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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s it

in

so SPECIAL?
since 2002 Baguio JIC

믿을�수�있는�어학원

필리핀�바기오에�위치한 15년�전통의
BaguioJIC 어학원은�필리핀�교육부�산하
기술교육�및�기능�개발국(TESDA)에
정식으로�등록된�교육기관이며�필리핀
이민국에서�인정하는�교육기관으로
SSP를�발급�받으실�수�있는�합법적인
어학원입니다. 또한�바기오학원연합회의
정식�회원사�입니다.

필리핀�최대�학습시간�및
맞춤�교육시스템

개개인의�정확한�영어실력을�파악하여
레벨에�맞춘�시스템으로, 바기오�어학원
유일하게�미국인과�영국인�원어민�회화
수업을�포함하여�특성화된�소수정예�그룹

수업과�일대일�수업을�제공합니다. 하루
수업시간 10~13시간이�짧게�느껴질�만큼
다채롭고�흥미로운영어�학습을�자랑합니다.
본원의 8주�연수�총�수업시간은�타어학원의
12주�기간의�수업량과�거의�동일하므로�연수
기간의�단축�및�비용�절감을�기대하실�수
있습니다.

다양한�프로그램, 폭�넓은�선택
수준과�목적에�맞는�세�개의�캠퍼스로�운영,
개인별�맞춤식�수업이�진행됩니다.

*IB코스(ESL): 일 13시간(정규수업+단어
테스트+의무자율학습) 주 65시간�이상�학습
영어를�처음�시작하는�왕초보, 진정한
스파르타를�원하는�학생들을�위한�필리핀
최강 IB Sparta ESL을�운영합니다.

*Power Speaking 코스(ESL):
일 13시간(정규수업+단어테스트+선택
자율학습)주 65시간�이상�학습
토익수업�및�미국인 Conversation, TOEIC
Speaking, Pattern, Composition, CNN,
Pronunciation, Reading, Grammar
등의수업을�통하여�중�고급�스피킹�실력을
충실히�익힐�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
합니다.

*IELTS 코스: 일 12시간(정규수업+단어
테스트+의무자율학습) 주 60시간�이상�학습
PRE-IELTS반, 초•중•실전�과정과�단기간에
원하는�목표점수를�얻기�위한 IELTS 시험
점수보장�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필리핀
최초의 IELTS 운영�학원으로�최고의
커리큘럼과 IELTS 몰입�환경을�제공합니다.

Baguio

1 필리핀�유일의
시원한�가을날씨

바기오

바기오는�평균기온 20~30도로�연중�시원한
한국의�초가을�날씨를�유지하여�열대기후�임에도
불구하고�필리핀�내에서�에어컨이�필요�없는
유일한�지역입니다. 더위�걱정�뿐만�아니라
에어컨으로�인한�냉방병�걱정도�없는�바기오의
날씨는�어학연수�지역으로서의가장�큰�장점을
가지고�있습니다.

클락

일로일로
세부

2 젊음이�살아�있는
교육�도시

다바오

필리핀의�대표적인�교육도시�바기오에는�필리핀
사관학교�이외에도�명문대로�손꼽히는�세인트�루이스�대학을�비롯하여 6개의
종합대학, 파인스�의과대학, 필리핀�국립대학인 UP대학�외에도 10여개의�대학이
있으며, 인구의�절반�이상이�학생으로�이루어진�전형적인�교육�도시로�해마다
양질의�교육을�받은�선생님들이�다수�배출되는�도시입니다.

3 안전한�치안과�친절한�시민들

믿을�수�있는�어학원

다양한�프로그램�선택

필리핀�최대�학습시간

취업�완벽�대비

교사관리�시스템

안전하고�편리한�생활환경

외국인과�함께 영어연수

미국/영국인�수업

TOEIC Speaking+
프레젠테이션+영어토론+
봉사활동=취업완벽대비

교사관리�시스템

합니다. 신축�콘도식�어학원으로�내부가
밝고�시원하며�거실과�방이�분리된�콘도형
기숙사와�일반형�기숙사, 케이블TV, 냉장고,
온수기, 정수기, 취사시설, 무선인터넷,
농구장, 배드민턴�코트는�물론�헬스�시설
까지�완비된�학원입니다.

교육의�도시�바기오의�명성에�걸맞게�수준
높은�영어실력과�차별화된�트레이닝으로
양성된�실력있는�강사진과�함께�합니다. 10년
이상의�경력을�자랑하는�미국인�교사와
각�센터마다�전담�매니저의�엄격한�감독
필리핀�명문대�출신들의�교사들을�정규직으로
하에 Baguio JIC만의�체계화된�관리
시스템이�적용됩니다. 통금이나�점호같은 채용하고�있습니다. 매년�교사들의�질적
외국인과�함께하는�영어연수
향상과�교육자로서의�참된�인성�함양을�위해 세계화�시대에�걸맞게 Baguio JIC
강도높은�생활규정이�시행되고�있으며,
교육부�주관(TESDA)세미나와�다양한�교육
각종�시험(입학시험, Weekly Test,
어학원은�일본�학생과�대만�학생�등�높은
프로그램을�연중�실시하고�있습니다.
TOEIC test, Level Up Test, Contest,
외국인�비율을자랑하고�있습니다. 영어의
Vocabulary test)에�대한�성적관리
일상생활화, 다국적�학생들과의�자연스러운
학습에만�집중할�수�있는
현황과�출석률, 수업태도, 담당교사�평가
교류가�이뤄지는�이곳에서�더욱�효과적인
관리를�포함한�성적표�및�수업�관리부를
안전하고�편리한�생활환경
연수가�될�수�있도록�노력합니다.
연수�종료�후에�제공해�드립니다. 또한
Baguio JIC 어학원은�시내�중심지로의
정기적인�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으며
바기오�유일�미국/영국인�수업
이동이�용이하며�주변환경이�조용하고
바기오�시청에서�발급하는�확인서를�통해 안전하여�안정된�면학�분위기를�유지하며
미국인, 영국인�회화수업을�통해�타�영어권
취업에�완벽히�대비할�수�있습니다.
24시간�경비원들이�상주하여�더욱�안전
국가로의�연계연수�시�자신감�향상시킵니다.

학생들이�필리핀�어느�도시를�다녀보아도�바기오만큼�안전한�도시가�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기오�시민들은�순수하고�온순하며�한국인에�대한�호감도도�매우
높은�편입니다. 택시를�타도�길을�돌아가는�택시�기사가�없을�뿐만�아니라
거스름돈까지�꼭�챙겨줄�정도로�시민의식이�잘�되어�있습니다.

4 건전한�휴양지

보라카이나�세부에�비해�우리에게�관광지로�알려져�있지�않은�바기오. 그러나
필리핀�사람들이�가장�선호하는�관광지가�바로�바기오입니다. 필리핀은�항상�더운
날씨이기�때문에�시원한�바기오의�기후�자체로도�관광지로서의�매력을�지니고
있습니다. 여름에는�대통령이�바기오로�옮겨와�집무를�보기�때문에�여름의�수도
라고�알려진�유명한�관광지이면서도�유흥문화가�크게�발전하지�못하여�건전한
지역문화와�교육�환경은�필리핀�여러�지역�중에서도�바기오가�최고의�어학연수지
라고�자부할�수�있게�합니다.

5 시민들의�수준�높은�영어구사�능력

미군의�휴양�도시로�출발�하였으며�미국의�워싱턴을�설계한�번함이�바기오를�설계
하였고�도시�곳곳에�여전히�서구적인�모습을�많이�간직하고�있어�마닐라�지역보다
시민들의�개방적인�사고와�영어�사용이�생활화�되어�있습니다.

학생�여러분의�연수�목적에�맞는�최적의�도시 “바기오”
성공연수�확률 100%, 기간대비�최고의�실력향상
이제�여러분의�꿈을 IB/ Power Speaking/ IELTS 전문

Baguio JIC에서�시작하십시오.

Baguio JIC와�함께하면

Baguio JIC Courses

원하는�만큼! 꿈꾸는�만큼!

코스�및�센터�선택가이드

영어실력이�향상됩니다.

“Baguio JIC 에는�나를�위한�정답이�있다.”

스피킹과�스펙을�잡자! 시험영어�코스�및�센터�선택�가이드

영어로�자신있게�말하자! ESL 코스�및�센터�선택�가이드

초급탈출 & 최단기간�목표달성 IB Sparta ESL Coruse
JIC IB센터

자신있게�말�할�수�있는�필리핀�스파르타의�최강코스!
어떤�방법도�통하지�않는�영어�왕초보레벨을�비롯한�빠른
향상을�요구하는�학생에게�강도�높은�일 6시간�일대일
수업과 4시간의�그룹수업으로�확실한�결과와�자신감을
심어주는�최단기간�목표달성�코스

IB Sparta ESL 과정
일 13시간(1:1 수업 6시간 + 그룹수업 2시간 + Special
Class 2시간+ 의무단어테스트 + 의무자율학습)(주 65시간)
필리핀�영어연수의�꽃인 1:1 수업이 6시간!! Speaking
집중�훈련�가능. 레벨에�따라�수업내용, 교재를�선정하여
가장�적합한�학습�방법과�수업을�제시합니다.
LEVEL 1~LEVEL 6

평일(월~금) 외출금지
의무�자율학습, 단어테스트�실시

진정한�스파르타를�원하는�의지가�약한�학생, 집중수업을
통해�빠른�영어실력�향상을�희망하는�학생, 이제껏�어떤
방법으로도�영어실력을�향상시키지�못한�학생, 기초가
없는�왕초보�학생

수강가능학관
학습목표

커리큘럼

선택레벨

* * 장기�연수생들은 IB Sparta ESL + Power Speaking ESL, 또는 IB Sparta ESL
+ 시험영어과정(TOEIC or IELTS)을�추천합니다.

■Baguio JIC 레벨단계

규정

추천

초�중급�스피킹의�완성 Power Speaking ESL Course
JIC Power Speaking IELTS 센터

체계적인�파워�스피킹�전문�프로그램!
스피킹�위주의�일 4시간�일대일�수업과 6시간의�원어민
수업/각자의�목적에�맞는�맞춤식�그룹�수업을�통해�초�중급
실전�영어를�빠르게�향상시키는�코스
Power Speaking ESL
일 13시간 (1:1수업 4시간 + 그룹수업 6시간 + 단어테스트
+선택자율학습) (주 65시간)
세부과정 - 일반영어과정/취업대비과정/워킹대비과정
/스피킹집중과정/네이티브�러닝과정

학생의�레벨과�목적을�고려한�수업내용�및�선생님�선택가능
미국인 Conversation 수업제공, 다양한�영어�액티비티
활동
LEVEL 3~LEVEL 8

평일 (월~금) 외출신청제 ( 22:00 기숙사�통금�엄수)
선택�자율학습, 선택단어테스트�실시, 매주�금요일�시간표
변경가능 (1:1 수업, 그룹수업)

기초는�있지만�스피킹이�부족한�학생, 다양한�그룹�수업�및
목적에�맞는�과정을�희망하는�학생, 외국인�친구(일본,
대만, 중국인�등)들과�함께�연수를�희망하는�학생, 연계연수
및�유학을�준비하는�학생, 자율적인�커리큘럼을�희망하는
학생

Expert
L8
L7
L6

TOEIC

TOEFL iBT

900~990

79~96

-

850~899
800~849
700~799

IELTS

비고

7.0~7.5

-

97~120

8.0~9.0

65~78

6.0~6.5

IELTS 7.0 보장반
IELTS 6.5 보장반

5.0

IELTS 6.0 보장반

65~78
54~64

5.5

-

500~699

41~53

4~4.5

IELTS 5.5 보장반

L4

350~499

65~78

3~3.5

IELTS 실전반

200~299

19~29

2.0

L2
L1

300~349
100~199
0~100

19~29
9~18
0~8

2.5

Power Speaking
ESL

1.5

-

-

JIC Power Speaking IELTS 센터

토익점수�잡고�취업도�잡고!
필리핀�어학연수를�통해�스피킹�실력�향상 + 토익�점수를
마무리하고�싶은�학생을�위한�과정으로 1:1 수업�시간은�각
학생의�점수대별, 목표에�맞게�조정이�가능합니다. (ex 목표
점수�획득�후�일반회화/토익�스피킹, 라이팅으로�전환 )
토익의�기초부터�실전까지
과정 1. TOEIC 집중반
일 13시간 (1:1 수업 4시간 + 그룹수업 6시간 + 의무�자율
학습 + TOEIC단어테스트)(주65시간) * 과정은�개인�목적에
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월~금�토익�단어테스트/ 주 3회�토익모의고사�실시
LEVEL3 - LEVEL8

-

IB ESL 과정

수강가능학관
학습목표

커리큘럼

선택레벨

평일(월~금) 외출금지
선택�자율학습, 단어테스트�실시

잡힐�듯�잡히지�않는�토익�점수�한방에�끝내고�싶은�학생
문법과�단어, 영어의�기초가�약해�집중적으로�학습하고
싶은�학생
토익점수와�스피킹, 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고�싶은�학생
단기간�내 800이상의�고득점을�필요로�하는�학생

규정

IELTS Course

JIC Power Speaking IELTS 센터

이민, 유학 OK! 연계연수�준비 OK!
이민, 유학등의�목표로�아이엘츠�점수가�필요하신�분�뿐
아니라�보다�체계적인�영어�학습을�원하는�중,고급�레벨의
학생에게�적합한�과정입니다. 영어의 4대영역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을�체계적으로�학습하게
되며�특히�인터뷰식�영어회화와�작문학습에효율적�입니다.

과정 1. 스파르타 PRE - IELTS반
과정 2. 스파르타 IELTS 실전반
과정 3. 스파르타 IELTS 보장반 (5.5/6.0/6.5/7.0)
과정 4. IELTS BUILD-UP
일 12시간 (1:1수업 6시간 + 그룹수업 3시간 + 의무자율학습
+ IELTS단어테스트) (주 60시간)
일대일�선생님의�집중�리스닝/리딩/스피킹/라이팅�수업이
영어�실력을�한단계�업그레이드�해드립니다.
IELTS 실전반 : LEVEL 4 이상에게�추천
IELTS 보장반 : 목표�점수대별�입학기준�참고
평일(월~금) 외출금지
의무�자율학습, 단어테스트�실시

이민, 유학, 연계연수를�계획중인�학생
영어의�기본기는�있으나�높은�단계의�작문, 회화�실력을
갖춰�경쟁력을�갖고�싶은�학생
4가지�과목의�아이엘츠, 어떻게�공부해야�할�지�막막한�학생
학원을�다녀도�점수가�오르지�않는�학생

추천

나에게�맞는�프로그램�찾기
나의�공부�스타일 + 영어�공부의�주된�목적

A. 엄격한�규율�속에서�단기간
많은�양의�공부를�하고�싶어요.

-

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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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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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의�목적에�맞는�수업을
자유롭게�선택하여�듣고�싶어요.

PSI 센터

이민, 유학

IELTS 코스

ESL 과정 (12주)

IELTS 과정 (8주)

+
IELTS 코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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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I 센터

Native 과정 (8주)

ESL 과정 (12주)

일반 ESL 과정 (8주)

IELTS 과정 (12주)

TOEIC 과정 (8주)

ESL 과정 (12주)

ESL 과정 (8주)

ESL 과정 (12주)

IB 센터

+
PSI 센터

IELTS 코스
+
PSI 센터

IB 센터

+
PSI 센터

IB Center

ESL Programs

1. IB 센터 ESL 과정

왕초보, 영어�초-중급자를�위한�맞춤식�집중교육�프로그램!
다양한�주제로�어순�이해�훈련, 발성법(발음)훈련, 소리
캐치훈련, 영어식�사고&표현�훈련을�하게�됩니다.
원어민과�같은�사고방식으로�영어를�말할�수�있도록�교육이
진행되어�단기간의�투자로�영어�초보를�탈출하고�싶은
분들에게�추천하는�코스입니다.

IB ESL 이란?
수강센터

IB 센터

교육일정

8주�이상

수강대상자

LEVEL 1~LEVEL 6

학습관리�시스템

BI-Monthly Test
2주차�금요일에�과목�별�테스
트를�통해
학생들의학습성취도를�중
간�평가합니다.
Monthly Test
4주차�금요일에 Monthly
Test를�통해
한�달간의�실력�향상도를�
평가하여�다음
레벨에�맞는커리큘럼을�제공
합니다.
Vocabulary Test
학생의�레벨에�맞는�단어를
�매일�암기�후
테스트�합니다. 매주�일요일
�주간
총괄테스트를�통해�완벽히�
암기할�수
있도록�합니다.

2. 커리큘럼
1:1 수업

“6시간 1:1 수업을�통한 영어�초보 단기�탈출!”

6시간
1:1 Class
(Total 6hours)

GROUP Class
(Total 2hours)

SPECIAL Class
(Total 2hours)

저녁프로그램

+

Native 그룹

2시간

Speaking

Writing&
Grammar

Reading&
Listening
Native
Discussion
English
Patterns

Grammar

CNN or
Listen a minutes
Vocabulary

의무�자율학습

* 목적에�따라�수업구성은�변경될수�있습니다.
* 그룹수업은�레벨에�따라�변경�될�수�잇습니다.

+

Special Class

2시간

=

일 13시간�학습

(단어테스트+의무자율학습 3시간)

실제�생활에�도움이�되는 Power Speaking 일반�회화에�필요한�표현, 문법,
단어�등을�배우는�시간입니다.

정확한�표현을�위해�필요한�기본�문법, 문장쓰기�훈련부터�편지쓰기, 에세이
작문의�고급�과정까지�수업이�이루어집니다.

올바른�읽기�훈련을�통해�영어의�이해력을�높이며�높은�수준의�표현력이
바탕이�되는�아이디어를�얻는�수업입니다. 다양한�테마별�리스닝�수업을�통해
이해력, 표현력과�사고력을�향상시키는데�주안점을�둡니다.

3스텝에�의해�진행되는�네이티브와�현지인�선생님의�기초영어�학습과정입니다.
step1. 네이티브�베이직�발음, 엑센트�훈련(4주의무) 1~3단계
step2. 현지인�선생님과�함께하는�기초영어�학습과정 3~5단계
step3. 네이티브�디스커션�심화�훈련 5단계�이상
영어의�핵심�패턴문장을�반복해서�읽고�따라�말하며�자연스럽게�회화�훈련에
적응해�가는�시간입니다

영어�공부의�기본이�되는�영문법을�쉽게�이해할�수�있게�강의. 왕초보, 문법에
자신없는�중급자에게�추천하는�코스입니다.
초급~중급�레벨의�리스닝�수업. 받아쓰기(Dictation) 을�통해�필수�단어�습득
및�청취능력�향상
4단계의�레벨별�단어�암기�및�테스트

매니저의�철저한�관리하에�지정좌석에서�자율학습

Pattern Test 매일�패턴 233 교재의 6개�패턴을�암기하여�테스트합니다.
Activity 매달 1회�전체�학생들과�선생님이�함께 English presentation,영어연극, 영어토론, 게임�등다양한 Activity를 ‘LEARNING
BY DOING’ 이라는�모토�아래�진행함으로써�혼자�하는�공부가�아닌�다른�학생들과�함께�어울려�영어실력을�향상시킵니다.
정기상담 첫째�주�신입생�상담, 둘째�주�전체�상담�넷째�주�스케줄�상담 + 졸업생�상담�등을�통해�학생들의�생활�상담과�확실한�학습
가이드�라인을�제시합니다.
INTENSIVE CARE 철저한�학생관리 각�학생별 PROFILE DATA, 학생성적, 상담일지,선생님�평가, 수업�태도등을 Foster Parents,
Head Teacher 그리고�한국인�매니저가�관리,분석하여�학생에게�지속적으로�발전�방향을�제시합니다.

3. SPECIAL CARE PROGRAM

Foster Parents system은�담당�교사제로서, 한�선생님이�보통 1-2명의�학생을
관리하며, 주 1회�정기�상담을�통해�담당학생의�건강, 성적�뿐만�아니라�연수기간
중�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들을�함께�해결합니다.

FOSTER PARENTS SYSTEM
(담당교사제)

Challenger 제도란�정해진�기간동안에는�기간�동안에는�하늘이�무너져도�절대�한국말을
쓰지�않는다고�약속을�하고�도전을�하는�프로그램�입니다.
도전하기�전에�일정한�금액(300페소)을�걸고�성공하면 500페소의�장학금이�수여되며,
실패하면�자신이�걸었던�금액은�벌금으로�학생들의�파티에�쓰이게�됩니다.

CHALLENGER
(챌린저�제도)

-Challenger(1st 도전) 2주: 성공�시 500페소�상금�및 Pro-Challenger 도전�기회�획득
-Pro-Challenger(2nd 도전) 4주: 성공시 1000페소�상금

*챌린저&프로챌린저를 6주간�연이어�성공시 Glory Challenger로�등록되고�성공�노하우�공유시
상금�및�각종�혜택이�부여됩니다.

IB ESL 수업시간표

(Monday to Friday)
시간

일정

06:30 ~ 07:20

Breakfast

07:20 ~ 08:10
08:20 ~ 09:10
09:20 ~ 10:10
10:20 ~ 11:10
11:10 ~ 12:0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1수업
1:1수업
그룹수업
그룹수업
Lunch
1:1수업
1:1수업
1:1수업
1:1수업

16:00 ~ 16:50

SPECIAL CLASS

19:00 ~ 19:40

Vocabulary TEST

17:00 ~ 17:50
17:50 ~ 19:00

SPECIAL CLASS
Dinner

19:40 ~ 20:30
20:40 ~ 21:30
21:40 ~ 22:30

의무자율학습 1교시
의무자율학습 2교시
의무자율학습 3교시

수업�가이드라인�제시

하루�최대 13시간�수업

*수업시간표는�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수료증&수업기록부

1. 수강�종료�후�총�출석률
90% 이상인
학생에게만�수료증�및�수업
기록부가
지급됩니다.(Monthly Le
vel Test 불참시
수료증�발급�불가합니다.)
2. 수업�기록부는�학생의�
수업�태도, 성적
및�레벨에�관하여�언급되며
�수업�기록부를
통하여�학생의�영어�실력�
향상과
선생님들의�의견을�확인할�
수�있습니다.

수업규정

1. 수업스케쥴은�레벨에�따라�배정.
2. 스페셜�클래스는�레벨과�목적에�따라�월
1회�신청이�가능하며�조정기간�후에는 4주간
의무�수강.
3. 월요일~금요일에는�외출, 외박�절대�불허.
4. English Zone은�오직�영어만�사용가능.
5. 상황에�따라�그룹�수업과 Special Class는
변동될�수�있음.
6. 1 Class는 50분�수업/ 10분�휴식.

*1타임은 50분�수업 2Class를�의미합니다.

단기간�최대의�효과

철저한�학습�관리

PSI Center

ESL Programs
1. Power Speaking ESL 과정 (초 중급과정)

Power Speaking ESL 과정은 스피킹 위주의
일대일 수업과 원어민 수업, Conversation
위주의 그룹수업을 통해 초. 중급 이상의 회화
실력을 집중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단어테스트나 자율학습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 구성도 본인의목적에 맞게 구성
할 수 있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
하며 신청 자에 한 해 주 중 외출이 가능합니다.

Power Speaking
ESL Course
수강센터

PSI(Power Speaking IELTS) 센터

8주 이상
(IB센터 또는 IELTS 센터 연계시 4주 등록 가능)

교육일정

수강대상자

LEVEL 3~LEVEL 8

2.커리큘럼 안내
1:1 Class
(Total 4hours)

SPEAKING Ⅰ
SPEAKING Ⅱ
READING
원어민

CONVERSATION

PRONUNCIATION

CNN

GROUP Class
(Total 6hours)

PATTERN
GRAMMAR
COMPOSITION
TOEIC (LC/RC)
TOEIC SPEAKING

저녁프로그램

WORKING
HOLIDAY

VOCABULARY
선택 자율학습

학습관리시스템

Weekly Test
매 주 금요일, 월~목요일 까지 배운 내용을 지겨운
시험형식이 아닌 퀴즈형식으로 프린트를 제공하여
TEST실시
Toeic Test
신청자에 한해 월 2회의 모의 토익시험
Monthly Level Test
월 1회의 Monthly Monitoring Test로 향상된 실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Vocabulary TEST
4단계의 단어레벨 및 패턴 문장테스트 진행
Monthly Consultation/activity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및 학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토론,
뉴스제작, 작문경연,노래경연, 연극, 체육대회 등
다양한 주제의 그룹 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1:1 선생님과 스피킹 위주의 집중 수업이 진행되며 SPEAKING Ⅱ 수업은 일대일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취약 과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업 또는 자율학습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지도 함으로서 학생들의 이해와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

오디오 북(Who Moved My Cheese?, The Presents 등) 및 리딩 교재를 이용하여
단어 및 교재 내용의 핵심을 반복 읽기 학습을 통해 쉽고 빠르게 파악

외국인에 대한 자신감 배양 및 미국, 영국인 등 원어민과의 토론 및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책속의 답이 아닌 자유로운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업
(Presentation, Debate, Speech)
4주 단위 프로그램으로 놓치기 쉬운 어려운 단어, 문장의 발음 훈련으로 받아쓰기
및 리스닝 스킬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CNNez 프로그램을 이용, 미국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고급 단어, 문장을 반복 학습
할 수 있는 수업(받아쓰기, 전문단어, 리스닝 실력 배양)

문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 문장 및 숙어 연습을 통해
빠르게 입에 붙는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수업

Grammar In Use를 이용한 문법 수업이며, 기초 및 고급 문법과 한국에서의 문법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문법에 대한 친밀감을 up시킬 수 있도록 가벼운 액티비티로
학생들의 문장완성능력을 기르는 수업
Composition Practice 교재를 이용, 교재에서 나오는 문법 및 단어를 이용하여
작문 수업을 실시(영어 학습의 기본), 틀린 부분을 모두 교정 받아 완벽한 문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작문 능력을 훈련

주 3회, 월 12회 실시되는 모의 토익 시험을 통해 틀린 부분에 대한 반복 리뷰 및 토익
문법과 토익 리스닝 훈련 및 영국, 미국, 호주 발음에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여 토익
리스닝 스킬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토익 스피킹 시험에 가장 근접한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시험에 접근성이 높은
스피킹을 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계획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현지 문화 적응,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잡인터뷰 등을 훈련
4단계의 레벨별 단어암기테스트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함

1:1 수업

4시간

+

+

그룹수업

6시간

선택단어테스트
선택자율학습

3시간

=

일 10~13시간 학습

“매주 자유로운 수업 변경! 미국 영국 원어민 수업!”

3. 레벨과 목적별 추천 수업구성

1:1 수업 4시간 + 그룹수업 6시간 + 선택단어테스트 + 선택자율학습 (주 50~65시간 이상 학습)
학생의 레벨과 연수목적에 맞춰 그룹수업을 선택 배정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취업완벽대비
연계연수대비
워킹대비

고급스피킹

취업준비생을 위한 스피킹 완성코스, 라이팅 및 스피킹, 토론, 프레젠테이션
1) 1:1 수업 + CNN + TOEIC Speaking + Composition + 1:1 수업
2) 1:1 수업 + TOEIC Speaking + Conversation + 1:1 수업 + Composition(TOEIC Writing)
+ TOEIC Voca TEST
필리핀에서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의 연계연수 및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며 기본 영어 수업 및
원어민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극대화 시키는 과정
1:1 수업 + 원어민 Conversation + Grammar + Pronunciation + 1:1 수업(Writing)
필리핀에서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또는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며
기본 영어수업 및 원어민 수업을 통해 현지 적응과 취업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1:1 수업 + 원어민 Conversation + Working Holiday + Pronunciation + 1:1 수업

일반 영어과정에서 다진 기초실력을 응용하여 시사적이고 전문적인 주제의 상식과 회화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
1:1 수업 + 원어민 Conversation + CNN + Pronunciation + 1:1 수업

* 목적에 따라 수업구성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 한 타임은 2시간 구성입니다.

Power Speaking ESL 수업시간표
(Monday to Friday)

시간

07:30 ~ 08:20

일정

Breakfast

08:20 ~ 09:10

1:1수업

10:20 ~ 11:10

그룹수업

09:20 ~ 10:10
11:20 ~ 12:10
12:10 ~ 13:0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8:00 ~ 18:50
18:30 ~ 19:30
19:40 ~ 21:30

21:30 ~

1:1수업

그룹수업
Lunch

1:1수업
1:1수업

그룹수업
그룹수업
그룹수업
그룹수업
Dinner

Self Study

Vocabulary TEST

* 수업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료증&수업기록부

1.

수강 종료 후 총 출석률 90% 이상인 학생에게만 수료증 및 수업기록부가
지급됩니다. (Monthly Level Test 불참시 수료증 발급 불가합니다.)
2. 수업 기록부는 학생의 수업 태도, 성적 및 레벨에 관하여 언급되며 수업 기록부를
통하여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업규정

1. 모든 그룹수업은 레벨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자 레벨에 맞는 수업만 수강
가능합니다.
2. 일 4~5타임을 기본으로 하며 4주 단위로 출석률 체크를 통해 90%이하가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1회 : 2주간 외출금지 / 2회 : 2주간 외출금지 / 3회 : 퇴교>
3. 5타임을 신청한 학생은 4주이상 의무적으로 5타임 출석이 원칙입니다.
4. 신입생들은 연수시간 첫 주 월요일~목요일에는 외출, 외박 절대 불허합니다.
5. English Zone에서 오직 영어만 사용가능 합니다.
6. 수업스케줄 변경은 매주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1:1수업 추가, 수업구성 변경 등)
7. 상황에 따라 그룹수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1 교시는 50분 수업/ 10분 휴식시간 입니다.

PSI Center

PSI Center

TOEIC Programs
1. PSI 센터 TOEIC 과정
TOEIC이란?
수강센터
교육일정
수강대상자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생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Standardized Test) 입니다.
PSI(Power Speaking IELTS) 센터
8주 이상

LEVEL 3~LEVEL 8
-실전 문제를 통해 단기간 내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
-오랜 기간 토익을 공부했으나 점수 상승폭이 적거나
정체중인 학생
-확실한 목표가 있으나 의지가 약해 고민 되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

2.커리큘럼 안내
1:1 수업

4시간

1:1 Class
(Total 4hours)

GROUP Class
(Total 6hours)

저녁프로그램

+

TOEIC L/C

TOEIC R/C
TOEIC R/C
TOEIC L/C
TOEIC
SPEAKING

TOEIC
Vocabulary
자율학습

Native ESL Programs
1. PSI 센터 Native 과정

학습관리시스템

주3회 TOEIC Test
주 3회 실전 토익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토익
학습성취도와 실전감각을 향상시킵니다.
Monthly Level Test
월 1회 정기 Test
Contest ‒Activity
그룹수업 컨테스트로 프리젠티이션, 토론, 뉴스제작,
작문경영, 노래경연, 연극 등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Vocabulary Test
토익 단어를 월~금요일에 암기 후 테스트
합니다.

Native ESL이란?
수강대상자

2.커리큘럼 안내
1:1 수업

4시간

Native 2h
/ 일반 2h

그룹수업

6시간

+

TOEIC
단어테스트
선택자율학습

3시간

=

하루
13시간
학습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LC능력을 향상합니다.
다양하고 반복적인 발음 및 연음 학습을 통해
듣기실력을 높입니다. 토익 시험에 필요한
배경별 어휘와 회화적 표현들을 확실하게
익히고 연습합니다. 유형별 학습을 통해 문제
분석과 적용 능력을 익힙니다.

+

6시간

Native 2h
/ 일반 4h

1:1 수업

점수대별 토익 단어 암기 및 테스트

* 목적에 따라 수업구성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3시간

= 하루 13시간 학습

1. PSI 센터 Working Holiday 과정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워킹홀리데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필요한
회화 실력 및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이력서 작성, 실전과 같은 면접 준비를 시
켜줍니다.

이력서
완벽준비

토익 스피킹 시험에 가장 근접한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시험에 접근성이 높은
스피킹을 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선택자율학습

W.H Programs
2.커리큘럼 안내

주 3회, 월 12회 실시되는 모의토익시험을
통해 틀린 부분에 대한 반복 리뷰 및 토익
문법과 토익 리스닝 훈련 및 영국, 미국, 호주
발음에 좀 더 친근하게 접금하여 토익 리스닝
스킬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네이티브 원어민과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연계연수를 원하는 학생
고급 영어회화를 구사하고 싶은 학생

PSI Center

Working
holiday란?

토익 Part7의 기초 단어를 완벽 마스터하고
문제 요지를 정확히 구분하게 만들며 각 지문
종류별로 접근 방법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주 3회 토익 모의고사 , 선택자율학습

+

그룹수업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배양하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Pattern, Idom등을 배우며
자연스러운 회화를 익히는 수업.
미국식 영국식 발음을 연습하는 코스입니다.

4시간

+

바리스타
실습

실전 면접

그룹수업

6시간

+

* 바리스타�실습은�신청자에�한하며, 실습비용은�지원하지�않습니다.

선택자율학습

3시간

=

일 13시간 학습

PSI Center

IELTS Programs
1. PSI 센터 IELTS 과정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s
the world's most popular English language test for edu
-cation and emigration

IELTS란?

수강센터
교육일정
수강대상자

IELTS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세계 140여
개국 1,000여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연방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2200 여 개 대학, 전문기관을 포함한
전세계 9,000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IELTS는 한 해 220만 명 이상
이 응시하는 시험이며, 전세계 응시자들이 IELTS를 통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PSI(Power Speaking IELTS) 센터
8주 이상

LEVEL 3~LEVEL 8

2.커리큘럼 안내
1:1 수업

6시간

+

선택수업

3시간

SPEAKING

1:1 Class
(Total 6hours)

WRITING
LISTENING

저녁프로그램
Mock Test

3시간

“

Weekly Test
매주 토요일 전과목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 배양
Vocabulary TEST
레벨 별 IELTS 필수 어휘 테스트

INTENSIVE CARE 철저한 학생관리
각 학생별 PROFILE DATA 학생성적, 상담일지, 선생님
평가, 수업 태도등을 Foster Parents, Head Teacher
그리고 한국인 매니저가 관리, 분석하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FOSTER PARENTS SYSTEM(담당교사제)
Foster Parents system은 담당 교사제로, 한 선생님이
보통 1-2명의 학생을 관리하며, 주 1회 정기 상담을 통해
담당학생의 건강, 성적 뿐만 아니라 연수 기간 중 발생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며 취약 과목
학습법에 대해 상세히 조언합니다.

=

일 12시간 학습

Baguio JIC만의 특별한 IELTS 스피킹 수업!
IELTS SPEAKING 시험은 면접관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되므로 이러한 유형에 익숙해
지기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질문에 대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1대1
선생님과의 집중훈련이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발음교정, 논리적인 답변 구성은
물론 무의식 중에 나오는 습관, 잘못된 문법, 억양, 인터뷰 중의 표정 등을 세세히 분석하여
실전시험에 완벽 대비합니다.

작문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매일 1편 이상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과의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및 동의어 학습이 가능하며 TASK1, TASK2의 기본
structure를 확실히 배우게 됩니다. 작성된 에세이는 일대일 선생님이 매일 첨삭 지도
해드립니다.

기초 단어 듣기부터 키워드 찾기, 요약하기 등 문제풀이에 필요한 리스닝 스킬을 익힙니다.
(Key Skill : Repetition, Dictation, Mimicry)

VOCA TEST

의무 자율학습

매주 토요일 오전

* 그룹 수업은 학기 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벨 별 IELTS 전문 Vocabulary Test

매니저의 철저한 관리하에 지정좌석에서 자율학습

공인시험과 같은 시간대, 시스템으로 전과목 실전 모의고사가 매주 시행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최강 IELTS!

빌드업

ESL in IELTS

입문반

실전반

기초 다지기

보장반

IELTS 완성

”

목표점수 획득

IELTS 수업시간표 (Monday to Friday)

시간

일정

07:00 ~ 08:20

Breakfast

08:20 ~ 09:10

1교시

07:20 ~ 08:10
09:20 ~ 10:10

Special1
2교시

10:20 ~ 11:10

3교시

12:10 ~ 13:00

Lunch

14:00 ~ 14:50

6교시

11:20 ~ 12:10

주제별로 정리된 실전 지문을 공부하여 학습 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이에 필요한 독해 기술, 이해력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 Focuses on communicative grammar, which will enable students to speak or
write with acceptable grammar.
GRAMMAR
Students will be taught how to neutralize accent and speak conﬁdently during
PRONUNCIATION
actual test, not having to worry about the way they speak but on how they
should deliver their ideas better.
- Additional exposure to the British accent using BBC podcasts designed
speciﬁcally for IELTS students.
BBC Listening - Audio-visual class geared towards student understanding talks and speeches
TEDTALK
on varied topics, which they will most likely encounter in the actual test. Group
discussions and individual homework shall be part of the class routine.
READING

Option Class
(total 3hrs)

+

단어테스트
의무자율학습

학습관리시스템

필리핀 최초의 아이엘츠 전문 과정!

13:00 ~ 13: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8:00 ~ 18:50

18:50 ~ 19:30
20:00 ~ 20:40

20:50 ~ 22:00

세부과정

기간

목표점수

빌드업

8주

-

입문반

8주

4.0

실전반

12주

5.0~7.0+

보장반

12주

5.5/6.0
/6.5/7.0
보장반

4교시
5교시

7교시 special2
8교시 special3
9교시 의무자습

10교시 의무자습
Dinner

Vocabulary
Self-Study

* 수업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ELTS GUARANTEE PROGRAM IELTS 보장반
목차

입교 조건
보장혜택

등록조건

입교 가능일
준수 사항

5.5 보장반

공인점수 4.0 보유

내용

IELTS 아카데믹 영어 과정과 병행하는 ESL코스로
영어를 비지니스에 적용하거나 고급 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바기오 JIC 만의 특별프로그램입니다.

IELTS 시험을 처음 공부하거나 각 유형별 훈련이 부족한
아이엘츠 초급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Module 1~8 까지 테마별로 정리되어 있는 JIC의 자체
교재를 통해 진행됩니다. 각 주마다 정해진 Theme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서 각 과목간의 유기적인
이해와 학습이 가능합니다.
Baguio JIC가 여러분의 IELTS 점수를 보장합니다.
원하는 목표 점수를 최단 기간에 얻기 위한 IELTS
시험점수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6.0 보장반

공인점수 5.0 보유

6.5 보장반

공인점수 6.0 보유

7.0 보장반

공인점수 6.5 보유

- 1년 이내 IELTS 공인점수 제출(6.5 / 7/0 보장반)
- 바기오 JIC 입학시험 점수로 대체 가능(5.5 / 6.0 보장반만 가능)
- 기준 점수 미달 시 일반 IELTS 과정을 통해 점수 취득 후 보장반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1회 공인 시험비 무료 (이후 시험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보장 기간 내에 목표 점수를 얻지 못할 시 점수 획득 시 까지 수업료 무료 (기숙사, 개인용돈, 비자비, 교재비,
전기/수도세 등은 본인부담)
- 개인별 특별 전담 선생님 배치 : 주2회 헤드 티처 정기상담
- Daily Writing Tes : 첨삭무제한
- 주 2회Weekly Speaking Test
- 주 1회Weekly Mock Test & Review
12주 등록 (등록 기간 중 지정일에 실전 시험 1회 이상 의무 응시)
3월 20일 , 4월 17일, 5월 15일, 6월 12일, 7월 10일 추가

보장반 규정 엄수
1. 출석률 100% (질병 등 부득이한 상황시 진단서 제출)
2. IELTS 공인시험 1회 지정일에 의무 응시
3. Weekly Mock Test 의무 응시 ‒ 기준점수 미달 시 미응시로 간주
4. IELTS 센터 규정사항 엄수 ‒ 월 누적 벌점 15점 미만/경고 0회유지
5. 등록기간 중 모듈 및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합니다.
6. 보장 기간 이후 월 1회 공인시험 응시가 의무 이며 전달 공인성적에 미달 시 보장 자격이 상실 됩니다.

CENTER POINT

“IB 스파르타, 영어 기본기 완벽 마스터”
- 1:1 6시간 제공
- 왕초보 집중 커리큘럼
- 미국인 그룹 수업

- 24시간 챌린져 프로그램
- 엄격한 스파르타 코스
- 담임제 지정관리

- 중급 센터로 전환가능
- 체계적 학사관리
- 영양을 고려한 식단 제공

학원시설

넓은 강의실과 깨끗한 시설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강의실 1:1 강의실, 그룹강의실, OFFICE
● 기숙사 4F 기숙사

Baguio JIC

IB Center

3F 기숙사
2F 기숙사

기숙사시설

1F 기숙사, 휴게시설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숙사시설 내부화장실, 샤워실, 개인침대, 옷장, 책상, 의자, 냉장고, 냉온수기, 테이블, 무선인터넷
● 2인실/3인실/4인실 원룸형, 화장실, 샤워실

IB센터 정원

75명

“ 왕초보들, 초강력 스파르타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
Sparta 과정이 진행되는 Baguio JIC IB 센터는 신축 팬션식 건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타이트한 하루 일과를 보내는 Baguio JIC 학생들을
위해 엄격한 학업규정과 생활규율 속에서 학업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한국인 스텝과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관리하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 매점, 카페테리아, 운동장(농구, 배드민턴 등), 헬스시설, 무선인터넷, 휴게실 등

CENTER POINT

“ 취사시설이 완비된 콘도형 기숙사에서 편안한 어학연수를 ”
- 필리핀 최초 아이엘츠
- 7.0보장반 프로그램
- 관리형 스파르타 아이엘츠

- 원어민 Native Esl
- 워홀 연계 프로그램
- 공무원 연수 지정 센터

- 높은 외국인 학생 비율
- 90% 정규직 강사
- 취사 가능 기숙시설

학원시설

넓은 강의실과 깨끗한 시설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기숙사 & 강의실

4F 강의동, 자습실, Oﬃce, Fuction Hall, 휴게실
3F 강의실, 자습실, oﬃce ,funtionhall, 휴게실
2F 기숙사

기숙사시설

1F 기숙사, 운동장(배드민턴,농구장), 휴게실, 헬스시설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숙사시설 내부 화장실, 샤워실, 개인 침대, 옷장, 책상, 스탠드, 의자, 냉장고, 냉온수기, 쇼파, 테이블, 무선인터넷,
전기스토브(기숙사 내 취사가능)
● 1인실 1UNIT에 방 2개, 화장실(샤워실), 넓은 거실과 씽크시설
● 2인실/3인실 원룸형, 화장실, 샤워실, 거실과 씽크시설

● 4인실 복층형 1층에 화장실, 샤워실, 넓은 거실과 씽크시설

편의시설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 매점, 카페테리아, 운동장, 헬스시설, 자습실, 개인사물함, 무선인터넷, 휴게실 등

Baguio JIC

PSI
Center
오직 영어에만 집중하세요. 최고의 환경
Baguio JIC에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IELTS, Native ESL, Toeic, 워킹홀리데이, 공무원연수등 다양한 과정이 진행되는
바기오 JIC Power Speaking IELTS센터는 시원한 가을날씨를 자랑하는 바기오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일체형 콘도식
건물은 소호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선사하며,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맑은 하늘과
한적한 주변환경은 여러분의 아늑한 휴식처가 될 것 입니다.
JIC Power Speaking IELTS 센터는기숙사 내에서 취사가 가능하여 부부 연수생
에게도 적합하며 바기오 시내까지 택시로 약 10분 정도 소요 됩니다.

PSI센터 정원

75명

<photo>

Baguio

IB 연수후기

ACTIVITY

TURNING POINT By GRANT(Korean)

Baguio JIC IB를�선택한�이후 ‘내가�과연�잘할�수�있을까?’, ‘지금�이�정도의�영어실력으로�가서�향상시킬�수�있을까?’ 하는
의문이�항상�끊이질�않았었습니다. 하지만, JIC에�도착해서�제가�했던�걱정은�기우였다는�것을�바로�알�수�있었습니다.
깔끔하게�정리되어�있는�방과, 친절한�룸메이트들이�금방�적응할�수�있도록�도와줬습니다. 사실, JIC의�가장�큰�장점은
학생들끼리�서로�가족처럼�지내는�분위기입니다. 서로�모르는�것이�있으면�물어보고, 영어로�써가며�대화하고, 주말에는
같이�맛있는�음식을�먹으러�나가기도�하구요. 긍정적인�생각들이�영어향상에�바로�도움이�되었습니다.
또한, 센터장님을�비롯한�학원�관계자들도�학생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주려고�노력하며, 학생들이�편히�지낼�수�있도록
부단히�노력하는�점이�저에게�인상적으로�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또한�무척이나�열정적이십니다. 성의를�다해�가르쳐
주시고, 때로는�친구처럼�때로는�부모님처럼�항상�공부할�수�있도록�잘�조절해주십니다. 그리고�학원이�소수로�운영되기
때문에�학생들과�선생님들의�유대가�정말�깊습니다. 이는�또�수업시간�이외에�쉬는�시간에도�영어를�사용할�기회가
늘어난다는�이야기가�되겠죠? 열심히�하면�영어가�정말�늘�수밖에�없는�학원인�것�같습니다. 정말�나는�어학연수에�온�김에
정말�확실히�영어를�공부해보고�싶다, 공부다운�공부를�해보고�싶다! 하시는�분들에게�저는�강력히 BAGUIO JIC를�추천하고
싶습니다.

Power Speaking 연수후기
What I gained in Baguio and JIC
Natsuko Miwa(Summer) (Japanese)

Indeed, time ﬂies. Six long months have passed since I arrived here in Baguio. What makes me love studying
English in Baguio JIC the most is the teachers. They are kind and I could feel their passion in teaching.
The previous and present teachers that I have met here are eager to teach their students. Moreover, they make
us feel like we are part of their family, so I would like to do my best for them. I have learned a lot from them;
not only English, but also their culture and family bonds. We might have the language barrier between us,
but we can get over it as long as we both show sensitivity and consideration to each other. If there is one thing
that I realized while studying the English language, it is that Language is not the only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at we can communicate through our hearts. All things might come to an end, but I believe my memories
in Baguio JIC will be never forgotten. I’m glad and proud of having had the chance to stay in Baguio JIC.
I’ll never stop studying English in order to keep in touch with my precious friends. I appreciate JIC as well for
being an avenue of learning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foreigners to learn and improve their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 Student Coments
IELTS 연수후기
Charlie

JIC IELTS 센터에서 10주�공부하고
시험을�본�결과�제너럴�모듈 OVERALL
6.0을�맞게�되었네요. 예상보다�빨리
목표점수를�얻게�되어�기쁩니다.
처음에�학원에�와서�레벨테스트를
해본�결과 OVERALL 4.0을�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레벨테스트에서 4.0이상이
나오지�않는�상황에서 10주안에 6.0을
바라는�건�무리라고�생각합니다.

저는�그 10주동안�평균�취침시간 2시,
주말에도�격주로�쉬면서�공부에�시간을
쏟았습니다. 6.0 이상을�목표로�두신�분
들은�정말�열심히�공부할�각오를�하셔야
해요.
첫째, READING은�수업시간에만�공부
했습니다. 필요한�이론(true or false와
yes or no의�차이, skimming and
scanning 등)을�선생님들에게�배웠고,
제너럴�모듈1-4교재가�같은�유형의
문제만�반복해서�풀도록�되어있어서
문제유형에�익숙해질�수�있었습니다.
둘째, SPEAKING도�수업
시간에만�충실했습니다. 수업�때
선생님이�제�답변을�고쳐주는데
저는�그걸�노트에�다�썼습니다.

그리고�모의고사�전날이나�주말에�그걸
소리�내서�읽어�본�게�전부입니다. 저는
수업시간에�어떻게든 hesitation을
줄이기�위해�문법이나 PRER 같은걸
신경�안�쓰고�제가�말하고�싶은�대로
말했고, 계속해서�연습하다�보니
나중에는�저도�어느�정도�구조를�갖춰서
말하게�된�것�같습니다.

셋째, LISTENING은�수업시간만�갖고는
절대�안됩니다. 매일�받아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매일 4시부터�저녁
먹기�전까지�캠브리지�아이엘츠�시리즈
모의고사를 1회분씩�풀고�리뷰
했습니다. 리뷰하면서�모르는�단어가
나오면�노트에�따로�정리하였습니다.
주말에는�따라읽기를�했습니다. 랩으로
된�팝송이나,영화�러브액츄얼리, 오바마
연설문을�계속�들으면서�따라해�보는
연습을�주말중�하루를�골라�종일
했습니다.
넷째, WRITING은�정말�어려운�과목
입니다. 저는�학원�공강시간을�활용
하였습니다. 그것도�모자라서�롸이팅
하다보면�늘�새벽 1시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선생님에게�그룹 WRITING
수업을�들으면서 ESSAY와 LETTER의

기본�구조를�익혔고, 과제를�하면서�될�수
있으면�관계사와�전치사를�문장에�많이
집어넣으려고�노력했고, 자주�쓰는�단어에
대해서는�동의어를�따로�정리하였습니다.
과제가�없는�날은�잘�쓴�에세이를 5번씩
베껴�써보기도�했습니다. 주말에도�잘�쓴
에세이�베껴�써보고�모르는�단어나�표현
정리�했습니다. 만약 6점보다�높은�점수가
목표라면, 어떤�토픽이�나오더라도�무조건
5분안에�브레인�스토밍과�인트로를�끝낼
수�있게�연습하시는�게�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서�보는�단어시험을
위해 30분이상�투자하지�마십시오. 진짜
집중해서�빠르게 5번만�눈으로�보면 90프로
이상�외워집니다. 한�단어당 5초이상�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30개�단어 5번�보는데
10분걸립니다. 단어는�수업이나�자습을
하면서도�따로�정리해서�외워야�합니다.
토픽(가족, 기술, 환경�등) 별�필수�단어를
따로�정리하시면�더�좋습니다. 아이엘츠는
토픽이�한정되어�있어서�나오는�단어가
반복적으로�나오고�실제�영어실력과도
상당한�연관이�있습니다. 토익�보다는�훨씬
영어실력을�키우는�데�도움이�되고,
토플보다는�쉽기�때문에�계속해서�도전하고
싶은�마음이�생기는�시험입니다. 다들
즐기면서�공부하시기�바랍니다.

출국�전�비용 I 4주�비용( 8주�기본�단위로�등록�가능)

등록금 100,000원
코스

IB 센터
ESL

가격

기숙사비

Activity

■ 연수비용�안내
환불규정 I

환불에�규정과�절차
1. 등록�취소�시�등록금은�환불이�되지
않습니다.
2. Baguio JIC어학원에�등록하신�모든
학생들에게는 8주�의무수강이�적용됩니다.
연수시작�전 (한국에서�출발�전)
1. 출국 3주일�전�등록�취소�신청�시�등록비
10만원을�제외한�전액을�환불하여�드립니다.
2. 출국 2주일�전�등록�취소�신청�시�등록비
10만원과�위약금 10만원을�제외한�전액�환불
3. 출국 1주일�전�등록�취소�신청�시�등록비
10만원과�연수비의 20% 공제�후�환불됩니다.

연수시작�후 (한국에서�출발�후)
1. 연수기간의�단축을�원할�시�에는�코스
시작일로부터 8주�이내에만�신청이�가능합니다.
2. 코스�시작일로부터 8주�이내�환불�요청�시, 남은
연수비용의 50%가�환불됩니다.
(4주�단위) 단, 연수기간이 8주�이하일�경우에는
환불액이�없습니다. (8주�의무수강�적용)
3. 코스�시작일로부터 8주�이후에는�남은�기간에
대한�환불신청이�불가합니다.
4. 환불은�코스�종료�후 2주�이내에�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유학원�등록�시�유학원을�통하여
환불이�이루어집니다.

5. 환불규정�미숙지로�인한�불이익은 Baguio
JIC어학원에�그�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6. 본인의�질병, 혹은�직계�가족의�질병으로�연수
취소가�불가피한�경우, 잔여�기간에�대한�수업�및
기숙사비의 50%를�환불�받을�수�있습니다.
(단, 의사�진단서를�제출해야�하며�환불은�주
단위로�적용됩니다.)
7. 수업�및�기숙사�자의�혹은�타의로�변경�시
다운�그레이드에�대한�차액�환불은�불가합니다.
8. 모든�환불은�실납입액을�기준으로�합니다.

출국�후�비용 I 현지�사정과�환율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비자연장비
SSP 발급비

8주

3430 P

16주

3430 P + 6000 P = 9430 P

12주
20주
24주

Icard 발급비

전기세,수도세(4주)
기숙사�보증금

기타�추가�비용

마닐라�왕복항공료

연계연수�왕복항공료
유학생�보험

3430 P + 4700 P = 8130 P
3430 P + 6000 P + 2730 P = 12160 P
3430 P + 6000 P + 4030 P = 13460 P
6300 P
3330 P
1000 P
2500 P

교재비, 용돈�등
500,000원 ~ 850,000원 (시기와�항공사에�따라�가격�변동이�있습니다.)

1,000,000원 ~ 1,800,000원 (시기와�항공사에�따라�가격�변동이�있습니다.)

불의의�사고나�만약의�위험에�대비하기�위하여�연수기간�중�보험가입은�의무사항입니다.

PSI ESL

73만원

센터구분

Native ESL

73만원

83만원

1인실

Power Speaking

픽업비

Baguio JIC 컨테스트/프레젠테이션 DAY 한달에�한번�실시되는�즐거운�액티비티�프로그램�입니다.
체육대회 Baguio JIC 운동장에서�갈고�닦은�실력을�뽐내는�날�입니다.
봉사활동 Baguio 시청에서�주관하는�봉사활동에�참여하시면�확인서를�받으실�수�있습니다.

Baguio JIC 등록�시 1회�납부하며�환불되지�않습니다.

IB

50,000

기숙사�인실

IB
ESL 코스

3인실

PSI
토익�코스
PSI
워킹홀리데이

PSI
IELTS 코스
PSI
IELTS Guarantee

81만원

개별문의

워킹홀리데이
73만원

2인실

68만원
68만원

IELTS Course
83만원

IELTS Guarantee

3인실

93만원

4인실

58만원

50만원

58만원

50만원

매월�단체�출국일에�맞춰�마닐라�공항에서�픽업해드립니다. (개별�픽업비 20만원)

센터/코스구분

PSI
Native 코스

토익

75만원

등록금+수업료+기숙사비+픽업비

PSI
ESL 코스

Power Speaking IELTS 센터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2인실

2,970,000

4,380,000

5,790,000

7,200,000

8,610,000

4인실

2,610,000

3,840,000

5,070,000

6,300,000

7,530,000

2,770,000

4,080,000

5,390,000

6,700,000

8,010,000

1인실

3,110,000

4,590,000

6,070,000

7,550,000

9,030,000

3인실

2,770,000

4,080,000

5,390,000

6,700,000

8,010,000

2인실
4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2,970,000
2,610,000
3,310,000
3,170,000
2,970,000
2,810,000
3,270,000
3,130,000
2,930,000
2,770,000
3,110,000
2,970,000
2,770,000
2,610,000
3,310,000
3,170,000
2,970,000
2,810,000
3,510,000
3,370,000
3,170,000
3,010,000

4,380,000
3,840,000
4,890,000
4,680,000
4,380,000
4,140,000
4,830,000
4,620,000
4,320,000
4,080,000
4,590,000
4,380,000
4,080,000
3,840,000
4,890,000
4,680,000
4,380,000
4,140,000
5,190,000
4,980,000
4,680,000
4,440,000

5,790,000
5,070,000
6,470,000
6,190,000
5,790,000
5,470,000
6,390,000
6,110,000
5,710,000
5,390,000
6,070,000
5,790,000
5,390,000
5,070,000
6,470,000
6,190,000
5,790,000
5,470,000
6,870,000
6,590,000
6,190,000
5,870,000

7,200,000
6,300,000
8,050,000
7,700,000
7,200,000
6,800,000
7,950,000
7,600,000
7,100,000
6,700,000
7,550,000
7,200,000
6,700,000
6,300,000
8,050,000
7,700,000
7,200,000
6,800,000
8,550,000
8,200,000
7,700,000
7,300,000

8,610,000
7,530,000
9,630,000
9,210,000
8,610,000
8,130,000
9,510,000
9,090,000
8,490,000
8,010,000
9,030,000
8,610,000
8,010,000
7,530,000
9,630,000
9,210,000
8,610,000
8,130,000

10,230,000
9,810,000
9,210,000
8,7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