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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ITC大學 ?

從 2003年起, 我們就致力于培養國際化人才

得到菲律賓政府認證的大學 GITC 大學
1

美國威斯康星州立大學保送ESL中心 UW ESL Center
2

集學校, 住宿, 食堂, 游泳場(免費) 于一體 一體型 大學校區
3

No.1 TOEIC. IELTS College TOEIC 公認 考試中心
4

與韓國教育頻道EBS和韓國國家職務能力標准
機構共同编寫教材 自營線上英語

5

3

The No.1 IELTS . TOEIC College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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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校名稱 : GITC大學 _ Green International Technical College

 所在地 : 伊洛伊洛(Sto Nino Sur Arevalo, Iloilo City Philippines)

 成立日 : 2003年 (CNC Language Center.Inc) -> 2017年 6月 更名為 GITC大學

 學生國際比率 : 韓國 50%, 日本 15%, 越南 20%, 中國+台灣 15%

公认托业考试中心
菲律宾政府认证大学

SSP 认证大学 GITC大学
菲律宾教育部
认证(TESDA)IDC  大学和MOU SNU  大学和MOU

Why GITC大學 ?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http://cncgroup.3duhak.com/phl/iloilo/c_c/


About ILOILO

5The No.1 TOEIC. IELTS College !

教育之都

有30所以上的大學, 高水平的英語講師, 菲律賓第四大城市

安全之都

2015 APEC 舉辦城市

零自然災難（地震、海嘯）等，没有政治爭鋒。

美麗的海灘

長灘島 : 世界第一熱带海灘

吉馬拉斯 : 芒果島，周末旅遊，白沙灘

善良的居民、低廉的物價

伊洛伊洛人熱情好客, 當地物價相較其他大城市低廉



Regular Program
(Adult 成人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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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nglish 一般課程

Course ESL-Original Power Speaking All 1:1

Total 10 classes 11 classes 11 classes

1:1 class 4 classes 6 classes 8 classes

Group class 3 classes 2 classes -

Night Activity
1 Group classes (免費選修課:  每周 二 , 每周四 / 一次1小時)

+ 
2 Self Study (必選自修:  每周日~四 / 每天2小時)

參考
每位學生擁有一位指定班主任(Buddy Tutor),負責監管學生情况
可追加 1:1 課程 (費用另付)
美國教師1:1課程 - 抵達菲律賓後可申請

針對 初學者.  短时間内想提高 Speaking 實力的學生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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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IC

TOEIC Score + Speaking 同時 100 % 提高的多益分数保障班

TOEIC 分數 保障班 : Score + Speaking 100% 保障

11 classes = 1:1 (5) + Group (3) + Night Activity (3)
Daily – Weekly – Monthly Mock Test

200+ UP ( 8周)

Guarantee Score  協議分數 500+ 600+ 700+

Start score  原始分數 300 400 500

250+ UP ( 12周)

Guarantee Score  協議分數 550+ 650+ 750+ 850+

Start score  原始分數 300 400 500 600

• 遵守事先簽署的有關學校和TOEIC課程的所有規章制度，並按時完成學業任務。

• 課程內的所有學業任務，每日 - 每週 - 每月測試和所有作業都要按時完成。

• 如果學生沒有到達協議分數，將會得到免費的課程和住宿。前提是協議學生必須擁有100％出勤率並沒

有得到過任何警告和懲罰。

• 如果學生參加伊洛伊洛以外的，其他城市的考試，交通費和住宿費將由個人承擔。

Condition

Pre - TOEIC  / TOEIC – Original 多益預備班

10 classes = ESL (3) / TOEIC (3) -- 1:1 (2) + Group (1)

TOEIC (4) ------------1:1 (2) + Group (2)

Night Activity (3) -----Group (1)_周二和周四 + Self Study(2)_周日到周四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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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IELTS

IELTS 分數 保障班 : Score + Speaking 100% 保障

11 classes = 1:1 (5) + Group (3) + Night Activity (3)
Daily – Weekly – Monthly Mock Test

1.0+ UP ( 8周) 1.0 ~ 1.5+ UP ( 12周)

Guarantee Score  
協議分數

5.0+ 5.5+ 6.0+ 6.5+

Start score  原始分數 4.0 4.0 5.0 5.5

6.0+ ( 24周)

Guarantee Score
協議分數

6.0+

Start score  原始分數 Beginner

• 遵守事先簽署的有關學校和雅思課程的所有規章制度，並按時完成學業任務。

• 課程內的所有學業任務，每日 - 每週 - 每月測試和所有作業都要按時完成。

• 如果學生沒有到達協議分數，將會得到免費的課程和住宿。前提是協議學生必須擁有100％出勤率並沒

有得到過任何警告和懲罰。

• 原則上雅思考試將在10週內進行。若考試後沒有得到滿意的成績想要繼續學習，需要再次申請雅思考試。

• 正式的雅思考試註冊將由學生自己完成並支付。

• 如果學生參加伊洛伊洛以外的，其他城市的考試，一切費用（考試費，交通費和住宿費）將由個人承

擔。

Condition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Pre - IELTS  / IELTS – Original 雅思預備班

10 classes = ESL (3) / IELTS (3)  1:1 (2) + Group (1)

IELTS (4)  1:1 (2) + Group (2)

Night Activity (3)  Group (1)_周二和周四 + Self Study(2)_周日到周四

IELTS Score + Speaking同時 100 % 提高的雅思分數保障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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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 . 公務員研修 . 大學合作項目

公務員研修 (For Korean)

介绍

 可在GITC大學內設自治機構

 GITC大學可頒發入學許可書和結業證明書

 有合作附屬大學，無需擔心設備和系統問題

 課選修GITC大學的所有課程

 能夠接觸各個國籍的學生。無需走出校園學習，住宿，吃飯和游泳需求都能滿足。

TESOL (準備中)

介紹

 4周 課程 : 32 classes ( 每周六 8 classes )

 GITC 大學 TESOL Certificate 

 申請資格 : Upper Intermediate 以上

大學合作項目

介绍

 UW Gateway威斯康星州立大學保送項目

 韓國醫生考試資格獲取項目（準備中）

 實習項目

 交換學生

 Barista咖啡師項目（準備中）

 漢語課程（準備中）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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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 Student  Manpreet's Testimony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IELTS 雅思後記

안녕하세요,
저는 C&C어학원 학생입니다. 저는 IELTS 코스를 공부 했습니다.
우선 IELTS 선생님들께 저의 감사핚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튜터들은 학생들에게 정말 열정적입니다. 항상 여러가지 공부 방법을 준비해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 합니다.예를들어 당싞의 리딩스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읷정을 바꿔줍니다. 

저는 이곳에서3개월 동안 공부했고 핚국에서 시험을 치 뤘습니다.
제가 봤던 시험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도 저는 6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조금 더 쉬웠다면 6.5나 7점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C&C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손쉽게 6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의 모듞 튜터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주었기에 저는 이렇게 핛 수 있었습니다. 영
어공부를 위해 어느학원이 최고읶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마세요.
C&C어학원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학생분들도 실젂 IELTS 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Bella. I’m very glad to tell you about my experiences in CNC School.
I spent 14 weeks studying English here and it was a memorable period of time in my life.
Almost tutors in CNC are young, they are friendly and funny. 
It is better for you to study ESL and IELTS here because you can communicate in English or 
practice speaking English easily anywhere and anytime.

Studying here gave me a chance making friends with International people and knew about the 
Filipino’s lifestyle-x-x. 
My friends in CNC helped me overcome missing home. The food in CNC is fine but the local food 
is really delicious.
At the end of course, my English is improved significantly especially pronunciation. 
My IELTS score now is 6.0 compared to 4.0 at the beginning.

Words cannot describe how grateful I am to CNC for helping me out with my IELTS exam.
I only had five weeks to study IELTS and my goal was to get 6.5 in order for me to study 
my masters in Canada. 

However, with the help of my IELTS tutors, my result was more than I have hoped for. All my 
teachers were very helpful and approachable. They taught me techniques for listening, writing 
and also gave me tips for my reading and speaking. Most of all, improved my confidence. 
The diagnostic exams also gave me test taking strategies which were very useful when I took 
the actual test.

I even got an award for the best speaker and that was a precious moment for me.
It helped megain my confidence. 
Thanks to my tutors Igot a score of 8.5 in the listening exam and a total band score of 7.
I would not be able to make it without you guys. You have all been very kind to me
(especially Miss Myren)God Bless!! I will miss you. 

Korean Student Linzy’s IELTS Testimony

Vietnamese Student Bella’s IELTS Testimony

您好，
我是GITC的學生，選擇的是雅思課程。
首先想向所有雅思老師表示我的感謝。
每位老師都對學生十分友好熱情，時常備有好幾種學習方案，來幫助學生
提高英語。
他們會為針對學生調整教學計劃，比如他們判斷這個學生需要加強閱讀能
力，他們就會針對閱讀多加課時。

我在這裡學習了3個月後回到韓國考了雅思。
雖然這次的考試十分十分難，但還是拿到了6分。
如果運氣好一些，是可以拿到6.5或者7分的。
多虧了老師們的幫助和我自己的努力，輕輕鬆鬆就拿到了6分。
要向所有的老師再次表示感謝。
我想這就是最好的語言學校了，所以不要再猶豫了。
GITC會成為你最明智的選擇。
希望其他學生也能得到自己心儀的雅思成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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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s TOEIC Testimony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TOEIC 多益後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아스 입니다. 저는 TOEIC학생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5개월갂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점수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410점에 불과했지맊
지금 940점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충고를 하자면 “ Ms.Odette튜터를 따르고 다른 어느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 입니다. 그것이 젂부입니다.

그녀는 챀의 모듞 페이지를 기억하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핚 대답 속도는 놀랍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토익 3000점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싞에게 굉장히 높은 동기를
가짂 친구와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첚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런 친구를 맊났습니다. 
우리는 아침8시부터 새벽2시까지 공부했고 매읷 귺육을 키우기 위핚 운동도 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맊약 당싞이 정말로 높은 점수를 얻기 원핚다면 잠자는 시갂과 노는 시갂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읷본에 돌아갂 후에 저는 필리핀에서 놀지 않은 것을 후회핛 것이지맊
또핚 공부맊 핚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핚 것은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지
고득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또핚 그 의견에 동의 하지맊 여기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맋은 맨투맨 수업이 맋아 대화 연습핛 시갂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읷 마다 외출하여 실생홗에서 영어를 써가며 높은 영어점수를 얻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싞이 가장 좋은 당싞에게 맞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C에는 두번째 입니다. 저는 2녂젂 5개월동안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TOEIC점수를 포함핚 모듞 제 목적에 달성했습니다. 
2개월젂 저는 다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 없이 다시 C&C 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C&C 에 있던 사람들과 음식과 홖경을
그리웠습니다.
이미 2개월의 시갂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 2개월 갂의 생홗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맨 첫째, 저는 Odette 에 대해 이야기를 핛것입니다. 사실 Odette을 말하지 않고 토익 연수후기를
쓰는 것이 매우 어색핛 것 입니다. 그녀의 수업과 가르치는 실력은 휼륭하며, C&C에서 가장
매력적입니다. 저는 특히 제 파트5.6을 Odette 에게서 맋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파트5.6을 반복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파트5,6을 정복핛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트5.6을 2,3세트로 그녀와 함께 매읷 해결했습니다.그녀는 몇가지 숙제를
수업후에 줍니다. 저는 그것의 3,4세트를 해결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발견되는 몇가지 패턴과 어휘들이 있을때, 그녀는 항상 저에게 해당 패턴을
지배하는 몇가지 팁 및 단축키를 익히는 훈렦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녀의 가르침에 파트 5.6은 매우 빠르게 해결핛 수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파트5.6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입니다.
저는 Odette의 수업이 TOEC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싞합니다.
Odette은 저에게 TOEIC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뿐맊 아니라 그녀는 저에게 그녀가 경험핚 삶과
그녀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경험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듞 말은 나 자싞을 내가 극복핛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저는 정말 짂심으로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듞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저는 제 파트7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Lesley 시갂에 파트7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친젃하고 영리하고 열정이 강했습니다. 저는 자율 학습 시갂 동안 파트7을 해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복습을 했습니다. 젂 몇 가지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7을 복습핚 후
IELTS 인기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C&C에서 IELTS 리딩을 공부하는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TOEIC 실력 뿐맊 아니라 저 자싞의 영어 실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됬습니다.
그리고 젂 Sam 과 Analyn 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저의 리스닝과 스피킹을 가르쳐주었습니다.

Geass’s TOEIC Testimony

這是我來到GITC第二次了。2年前我在這裡學習了5個月。
在那次學習中，包含我預期的TOEIC成績，所有的學習目標都達成了。
2個月前我突然有空閒可以去國外學習英語。
於是立刻決定重新來到GITC。原因之一是因為我想念這裡的人，食物和環境。
這兩個月時間真是過得飛快，我想總結下這兩個月的生活，也希望能對閱讀這篇後記的你有
所幫助。

首先，我想著重談談奧傑塔老師。實際上作為託業考試準備考生，跳過奧黛特老師不談是不
可能的事情。她的課程和教學方式真的十分優秀，是GITC中最有魅力的老師。我從她那裡學
到了很多PART5和第六部分的解題思路。

在反复學習PART5和第六部分的過程中，我漸漸意識到她的方法是最好的。在反复練習中，
每當碰到不熟悉的題型和詞彙時，她都會告訴我最好的解題方法，並針對這種有效的解題思
路反复訓練。
這種具有針對性的方法令我受益匪淺。

在她的指導下，我現在可以在十分短的時間內解決PART5和6。
因此我建議所有的TOEIC備考生要好好學習她的解題思路，掌握她的方法。
奧德特不光是一位傑出TOEIC輔導老師，她還會分享她和她學生的經歷。
她的言行舉止都會給予你無限鬥志去克服難關。
我真心想向這位女士表達感謝。

其次，我想談談PART7。我跟萊斯利學習了PART7。她親切，聰慧並且十分有熱情。我常在自
習時間做PART7的習題，然後跟她一起複習。在完成TOEIC的閱讀後，我們還會一起學習雅思
的閱讀。

我認為選擇在GITC學習英語是我做的最明智的選擇。不光僅僅針對TOEIC考試，在這裡的學
習也幫助我提高了英語實力。
同時我也想感謝我的聽力老師薩姆和會話老師Analyn，他們也十分傑出。

您好，我叫Geass的，我是TOEIC備考生。
我在這裡學習了5個月時間。在我來到這裡之前，我的成績只有410分，現在我的分數是940。
我的忠告是一定要跟隨奧黛特女士，比任何學生都聽從她的指示，這就是我的秘訣。

她幾乎背下了書的每一頁，對我提出的問題她的回答速度簡直驚人。如果讓她答題的話她
大概可以拿3000分吧，笑。同時我推薦可以跟一位認真學習的同伴搭伙兒，我很幸運地遇
到了這樣一位同伴。我們一起每天從早上8點學習到凌晨2點，為了健身每天我們還會一起
運動，以釋放壓力。

我能給出的建議就是，如果真的想得到高分的話，就請減少睡覺時間和娛樂時間吧。在回
到日本後，雖然有時候會因為沒有在菲律賓遊玩而感到後悔，但還是覺得認真學習是正確
的選擇。
很多人提到學習英語最重要的是擁有流暢的會話能力，而不是拿到高分。我也很贊成這個
說法，正好在菲律賓你能得到很多的一對一對話機會。也有很多學生每天外出遊玩，因為
在純英語環境中，他們的口語實力也提高了很多。因此我給出的建議也不一定是最適合你。
請找到最適合你自己的方法吧！
謝謝你閱讀了我的後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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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您好~~^^ jennifer 예염 我是jennifer 哦~~^^.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SL 연수 후기

안녕하세요~저는작녂 8월에서올해 1월말까지 cnc학원과 읶연을 맺어 열심히
공부하고돌아온 Jennifer라고 해염~ㅎㅎㅎ 저도 처음에필리핀 어학연수를선택하기 까지 아주 맋은
고민을했었죠...^^ 
그래서읶터넷에 뜬 연수후기를맋이 인어봤죠...지금제가쓰는 이 글이 지금필리핀 연수를생각하고
계시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글을 씁니다.
가장궁금했던걲사람들이다녀오고 나서의그 영어실력이가장궁금 했었죠...^^ 

하지맊지금 생각해보면그런 저의 생각이 가장 어리석었다는생각을 하게 되네요 영어실력이향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개읶의 목표와 자기맊의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하는것읶데... 사람들은 누굮가가영어를잘핚다고
하면숚식갂에 자기의 목표를잊어버린찿..그영어를 잘하는사람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삼는거 같아요..^^ 
필리핀에서이것때문에 저두 핚동안스트레스를 맋이 받았었는데... 내 튜터가 이런말을해주더굮요.
핚국학생들은왜 영어실력을남들과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받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로영어실력이향상되었는지아닌지를알고 싶다면 자기 자싞과비교를 하라고요... 저는 필리핀 연수를생각
하시는분들께 자싞맊의목표와 기준을 꼭 갖고 준비를하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 

그리고수업면에서는 1:1수업이가장 장점이라고 핛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이 수업방식을 잘 홗용맊 핚다면
후회하지않는 연수를 핛수 있으리라확싞합니다. 저는처음부터튜터에게 내가 영어로 말핛때 문법이틀린것이
있으면바로바로 고쳐달라고부탁을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writing 숙제도내달라고해서 했구요.. 
제가생각하기에는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는것은 튜터의 몪보다수업을 받는 학생의몪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핚예를 들어 speaking수업은 대화를 하는것이기 때문에수다쟁이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준비를
해야하는것은물롞이고요..그런데튜터가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때 그냥..난모른다고하면 당연히
대화가끊겨버리겠죠..하지맊자싞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의견을 물어보다 보면 50분수업이너무나
짧게느껴질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성격이 그렇게홗발핚 편이 못되어서(ㅎㅎ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맋을것
입니다맊..^^) 맋은 사람들 앞에서얘기를 하는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1;1 수업을 핛수 있는 필리핀
연수를결정핚 결정적 원읶이되었죠.. 그래서 정말 맋은 도움을 받았고. 자싞감도 맋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나서 제 튜터가그룹수업을하게 되어서 저보고수업을 들어보라고제의를 했었져 핚국 학생들 앞에서영어로
말핚다는게부담스러워서맋이 망설였는데제 튜터가지금 아니면 얶제 그 벽을 허물거냐면서나중에 나중에 하다
보면또 때는 늦는다고지금 기회가 있을때핚번 해보라고 그러더굮요.

그래서그룹수업을들었는데 정말 맋은 도움이 되더굮요특히 제 튜터가그룹수업 시갂에 앞에 나가서 발표핛때 나의
문제점들을 1:1 수업시갂이나밖에서 맊났을때 하나하나 짚어주어서정말 제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되었습니다. 그리
고제 튜터중에 핚명이 debate수업을 해서 저보고 핚번 들어오라고제의를 했습니다. 첨에는 당연히 망설였는데 핚번
들어가서해보니 잼있더굮요.. 저는 튜터들이랑 맋이 친했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술도 마시고놀러도 다니고..  
정말즐거웠져..특히제가 친했던튜터들이 좀..웃겼습니다..ㅋㅋ좀 유별났져.. 튜터들이랑친해질려고노력 핚걲
아니었지맊시갂이 지남에 따라 가까워지더굮요..수업시갂외에 밖에서 맊나서 얘기하고 떠드는것도알게모르게
영어말하는데 도움이되고 더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되었던것같네요 C&C학원튜터들이정이 맋긴 맋더라구요
처음에저는 혼자 가서 핚국읶 학생들과친하게 지낼 기회가없었죠 그래서제 튜터가저를 맋이 챙겨주더라구요..
정말..넘고마웠져...^^ 

솔직히첨에 필리핀에 도착했을때는그 후덥지귺핚 날씨에걱정이 앞섰고... 기숙사로 향하는차안에서밖의 경치를
보니..나무판자집같은것들이줄지어 있는걸 보고 다시 핚번숨이 막혔었죠 ㅋㅋㅋ 그런데 핚국읶학생들이 사는 기숙
사는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콘도다 설치되어있었고..방청소 빨래다 해주고..아침점심 저녁 시갂되면
나오고..ㅎㅎ정말 편핚 생홗을 했져.. 물롞 불맊사항 없이 100% 맊족하고생홗핛수는 없죠.. 핚국도 아닌필리핀읶데
음식면에서는정말고생좀 했었죠... 필리핀음식 자체가 기름기가너무 맋아서요..^^ 그래두 C&C학원측에서도싞경을
맋이쓸려고 했습니다.

가끔제가 필리핀이 정말 좋긴좋은데 어떤 단점들에 대해 얘기하면제 튜터가 이런 말을 제게 했었습니다.. 
You can`t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그후로저는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면서불평보다는긋정적으로생홗하려고노력했습니다.^^ 
이글을 쓰다보니...다시필리핀이그리워지네요..^^ 제가 필리핀어학연수를갂다고 했을때거기 가도 아무도
알아주지않는데 왜 굯이 거길 가냐고 내게얘기했던 친구가이번에 연수를필리핀으로 갈까 생각중이라고하면서
저보고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ㅋㅋㅋ 제가 필리핀으로가기 젂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생각핚 것이 연수를
다녀오고나서 누가 알아주는게중요 핚게 아니라 어디를 가듞 내가 정말 얼마나 맋이 배우고 올 수 있을 것읶가를
먺저생각했습니다.

그리고저는 생각했던 것 보다 공부맊이아닌 다른면에서도맋이 배우고왔다고 생각합니다. 읶터넷에 필리핀
연수를치면 수맋은 학원들이나올 것입니다..그래서저두 어느 학원을택해야 핛지 정말 맋이 고민했었져..
그런데저는 C&C학원을택핚것에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메니져분들도학생들 편의를 봐줄려고노력하구요..
그리고..읷로읷로가조그맊 도시라서저는 오히려 공부하기에는좋았던것같습니다. 물롞 지금까지 쓴 글은
저의의견읷뿐입니다.. 
저두연수가기젂에정말 고민 맋이 했었거듞요... 저는 필리핀연수를 마치고가장 내 맘속에자리잡은
것이무슨읷을 하듞 맊족도는내 기준에의해서 결정되는것이고.. 무슨읷을하듞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것입니다.

이글이연수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라고성공적읶연수가 되길바랍니다~^^ 

ESL 一般課程後記

你好〜我從去年8月到今年1月在GITC學習的珍妮弗。我在選擇來菲律賓遊學之前苦惱了很
久... ^^
因此我在網上找了很多後記，現在寫下這篇後記是希望能夠幫助也在苦惱是否要來菲律賓遊
學的你。

所有的學生最好奇的問題大概就是，是不是真的能在這裡提高英語實力了吧。^^
不過現在想想這真是很幼稚的想法呢。因為每個人的情況都不同，英語實力是否有所提高也
是很主觀的判斷，如果只是因為某個人說這裡好或者這裡不好就做決定其實是很不成熟的想
法。
我剛來菲律賓時也因為自己的水平不像其他人提高得那麼快而感到焦躁，那時我的英語老師
就告訴我了這個道理。
現在想想我也不太理解為什麼總是韓國學生因為跟別人比較英語實力而感到焦躁。但真正想
要學好英語，真正想要有所競爭，那應該是和自己比較和自己競爭。
因此我想勸告來菲律賓學習的各位，不要盲目去和別人攀比，要設立自己的個人目標和基準。

從課程上來說，我想最大的優點就是這裡提供大量的一對一授課。如果好好利用這些課程我
相信所有人都不會後悔。在口語課上我要求老師要糾正我的每個語法錯誤，寫作課上則每天
認真交作業。我想課程的進展情況，比起老師，其實作為學生的我們責任更大。比如說口語
課上老師提問後，只回答說“不知道”的話，當然對話就進行不下去了。但是如果充分表達
自己想法的同時也關心他人的意見的話，這50分鐘就過的很有意義了。
我的性格比較靦腆，所以在小組課中發表自己的看法比較困難，這就是我選擇菲律賓一對一
的課程的最大原因。一開始在小組課上，在同樣是韓國人的面前，用英語發表自己的看法真
的十分有壓力。但在老師的幫助和鼓勵下，我漸漸克服了這個難題。

所以我認為小組課也真的對我幫助很大，特別是我的老師會針對我在小組課上的問題在一對
一課上進行輔導。有一名老師推薦我去參加辯論課，一開始想著這一定完蛋了吧，但上著上
著還覺得挺有意思的。週末時候也和老師們一起出去喝酒吃飯，這段時光真的很值得回味。
倒也不是刻意想要跟老師打好關係，而是每天每天一起度過一段時間，感情就慢慢深了。在
課堂外也總是一起談天說地，漸漸得英語口語實力就上來了。我想在GITC就是可以有這樣的
體驗吧，輕輕鬆鬆十分有趣地提高口語能力，這都虧了這裡的老師。因為他們，一個人來的
我也不用害怕孤單，可以開開心心地度過這段時光。感謝他們^^

說實話一開始到達菲律賓的時候十分擔心菲律賓這炎熱的天氣。在去學校的路上看著一個個
木樁似的房子，更是忐忑不安心想不會要住在這樣的房子裡吧。還好到了宿舍裡面該有的都
有，特別是空調。房間清掃和洗衣服務真的很方便，一日三餐也都供給。當然不能說一點不
滿也沒有，100％滿足畢竟是很少的。來到菲律賓飲食問題真的很頭疼，因為菲律賓的飲食
中油太多了，希望學校在伙食上能多下些功夫。^^

每當我抱怨菲律賓的一些缺點的時候，老師們總會告訴我：
你無法擁有兩全其美的領域。^^
這以後起，我經常想著這句話，將抱怨變成更積極的想法。
寫著這篇後記，我又重新思念起菲律賓了...... ^^
在我去之前，有很多朋友不理解何必要去菲律賓呢，等我回來後他們都準備要去菲律賓了，
現在都在找我做商談呢哈哈。我想去菲律賓這件事兒，能獲得多少其實還是要看自己。我就
認為自己其實不光是學到了英語，還獲得了很多人生哲學。

其實在網上輸入菲律賓遊學的話會有數不清的學校跳出來。所以到底要選擇哪所學校我真的
苦惱了很久。但是選擇GITC不是讓我後悔的選擇。這裡的經理為了學生的學習，做出了許多
努力。伊洛伊洛雖然是個很小的地方，但反而真的很適合潛下心學習。
當然目前為止寫下的感受只是我個人的主觀想法，我也在遊學之前猶豫了很多苦惱了很多呢。
到底來後是否很滿足其實還是很主觀的感受，而每個人的想法又千差萬別。

希望我的後記能給你帶來一些幫助，也希望你的遊學能夠順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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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 & 青少年

項目介紹

Course 家庭團體 Power Junior (留學預備班) Junior Camp 青少年訓練營

對象
監護人
學期班(4歲以上)
初中 ~  高中

初中 ~ 高中 小學3年級 ~ 高中

特征

家庭團體必須要有監護人陪同
監護人來這裡也可以
充分保障娛樂生活

（高爾夫，游泳，按摩等）

4歲未滿的嬰兒
可以請代理監護

去長灘島旅遊便利
游泳場免費

韓國教育頻道EBS以前編寫的
教材

沒有監護人來的情況（非旺季）
由我們的老師24小時監管

並提供全英語環境
同時有助於打算去其他國家

留學的學生

週末可選跟隨學校外出遊玩
電費，延簽費等需另付

游泳場免費
韓國教育頻道EBS以前編寫的教材

沒有監護人來的情況（淡季）
由我們的老師24小時監管

並提供全英語環境
每年寒暑假運營

每週末由學校組織外出遊玩
學費中包含電費等

但學生的零花錢不包含
游泳場免費

根據學生等級分發教材

課程安排

父母(監護人) :
4 Classes_ 1:1 (3) 
+ Group (1)

學前班 : 
8 Classes_ 1:1 (2) 
+ Group (6)

初高中 :
8 Classes _ 1:1 (5)
+ Group (3) 

+ Night Activity(可選)

數學:  可選

11 Classes :

1:1(5) +Group(3) + Night Activity(3)

數學 :  可選

11 Classes :

1:1(5) +Group (3) + Night Activity(3) 

數學 :  可選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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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Curriculum 課程安排

Total 1:1 class Group Night Activity

G – Guardian
(監護人)

4 classes 3 classes 1 classes None

G – Kindergarten
(學前班)

8 classes 2 classes 6 classes None

G – Junior

(小, 初高中)
8 classes 5 classes 3 classes

3 classes

(選修)

細節說明

• 採用GITC和韓國教育頻道EBS共同編寫的教材

• 提供臨時監護人：1〜3歲嬰兒

• 周中補充課程1：1 class：150美金usd（1小時/每天/ 4週）

• 週末1：1班級：500比索每節課/每次週末課程費用必須當場支付現金

• 美國教師1：1課程 - 抵達菲律賓後可申請

• 活動（選項）：長灘島。游泳。 ILOILO城市觀光。吉馬拉斯島。教堂。等等

• 線上（手機）課程：GITC學生可享受七五折優惠

教材

家庭團體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父母(監護人) + 學前班 & 小,初高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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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青少年

Power Junior (留學預備班)

COURSE
Curriculum 課程安排

Total 1:1 Group Night Activity

Power Junior
(初中 ~ 高中)

11 classes 5 classes 3 classes 3 classes

細節說明

• 只針對監護人不陪同的學生（淡季價格標準）
• 和老師一起食住：3人間+老師1名_ 24小時英語會話環境和監護
• 1：1針對性英語集中課程和教育環境
• 為留學他國打下英語基礎
• 已留學學生可以利用假期過來訓練英語
• 度假村一體型（免費游泳池）
• 利用GITC和韓國教育頻道一起編寫的教材

Junior Camp 青少年訓練營

項目 内容

期間
3周 ~ 12周

夏季: 7月24日 前後 ~    冬季 : 12月 23日 前後~

對象 小学 ~ 高中1

課程安排 11 classes – 1:1 (5) +  Group (3 ) + Night Activity (3) + 周末 Activity

費用 1,700 (2weeks)  .   2,000 (3weeks)   .   2,250 (4weeks)

細節說明

和老師一起食住：3人間+老師1名_ 24小時英語會話環境和監護
1：1針對性英語集中課程和教育環境
可選修數學課程
度假村一體型（免費游泳池）
利用GITC和韓國教育頻道一起編寫的教材
不包含_機票，零花錢

Schooling (早期留學)

Schooling

需要另行商談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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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s mom : 這是一段很有益的學習經歷。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SL 연수 후기

아이 둘을 데리고 다녀온 세번째 필리핀 연수,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저처럼 애들과
영어 연수를 계획하고 계싞 엄마 들을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연수를 받고 돌아와 중학교2학녂 되는 딸아이와 초등학교 5학녂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제법 유명핚 영어젂문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5학녂이 되는 둘째 아이는 영어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핚지는 핚 6개월 정도 밖에
되질 않아 걱정을 맋이 했는데 레벨 테스트 결과 자기 학녂 친구들과 같은 반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학원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짧은 기갂 동안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 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시며... 
큰아이는 영어젂문학원은 다닌 적이 없지맊 작녂하고 올해 연수에 도움이 컸는지 자기학녂보다
핚 단계 위의 레벨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핚 것은 다른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토킹 부분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어학원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시갂을 제가 핚국에서 준비해갂 교재들을 이용해서
하루 3~4시갂 씩 공부를 시켰어요. 자기 젂엔 영어읷기 쓰는 것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다음날 써가지고 갂 영어 읷기로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했더니 처음엔 3줄 쓰는 것도 힘들던
아이가 숙달 된 후에는 7~8줄도 금방 쓰더라고요..
C&C학원에서는 1:1수업을 해서 읶지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 가는걸 느끼겠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제 영어 실력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흐뭇

영어공부외에 또 다른 즐거움 세가지

<첫번째> 바디 마사지
젂 개읶적으로 마사지 받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핚국에선 워낙 비싸서 가정주부가 자주
받을 수 없잓아요.. 하지맊 필리핀에선 팁까지 맊원맊 있으면 핚시갂 동안 시원핚 바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연수하는 동안제법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은 스파 리베라 라는 곳에 가서
마사지 받으면 타국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확 풀린답니다.

<두번째> 쇼핑
여자들이라면 쇼핑을 빼놓을 수 없죠? 핚국경제가 좋지 않아서 핚국에서 지출을 해야하지맊 읷단은
주부맘이 그렇습니까? 싼 곳이 최고죠... 그곳에는 sm이라는 대형 백화점과 가이사노 백화점, 로빈슨
백화점이 있습니다. 개읶적으로 로빈슨을 선호합니다..그곳에 가면 guess,polo,dick\'s 매장이 있는데
핚국가격에 핚 70%정도 저렴핚 가격으로 아이들 여름옷을 장맊 핛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젂 현금으로 맊 샀는데 돌아와 보니 카드 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원
화를 달러로 달러를 페소로 바꾸는 것 보다 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싸게 먹히네요...

<세번째> 바다 구경
필리핀은 섬나라라서 그런지 유명핚 섬들이 참 맋습니다.. C&C에서는 보라카이가 가까워서 저렴핚 비
용으로 바다 구경을 핛 수 있습니다... 젂 첫번째 연수때 보라카이에 다녀와서 이번엔 기마라스섬을
다녀왔는데 현지읶들 하는 말이 이곳이 리틀보라카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마라스 비치는 사람이 맋아서 조금 어수선해서 배를 빌려(2시갂에 맊원)안쪽으로 들어 갔더니
보라카이 보다 더 멋짂 해변이 있더라고요.. 너무 깨긊해서 발톱에 때낀것 까지 다 보읷 정도 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멋짂해변에 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갂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번 연수기갂중에 가장 잊지못핛 추억이 기마라스 섬에서 본 바다 색깔 입니다. 
쓰리톤으로 펼쳐짂 넓은 바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핚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부럽죠?

그 외에 핚국에서는 힘듞 경험 핚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젂 골프를 무척 좋아해서 골프클럽을 가지고
갔는데 애들 공부시키느라 몇 번 못했어요... 저녁시갂에 애들에게 골프찿를 나눠주고 가르쳐서 집에
돌아오기 몇 읷 젂에 골프장(1읶 기준 3맊5첚원 정도)에 갔었어요...잘 치지는 못하지맊 아이들과 함께
푸른 잒디를 함께 걸으며 멋짂 망고나무, 야자수 나무를 보며 좋은 추억을 맊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핚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 될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땐 마닐라 특급호텔(2읶1실 6맊5첚원정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팍상핚 폭포
(1읶비용 약5맊원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엔 마닐라맊 위에 있는 선상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새우요리도 배불리 먹었습니다.(5명이서 7맊원 정도면 배가 터집니다.
.

家庭團體後記

這是我帶著兩個孩子第三次來菲律賓遊學了，我認為自己收穫良多也算是成功了，因此想
給像我這樣打算帶孩子來遊學的媽媽們一些建議。

我帶著兩個孩子，一個是初中2年級的女兒，一個是小學5年紀的兒子在GITC度過了2個月。
回去後把孩子們送去十分有名的補習班，進行級別測試之後真的覺得來對了。
特別是小學五年級的孩子其實正式學習英語還不到6個月，很害怕他會跟不上。但是在級別
測試中他能順利和同一年級的朋友們一起聽課，這讓我和補習班的院長都很驚訝，怎麼能
在短短6個月中達到小學5年紀的水平呢。

大孩子之前沒有上過英文補習班，但也許是去年和今年來菲律賓遊學的經歷對她幫助很大，
她的測試結果要比她的實際學年高一級。
最重要的是其他孩子都不擅長的會話部分，她拿到了高分。

孩子們在這裡跟著老師學習，剩下的時間每天3-4小時學習我從韓國帶過來的書。每天都寫
一篇日記，第二天把自己寫的內容交給老師批改。一開始每天能寫3行就不行了，後來 慢慢
變成了7-8行。
在GITC每天每天感受著孩子們的英語實力一點一點上升，每天教著孩子的我英語好像也自然
而然越變越厲害。
除了英語學習外，還有一些有趣的活動。

<第一>按摩
我個人其實很享受按摩，但因為韓國的按摩費用很高，作為家庭主婦的我自然不可能天天
去按摩了。但是菲律賓包含小費一小時也才只需要60元左右。孩子們上課的時候，我就會
去當地設備最齊全的SPA Rivera享受按摩的同時，緩解在異國的壓力。

<第二>購物
我想女人最無法拒絕的就是購物了吧？雖說韓國經濟近幾年不景氣，作為韓國人要多多支
持國產，但是作為主婦，還是越便宜越好吧？
這裡有多家百貨店，個人最喜歡的百貨店是羅賓遜。在這裡的GUESS，POLO，DICK'S價格只
有韓國的70％左右。孩子們的夏季衣服在這裡買就行了。
另外建議，雖然我是拿現金過來換成比索購買的，但回去後了解才發現直接拿卡購買可能
會比韓幣換成美金再換成比索更便宜。大家可以多了解一下。

<第三>觀海景
菲律賓作為海島組成的國家，真的有很多有名的小島.GITC所在的伊洛伊洛離長灘島很近，
所以可以以便宜價格去那裡玩。因為我上次去過長灘島了，所以這次就去了隔壁的小島吉
馬拉斯島。按當地人的話說，這是小長灘島。
吉馬拉斯海灘因為人太多，我們租了一艘小船（2小時60元左右）走了一段路程，看到了比
長灘島還要美麗的海灘。海水真的十分清澈，能在海面上清晰地看到水下的腳趾。

想想在這樣美麗的海邊和孩子們一起玩耍的景象，難道不夠有吸引力嗎？這次的遊學中，
最難忘的就是在吉馬拉斯島看到的海水顏色了。在這樣的美景中，和孩子們約定好，回韓
國也要像現在這樣好好學習，羨慕我吧？

除這以外，我個人很喜歡高爾夫，但在韓國時因為忙於帶孩子，沒時間去打高爾夫。但在
這裡每天晚上都會回房和孩子們一起練幾下。回韓國幾天前還一起上場，每個人才200元左
右。雖然不能說打得好，但這也是和孩子們在一起的美好回憶。
一起走過的綠色草坪，高大的芒果樹，椰子樹組合成了這次的美好回憶。
在回家的途中，經過馬尼拉還住了一次特級酒店，我們去觀賞了百勝灘瀑布（一人大概300
元左右）。還在一家在船上的餐廳吃了蝦料理。（5個人420元左右可以吃很飽）

希望我的後記能對你有用。



Gallery 
學校設備和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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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C Campus

學校設備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http://cncgroup.3duhak.com/phl/iloilo/c_c/


03. 연수 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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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上照片有可能與實情有所不同

 免費游泳池（2個：分成人用和兒童用)
 宿舍 : Standard & Premium 2 Options
 自助式一日三餐五菜

游泳池. 宿舍. 食堂

學校設備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http://www.cncgroup.co.kr/VR/pano_c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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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Zone Entrance Kindergarten Class

Family & Junior Facility

Family & Junior Facility 1:1 Class

學校設備

家庭團體和兒童區設備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Miagao Church : 60 分 by Van

• 登記在世界文化遺產

• 16世紀末用沙子堆起的巴洛克風格

Museo ILOILO : 25分 by  Taxi

• 通過展示承載菲律賓和班乃島歷史的照片和各

種遺物，可以了解伊洛伊洛的歷史

Jaro Church  : 25分 by Taxi

• 西班牙殖民時期建立的聖堂。

• 至今已有200年歷史，教皇曾經訪問過這裡。

Molo Church : 15分 by Taxi

• 用珊瑚石建造的哥特風格，文藝復興風格的建

築物。

• 用傳統風格的樹裝飾教堂內部

IDC .CPU. WVSU 大学

30分 by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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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邊環境

Church & Museum . University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長灘島 : 4hr by Van

• 世界3大海邊和療養地

• 2晚3日 - 1200人民幣左右

吉瑪拉斯島 : 1hr by  Taxi & Boat

• 世界最有名的芒果產地

• 4.〜5月是芒果季 - 芒果節

癸幹忒斯 :4hr by Van

• 度假村。潛水。島嶼潛水等海洋運動

Biscocho House : 25分 by Taxi

• 1975年年成立的家庭式手工糕點店

• 在菲律賓各地區設有連鎖店

Dinagyang festival 

30분 by Taxi

• 伊洛伊洛最大的慶典

• 每年一月的第三周周末

• 伊洛伊洛市中心

24

周邊環境

觀光景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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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ILO Supermarket : 10 分 by Taxi

• 生活用品，藥品，還有換錢處和服務中心。

• 有著名的MangInasal烤雞店

Robinson’s Place Iloilo : 25分 by Taxi

• 3層購物中心

• 擁有3D電影院

Atris Park District City : 15分 by Taxi

• 擁有餐廳，服務中心，購物中心等25個店面

• 與伊洛伊洛文化街 - Smallville步行5分鐘的距離

SM City : 25分 by Taxi

• 伊洛伊內規模最大的購物中心。

• 購物中心內有超市，娛樂空間，快餐廳，飯店，

百貨店，電影院，展廳等設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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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Club : 30分 By taxi

• 亞洲第一個高爾夫球場

• 一場比賽大概人均300人民幣

• 一人一球童

• 適合1〜5人一起打

• 可以申請高爾夫入門課程

• 菲律賓人講師

Shopping & Golf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Butot Balat : 25分 by Taxi

• ILOILO傳統料理

• 低廉的價格和地道的料理

Breakthrough  : 5分 by Taxi

• 海鮮專營店

• 位於海邊

Tatoy’s Manokan 5分 by Taxi

• 以BBQ烤雞和海鮮聞名

• ILOILO 10大餐廳之一

Nuat Thai Spa  20分 by Taxi

• 專業按摩師提供泰國按摩和泰國香薰治療。

• 平均300比索/小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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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etics Wellness Center

20 分 by Taxi

• 提供多種的按摩，皮膚護理

• 及治療，身材保養等服務

• TEL: (033) 320-8726

Spa & 食堂推薦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CONTACT US

T : +63+33.336. 3470  / +63.  0966. 198.  4210  ( Chinese Manager )

Skype : gitc_chinese

Line. Wechat : gitc_chinese

QQ : 2366173407

E-mail : gitceducom@gamil.com

Web : www.gitcedu.com

Address : Punta villa Resort  Sto. Niño Sur, Arevalo, Iloilo City, 5000, Philippines

Green International Technical College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