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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ame is Jisan Kim, from republic of Korea. I am studying
English in Guildford College. I would like to introduce about our
fantastic and hilarious college, also wonderful town, Guildford.

저는 한국에서 온 김 지산 이라고 합니다. 길포드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
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흥미롭고 환상적인 대학을 소개하려
합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도시, 길포드에 대해서도 말이죠.

Friendly atmosphere.
When you learn English every time you might be hesitant about
conversation in English. But in our college we can solve it by
friendly atmosphere. Everyone in college is talkative and active.
You can make friend easier and improve your English quicker.

친근한 분위기

Best teacher.
I was worry about learning English every day, 3 hours, because it
could be really boring. But I realize there is no need to concern
about this if you were in Guilford College. Teacher is so humorous,
and experienced. I am quite satisfied with their best teaching.
Superb staff
Actually I had some trouble when I try to come to UK. At that
moment staffs in Guildford College are extremely helpful for me.
They process work quickly and accurately. Also after I came here
they were very kind to help me to solve lots of problems.
Specially thanks to staffs in international centre.
Wonderful town
Guildford is in the great location of UK. 30 minutes to London
and an hour to Portsmouth. Not that crowded but cozy and
lovely. You can feel safe in this peaceful town. And enjoy
gorgeous view of Guildford, it is beautiful town.
My time I spent In Guildford is great present for me. I’m sure you
will love here.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은 분명 대화를 함에 있어서 줄곧 머뭇거림을
느끼곤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그러한 문제를 친근
한 분위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은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습니다. 쉽게 친구를 사귀실 수 있듯 쉽게 영어
를 터득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강사진
매일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지겨우
리라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길포드 대학에서의 수업을 듣고서는
모든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경험
이 많고 때때로의 유머는 학생들을 즐겁게 하십니다. 저는 최고의 수업
에 만족합니다.
훌륭한 스탭
사실 영국에 오기 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길포드 대
의 스탭들은 큰 도움이 되곤 하였습니다. 행정은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을 재학하면서도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있어
서 항상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의 스탭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길포드의 위치는 가히 환상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런던까지의 거리는
30분, 포츠머스는 한 시간. 그렇게 북적거리지도 않고 아늑하며 사랑스
럽습니다. 치안은 안심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는 당신의 눈을 사로
잡을 것입니다.
길포드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선물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
다. 여러분도 이곳을 사랑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