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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HILIPPINES CLARK
BELA 어학원은

클락 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학원 맞은편에 국제학교, 주변에 필리핀 사립학교와

중국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위치한 교육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최상의 학습조건을 자랑합니다.

BELA E4U academy

깨끗한 환경 안전한 클락



B.E.L.A 어학원은...

2006년에 필리핀에 문을 연 영어 전문학원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생님들과 철저한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본원 에서 영어실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어교육과 영어를 제2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 시키고 21세기 글로벌 리더들의 기초교육장이

되고자 합니다. 입학 후 학생들의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하여 레벨테스트 및 개인별 인터뷰 후에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소외 받지 않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본원에서 영어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ABOUT B.E.L.A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벨라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ELA 시설안내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시설 타입 수량

1:1 Class room 60

Group classrooms 11

Library Big 1

Study Area Good for 90 person

Rooms
31(4 beds in one room with toilet, hot and cold shower) that can accommodate 116 
people

Swimming pool 1

Basketball court 1

Dining room 1

Gazebos 2

Playground for kids 1

Huge parking space

24/7 security guard and cctv



BELA 시설안내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강의시설

강의동 로비 1:1 강의실 복도

독서실

다양한 교재

그룹 룸 1:1 튜터룸

BELA E4U academy



BELA 시설안내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원외시설

BELA E4U academy

수영장

농구장

펑션홀

트램펄린

놀이터



BELA 시설안내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원내시설

놀이방

유치원

BELA E4U academy

매점 간이주방



어학원 식사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 부원장님이 직접 조리하는 99% 한국인 입맛에 맞는 식단을 준비 합니다.

BELA E4U academy



학원 주변 시설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 주말 차량 지원은 학원 스케쥴을 참고해주세요. 

맛사지샵(차량 1분 거리) 런닝맨 헬스장(차량2분 거리) 한국 슈퍼(차량 1분 거리) 클락/앙헬레스 SM몰

마퀴몰 24시간 응급실 있는 한국병원 실외골프장(차량1분거리) 네포몰

BELA academy는 웨스트필드 국제학교 맞은편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편리 하고 안전 합니다.

BELA E4U academy



BELA E4U academy

JUNIOR 영어캠프



방학캠프 주니어 ADVANTAGE

BELA E4U academy

1:1 6시간 이상 수업

6시간 1:1 수업을
통해 영어
집중교육

스피치 콘테스트

스피치 콘테스
트를 통한 영어
발표능력 향상

한 학기 선행을
통해 수업

성취도 향상

방과 후
수학 공부 ASSEMENT

매주 금요일
한주간의

영어공부 평가



COURSE2

ESL 

SEMI

SPARTA 

COURSE1

ESL 

SPARTA 

BELA E4U academy

방학캠프 주니어 커리큘럼

1:1 수업 7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1:5 수업 1시간 원어민 CLASS 

1:1 수업 6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1:5 수업 1시간 원어민 CLASS 

1:5 ACTIVITY 
CLASS

teacher와 함께 그룹으로 농구, 축구, 배드민턴, 보드게
임 등 즐거운 activity 를 통해 영어를 배웁니다



방학캠프 주니어 TIMETABLE
1 time = 45 minutes , break time = 10 minutes

BREAKFAST 

1:1 CLASS READING

1:1 CLASS LISTENNING

1:1 CLASS GRAMMAR

1:1 CLASS WRITING

LUNCH

1:5 CLASS or 1:1 CLASS ACTIVITY CLASS   or   VOCABULARY

1:1 CLASS PRESENTATION

1:5 CLASS Native speaker SPEAKING

1:1 CLASS CONVERSATION

DINNER

DAILY CLASS VOCA & PATTERN(MEMORIZING), MATH 

• 1:5 activity class는 선택 사항으로 그룹으로 미 선택 시 1:1 수업으로 대체 됩니다.
• Timetable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ELA E4U academy



방학캠프주니어 DAILY CLASS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List Content

VOCA
벨라 어학원에서 직접 제작한 레벨 별 단어책으로, 한국 영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암기 하여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자 실력에 맞게 단어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5~50개 사이의 단어를 암기 합니다.)

PATTERN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통 문장을 외움으로써

SPEAKING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레벨별로 각 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실력에 맞는 문장 개수로 암기합니다.

MATH
한 학기 선행을 하면서 미리 예습하여 영어 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도 향상 됩니다. 

8주는 선행수학 1권 , 12주는 선행수학 2권 합니다.

ESSAY
주니어 토플 주제로 영어로 essay를 작성해 보면서 writing 실력이 향상 됩니다.

담당 Writing teacher가 첨삭하고 틀린 것을 옮겨 적습니다.

Making 

Sentences
한 단어로 영어 문장을 20개 만들어 보면서 영영 단어의 뜻도 알게 됩니다.

담당 Writing teacher가 첨삭하고 틀린 것을 옮겨 적습니다.

영어의 모든 파트에 포커스를 맞춘 BELA academy만의 특별한 공부 비법 입니다.
가족캠프의 경우 BELA DAILY STUDY 신청 – 4주 35만원 입니다.

BELA E4U academy



방학캠프 주니어 스피치 콘테스트

8주 이상 캠프생들에 해당되며 7주차에 랜덤
주제에 맞춰 직접 Writing해서 담당 teacher 한테
첨삭 후 암기 합니다. 

다른 여러 학생들 앞에서 스피치 해봄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writing , speaking 실력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BELA E4U academy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방학캠프 주니어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SITUATION REPORT
• 매주 평일 주 1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해 부모님과 통화 연결하여 10분 정도 개인통화 가능합니다.

• 매주 토요일 액티비티 이후 한국시간 저녁 7시 전후로 개인 휴대전화 2~3시간 지급하여 부모님과
통화 가능하도록 합니다.

• 매일 네이버 밴드(벨라 어학원 그룹)를 통해 아이들 사진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매일 공유 되는 사진에는 식사사진, 간식사진, 체육시간 사진, 주말 액티비티 사진, 1:1 공부 사진 등
다양하게 업데이트 됩니다.
아이들 사진의 공유를 막기 위해 허가된 사람만 네이버 밴드 그룹에 가입 가능합니다.
네이버 밴드(벨라 어학원 그룹)는 부원장님이 직접 관리합니다.

FEEDBACK
• 학원 도착 후 레벨테스트 결과를 개인적으로 유선,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합니다.
• 매주 금요일 ASSEMENT를 진행하며, 월요일에 네이버 밴드에 업데이트 됩니다.
• 매일 단어/패턴 공부양과 틀린 개수 를 정리하여 한달에 한번씩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교재가 끝날 때 마다 ASSEMENT TEST 와 간단한 TEST 이후 한번 더 복습할지

새로운 교재를 나갈지 결정 합니다.
• 캠프 수료식 때 수료증, 전체 레벨테스트 결과를 총평을 정리한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실력 향상에 대해서 알 수 있 수 있습니다.)

BELA E4U academy



일 정 표 (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오전:O.T. /
레벨테스트

오후:정규수업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Daily class

Enjoy activity
빌라 알프레도

Daily class

2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Daily class

Enjoy activity
나용 필리피노

Daily class

3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21일차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

&Daily class

Enjoy activity
폰타나수영장

Daily class

4주차

22일차 23일차 24일차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Daily class

Enjoy activity
찜질방

Daily class

5주차

29일차 30일차 31일차 32일차 33일차 34차 35일차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Daily class

Enjoy activity
SM 쇼핑몰

Daily class

6주차

36일차 37일차 38일차 39일차 40일차 41일차 42일차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Daily class

Enjoy activity
화와이안팜

Daily class

7주차

43일차 44일차 45일차 46일차 47일차 48일차 49일차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Daily class

Enjoy activity
볼링장

Daily class

8주차

50일차 51일차 52일차 53일차 54일차 55일차 56일차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정규수업
&Daily class

weekly test/
정규수업&Daily class

Enjoy activity
마퀴몰

Daily class



TEXTBOOK GUIDE
Subjects Starter Beginner Intermedia Semi-Intermedia Advance

Speaking
 Let’s Go

 Backpack

 Children’s Talk 1-2

 Connect 1

 Can You Believe

 Talk, Talk, Talk 1-2

 Express Yourself

 Impact Issues

 What Do you think 1-2

 Let’s Argue

Grammar
 Amaze 1 & 2

 Password English 1 & 2

 Grammar Time 1 & 2

 Amaze 3 & 4

 Welcome

 Grammar Time 3 

 Amaze 5 & 6

 Grammar Time 4

 Basic Grammar

 Grammar In Practice

 Grammar Intermediate

Reading
 Easy Reading 1 &2

 Exploring Reading

 Easy True Stories

 Short Stories A & B

 Short Stories C to E

 Exploring Non- Fiction A, B & C

 Short Stories F to I

 Reading Explorer 1 to 3

 Reading Advantage 1 to 4

 Reading Explorer 4 & 5

Listening
 We Can 

 Starship
 Listening Cue 1 & 2

 Listening Cue 3

 Rally Listening 1

 Basic Tactics

 Rally Listening 1 & 2

 Developing Tactics

 Expanding Tactics

Writing  Phonics Cue 1 to 4
 Creative Writing 1 to 4

 Write Right 1,2 & 3

 Creative Writing 5

 Exploring Writing

 Writing to Learn the Sentences

 More Steps to Writing 1,2 &3

 Writing to Learn the 

Paragraph

 Writing to Learn the Paragraph 

to Essay

 Writing to Learn the Essay

BELA E4U academy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방학캠프 주니어 ACTIVITY

BELA E4U academy



방학캠프 주니어 연수 절차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 담당자에게 연수 신청 후, 등록금 납부 시 연수 확정(등록금 50만원
환불불가) 

• 여권을 만들고 2부 복사하기
• 영문등본, 한글등본 1부 씩 발급 후 학원 서류 담당자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기(공증 서류 용) *원본은 캠프 출발일에 인솔자에게 제출

• 비행기 티켓 예약하기
• 2인치 X 2인치 SSP용 사진 4장 준비(여권사진용으로 단정하게 찍기),

여권복사 2부
• 수학 문제집 준비
• ★초등학생 8주 : 초등 완자
• ★초등학생 12주 : 초등 완자 + 디딤돌 기본+응용
• ★중학생 8주 : 개념원리 중학수학
• ★중학생 12주 : 개념원리 중학수학 + 다문항 2000
• 기내용과 수화물용 짐 구분해서 준비하고, 모든 물건에는 본인의 이름

기재하기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BELA E4U academy



방학캠프 주니어 준비물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가을 옷 주말 Activity와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얇은 긴 팔, 긴 바지, 바람막이 1벌 씩 준비

여름 옷 주말 Activity와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 3벌, 반팔 5장 준비

수영복 수영장과 바닷가 액티비티 때 입을 수영복(레쉬가드), 물안경, 구명조끼 or 튜브 준비

속옷, 양말 개인속옷 5장, 양말 5장 준비

신발 외출 시 필요한 운동화, 활동 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샌들 또는 슬리퍼 준비

세면도구 칫솔, 치약, 샴푸, 바디샴푸 준비 (사용하다가 부족한 것은 현지 구매 가능)

화장품 개인 스킨, 로션, 썬 크림 준비 (*꾸밈 용 화장품은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구류 책가방, 노트 10권 (주로 쓰던 줄무늬 노트 준비), 필기도구 준비

비상약품
특별한 알레르기, 멀미 등 특이 체질로 약을 복용 중 인 경우,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메디폼, 연고 등 기본 상비약 준비

기타 준비물 전자사전, 손목시계, 접이식 우산, 텀블러 등 개인 필요물품

스쿨링 해당 학생은 책가방, 검정구두, 도시락을 준비 할 것

* 화장지는 현지에서 개인 구매 합니다.                               * 모든 개인 물품에는 본인 이름을 써야 합니다.                         

BELA E4U academy



방학캠프 주니어 모집요강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주관/주최 BELA 어학원

모집정원 50명 정원

모집대상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숙소배정 방 배정은 성별, 학년 및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배정 합니다. 

캠프비용

4주 2019년 12월 07일(토요일) ~ 2020년 01월 04일(토요일)    1차 ₩ 3,500,000

4주 2020년 01월 04일(토요일) ~ 2020년 02월 01일(토요일) 2차 ₩ 3,500,000

4주 2020년 02월 01일(토요일) ~ 2020년 02월 29일(토요일) 3차 ₩ 3,500,000

8주 2019년 12월 07일(토요일) ~ 2020년 02월 01일(토요일) 1차 ₩ 5,400,000

8주 2020년 01월 04일(토요일) ~ 2020년 02월 29일(토요일) 2차 ₩ 5,400,000

12주 2019년 12월 07일(토요일) ~ 2020년 02월 29일(토요일)           ₩ 7,600,000

포함사항
등록비, 수업료, 기숙사비, 교재 및 자료, 야외활동비(액티비티) 및 입장료, SSP발급 비, 픽업/샌딩비, 비 동반 소아 입국세 및 현지 공항

세, 각종 서류 공증, 수료증 발급, Tax/유류할증료

불포함 사항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 수학교재, 개인용돈 (4주 기준 미화 100달러 ), 여행자보험, 장거리여행비

준비서류
여권 원본(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복수여권), 여권복사 2부

5Cm * 5Cm 사진 4장(스쿨링학생은 총 6장 필요), 영문 주민등록등본(여권상 영문이름과 동일한 영문이름) 1부

진행 절차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후 등록금 입금하시면 등록완료

※  티켓은 아시아나항공 (인천 – 클락크필드)로 발권하시면 됩니다. 개인출발 시 발생되는 UM 또는 YPTA서비스 추가비용 납부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늦게 할수록 성수기에 가까워지면 항공권 비용이 높아집니다. 

※  12월 07일 필리핀 출발, 2월 29일 한국 도착은 인솔자가 있지만 다른 일정은 인솔자는 없습니다.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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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 어학원 관리형 유학



BELA 유학생 프로그램

공부습관부터 생활, 식습관까지 관리 아이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및 장소 학원에 배치

매일 오전, 오후 아이들 통학을 위한 픽업서비스

주 1회 이상 가디언의 학교방문으로 아이들 학교

생활 파악

방과 후 1:1 담임제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 계획 및

관리

수학수업 병행

상담 선생님과 학습, 생활, 진로에 대한 꾸준한 상담

중국어 튜터 (옵션 : 학생의 능력에 따른 추가사항)

희망자에 한해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

희망자에 한해 월 1회 봉사활동(현지 우이웃 돕기, 

고아원 등)

학부모님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비전 관리

BELA 관리형 조기 유학 특징

U.C 버클리 3명을 입학시키고 전세계 명문대를 다수

입학 시킨 명문 대학전문 벨라 이사님과 함께 SAT를

준비 합니다. 

모든 학년에서 아이에 맞는 목표 대학을 설정합니다.

목표 대학에서 원하는 SAT 점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한국 유학원에서도 모르는 세계 명문 대학가는 방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에세이,입학지원서,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은 명문대를

졸업한 강사님 및 현재 명문대 진학 중 인 학생들이

직접 첨삭해 줍니다.

BELA SKY CASTLE 명문대 입시 반

BELA E4U academy



BELA 유학생 프로그램

단어/패턴 암기를
기초1->기초2->중학기초->중학기본->
고등단어->수능시험대비 단계로 한 책당 3~4번의 복습 까지 걸쳐 중급 이상의 실력을 만듭니다.

시험 대비 까지 암기가 끝난 후 IELTS or TOEFL voca,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을
체계적으로 공부합니다.
(voca외에는 IELTS & TOEFL 수업 추가 비용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복사하여 매일 튜터 선생님과 1:1 담임제로 예습, 복습, 숙제를 합니다.

시험기간에는 담임 튜터와 지금 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리뷰를 합니다. 

토플주제의 에세이 작성
일주일 3번 토플 주제로 25줄 이상 에세이 작성하며 해드티쳐가 직접 첨삭/지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암기한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작성하며 해드티쳐가 직접 첨삭/지도 합니다.

중 3 수학 까지 한국 교재로 실장님/원장님 지도합니다.( MATH GPA 평균 A 이상 입니다)
*필리핀 수학 대회 ‘엔탑’에서 1등 경력 다수 있음.

GPA 만점 받기

BELA E4U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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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A 유학생 프로그램
세계 명문대 준비과정

• 필 독서 읽고 에세이 작성 합니다.

• 미국 뉴스, 신문 읽고 에세이 작성 합니다.

• 필 독서, 뉴스, 신문에 나오는 단어 주말에 암기하여 다음주에 test 합니다.

• SAT 중요 단어를 암기 합니다.

• 일주일에 한번 조경미 이사님이 직접 대학 진로 강의하여 1:1 진학 상담 합니다.

• 한달에 1회 한달동안 작성한 에세이를 현지 미국 명문대 졸업생과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첨삭 및 앞으로 공부 방향을 상담 합니다.

• 수학은 일주일에 한번 한국 교재로 각자 개인에 맞춰서 진도 나가고 숙제가 있습니다.

• 3달에 한번 BELA Sky castle 비밀 교재로 SAT test 합니다.

• 각 학생의 목표에 맞는 학교의 포트폴리오 준비를 알려드립니다.

• 입시 원서 작성 해 드립니다. (유료)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노블레스 국제학교>
학원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잔디운동장, 농구장, 
수영장,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11학년부터 IB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수의 유명 대학을 보냈습니다.
연간 학비는 G6기준으로 1800만원 입니다(교복 비,교재비,준비물 등포함)
모든 과목, 담임 선생님이 원어민입니다.
한 학년에 학생 10~12명 입니다.

<웨스트필드 국제학교>
학원에서 차량으로 1분거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넓은 잔디 운동장, 
농구장, 매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국인,중국인,캐나다인 등 다양한 원어민들과 같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한 학년에 40명 정도이며 한 반에 20명 내외 입니다.
전체 선생님 중 원어민 선생님은 4명 입니다. G6 기준으로 연간 학비는
400~500만원 입니다(교복 비, 준비물 비 포함)

BELA 유학생 프로그램
BELA E4U academy



BELA 조기 유학생 프로그램 연수 후기(EASTHER)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벨라 어학원 생활

처음 벨라에 왔을 때에는 솔직히 적응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홈스테이에서 온 저로서는 그게 제일 걱정됐던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과 동생들, 언니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11학년에 잘 들어갈 수 있었어요. 11학년에 들어갔을때에는 어떻게 뒤처지지 않을까 혼자서 많이 울면서 고민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선생님들과 상담도 많이 하고 같이 노력해서
어느새 새로운 꿈을 같기 시작했고, 공부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한건 아니에요, 같이 지내는 친구들과도 밤새 떠들기도 하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취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에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항상 감사드려요. 솔직히 부모님과 친구들을 다 떠나고 온 턱에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하루하루를 벨라에서 보낼 수 있었어요. 벨라에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2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여행 명소도 많이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도 특이하고 모난 성격이 벨라에 옴으로써 많이 고쳐졌고 벨라를 떠날 때에는 힘들고 안 좋은 기억보다는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같고 나갈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주시고 도와 주신 덕이라고 생각해요. 아더샘과 미샤샘이 제 두 번째 부모님이에요.

-필리핀 High school 생활과 성적 장학생 졸업

학교생활은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다닌 학교는 Our Lady of Mt. Carmel Montessori in Baguio, 가톨릭학교로 많이 엄격해요. 거기에 있는
현지 학생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Senior High로 입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위 성적은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최대
단점인 필리핀 언어(Tagalog)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 덕에 회화도 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도 불편함 없이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 공부도 더 빨리 따라갈 수 있었어요(필리핀
사람들의 특성상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기도해요). 11학년때에는 학과도 바꾸고 여기 저기 도움 청하고 발표 수업때에는 뒤로 빼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12학년이 된 후로는 성적에도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생기고 조별 숙제와 발표수업때도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때 까지 올리다 보니 12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7등이라는 순위까지도 성적을 올릴 수
있었어요. 각 학기 마다 있는 Honor Award도 꾸준히 받을 수 있었고, 졸업때에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매달도 받을 수 있었어요.

-스위스 명문대학입학과 스위스 대학 설명자료

벨라에 있는 동안 호텔경영학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 관심사는 여행과 언어였고, 그에 알맞은 직업을 찾다 보니 선생님들에게 스위스에 호텔경영확과 전문학교인 B.H.M.S(Business and Hotel 
Management School in Switzerland)를 추천 받게 되었고, 12학년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학교에 원서를 넣기 위해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본격적으로 튜터 선생님과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학교 공부와 병행해야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IELTS 시험결과는 5.5로 무사히 잘 나왔어요. IELTS 점수가 5.0인 필수인 B.H.M.S.학교를 원서를 넣을 수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어려움 없이 원서를 쓸 수 있었어요. 원서를 넣은 후, Final Letter of Acceptance를 받고, 필리핀에서 비자 준비를 끝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스위스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학생비자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 온 후에도 놀 시간도 전혀 없이 독일어 공부와 IELTS 점수를 6.5로 올리기 위해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스위스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공부가 산더미처럼 싸여 있어 여간 힘든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스위스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게 하기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간단히 B.H.M.S.를 설명하자면 Luzern in Switzerland에 위치해 있어요. 6개월은 기숙사 생활로, 다른 6개월은 인턴쉽을 호텔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벌어 각자 생활 하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관심이 있고, 이 학교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해요. 인턴쉽을 하고 생활하는 경험은 쉽게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내에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학교에서는 간단한 스포츠생활을 취미로 해야하고, 독일어와 불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학기 과정도 있어 좋은 학교예요. 유럽에 있는 학교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쉽게 유럽 각국을 쉽게 기차로 여행 다닐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명문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고, 좋은 성적으로 High School을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벨라 선생님들 도움 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스위스에 가서도 많은 친구들을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어요.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지금까지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BELA E4U academy



BELA 조기 유학생 프로그램 연수 결과(EASTHER)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스위스 명문 호텔경영학교 B.H.M.S.로 입학한
에스더양의 첫 학기 성적 입니다. 
평균 ‘A’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BELA 어학원에서 3년 유학 후 IELTS로 입학 하였
으며 대학교 성적 및 생활도 매우 잘 적응 하고
있습니다.

BELA E4U academy



가족연수 프로그램

BELA E4U academy



BELA E4U academy

COURSE PH ( 1:1 ) PH ( 1:5 )
NATIVE 
( 1:5)

TOTAL

ESL FLEXIBLE 3 3

ESL 
STANDARD

4 1 5

ESL 
INTENSIVE

4 3 1 8

ESL SPARTA 7 1 8

가족연수 선택가능한 코스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 위 숫자는 하루 수업 시간이며, 한 타임당 45분 수업
* 성수기 (12월~2월 ,7월~8월)  엄마 수업 3시간 필수



가족연수 코스 설명
COUSE 1 E S L FLEXIBLE

1:1 수업 3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COUSE 2  E S L  STANDARD

1:1 수업 4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1:5 수업 1시간 원어민 CLASS 

COUSE 3 E S L INTENSIVE

1:1 수업 4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1:5 수업 3시간(P) 필리핀 teacher 그룹 수업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 합니다.

1:5 수업 1시간(N) 원어민 CLASS 

COUSE 4 E S L SPARTA 

1:1 수업 7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1:5 수업 1시간 원어민 CLASS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 ESL SPARTA 는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테스트 후 개인에 맞춰진 교재 및 레벨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BELA E4U academy



가족연수 예시 TIMETABLE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1 time = 45 minutes , break time = 10 minutes

BREAKFAST 

1:1 CLASS READING

1:1 CLASS LISTENNING

1:1 CLASS GRAMMAR

1:1 CLASS WRITING

LUNCH

1:5 CLASS SPEAKING

BREAK TIME

DINNER

• 본 일정표는 예시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 수업시작시간 8시 또는 9시, 오전 오후 공강시간 유무 및 시간대 등

• 성수기(12월~2월,7월~8월)보호자 수업참여는 의무이며 양도는 어렵습니다. 



가족연수 체계적 수업 관리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 레벨테스트 이후 Head teacher가 결과지와
함께 부모님께 FEEDBACK 합니다.

• 레벨 별 다양한 교재를 Head teacher 와 상담
후 선택합니다.

• 교재가 끝날 때 마다 ASSEMENT TEST 와
간단한 TEST 이후 한번 더 복습할지 새로운
교재를 나갈지 결정 합니다.

• 매주 금요일ASSEMENT TEST 이후 다음주 요일
Head teacher 가 FEEDBACK 합니다.

*학원 일정으로 스케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연수 주말활동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 주말 ACTIVITY는 개인 부담 입니다. 

푸닝온천 엘카바요 승마장 수빅/클락 사파리 알프레도 워터파크

수빅&바타안 호핑투어 클락 폰타나 수영장 나용 필리피노 스카이런치 놀이동산

BELA E4U academy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ESL FLEXIBLE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3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577,500 ₩         990,000 ₩    1,320,000 ₩        1,650,000 

2PAX ₩        455,000 ₩         780,000 ₩    1,040,000 ₩        1,300,000 

3PAX ₩        437,500 ₩         750,000 ₩    1,000,000 ₩        1,250,000 

4PAX ₩        427,000 ₩         732,000 ₩       976,000 ₩        1,220,000 

ESL STANDARD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1 4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630,000 ₩      1,080,000 ₩    1,440,000 ₩        1,800,000 

2PAX ₩        507,500 ₩         870,000 ₩    1,160,000 ₩        1,450,000 

3PAX ₩        490,000 ₩         840,000 ₩    1,120,000 ₩        1,400,000 

4PAX ₩        479,500 ₩         822,000 ₩    1,096,000 ₩        1,370,000 

ESL SPARTA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1 7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700,000 ₩      1,200,000 ₩    1,600,000 ₩        2,000,000 

2PAX ₩        577,500 ₩         990,000 ₩    1,320,000 ₩        1,650,000 

3PAX ₩        560,000 ₩         960,000 ₩    1,280,000 ₩        1,600,000 

4PAX ₩        549,500 ₩         942,000 ₩    1,256,000 ₩        1,570,000 

프로그램

ESL FLEXIBLE ₩     600,000 

ESL STANDARD ₩     750,000 

ESL INTENSIVE ₩     850,000

ESL SPARTA ₩     950,000 

기숙사

1PAX ₩  1,050,000 

2PAX ₩     700,000 

3PAX ₩     650,000 

4PAX ₩     620,000 

ESL INTENSIVE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1 4 3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665,000 ₩      1,140,000 ₩    1,520,000 ₩        1,900,000 

2PAX ₩        542,500 ₩         930,000 ₩    1,240,000 ₩        1,550,000 

3PAX ₩        525,000 ₩         900,000 ₩    1,200,000 ₩        1,500,000 

4PAX ₩        514,500 ₩         882,000 ₩    1,176,000 ₩        1,470,000 

추가수업

*한국 나이 3세 이하는 기숙사 무료 입니다.

NATIVE 1:1 ₩     250,000 

NATIVE GROUP ₩     150,000 

FILIPINO 1:1 ₩     150,000 

FILIPINO GROUP ₩     100,000 

GUDDIAN SERVICE ₩     350,000 

가족연수 금액
BELA E4U academy



가족연수 준비물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가을 옷 주말 Activity와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얇은 긴 팔, 긴 바지, 바람막이 1벌 씩 준비

여름옷 주말 Activity와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 3벌, 반팔 5장 준비

수영복 수영장과 바닷가 액티비티 때 입을 수영복(레쉬가드), 물안경, 구명조끼 or 튜브 준비

속옷, 양말 개인속옷 5장, 양말 5장 준비

신발 외출 시 필요한 운동화, 활동 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샌들 또는 슬리퍼 준비

세면도구 칫솔, 치약, 샴푸, 바디샴푸 준비 (사용하다가 부족한 것은 현지 구매 가능)

화장품 개인 스킨, 로션, 썬 크림 준비

문구류 책가방, 노트 3권, 필기도구 준비

비상약품 특별한 알레르기, 멀미 등 특이 체질로 약을 복용 중 인 경우,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메디폼, 연고 등 기본 상비약 준비

기타 준비물 손목시계, 접이식 우산, 텀블러 등 개인 필요물품

스쿨링 해당 학생은 책가방,검정구두,도시락을 준비 할 것

사진 2인치*2인치 사진 4장 ( 현지에서 촬영해도 됨)-스쿨링 학생은 사진 6장 준비

* 화장지는 현지에서 개인 구매 합니다.       * 모든 개인 물품에는 본인 이름을 써야 합니다.      * 분실된 물품은 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BELA academy 유치원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TIME TABLE

8:00~11:30

MUSIC GYM

READING BOOKS

ART

COOKING

FIELD TRIP

MATH

웨스트필드 청강

12:30~15:30

READING

MATH

ART

P.E

LISTENING

SPEAKING

1:1 CLASS

12:30~15:05

SPEAKING

LISTENING

READING (PHONICS)

WRITTING

(KINDER E S L COUSE) 

(SCHOOLING COUSE) 

(공통코스)

BELA E4U academy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BELA academy 유치원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BELA academy 유치원



BELA 가족연수 유치원 비용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공통 코스 ₩ 300,000

1:1수업 3time ₩ 600,000

Schooling course 약 ₩1,000,000

선택 1 공통코스 ₩ 300,000

선택2 공통코스 + 1:1수업 3 time ₩ 900,000

선택3 공통코스 + 국제학교 Schooling course ₩1,300,000

선택4 1:1수업 3 time  + 국제학교 Schooling course ₩1,900,000

(4주 코스별 금액)

• Schooling course 는 단독으로 코스 선택 할 수
없습니다.
(공통코스나 1:1수업과 같이 선택 하셔야 합니다.

• 스쿨링 비용은 할인 되지 않습니다.
• 스쿨링 비용은 대략 적인 금액입니다

(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수기에는 스쿨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T.O.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코스는 오후수업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1:1 수업 교재비는 별도 입니다.

(4주 코스별 금액)

BELA E4U academy



현지 납부 비용
BELA E4U academy

DEPOSIT 3000 only one month

BOOK EACH BOOK

ID CARD 500

VISA 3500 STAY OVER 4 WEEKS

SSP 6500 only one month

ELECTRICTY 1500 1 PERSON
1200 2 PERSON
1000 3 PERSON
900 4 PERSON

UTILITY 2500 1 PERSON
2000 2 PERSON

1800 MORE THAN 3 PERSON
PICK UP FREE CLARK ARRIVAL

SENDING 500 CLARK DEPARTUE

PICK UP, SENDING 3000, 4000 MANILA
class add 1:1 filipino

guardian class ₩ 350,000

가족 구성원, 기간별 예시 비용

기간 가족구성 폐소기준 한화기준

4주

2 인 ₱  23,400 ₩ 540,000

3 인 ₱  32,400 ₩ 746,000

4 인 ₱  41,800 ₩ 962,000

8주

2 인 ₱  29,800 ₩ 686,000

3 인 ₱  40,800 ₩ 939,000

4 인 ₱ 52,600 ₩ 1,210,000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Peso)



성인연수 프로그램



BELA E4U academy

COURSE PH ( 1:1 ) PH ( 1:5 ) NATIVE ( 1:5) TOTAL

IELTS 4 3
Practice Group 

1 8

TOEFL 4 3
Practice Group 

1 8

ESL FLEXIBLE 3 3

ESL STANDARD 4 1 5

ESL INTENSIVE 4 3 1 8

성인연수 선택가능한 코스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Practice Group : 그룹으로 필리핀 티쳐와 코스 단어 암기 시간



성인연수 코스 설명
COUSE 1 E S L FLEXIBLE

1:1 수업 3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COUSE 2  E S L  STANDARD

1:1 수업 4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1:5 수업 1시간 원어민 CLASS 

COUSE 3 E S L INTENSIVE

1:1 수업 4시간 1:1 수업으로 파트 별 담당 teacher가 수업 진행합니다

1:5 수업 3시간(P) 필리핀 teacher 그룹 수업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 합니다.

1:5 수업 1시간(N) 원어민 CLASS 

COUSE 4 IELTS

*IELTS 구성하는 각 모듈별 1:1 클래스를 진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영어 실력 향상
을 도모하며, 그룹클래스에는 제한된 시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
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스피킹 방법을 훈련함
*주요단어, IELTS 모의고사 및 실전 테스트 준비

COUSE 5         TOEFL

*TOEFL 구성하는 각 모듈별 1:1 클래스를 진행함으로써 통합적인 영어 실력 향상
을 도모하며, 그룹클래스에는 제한된 시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
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스피킹 방법을 훈련함
*주요단어, TOEFL모의고사 및 실전 테스트 준비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ESL FLEXIBLE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3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577,500 ₩         990,000 ₩    1,320,000 ₩        1,650,000 

2PAX ₩        455,000 ₩         780,000 ₩    1,040,000 ₩        1,300,000 

3PAX ₩        437,500 ₩         750,000 ₩    1,000,000 ₩        1,250,000 

4PAX ₩        427,000 ₩         732,000 ₩       976,000 ₩        1,220,000 

ESL STANDARD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1 4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630,000 ₩      1,080,000 ₩    1,440,000 ₩        1,800,000 

2PAX ₩        507,500 ₩         870,000 ₩    1,160,000 ₩        1,450,000 

3PAX ₩        490,000 ₩         840,000 ₩    1,120,000 ₩        1,400,000 

4PAX ₩        479,500 ₩         822,000 ₩    1,096,000 ₩        1,370,000 

IELTS/TOEFL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1 4 3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700,000 ₩      1,200,000 ₩    1,600,000 ₩        

2PAX ₩        577,500 ₩         990,000 ₩    1,320,000 ₩        1,650,000 

3PAX ₩        560,000 ₩         960,000 ₩    1,280,000 ₩        1,600,000 

4PAX ₩        549,500 ₩         942,000 ₩    1,256,000 ₩        1,570,000 

프로그램

ESL FLEXIBLE ₩     600,000 

ESL STANDARD ₩     750,000 

ESL INTENSIVE ₩     850,000

ESL SPARTA ₩     950,000 

기숙사

1PAX ₩  1,050,000 

2PAX ₩     700,000 

3PAX ₩     650,000 

ESL INTENSIVE

NATIVE 1:1 NATIVE GROUP FILIPINO 1:1 FILIPINO GROUP

1 4 3

1WEEK (35%) 2WEEKS (60%) 3WEEKS (80%) 4WEEKS

1PAX ₩        665,000 ₩      1,140,000 ₩    1,520,000 ₩        1,900,000 

2PAX ₩        542,500 ₩         930,000 ₩    1,240,000 ₩        1,550,000 

3PAX ₩        525,000 ₩         900,000 ₩    1,200,000 ₩        1,500,000 

4PAX ₩        514,500 ₩         882,000 ₩    1,176,000 ₩        1,470,000 

추가수업

NATIVE 1:1 ₩     250,000 

NATIVE GROUP ₩     150,000 

FILIPINO 1:1 ₩     150,000 

FILIPINO GROUP ₩     100,000 

GUDDIAN SERVICE ₩     350,000 

성인연수 금액
BELA E4U academy



성인연수 예시 TIMETABLE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1 time = 45 minutes , break time = 10 minutes

BREAKFAST 

1:1 CLASS IELTS/TOEFL     READING

1:1 CLASS IELTS/TOEFL     LISTENNING

1:5 CLASS IELTS/TOEFL PRACTICE TIME  

1:1 CLASS IELTS/TOEFL WRITING

LUNCH

1:5 CLASS IELTS/TOEFL SPEAKING

1:5 CLASS IELTS/TOEFL PRACTICE TIME

1:5 CLASS IELTS/TOEFL     READING

1:1 CLASS IELTS/TOEFL WRITING

1:5 CLASS IELTS/TOEFL SPEAKING

DINNER

• 본 일정표는 예시이며,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 수업시작시간 8시 또는 9시, 오전 오후 공강시간 유무 및 시간대 등



성인연수 준비물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BELA E4U academy

가을 옷 주말 Activity와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얇은 긴 팔, 긴 바지, 바람막이 1벌 씩 준비

여름옷 주말 Activity와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 3벌, 반팔 5장 준비

수영복 수영장과 바닷가 액티비티 때 입을 수영복(레쉬가드), 물안경, 구명조끼 or 튜브 준비

속옷, 양말 개인속옷 5장, 양말 5장 준비

신발 외출 시 필요한 운동화, 활동 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샌들 또는 슬리퍼 준비

세면도구 칫솔, 치약, 샴푸, 바디샴푸 준비 (사용하다가 부족한 것은 현지 구매 가능)

화장품 개인 스킨, 로션, 썬 크림 준비

문구류 책가방, 노트 3권, 필기도구 준비

비상약품 특별한 알레르기, 멀미 등 특이 체질로 약을 복용 중 인 경우,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메디폼, 연고 등 기본 상비약 준비

기타 준비물 손목시계, 접이식 우산, 텀블러 등 개인 필요물품

사진 2인치*2인치 사진 4장 ( 현지에서 촬영해도 됨)-스쿨링 학생은 사진 6장 준비

* 화장지는 현지에서 개인 구매 합니다.       * 모든 개인 물품에는 본인 이름을 써야 합니다.      * 분실된 물품은 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학원 규정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 연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수업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수업 시작 후 10분이 경과되도록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은 취소 됩니다.

• 수업시간 무단결석, 시험 시 컨닝, 기물파손, 야외 엑티비티 중 개인행동,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동, 수업 중 허락 없이 기숙사 이동, 그 외에 관리자의 합당 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 문제 발생될 경우 퇴원 됩니다.

• 미성년자 학생이 음주,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퇴원 됩니다.

• 총, 칼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난감 구매는 금지이며, 만약 구매해서 놀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것은 금지이며, 만약 운전하다 발생되는 사고는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 학생간 싸움, 허락 없이 이성간의 방 출입, 학생간의 이성교제, 왕따, 무단외출 등 학원에서 판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퇴원 됩니다.
•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필리핀 법을 준수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인의 관리 부주의로 물건을 분실 하였을 경우(귀중품을 관리교사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수업 중 부여된 숙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숙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수업 진행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숙박은 금지 되어 있으며 적발 시 퇴원 됩니다.(특별한 이유로 사무실에 보고된 경우 제외)
• 수업 중에는 모국어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영어만을 사용합니다. 문제시 선생님은 수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학원의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정해진 물품의 가치를 변상해야 합니다.
• 모든 식사는 식당에서만 가능합니다.(특별한 이유로 사무실에 보고된 경우 제외)
• 해외 송금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 학원에 도착 후 개인적인 이유로 수업을 연기하거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학원에 미리 알리고 이를 숨겼을 시 학원은 학생을 퇴원 시킬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병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1년 이내로 연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수를 재개 할 경우 동일한 방과 선생님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연 재해와 천재 지변,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항공의 지연 및 취소 또는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학원 또는 그 대리인은 손해배상이나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필리핀에서는 갑작스럽게 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본원은 필리핀의 공휴일을 따릅니다.
• 학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추후 학원을 옮기거나 귀국 후 학원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든 필리핀에서든 형사, 
민사상의 법적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 본원의 사전 허가 없이 행해진 행동에 대한 인명 손실,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학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학원 내부 및 기타 외부 (외출 및 여행시)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분실, 질병 (풍토병)에 대해서는 학생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 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원측에서는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학원은 환율과 세금 인상 등 정부의 법률 조항 또는 학원이 통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을 변동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수업 및 프로그램을 변동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나이, 지병, 알레르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 질병에 대해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병,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미리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르고, 또한 지병, 
알레르기에 대한 의사의 진단 내용은 학원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현지에서 안내를 받았으며 발생 비용을 현지에서 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BELA E4U academy



환불 규정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연수신청규정

-신청기간 : 정원 모집 마감 전까지. 마감 시 홈페이지 공지

-신청방법 : 담당자에게 연수신청 후, 등록금 납부 시 연수 확정 (등록금 50만원)

-비용납부 : 50만원 입학금 납부, 남은 비용은 해당 연수시작 7주전 까지 납부

-납부확인 : 연수 비 납부 완료 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발송

연수비 납부 및 환불규정

연수 비 납부

1. 모든 연수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만 납부가능. (분할 납부 불가)

2. 연수기간 추가 시 연수가 끝나기 2주일 전까지 추가 납부

연수비 환불

1. 연수시작 2주 이전에 환불요청 시 등록금을 제외한 전액환불, 2주 이내에 환불요청 시 등록금 및 연수비 첫 시작 4주 비용을 제외한 전액환불

2. 연수시작 후 1주 이내에 환불요청 시, 시작된 4주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연수비 50%환불

3. 연수시작 후 1주 이후 환불요청 시, 시작된 4 주와 그 다음 4주 비용을 제외한 연수비 50%환불

4. 연수시작 후 50%이상 연수기간이 끝났을 경우 남은 연수비 환불불가

5.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원 시, 연수비 환불불가

6. 건강상의 문제로 퇴원 시 연수기간 연기가능(1년 이내), 연수비 환불을 원할 경우 시작된 4주와 그 다음 4주 비용을 제외하고 연수비 50% 환불(의사 소견서 제출) 

7. 직계가족의 부고 시 연수기간 연기가능, 연수비 환불을 원할 경우 시작된 4주와 그 다음 4주 비용을 제외하고 연수비 50%환불

(직계가족의 부고 시에만 해당되며, 사망진단서 제출) 

*연수비 환불은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연수비 환불은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요청하신 계좌로 환불해 드림을 원칙으로 합니다.

BELA E4U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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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필드 스쿨링

웨스트필드 국제학교에 정식학생과 동일하게 4주단위로,
12주까지 스쿨링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니어 방학 캠프

-가족연수



SCHOOLING

▪ WESTFIELDS INTERNATIONAL SCHOOL 레벨테스트 이후 학교 스쿨링 시작 ⇒학생의 국제학교 레벨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교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 선택(학교 학년에 T O 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1~3일 까지 무료로 청강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청강 신청자에 한해서)

▪ WESTFIELDS INTERNATIONAL SCHOOL 건너편 벨라 어학원에서 학교 등 하교 시 1분 이내로 픽 드랍 가능합니다.      

( 짧은 거리로 등,하교 시 더욱 안전함)

▪ 학원에서 무료 도시락 배달로 점심식사 때 따듯한 식사 가능합니다. (보온 도시락통은 개인이 준비)

▪ 청강 시작 때 원하는 기간에 맞춰 학원에서 예약해 드립니다. 

▪ 청강 예약, 레벨테스트 스케쥴 및 레벨테스트 시 가디언 동행, 교복 맞춤, 학교 상담 및 준비물 준비 등 학교 스쿨링에

관련된 모든 사항 벨라 어학원에서 진행합니다.(캠프생은 수수료 무료)

▪ 청강프로그램은 수료증 발급 불가 및 한국/외국 학교에서 스쿨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강프로그램 진행 중 시험이 있어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점수는 어느곳에서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별첨 - 서비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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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캠프 주니어 Schooling Timetable
시 간 내 용

06 : 30 ~ 07 : 20 기상 및 식사 , 등교준비

07 : 30 등교

07 : 35 ~ 15 : 30 즐거운 학교 생활

16 : 15 ~ 17 : 00 1:1 개인 레벨 맞춤수업

17 : 00 ~ 17 : 15 저녁시간

17 : 15 ~ 18 : 00 1:1 개인 레벨 맞춤수업

18 : 00 ~ 19 : 00 단어시험

19 : 00 ~ 20 : 00 패턴시험

20 : 00 ~ 20 : 30 간식시간

20 : 30 ~ 21 : 00 에세이작성

21 : 00 ~ 21 : 30 문장 만들기

21 : 30 ~ 22 : 00 수학

22 : 00 ~ 22 : 30 취침준비 및 취침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면서 국제학교를 체험해보고 다국적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폭넓은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수업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별첨 - 서비스코스



가족연수 주니어
예시 Schooling Timetable

시 간 내 용

06 : 30 ~ 07 : 20 기상 및 식사 , 등교준비

07 : 20 ~ 07 : 35 등교

07 : 35 ~ 15 : 30 즐거운 학교 생활

16 : 15 ~ 17 : 00 1:1 개인 레벨 맞춤수업

17 : 00 ~ 17 : 15 저녁시간

17 : 15 ~ 18 : 00 1:1 개인 레벨 맞춤수업

18 : 00 ~ 취침 부모님 케어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별첨 - 서비스코스



SCHOOLING 비용안내

▪ 청강 비 ( 학년별로 별도), 교복 비, 학교 준비물 등은 개인부담 (청강 비 별도 문의)

▪ 청강 전 레벨 테스트비 1500 peso 학교 납부

▪ 학교 안내 비용 1000 peso 학원 납부

▪ 스쿨링 신청 안내 4000 peso 학원 납부

▪ 학교 픽 드랍 3000peso 학원 납부

▪ 캠프생은 1:1 수업 8시간에서 2시간만 하교 후에 진행 됩니다. ( 캠프비용에서 튜터비가 환불 되지 않습니다.)  

단, 캠프생은 학교 관련 가디언 학교 방문비가 모두 무료 입니다.

▪ 가족캠프생은 스쿨링 시 최소 3시간 신청 시 가능하며 2시간 1:1(필리피노) 수업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시간 비용이 환불 되지 않습니다.) 

▪ 가족캠프생은 학교 방문하여 가디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매회당 1000peso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부모님이 방문하면 무료입니다)

별첨 - 서비스코스



BEST ENGLISH LEARNING ACADEMY

SCHOOLING
별첨 - 서비스코스



D
D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