
리 정해져 있습니다.

SAMPLE SCHEDULE
Day Time Program
Class Time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SPE Reading

T. Dona

106

8:00-8:50

Sparta GC Listening

10:00-10:50

SPE Writing

9:00-9:50

GC T. Chantry

GC3

T. Revo

112

11:00-1 1:50

Sparta GC SP

GC T. Jessa

GC1

1:00-1:50

Sparta GC Speaking

GC T. Fed

GC3

T. Mclet

120

12:00-12:50
2:00-2:50
3:00-3:50
4:00-4:50

SPE Speaking
Speaking

SPE Picture Description

Night Class (의무 수업)
Class Time
6:20-7:10
7:15-8:05
8:10-9:00

Lunch

T. Arnie

T. Dawn

102
116

*평일(월~목) 외출이 불가합니다.

Class Subject

Class Teacher

Class Room

Grammatically Speaking

T. Jessa

Student Lounge

Integrated Listening
Words in Action

T. Fed

T. Cody

GC2

SP Room

*본 스케줄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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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BUILDING

API BECI THE CAFE

ADD-ON PROGRAMS

애드온 프로그램 (Add-on Programs)은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에서 학습한 것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
었으며, 영역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지에서만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SP PROGRAM

기간: 요청 기간에 맞춰 진행
레벨: 모든 레벨

시간: 1시간 (일일)
비용: 2,000 페소 (4주 기준)

SP(Speaking Prescription) 프로그램의 문법 수업과 말하기 시험
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평가, 약점을 찾고 이를 집
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매주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다
양한 문법들을 응용, 연습해볼 수 있으며, 스피킹 처방전을 통해 본인
의 취약했던 부분을 자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
이 스스로 연습하고 복습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길러줄 것입니다.

*Sparta ESL 코스는 기본적으로 SP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REHAB PROGRAM

기간: 1주
레벨: 모든 레벨

시간: 4시간 (일일)
비용: 1,000 페소

리합 프로그램은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
다. 영어를 구사할 때 명확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욱 다양한 어휘와 어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음과 어휘에 대한 높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합니다.

* 리합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5명 미만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연수 기간 내 1주일 간
진행됩니다.
*Sparta ESL 코스는 기본적으로 Rehab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셀프 스터디

+ VENTURE ENGLISH PROGRAM

기간: 4주
레벨: Basic 이상

복도

시간: 1시간 (일일)
비용: 6,000 페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에 여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BECI
THE CAFE의 벤처 잉글리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대인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 관련 어휘와 실
제 여행지에서 자주 쓰이는 실용적인 표현을 학습할 수 있어 여행
을 좋아하는 ESL 학습자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프로그램입니다.

* 파운데이션 레벨일 경우
4주 동안 기본 ESL 코스를 먼저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말 미션 진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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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학생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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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OF OUR

FACILITIES

DORMITORY
BUILDING
테라스

1인실

2인실

쿠킹 스튜디오

마사지/스파

39

3인실

4인실

가든

식당

휴식 공간

40

API BECI THE CAFE

ACTIVITY
쿠킹 클래스
쿠킹 스튜디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클래스 메이트들과 각국 고유의 음식
을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디너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 액티비티를 통해 요리 관련 어휘도 배우고, 서
로의 문화 역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
강의동

학생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영어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

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각국어를 배우고
싶은 일반 필리핀 대학생들을 학원으로 초청하여 우리 학
생들이 기초 문법 강의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필리핀 대
학생들은 우리 학생 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며 언어 교환

을 하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수에 따라 1:1 또는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BBQ 파티
가든

한 달에 한 번, BECI THE CAFE 정원에서 푸짐한 BBQ 파
티를 개최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한 만찬을 즐기면서 영어로 소통하고
우정도 돈독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API BECI THE CAFE

헌드레드 아일랜드 투어
헌드레드 아일랜드

헌드레드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와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
습니다.

A

푸가드 투어
푸가드

다양한 스릴 넘치는 야외 활동이 기다리는 푸가드로 모험
을 떠나보세요!

TEAM

“Meeting your
expectation is our
top goal”

C

짚라인, ATV 체험, 암벽 등반 등 그 동안 쉽게 경험하지 못
했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비 나이트

줌바 댄스

비간 시티 투어

산 후안 투어

큰 스크린을 통해 인기 있는 영화를

티비티에 참가함으로써 쌓였던 스트

시티를 탐험하고 잘 보존된 아시아의

않은 곳에 위치한 산 후안은 특히 서

라운지

토요일 저녁(격주), 학원 라운지에서
상영합니다.

영어 자막을 함께 제공하므로, 영화에
나오는 유용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
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야외 / 라운지

평일 오후마다 진행되는 줌바 댄스 액
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줌바 댄스는 연수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간 시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비간
건축 양식을 경험해 보세요.

A 학사 코디네이터
B 선생님

C SP 전담팀

산 후안 비치

D

D 주방 스태프

바기오 시에서 2시간도 채 떨어지지

E 메인터넌스 팀

핑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우리 학생
들에게 완벽한 탈출구가 되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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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API BECI

CURRICULUM GUIDE
4주

8주

SPEED or SPARTA ESL

SPEED or SPARTA ESL

성인
(일반)

12주

16주

IELTS or TOEIC

20주

SPEED (+Venture English) or SPARTA ESL
SPARTA ESL

SPEED ESL

SPEED or SPARTA ESL

IELTS or TOEIC

IELTS or TOEIC

IELTS or TOEIC

SPEED or SPARTA ESL

SPEED or SPARTA ESL

SPARTA ESL

SPARTA ESL

IELTS

SPEED ESL (+Cafe D.I.Y)

IELTS or TOEIC

SPECIAL BUSINESS
SPARTA ESL

IELTS or TOEIC

SPEED (+Venture English) or SPARTA ESL
SPEED (+Venture English) or SPARTA ESL
SPEED or SPARTA ESL
SPARTA ESL

IELTS

SPECIAL BUSINESS

SPARTA ESL

SPEED ESL

SPEED or SPARTA ESL

IELTS

SPEED or SPARTA ESL
IELTS

SPEED or SPARTA ESL
IELTS

2. 현지 납부 비용

A. 보증금 (Deposit)
- 모든 학생은 기숙사 입실에 대한 3,000페소의 디파짓(DEPOSIT)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설 보증금
2,500페소 + 키 보증금 500페소)
- 보증금은 퇴실 시 시설물에이상이 없고,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되며 퇴실 전날 돌
려받을 수 있습니다.
B. 전기세, 수도세 (Electricity and Water)
- 체류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4주 기준 2,000 페소)
C. 비자 연장 (Visa Extension)
- 비자 연장은 학생의 학원 체류 기간에 따라 신청되므로, 연수 종료 후 발생하는 개인적인 초과 체류에
관련한 비자 연장 문제는 학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D. SSP (Special Study Permit)
- 외국인이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학생 자격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1주~24주 기준 6,300 페소)
E. ACR (I-CARD)
- 59일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적 거주 자격 획득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비용 3,300 페소)
F. 교재 (Textbook) - 4주 기준
- 스피드 ESL, 스파르타 ESL, 스페셜 비즈니스 코스 : 1,000페소
- 토익 , 아이엘츠 코스 : 1,500페소 (4주 기준)

SPEED ESL

SPEED or SPARTA ESL
SPEED or SPARTA ESL

SPARTA ESL
SPARTA ESL
SPARTA ESL
SPARTA ESL

A. 등록
- 등록금 10만원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 등록 신청 후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인보이스가 송부되며, 입학허가서는 BESA(바기오 학원
연합회)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 등록금을 제외한 잔여 비용 (수업료/ 숙식비/ 픽업비)는 예정된 출국일 15일 이전까지 완납되어야 하며 미
납 시 등록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연수 시작일 변경은 출국 일이 15일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해 1회만 가능하며, 연수 시작일이 15일
미만으로 남았거나 2회 이상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수수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수업료와 숙식비용은 이월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B. 연장
- 연수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예정된 연수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4주 전까지 매니지먼트에 요청해야
원활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연수 기간에 대한 연장 비용은 수속을 진행한 유학원을 통해 안내되며 2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 연장을 원하는 기간에 기숙사 공실이 없을 경우, 연수 기간 연장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규정

A. 출국 전
- 예정된 출국일이 15일 이상 남았을 경우, 등록금 10만원을 제외한 전액 비용 환불이 가능합니다.
- 예정된 출국일이 7일~14일 남았을 경우, 등록금 10만원과 위약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환
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출국일이 7일 미만일 경우, 입학금 10만원과 위약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모두 환불 받
을 수 있습니다.

TOEIC/IELTS

5. 책임과 권한

- 학생은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켜야 하며 위반할 시 발생하는 패널티를 감수해야 합니다.
- 학원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태풍, 지진)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강사와 수업 배정은 API BECI 어학원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이 임의로 선택, 지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수업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최소 수업 일수 18일을 제공하며 최소 수업 일수가 18일 미만일 경우 토요일 혹
은 공휴일에 보충 수업을 진행합니다.
- 기본적으로 필리핀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태풍, 지진)와 같은 학원
통제 밖의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의 보충 수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이나 병결로 인해 수업에 빠질 경우 악용 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충 수업은 불가합니다.
- 정규 수업과 저녁 수업은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녁 수업의 경우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배정되며 시작 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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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IELTS

• 남은 연수 기간 8주 이상 - 60% 환불
• 남은 연수 기간 8주 미만 - 50% 환불
• 남은 연수 기간 4주 미만 - 환불 불가

1. 수업 규정과 시간

SPARTA ESL

SPARTA ESL

API BECI 어학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일반, 학사, 생활 및 기숙사 규정 등의 어
학원규정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이는 API BECI 어학원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2. 학사 규정

TOEIC/IELTS

SPEED or SPARTA ESL

43

SPARTA ESL

SPEED or SPARTA ESL

SPARTA ESL

ALS

1. 동의서 작성

B. 출국 후
- 연수 중 개인 사정으로 연수를 중단할 경우 기간에 따라 환불 비용이 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환불 신청일이 아닌 환불을 받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 적용됨)
- 환불 진행은 퇴실 1주일 전에 학원 매니저에게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하며, 연수 종료 4주 후 API BECI 본사
에서 연수생의 지정계좌로 직접 환불 비용을 송금합니다.
- 개강일 이후에 도착하거나 연수 기간 동안 결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환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 역시 불가)
- 현지 납부 비용 환불은 불가합니다.

SPARTA ESL

SPEED or SPARTA ESL

유학,
해외 대학 진학

ALS

3. 생활 규정

1.일반 규정

3. 등록과 연장 절차

SPEED or SPARTA ESL

워킹 홀리데이,
해외 취업

24주

SPEED or SPARTA ESL

SPEED (+Venture English) or SPARTA ESL

POLICY

MAIN CAMPUS
BECI THE CAFE
ALS LANGUAGE CENTER

IELTS or TOEIC

SPEED or SPARTA ESL

API BECI

SPARTA or IELTS

2. 교재 및 강사 변경

- 교재 및 강사 변경을 희망하는 신입생들은 입학 첫째 주에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적용됩니다.
- 재학생은 교재 변경이 필요할 시 해당 1:1 수업 담당 강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강사가 직접 라
이브러리에서 교재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월간 테스트

- 학생들은 매월 진행되는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테스트 일정은 강의동 게시판의 학교 달력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습니다.

4. 코스 변경

- 월~목 오후 4시 전까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코스 변경 양식을 작성, 제출한 뒤 각 코스별 코디네이터와
의 상담을 통해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코스를 다운 그레이드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통금 (CURFEW)

- 스피드 ESL, 스페셜 비즈니스 코스를 신청한 학생들은 월~목 17시-22시/금-토 6시-2시(익일)/일요일 6
시-22시 사이 외출이 가능합니다.
- 스파르타 ESL, TOEIC 파운데이션&보장반, IELTS 파운데이션&보장반 코스를 신청한 학생들은 월-목 외출
이 금지되며, 금요일 17시-2시(익일)/토요일 6시-2시(익일)/일요일 6시-22시 사이 외출이 허용됩니다.
- 새벽 2시-6시 사이에는 게이트를 봉쇄하며 학원 입출입이 불가합니다.
-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는 주말 통금 규정을, 다음 날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평일 통금 규정을 적용하며 토요
일에 보충 수업이 있을 경우의 금요일에는 평일 통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학원 입출입 시 외출/귀가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 때 게이트에서 학원 직원이 임의로 소지품 검
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방 컨디션 및 학생 확인 등을 위해 기숙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외출증 (HALL PASS)

- 스피드 ESL, 스페셜 비즈니스 코스 학생들은 평일 주간 외출을 원할 시 외출증(HALL PASS)을 수령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오후 5시 전까지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사항 및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오후 5시 이전 외출을 허용합니다.
- 스파르타 ESL, TOEIC 파운데이션&보장반, IELTS 파운데이션&보장반 코스를 신청한 학생들은 평일 주간
(월~목) 외출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3. OVER NIGHT

- 주말 동안 외박을 희망하는 경우 OVERNIGHT PERMIT을, 항공편을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TRAVEL WAIVER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평일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습니다.
* 단, OVERNIGHT PERMIT을 발급받아도 새벽 2시-6시 사이에는 학원 입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TRAVEL WAIVER 발급 남용 방지를 위하여 ‘학생 명의로 등록된 호텔 예약 내역’ 및 ‘학생 명의로 발급된
비행 티켓 (비행기 이용 시)’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혹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학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4. 라운지 이용규정

- API BECI 라운지는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라운지 내 모든 공간에서는 EOP(English Only
Policy) 가 적용됩니다.
-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소지품을 정리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기는 분실 및 도
난에 대해 학원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라운지 내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구두 경고를 3회 받을 시 패널티 1,000페소가 부과
됩니다.
- 음주 후 라운지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패널티 3,000페소가 부과됩니다.

4. 기숙사 규정

1. 규정 및 시설

- 기숙사 방은 학원 관리에 의해 배정되며 학생이 임의로 방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개인 용품 및 화장지(1회 제공)는 학원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든 가구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학원에있으며, 학생은 반드시 모든 시설물과 가구 및 용품을 손상되지 않
게 사용해야 합니다.
- 학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가구 및 용품 등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 학생의 고의적 혹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학원 소유물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자신의 방을 포함한 학원 내 모든 시설을 소중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방 변경 요청

- 연수 도중 방 변경을 원할 경우,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방 변경은 학원 사
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5. 금지 규정

1. 일반 처벌 규정

- 일반 금지 규정 1차 위반 시 보증금에서 1,000페소 차감 / 2차 위반 시 2,000페소 차감 및 보증금 재납부 / 3차
위반 시 퇴교 처리됩니다.
- 원내에서의 음주 행위 적발 즉시 패널티 3,000페소가 부과되며 추가 적발 시 즉시 퇴교 처리됩니다.
- 금지 규정 이외 학원 및 다른 학생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매니지먼트 재량에 따라 경고를 줄 수 있
습니다.

A. 기본
1.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학원 내 취사 행위
2. 음주 및 흡연
- 학원 내 음주 및 주류 보관 엄격히 금지
- 지정 흡연장소를 제외한 곳에서의 흡연 행위
3. 학원 관계자 및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언
비어 유포
4. 학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5. 사전 승인 없이 학교 소유물 사용
6. 상업적 광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7. 도박 및 내기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8. 보이콧 및 의도적인 학원 규정 위반
9. 학원 내 이성 간의 과도한 애정행위
10. 기숙사 및 라운지 내 과도한 소음 유발
11. 학원 소유물을 고의적인 파손하는 행위
12. 밤 10시 이후 강의동 및 커뮤니티 빌딩 출입
13. 밤 10시 이후 운동기구 사용
14. 임의로 방을 변경하는 행위
15. 면학 분위기를 흐리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B. 기숙사
1. 본인 방 외에 다른 학생 방 출입을 엄격히 금함
2. 동성 방 출입 적발 시 경고장이 1회 발부되며추가
적발 시 보증금 1,000 페소 차감
3. 위와 같은 출입이 적발된 학생은 시간과 이유를 불
문하고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연관된 모든 학생 또한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짐
4. 방이나 테라스에서의 흡연 적발 시 경고장이1회
발부되며 추가 적발 시 보증금 1,000페소 차감
C. 외출/통금
1. 정규 수업 시간 중 무단 외출 시 보증금 1,000
페소 차감
2. 다른 학생의 ID를 도용했을 경우 보증금 1,000
페소 차감
3. HALL PASS 시간을 어길 시 보증금 1,000 페
소 차감
4. 평일, 일요일, 다음 날 수업이 있는 공휴일은 오
후 10시 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새벽 2시 전까
지 반드시 귀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증금 1,000
페소 차감

2. 즉시 퇴교 규정

- 아래 규정을 위반할 시 경고 없이 바로 퇴교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학원과 관련된 개인에게 행하는 성희롱을 포함한 폭언 및 폭력 (선생님, 학생, 학원의 모든 직원)
2. 학원과 학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언비어 유포
3. 보이콧 및 의도적인 규정 위반
4. CCTV 조작 및 월담 행위
5. 필리핀 법을 위반했을 경우
6. 각종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 누적
7. 방 안에 이성과 있다가 적발된 경우
8. 무단으로 외출한 경우
9. TRAVEL WAIVER 및 OVERNIGHT PERMIT없이 무단 외박한 경우
10. 원내 음주 행위 2차 적발 시

* 본 브로슈어에 기재된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현지 오리엔테이션 시 배포되며, 모든 규정 내용 확인 후 동의를 구하는 서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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