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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Man to Man 학습
필리핀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인 맨투맨 수업과 1일 9시간의 

집중 영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링 및 정기적인 생활 상

담을 지원합니다. 엄격한 ENGLISH ONLY POLICY & ROOM

과 같은 영어 사용 환경을 만들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
토론, 영화, 스쿠버, 골프, 농구, 승마,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여행, 휘트니스, 트래킹과 같은 액티비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주변 환경
백화점, 쇼핑센터, 익스트림 스포츠, 병원, 해변, 스타벅스, 마사

지, 호텔 수영장 및 다수의 한국마트가 SBMA 특구 안 5~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특히 KEYSTONE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

다 보이는 익스트림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 하고 쾌적

한 연수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학생들이 어우러져 학습 및 생활

을 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시설
학교 시설을 기본 모델로 설계, 시공되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

인 필리핀 최고의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캠퍼스 주변에

는 학업에 방해되는 유흥 요소가 전혀 없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 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시설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생활시설

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부대시설
헬스클럽, 독서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각종 음료 자판기, 편의

점, 세탁소, 무료 무선 인터넷, 무료 1Gbyte 유선 네트워크, 무

료 VOD 서비스, 무료 국제 전화, 업무 공간, 회의실, 상담실, 야

외정원, 농구장 및 기타 휴식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단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고려한 식사를 제

공하고 있으며, 식단은 계절별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매일 식사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Why the KEYSTONE?EYSTONE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맨투맨 위주의 수업으로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

활과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필리핀이 영어연수

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EYSTONE 소유 자체 연수 전용 시설
모든 시설들은 신축된 초현대식 건물로 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한 필리핀 최고의 어학원 전용 시설임을 자부합니다. 어학원 

부지 및 모든 시설들은 일반 어학원들과는 다른 임대가 아닌 어학원 자체 소유로 

모든 건축자재를 한국에서 직수입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어떤 어학원들과 비교

하여도 최고의 시설임을 자부합니다.

학사관리 시스템
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학습과정들에 대한 평가 및 

리포트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학사 및 학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BPSU ESL CENTER
STATE UNIVERSITY)는 국가 및 지역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바탄의 우수한 교육 기관들이 모

인 대학이며 6 개의 전문적인 캠퍼스( 메인 캠퍼스와 Balanga, Dinalupihan, Orani, Bagac 및 

Abucay지역의  5 개 캠퍼스)로 구성된 종합 대학교입니다. KEYSTONE은 BPSU의 전문 ESL센터

로 교수법, 대학교 정규 수업 및 실습, 교수 강의에 대한 상호교환 및 커리귤럼 공동개발에 협력하

고 있습니다.

KEYSTONE의 

등록부터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모든 과정들에 

2007년 설립된 바탄 주립대학교(BATA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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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학 출신의 강사진
리핀 최고의 명문 대학(UP, 라살, 아테네요)을 졸업한 평균 5~6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을 마친 뛰어난 강사

진입니다. 체계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최고의 강사진을 갖추고 있으며, 교사 경쟁체제, 정기적 교사 평가제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발굴하

고 있습니다.

KEYSTONE의 주 강사 선생님들은 필

KEY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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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YSTONE의 모든 시설들은 신축된 초현대식 건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으며,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강의실

자체 연구 개발한 KEYSTONE ERP 시스템

북카페 및 멀티미디어룸

그룹과 개별토론 및 행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다목적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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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YSTONE

량 및 체력 관리를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운동

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로 인한 체력저하를 방지하고 활기찬 

연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헬스클럽(GYM)
KEYSTONE 어학원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운동을 하

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자신에 맞는 운동방법, 운동

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게실 및 야외 정원
실내.외의 많은공간들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어학원 설계시 부터 고려하였기 때문에 언제든

가 학생 여러분의 음식을 직접 조리하며, 균형있는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컵라면을 비

롯하여 한국스넥, 음료 외 기타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

매합니다.

카페테리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나 나은 식사를 제공

하기 위하여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국인 매니저

어서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
KEYSTONE 원내 어디에서라도 빠른 무선 인터넷

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WiFi 존을 별도로 만들

한 학생들에게는 현지의 한국 병원에서 즉시 진찰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의료 서비스
일과 중 간호사가 상주 되어 있어 만일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진료가 필요

북 카페
간단한 물품 구입 및 휴식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제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출입관리, 남녀기숙사간의 출입 통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전가드 근무
학생 여러분의 안전한 연수 생활을 위하여 24시간 

안전 가드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 통

무료 국제전화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국제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랙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운동 시설
헬스클럽 이외에 야외 농구장 및 족구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10분 거리에 배드민턴, 테니스, 기타 트

져 필리핀의 다른 어학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방마다 싱글침대 및 침구, 옷

장, 수납장, 샤워부스, 에어컨, 온수 등을 모든 객실에서 자유롭

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모든 시설물들은 설계부터 어학원 전용으로 계획하

고 설계하였기 때문에 최적의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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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KEYSTONE만의 고유한 학습방법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교육 시스템으로 개개인의 학

습 목표, 능력, 일정에 따라 교육 일정과 코스를 선택하는 학생중심 형 학습을 진행하는 시스

템으로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수업 진도가 이루어지는 완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KEYSTONE만의 학습방법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교육 시

스템으로 영어를 생활화하며, 성공적으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학습 목표, 능력, 일정에 따라 교육 일정과 코스를 선

택하는 학생 중심형 학습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수업 진도가 이루어지는 완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KEYSTONE의 가족으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수업 첫날

부터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담당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KEYSTONE은 일반 연수(단기, 장기), 연수 연계 및 영어 캠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연수를 제외한 과정들은 상담 및 

협의를 통하여 기본 과정을 기반으로 목적에 맞게 확장하여 진

행하고 있으며, 각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11단계 레벨로 구성되

며, 레벨은 학생들의 입학과 동시에 4대 영역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Objective & Standard

ONE TO ONE

KEYSTONE은 필리핀 영어 연수에 가장 적합한 맞

춤형 교육을 주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선생과 학생이 1:1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SPEAKING

KEYSTONE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살아 있는 말하

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PERSONALIZED

KEYSTONE은 레벨 테스트 및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영어 능력을 진단하고, 레벨에 맞는 교재 

및 수강코스를 상담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EFFECTIVE

KEYSTONE은 자체 연구소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e-러닝 시스템을 통해 효

과적이고 재미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EEDBACK

KEYSTONE은 학생과 현지 선생님과의 상호 피드

백시스템을 통해 상호간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SULTATION

KEYSTONE은 진도위주가 아닌 실력 향상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어민, 담당, 학습매니

저 선생님들과 주기적으로 상의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SPECIALIZED 의료(간호, 의료동역, 의료경영), 관광, 호텔경영 등과 같은 ESP(English for Special Purposes) 과정을 통하여,

어학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직종군에 속한 특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몰입식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1:1로 직접 대화하세요!
말하는 영어를 하세요!

개인 맞춤형 영어를 공부하세요!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함께 wIN-WIN해요!

전담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We are ready
a trusted Partner in Learning KEYSTONE은 이러한 영어의 숙달과정을 숙고하여 영어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입체적인 접근과 또한 필리핀에서의 장점

인 맨투맨 수업을 적절히 조화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영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

게 되었습니다.

COURSE

General Communication Skills Course
문법, 쓰기, 말하기, 발음, 듣기, 어휘 및 읽기 등 모든 영역 스킬을 익힘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능력
을 향상

- 1:1수업(4) + 그룹수업(1) + 특별수업(1) + 선택수업(1)

GCS

Intensive Communication Skills Course
문법, 쓰기, 말하기, 발음, 듣기, 어휘 및 읽기 등 모든 영역 스킬을 익힘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능력
을 향상시키며1:1 Personalized English 수업을 통한 개인 취약점 또는 선호 영역 향상

- 1:1수업(5) + 그룹수업(2) + 특별수업(1) + 선택수업(1)

ICS

Young Learners English Course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수업을 통해 영어의 정확성을 발달시키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매일 단어 및 일기쓰기 확인, 매주 각 수업에 대한 평가 및 개별 프레젠테이션 평가

- 1:1수업(4) + 그룹수업(1) + 특별수업(1) + 선택수업(1)

YLE

Guardian English Course
Guardian English 코스는 부모님, 가족 혹은 학생 보호대리인을 위해 만들어진 과정이며, 본인 원
할 경우 레벨 및 필요사항에 따라 다른 과정

- 1:1수업(3) + 선택수업(1)

GE

BUSINESS Course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학습하는 과정

SP

IELTS Course
- 입문반(IELTS PRE) / 보장반(IELTS GUARANTEE)
- 보장반혜택 : IELTS 공인시험 1회 지원, 보장 점수 미획득시 8주간 수업료 무료제공 

IE

TOEIC BOOST Course
취업을 위해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한 학생이나 단기 목표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시험 준비 
과정

- 1:1수업(4) + 그룹수업(2) + 특별수업(1) + 선택수업(1)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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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체험 및 놀이를 접목하여 스스로 쉽고 재미있

게 자기 주도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KEYSTONE 영어 캠프는 여름과 겨울에 4주에서 8주가 진행되며, 주요 장점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

상뿐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체험 및 놀이를 접목하여 살아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체험학

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때는 영어에 얼마나 노출 되었느냐에 따라 영어를 대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학습

량, 학습 성향 등 수준에 맞는 영어 노출 전략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쉽고 재미있

게 자기 주도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니어 영어 캠프

KEYSTONE 은 24시간 TOTAL CARE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무료함, 긴

장감 및 부담감등을 들어 주기 위해 정기적인 다양한 체험 및 액티비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유학

•브렌트 국제학교(Brent International School ) www.brentsubic.edu.ph
•카사깔라얀 국제학교(Casa Kalayaan International School) www.casakalayaan.org
•몬테소리(Montessori School) www.subicmontessori.com
•퍼스트 차일드(F.I.R.S.T Child) - 주벤투스

KEYSTONE 기업 연수 코스는 영어를 통한 의사 소통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배양하는 코스입니다. 개인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쟁

력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연수 목적과 조건에 따

라 연수 내용, 방법,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연수 의도에 KEYSTONE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 시켜 최적의 맞춤형 기업체 연수과정을 통해 기업체 해외 

연수 및  해외연수 생활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업의 요청에 따른 맞춤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기업 /단체 포상 프로그램

기업 /단체 해외 연수원

임직원 자녀를 위한 SPECIAL 방학 캠프

KEYSTONE 가족연수는 최소 4주에서 8주가 진행되며, 주요 장점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뿐 아니라 주말에는 부모와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영어에 얼마나 노출 되었느냐에 따라 영어를 대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단순 

암기로는 새로운 영어학습에  역행하게 됩니다. 학습량, 학습 성향 등 수준에 맞는 영어 노출 전략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실력을 겸비한 자기 주도 학습 태도를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쉽고 재미있게 자기 주도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있게 하며,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어, 말하는 영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

해외 캠프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수학 수업은 필수

다양한 액티비티와 클럽활동

1

2

3

4

유학생 관리

24시간 종합 관리 시스템

학업부터 생활까지 꼼꼼한 관리

학생 포트폴리오 관리 및 리포트

제 3 국가로 연계 유학을 하실 학생

개인별 맞춤 방과후 수업

다양한 액티비티

2

1

3

4

5

6

학교소개

관리 효과

•목표의식과 방향성 제시

•학교생활, 학업을 위한 멘토링/가디언 역할

•동기부여를 통한 스스로 학습법 구축

•부모님을 위한 정기적인 학습 및 생활보고

•개인별 성적 분석 및 정확한 학습 방향 제시

•학교 수업 후 추가 학습 

   (SCHOOL ENGLISH(ESL), 한국 수학) 가능

1

5

4

3

2

단기간에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영어 실력
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코스 맞춤형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

「

기업 연수(원)

가족 연수

특징

단독 빌라 형태의 숙소와 부대시설이 갖춰진 프리미엄 레지던스

필리핀 주둔 미군들의 별장과 주택들이 있던 곳

100여년 간 강력 사건 사고 한 건 없는 수빅 자유 경제 지구 내 안전한 지역

한국의 집 같은 편안한 환경과 시설

부대 시설로 수영장, 농구장, 점핑방방 등이 있음

1

5

4

3

2

주말 체험활동 : 오션어드벤처, 쥬빅사파리, 호핑투어, 안바야코브, 제스트

캠프,  승마(얼카바요르), 리조트, 워트파크 등 선택가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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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은 클락 국제공항에서 약 35분,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SBM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내에 메인타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CUBI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ocation

Certificate

Lot 5A, Subic Heights Compound Upper MAU CAMP Area, East Avenue, Appari Road, 
Cubi-Triboa District, SUBIC BAYFREEPORT ZONE, Philippines 2222

Activities
KEYSTONE은 필리핀 현지의 어학연수 및 영어교육 전문 어학원으로 컨설팅, 교육솔루션, 화상영어, 해외연수사업 등 

영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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