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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ITC대학 ?

Since 2003, 오랜 역사가 입증한 글로벌 인재양성 대학

필리핀 정부 인가 공식 대학 GITC 대학
1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Gate Way ESL Center UW ESL Center
2

캠퍼스, 숙소, 식당, 수영장(무료) 일체형 일체형 대학 캠퍼스
3

No.1 TOEIC. IELTS College TOEIC 공인 시험센터
4

EBS 교재 및 NCS 교재 개발 화상 직무영어 센터직영
5

3

The No.1 IELTS . TOEIC College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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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명 : GITC대학 _ Green International Technical College

 소재지 : 일로일로(Sto Nino Sur Arevalo, Iloilo City Philippines)

 설립일 : 2003년 (CNC Language Center.Inc) -> 2017년 6월 GITC대학으로 승격

 국적비율 : 한국 50%, 일본 15%, 베트남 20%, 중국+대만 15%

공인토익인증센터
필리핀정부승인
SSP 인증대학 GITC대학

필리핀교육부
승인(TESDA)IDC  대학과MOU SNU  대학과MOU

Why GITC대학 ?

 3D로 캠퍼스 보기 (Click Image )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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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ILO
GITC대학

Kalibo

Boracay

About ILO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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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도시

40여 개의 대학 / 수준 높은 강사진 확보 용이

안전한 도시

필리핀의 4대 도시 중 하나

2015년 APEC 개최

자연재해 및 정치적 이슈가 전혀 없는

안전한 도시

 Boracay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인 보라카이 해변,

세계에서 가장 Sweet한 Mango 주산지

기마라스가 있는 곳

직항 항공편

필리핀항공 (수화물 20kg)

세부퍼시픽 (수화물 옵션)

에어아시아 (수화물 옵션)

진에어 (수화물 15kg)

에어서울 (수화물 15kg)

Korea

Manila

2hrs 30mins
by Van

직항

경유

경유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Regular Program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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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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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_옵션:  매주 월~목요일 각 1시간)

+ 
2 Self Study (필수:  일~목요일 매일 2시간)

참고
• Buddy Tutor지정 _ 연수 전 과정 모니터링 및 멘토링
• 1:1 수업 추가 가능 (비용 별도)
• Native (서구권 )1:1Class_ 필리핀 현지 도착(레벨테스트)후 신청 가능

완전 초보자.  단기간에 Speaking 실력 향상을 원하는 경우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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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TOEIC

TOEIC Score + Speaking를 동시에 100 % 점수 보장 프로그램

TOEIC 점수 보장반 : Score + Speaking 10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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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와 TOEIC 수업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동의 및 서약하고 준수하여야 함.

• 프로그램 내의 Daily – Weekly – Monthly Mock Test 및 과제 이행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보장 점수를 획득 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 점수를 얻을 때까지 수업료 + 숙식비는 무료로 제공됨

단, Penalty 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공인 TOEIC시험 응시료 및 시험을 외부(다른 지역)에서 볼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본인 부담함.

• 공인 TOEIC시험은 연수 후 10주째 되는 기간에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점수를 얻지 못하여

계속 공부를 할 경우 재 시험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모든 시험 응시료는 비용은 본인 부담임).

• 보장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시험응시 등의 이유로 귀국했을 때에 30일 이내에 학원에 복귀하지 않으

면 보장반 게런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료 수업, 숙식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Condition

Pre – TOEIC  /  TOEIC -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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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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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Activity (3) ---- Group (1)_월~목 + Self Study(2)_일~목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200+ UP ( 8weeks)

Guarantee Score 500+ 600+ 700+

Starting score 300 400 500

250+ UP ( 12weeks)

Guarantee Score 550+ 650+ 750+ 850+

Starting score 300 400 500 600

800+ UP ( 24weeks)

Guarantee Score 800 +

Starting score Beg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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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IELTS

IELTS Score + Speaking를 동시에 100 % 점수 보장 프로그램

IELTS 점수 보장반 : Score + Speaking 10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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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와 IELTS 수업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동의 및 서약하고 준수하여야 함.

• 프로그램 내의 Daily – Weekly – Monthly Mock Test 및 과제 이행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보장 점수를 획득 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 점수를 얻을 때까지 수업료 + 숙식비는 무료로 제공됨

단, Penalty 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공인 IELTS시험은 연수 후 10주째 되는 기간에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점수를 얻지 못하여

계속 공부를 할 경우 재 시험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모든 시험 응시료는 비용은 본인 부담임)

• 시험을 외부(다른 지역)에서 볼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본인 부담함.

• 보장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시험응시 등의 이유로 귀국했을 때에 30일 이내에 학원에 복귀하지 않으

면 보장반 게런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료 수업, 숙식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Condition

Pre – IELTS  / IELTS -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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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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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Activity (3) ---- Group (1)_월~목 + Self Study(2)_일~목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1.0+ UP ( 8weeks) 1.0 ~ 1.5+ UP ( 12weeks)

Guarantee Score 5.0+ 5.5+ 6.0+ 6.5+

Starting score 4.0 4.0 5.0 5.5

5.5+ ~ 6.0+ UP( 24weeks)

Guarantee Score 6.0+                       5.5+

Starting score Beginner       3.0 Low beg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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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 . 공무원 연수 . 대학 프로그램

공무원 연수

특징

 GITC대학 자체에서 연수

 GITC대학 자체 입학허가서 및 수료증 발급

 대학부설 여부 확인 불필요

 GITC대학 모든 프로그램 수강 가능

 다국적 학생들과 연수 숙박, 학교, 레저시설(수영장) 일체형 캠퍼스

TESOL (준비중)

특징

 4주 기간 : 32 classes ( 매주 토요일 8 classes )

 GITC 대학 TESOL Certificate 

 신청자격 : Upper Intermediate 이상

대학 프로그램

특징

 UW Gateway (위스콘신 college 입학프로그램)

 한국 의사 고시 자격 획득 코스 (준비중)

 인턴십

 교환 학생

 Barista (준비중)

 Chinese Course (준비중)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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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Tuition

Course Detail Cost

Registration Nonrefundable 100

ESL-Original 10 Classes-1:1(4) + G(3) + Night Activity(3) 690

Power Speaking   11 Classes-1:1(6) + G(2) + Night Activity(3) 790

All 1:1 11 Classes- All 1:1(8) + Night Activity(3) 990

IELTS

TOEIC

준비반 / 오리지널 10 Classes-1:1(4) + G(3) + Night Activity(3) 790

점수 보장반 11 Classes-1:1(5) + G(3) + Night Activity(3) 890

TESOL Group 8 H Every Saturday / 4Weeks 350

Exchange student

대학간 교류 프로그램

Internship

Notice

• 1:1 수업 추가 : 15만원( 1hr / day  / 4 weeks)
• 주말 1:1 Class   :  500 peso per class 
• 서구권 Native 1:1 Class : 350 usd ( 1hr / day / 4weeks)

필리핀 도착(레벨테스트) 후 신청 가능
• 화상(전화)영어 :  GITC student can get 25%  Discount

단위 : 천원 / 4주

Accommodation Fee

Type Standard Premium

Single 880 1,500

Twin 670 970

Triple 590 790

Quad 510 670

6Pax 430 Not used

Detail
전기세_ Standard ( 불 포함) /  Premium ( 포함)
3meals. TV. 에어컨. 냉장고. 각 룸 화장실. Hot water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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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단위 : 천원 / 4주
Regular Program 합계 (수업료 + 숙식비) / 4주 _등록금 별도

Course
ESL

Original
Power 

Speaking
All  1:1

TOEIC . IELTS

준비반
오리지널

점수 보장반

Single

Standard 1,570 1,670 1,870 1,670 1,770

Premium 2,190 2,290 2,390 2,290 2,390

Twin

Standard 1,360 1,460 1,660 1,460 1,560

Premium 1,660 1,760 1,960 1,760 1,860

Triple

Standard 1,280 1,380 1,580 1,380 1,480

Premium 1,480 1,580 1,760 1,580 1,680

Quad
Standard 1,200 1,300 1,500 1,300 1,400

Premium 1,360 1,460 1,660 1,460 1,560

6 PAX

Standard 1,120 1,220 1,420 1,220 1,320

Premium Not used

Type 1 weeks 2 weeks 3 weeks

Single
Standard 720 1,250 1,520

Premium 1,100 1,580 1,830

Twin
Standard 670 1,140 1,360

Premium 880 1,400 1,570

Triple
Standard 650 1,100 1,300

Premium 750 1,250 1,410

Quad
Standard 630 1,060 1,160

Premium 720 1,160 1,340

6 PAX
Standard 550 970 1,150

Premium Not used

All 1:1 합계 (수업료 + 숙식비) / 1~3주_ 등록금 별도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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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항목 비용 내용

Pick Up 5 만원
1명 기준 :일로일로 공항 (픽업.샌딩)  

깔리보 낮 시간 도착(픽업 ) _ 샌딩 불포함 _ 저녁시간 (15만원)

Utility + Water 2,500 peso 1명 기준 _ 4weeks _ Public electricity and water use 

SSP 5,500 peso 1명 기준 _ Special Study Permit  _ 유효기간 6개월

ACRI-CARD 50 usd
1명 기준_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외국인등록증)

59일 이상 체류시 필요

ID 300 Peso 1명 기준 _  GITC와 협약된 스파, 레스토랑등 10% 할인 가능

Textbook 200~250 peso Approximate Cost / 1권

Electric bill 500 peso 전후 1명 기준 _ 4weeks _ 사용 량 만큼 개별 미터기 기준

Deposit 2,000 peso 1명 기준 _ 규정 준수 및 물품 파손이 없을 경우 환불됨

VISA Extension Fee 

No. Days Extend every 30 days Extend every 60 days Detail

1 ~30 Free visa

2 ~59 2,640

2 ~89 3,910

4,600
Need I-card fee  50 usd

3 ~119 1,940

2,740
4 ~149 1,940

2,270

5 ~179 1,940

6 180 ~ 3,350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Cost

*위 비용은 필리핀 이민국의 비용 책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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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 Student  Manpreet's Testimony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IELTS 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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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곳에서3개월 동안 공부했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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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튜터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주었기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
어공부를 위해 어느학원이 최고인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마세요.
C&C어학원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학생분들도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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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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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s TOEIC Testimony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TOEIC 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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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책의 모든 페이지를 기억하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대답 속도는 놀랍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토익 3000점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굉장히 높은 동기를
가진 친구와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침8시부터 새벽2시까지 공부했고 매일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도 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만약 당신이 정말로 높은 점수를 얻기 원한다면 잠자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돌아간 후에 저는 필리핀에서 놀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이지만
또한 공부만 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지
고득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의 하지만 여기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많은 맨투맨 수업이 많아 대화 연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마다 외출하여 실생활에서 영어를 써가며 높은 영어점수를 얻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가장 좋은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C에는 두번째 입니다. 저는 2년전 5개월동안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TOEIC점수를 포함한 모든 제 목적에 달성했습니다.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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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그리웠습니다.
이미 2개월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 2개월 간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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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파트5.6을 반복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파트5,6을 정복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트5.6을 2,3세트로 그녀와 함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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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녀의 가르침에 파트 5.6은 매우 빠르게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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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합니다.
Odette은 저에게 TOEIC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저에게 그녀가 경험한 삶과
그녀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경험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나 자신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저는 제 파트7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Lesley 시간에 파트7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영리하고 열정이 강했습니다. 저는 자율 학습 시간 동안 파트7을 해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복습을 했습니다. 전 몇 가지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7을 복습한 후
IELTS 읽기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C&C에서 IELTS 리딩을 공부하는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TOEIC 실력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영어 실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됬습니다.
그리고 전 Sam 과 Analyn 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저의 리스닝과 스피킹을 가르쳐주었습니다.

Geass’s TOEIC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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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ennifer 예염~~^^.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SL 연수 후기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8월에서 올해 1월말까지 cnc학원과 인연을 맺어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온 Jennifer라고 해염~ㅎㅎㅎ 저도 처음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하기 까지 아주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인터넷에 뜬 연수후기를 많이 읽어봤죠...지금 제가 쓰는 이 글이 지금 필리핀 연수를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씁니다.
가장 궁금했던건사람들이다녀오고 나서의 그 영어실력이 가장 궁금 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저의 생각이 가장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영어실력이 향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개인의 목표와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것인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순식간에 자기의 목표를 잊어버린채..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는거 같아요..^^ 
필리핀에서 이것때문에 저두 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내 튜터가 이런말을 해주더군요.
한국학생들은 왜 영어실력을 남들과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로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라고요... 저는 필리핀 연수를 생각
하시는 분들께 자신만의 목표와 기준을 꼭 갖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수업면에서는 1:1수업이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업 방식을 잘 활용만 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연수를 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튜터에게 내가 영어로 말할때 문법이 틀린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writing 숙제도 내달라고 해서 했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는 것은 튜터의 몫보다 수업을 받는 학생의 몫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speaking수업은 대화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수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준비를
해야하는것은 물론이고요..그런데튜터가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물었을때 그냥..난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대화가 끊겨버리겠죠..하지만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다 보면 50분수업이너무나
짧게 느껴질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그렇게 활발한 편이 못되어서(ㅎㅎ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을것
입니다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1;1 수업을 할수 있는 필리핀
연수를 결정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튜터가 그룹수업을 하게 되어서 저보고 수업을 들어보라고 제의를 했었져 한국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말한다는게 부담스러워서 많이 망설였는데 제 튜터가 지금 아니면 언제 그 벽을 허물거냐면서 나중에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때는 늦는다고 지금 기회가 있을때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룹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특히 제 튜터가 그룹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발표할때 나의
문제점들을 1:1 수업시간이나 밖에서 만났을때 하나하나 짚어주어서 정말 제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
고 제 튜터중에 한명이 debate수업을 해서 저보고 한번 들어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첨에는 당연히 망설였는데 한번
들어가서 해보니 잼있더군요.. 저는 튜터들이랑 많이 친했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정말 즐거웠져..특히 제가 친했던 튜터들이 좀..웃겼습니다..ㅋㅋ좀 유별났져.. 튜터들이랑 친해질려고 노력 한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까워지더군요..수업시간외에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떠드는것도 알게모르게
영어 말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던것 같네요 C&C학원 튜터들이 정이 많긴 많더라구요
처음에 저는 혼자 가서 한국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제 튜터가 저를 많이 챙겨주더라구요..
정말..넘 고마웠져...^^ 

솔직히 첨에 필리핀에 도착했을때는 그 후덥지근한 날씨에 걱정이 앞섰고... 기숙사로 향하는 차안에서 밖의 경치를
보니..나무판자집 같은것들이 줄지어 있는걸 보고 다시 한번 숨이 막혔었죠 ㅋㅋㅋ 그런데 한국인 학생들이 사는 기숙
사는 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콘도 다 설치되어 있었고..방 청소 빨래 다 해주고..아침 점심 저녁 시간되면
나오고..ㅎㅎ 정말 편한 생활을 했져.. 물론 불만사항 없이 100% 만족하고 생활할수는 없죠.. 한국도 아닌 필리핀인데
음식면에서는 정말 고생좀 했었죠... 필리핀 음식 자체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두 C&C학원측에서도신경을
많이 쓸려고 했습니다.

가끔 제가 필리핀이 정말 좋긴 좋은데 어떤 단점들에 대해 얘기하면 제 튜터가 이런 말을 제게 했었습니다.. 
You can`t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그후로 저는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면서 불평보다는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글을 쓰다보니...다시 필리핀이 그리워지네요..^^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을때 거기 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굳이 거길 가냐고 내게 얘기했던 친구가 이번에 연수를 필리핀으로 갈까 생각중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ㅋㅋㅋ 제가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누가 알아주는게 중요 한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올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것 보다 공부만이 아닌 다른면에서도 많이 배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필리핀
연수를 치면 수많은 학원들이 나올 것입니다..그래서 저두 어느 학원을 택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져..
그런데 저는 C&C학원을 택한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메니져분들도 학생들 편의를 봐줄려고 노력하구요..
그리고..일로일로가조그만 도시라서 저는 오히려 공부하기에는 좋았던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쓴 글은
저의 의견일뿐입니다.. 
저두 연수가기전에 정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필리핀 연수를 마치고 가장 내 맘속에 자리잡은
것이 무슨일을 하든 만족도는 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무슨일을 하든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글이 연수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라고 성공적인 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ESL 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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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개요

Course 가족 연수 Power Junior (유학 준비반) Junior Camp

대상
보호자
유치부(4세 이상)
초등 ~  중등

중등 ~ 고등 초3 ~ 고1

특징

반드시 보호자 동행 필수
보호자 개인 여가활동 보장
(골프.수영, 마사지. Etc)

4세미만 보모 활용 가능
보라카이 여행 용이
직항 이용 가능
무료 수영장 일체형 시스템
EBS와 함께 만든 교재 활용

보호자 없이 오는 경우 (비수기)
선생님과 함께 기숙 24시간 영어
사용 및 관리 환경
미국 및 타 국가 조기유학 및
대입 준비
유학생중 외국 방학기간 활용
영어실력 업그레이드가능(미국등)
주말 Activity 별도 (옵션)
전기세. 비자비등 현지비용 별동
무료 수영장 일체형 시스템
EBS와 함께 만든 교재 활용

보호자 없이 오는 경우
선생님과 함께 기숙 24시간
영어 사용 및 관리 환경
여름 ,겨울 방학 년 2회 진행
주말 Activity등 모두 포함
용돈 제외 모든 비용 포함
무료 수영장 일체형 시스템
레벨에 따른 교재 활용

커리큘럼

학부모(보호자) :
4교시 _ 1:1 (3) + 그룹(1)

유치부 : 
8교시 _ 1:1 (2) + 그룹 (6)

초,중등 :
8교시 _ 1:1 (5) + 그룹(3) 
+ Night Activity(옵션)

수학 :  옵션

11교시 :

1:1(5) +그룹(3) + Night Activity(3)

수학 :  옵션

11교시 :

1:1(5) +그룹(3) + Night Activity(3

수학 :  옵션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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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Curriculum

Total 1:1 class Group Night Activity

G – Guardian
(학부모)

4 classes 3 classes 1 classes -

G – Kindergarten
(유치부)

8 classes 2 classes 6 classes -

G – Junior

(초, 중등)
8 classes 5 classes 3 classes

3 classes

(Option)

Detail

. EBS와 GITC대학이 함께 만든 교재 활용

. Babysitter available : For 1~3 years old 

. 추가 1:1 class : 15만원 (1hr /day /4weeks)

. 서구권 Native 1:1 Class : 350 usd ( 1hr / day / 4weeks)
필리핀 도착(레벨테스트) 후 신청 가능

. 주말 추가 수업 1:1 Class : 500 peso per class / 비용은 현지에서 지불

. Activity (Option) : Boracay. Swimming. Iloilo city Tour. Guimaras. Church. etc.

. Online (Phone) Class  : GITC student can get 25% Discount

교재

가족 연수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학부모(가디언) + 유치부 & 초,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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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Power Junior (유학 준비반)

COURSE
Curriculum

Total 1:1 Group Night Activity

Power Junior
(중등 ~ 고등)

11 classes 5 classes 3 classes 3 classes

특징

보호자 동행하지 않고 연수생만 오는 경우 해당 (비수기 운영 기준)
선생님과 함께 숙식 :  3인실 + 선생님1명 _ 24시간 영어 환경 및 안전 관리
1:1 맞춤형 영어 집중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미국 및 타 국가 조기유학 및 대입 준비
유학생 중 외국 방학기간 활용가능(미국등)
일체형 리조트 시스템 (무료 수영장)
EBS와 함께 만든 교재 활용

Junior Camp

항목 내용

기간
3주 ~ 12주

여름 캠프: 7월24일 전후 ~    겨울캠프 : 12월 23일 전후~

대상 초등 ~ 고등1

커리큘럼 11 classes – 1:1 (5) +  Group (3 ) + Night Activity (3) + 주말 Activity

비용
300 (3w) - 350 (4w) - 410 (5w) - 460 (6w)  - 510 (7w) – 560 (8w) –

630 (9w) – 680 (10w) – 730 (11w) -780 (12w)

특징

선생님과 함께 숙식 :  3인실 + 선생님1명 _24시간 영어 환경 및 안전 관리
1:1 맞춤형 영어 집중 커리큘럼 및 교육환
수학 수업 옵션
일체형 리조트 시스템 (무료 수영장)
EBS와 함께 만든 교재 활용
불포함 _항공료, 용돈

Schooling (조기 유학)

Schooling

필리핀. 서구권 조기유학 별도 상담 要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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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Tuition

Course Detail Cost

Registration Nonrefundable 100

가족 연수

G – Guardian
(학부모)

4 Classes = 1:1 (3) + Group (1) 620

G – Kindergarten
(유치부)

8 Classes =1:1 (2) + Group (6) 890

G – Junior
(초, 중등)

8 Classes =1:1 (5) + Group (3) 890

Power Junior
(유학 준비반)

수업료 11 Classes-1:1(5) + G(3) + Night Activity(3) 890

관리비
선생님과 함께 기숙 및 관리

현지 발생 비용. 주말 Activity 비용 별도
350

Junior Camp 
11 Classes-1:1(5) + G(3) + Night Activity(3)

항공료. 용돈 제외한 모든 비용 기준
3,500

Schooling
(조기 유학 )

별도 문의

Notice

. 수학 : 옵션 : 25만원 (주2회 – 4주 – Group기준)

. 1:1 수업 추가 : 15만원( 1hr / day  / 4 weeks) 

. 서구권 Native 1:1 Class : 350 usd ( 1hr / day / 4weeks)

필리핀 도착(레벨테스트) 후 신청 가능
. 주말 1:1 Class   :  500 peso per class  

. 화상(전화)영어 :  GITC student can get 25%  Discount

단위 : 천원 / 4주

Accommodation Fee

Dormitory Standard Premium

Single 880 1,500

Twin 670 970

Triple 590 790

Quad 510 670

6Pax 430 Not used

Detail
전기세_ Standard (불포함) /  Premium (포함)

3meals. TV. 에어컨. 냉장고. 각룸 화장실. Hot water

Cost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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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수 합계 비용 (4주)  : 수업료+숙식비 / 등록금 별도

Cost

Type Standard Premium

Twin 학부모1 + 학생1 285만원 345만원

Triple 학부모1 + 학생2 417만원 477만원

Quad 학부모1 + 학생3 533만원 597만원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가족 연수 출국 시 반드시 영문 주민등록 등본 지참

가족 연수 단기 합계 비(1~3주) : 수업료+숙식비 /  등록금 별도

Type
1주 2주 3주

Standard Premium Standard Premium Standard Premium

Twin 학부모1 + 학생1 120 140 160 200 230 280

Triple 학부모1 + 학생2 180 210 270 300 370 410

Quad 학부모1 + 학생2 250 280 360 390 470 500

*가족 연수 출국 시 반드시 영문 주민등록 등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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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Power Junior 합계 비용 (4주) : 수업료+숙식비+관리비 /  등록금 별도

Term Standard Premium

4주 183 만원 203 만원

8주 366 만원 406 만원

12주 549 만원 609 만원

16주 732 만원 812 만원

20주 915 만원 1,015 만원

24주 1,098 만원 1,218 만원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Power Junior 단기 합계 비용(1~3주) : 수업료+숙식비 +관리비 /  등록금 별도

Type
1주 2주 3주

Standard Premium Standard Premium Standard Premium

Triple 선생님1 + 학생3 80 90 125 140 150 165

참고
Power Junior (유학 준비 반) 은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숙식해야함.

비용 기준 _ 3인실 비용 + 관리비

Junior Camp 합계 비용 (수업료+숙식비 +관리비) / 3~12주 _ 등록금 포함

Type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선생님1  +  학생3 300 350 410 460 510 560 630 680 730 780

참고
Junior Camp는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숙식해야함.

불포함 _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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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항목 비용 내용

Pick Up 5 만원
1명 기준 :일로일로 공항 (픽업.샌딩)  

깔리보 낮 시간 도착(픽업 ) _ 샌딩 불포함 _ 저녁시간 (15만원)

Utility + Water 2,500 peso 1명 기준 _ 4weeks _ Public electricity and water use 

SSP 5,500 peso 1명 기준 _ Special Study Permit  _ 유효기간 6개월

ACRI-CARD 50 usd
1명 기준_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외국인등록증)

59일 이상 체류 시 필요

ID 300 Peso 1명 기준 _  GITC와 협약된 스파, 레스토랑등 10% 할인 가능

Textbook 200~250 peso Approximate Cost / 1권

Electric bill 500 peso 전후 1명 기준 _ 4weeks _ 사용 량 만큼 개별 미터기 기준

Deposit 2,000 peso 1명 기준 _ 규정 준수 및 물품 파손이 없을 경우 환불 됨

VISA Extension Fee 

No. Days Extend every 30 days Extend every 60 days Detail

1 ~30 Free visa

2 ~59 2,640

2 ~89 3,910

4,600
Need I-card fee  50 usd

3 ~119 1,940

2,740
4 ~149 1,940

2,270

5 ~179 1,940

6 180 ~ 3,350

Cost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위 비용은 필리핀 이민국의 비용 책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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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s mom : 유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SL 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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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두 달 동안 연수를 받고 돌아와 중학교2학년 되는 딸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제법 유명한 영어전문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5학년이 되는 둘째 아이는 영어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한지는 한 6개월 정도 밖에
되질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레벨 테스트 결과 자기 학년 친구들과 같은 반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학원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 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시며... 
큰아이는 영어전문학원은 다닌 적이 없지만 작년하고 올해 연수에 도움이 컸는지 자기학년보다
한 단계 위의 레벨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토킹 부분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어학원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교재들을 이용해서
하루 3~4시간 씩 공부를 시켰어요. 자기 전엔 영어일기 쓰는 것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다음날 써가지고 간 영어 일기로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했더니 처음엔 3줄 쓰는 것도 힘들던
아이가 숙달 된 후에는 7~8줄도 금방 쓰더라고요..
C&C학원에서는 1:1수업을 해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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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개인적으로 마사지 받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워낙 비싸서 가정주부가 자주
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필리핀에선 팁까지 만원만 있으면 한시간 동안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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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지출을 해야하지만 일단은
주부맘이 그렇습니까? 싼 곳이 최고죠... 그곳에는 sm이라는 대형 백화점과 가이사노 백화점, 로빈슨
백화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빈슨을 선호합니다..그곳에 가면 guess,polo,dick\'s 매장이 있는데
한국가격에 한 7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 여름옷을 장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현금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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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섬들이 참 많습니다.. C&C에서는 보라카이가 가까워서 저렴한 비
용으로 바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첫번째 연수때 보라카이에 다녀와서 이번엔 기마라스섬을
다녀왔는데 현지인들 하는 말이 이곳이 리틀보라카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마라스 비치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어수선해서 배를 빌려(2시간에 만원)안쪽으로 들어 갔더니
보라카이 보다 더 멋진 해변이 있더라고요.. 너무 깨긋해서 발톱에 때낀것 까지 다 보일 정도 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멋진해변에 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번 연수기간중에 가장 잊지못할 추억이 기마라스 섬에서 본 바다 색깔 입니다. 
쓰리톤으로 펼쳐진 넓은 바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부럽죠?

그 외에 한국에서는 힘든 경험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전 골프를 무척 좋아해서 골프클럽을 가지고
갔는데 애들 공부시키느라 몇 번 못했어요... 저녁시간에 애들에게 골프채를 나눠주고 가르쳐서 집에
돌아오기 몇 일 전에 골프장(1인 기준 3만5천원 정도)에 갔었어요...잘 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푸른 잔디를 함께 걸으며 멋진 망고나무, 야자수 나무를 보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 될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땐 마닐라 특급호텔(2인1실 6만5천원정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팍상한 폭포
(1인비용 약5만원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엔 마닐라만 위에 있는 선상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새우요리도 배불리 먹었습니다.(5명이서 7만원 정도면 배가 터집니다.
.

가족 연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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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및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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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C Campus

 3D로 캠퍼스 보기 (Click Image )

학교 시설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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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연수 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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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단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무료 수영장 (2개: 성인용. 어린이용)
 기숙사 : Standard & Premium 2 Options
 부페식 1식 5찬 식사

수영장. 기숙사. 식사

학교 시설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http://www.cncgroup.co.kr/VR/pano_c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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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시설

가족 연수 및 주니어 시설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Miagao Church : 60 분 by Van

• 세계 문화유산 등재

• 16세기 말 모래로 쌓은 바로크 양식

Museo ILOILO : 25분 by  Taxi

• 필리핀과 파나이 섬의 역사를 사진과 각종 유

물들의 전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곳

Jaro Church  : 25 분 by Taxi

•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성당으로

200여년의 오랜 역사. 교황이 방문했던 곳

Molo Church : 15분 by Taxi

• 고딕 르네상스풍의 산호석으로 지어진 건물

• 엔틱풍의 나무 구조물들고 교회 내부를 장식

IDC .CPU. WVSU 대학

30분 by Taxi

30

주변 환경

Church & Museum . University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Boracay : 4hr by Van

• 세계 3대 해변 빛나는 휴양지

• 2박3일 – 20만원 전후 비용

기마라스 : 1hr by  Taxi & Boat

• 세계에서 가장 스위트한 망고 주산지

• 4.~ 5월 망고 시즌 – 망고 축제

기간테스 :4시간 by Van

• 리조트, 스쿠버다이빙, 아일랜드 호핑 등

해양스포츠 가능

Biscocho House : 25분 by Taxi

• 1975 년 설립된 가족법인 수제 전문 제과점

• 필리핀 전역에 체인점 보유

Dinagyang festival 

30분 by Taxi

• ILOILO  최대의 축젝

• 매년 1월 셋째주 토.일요일

• ILOILO 시내 일대

31

주변 환경

관광지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ILOILO Supermarket : 10 분 by Taxi

•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 용이

• 망이나살 레스토랑 있음

Robinson’s Place Iloilo : 25분 by Taxi

• 3층 쇼핑 복합몰

• 가장 큰 매력은 3D 무비월드를 보유

Atris Park District City : 15분 by Taxi

• 식당,서비스 센터,쇼핑몰등 25개 가게

• 일로일로 문화 거리

SM City : 25분 by Taxi

• 일로일로 내 가장 큰 규모의 쇼핑몰

• 쇼핑몰 내 슈퍼마켓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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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Club : 30분 By taxi

• 아시아 최초의 골프장, 

• 그린피 5만원 전후 (캐디피포함)

• 1인 ~ 5인 플레이 가능

• 골프 입문과정 가능 _ 한국인 레슨

Shopping & Golf

The No.1 TOEIC. IELTS College !



Butot Balat : 25분 by Taxi

• ILOILO 전통 맛집

• 저렴한 가격의 전통 음식점

Breakthrough  : 5분 by Taxi

• 해산물 전문점

• 해변가 위치

Tatoy’s Manokan 5분 by Taxi

• 바비큐 치킨 및 Sea foof로 유명

• ILOILO 10대 음식점 중 한곳

Nuat Thai Spa  20분 by Taxi

• 자격자의 타이 마사지와 타이 아로마 치료

• 비용 : 평균가 ₩ 7,500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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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etics Wellness Center

20 분 by Taxi

• 마사지, 스킨 케어 치료

• 몸매관리 서비스 제공

• TEL: (033) 320-8726

Spa &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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