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English Language School 입학신청 절차
1. 수업 및 숙소 Availability 체크 (실시간 입실 현황 체크) *EC 숙소 프로필 다운로드
Key: 녹색(Available) - 배정 가능 / 적색(Stop Sale) – 배정 불가 / 황색(On request) – EC 본사 어드미션에 문의
* EC 본사 어드미션에 Availability 확인 요청 문의 예시
Type of accommodation requested (room type)

Homestay Single Half-Board

Gender

Male/Female

Age

20

Nationality

Korean

Name ( if available)

Kyu Kim (Agent)

Accommodation from

11th Jul, 2015

Accommodation to

8th Aug, 2015 for 4 weeks

Special requests

No pets

2. EC 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입학 신청서 다운로드: 6.General Forms -> EC Enrolment Form)
 구비서류

 입학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할 사항 및 유의 사항
-

학생 분의 영문 성함은 반드시 여권 상의 영문 성함과 동일

-

학생 분의 생년월일(일/월/년)

-

-

미국: 여권 사본, F-1(학생 비자)를 신청하셔야 할 경우

학생 분의 영문 한국 주소 기재(Address in your country)

-

영국: 여권사본(*학비 완납 후 UK비자 레터가 필요한 경우 필수로 제출)

-

학생 분의 개인 이메일 주소 기재

-

몰타: 여권사본

-

수업 옵션 및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등록 주수 기재

-

캐나다: 여권사본

-

숙소 옵션 입실일자와 퇴실일자, 체류 주수 기재

-

케이프 타운: 여권사본

-

숙소 Special request 기재

-

EC 약관을 이해하고 동의하신다면 오른쪽 하단 학생 분의 서명

(은행 잔고 증명서, 재정 보증서)

*여권 사본은 지원 시 중복 등록을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이며, 여권 발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최소한 출국 전에는 반드시

 항공정보 및 도착일정 통보

EC 어드미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시 비자 레터가 필요

숙소 및 공항 픽업을 예약하셨거나, 숙소만 예약하신 학생 분들은 입실

하신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에 부합되는 항공정보나 도착 시간을 EC 어드미션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 모든 숙소는 최소 도착 14일 전에 배정이 되어 프로필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EC 학교의 상황에 따라 더욱 일찍 배정이 되거나 늦게 배정이 될 수 있으니 특별
한 사항이 있으면 EC 어드미션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스테이 Special requests 는 입학 신청 시 반드시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 배정이 된 후의 재배정 요청은 접수가 되지 않거나,
재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신청 시 유의 사항 다운로드: 5. Regulations & Information -> EC Homestay)
- 모든 학비 및 기타 비용은 수업 시작 14일 전에 완납이 되어야 하고, 완납 후 은행 송금 케이블을 EC 어드미션으로 보내주시면 완납확인서 및 LOA, Visa
letter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EC 방학 규정 다운로드 : 5. Regulations & Information -> EC 방학 규정
- EC 환불 규정 다운로드 : 5. Regulations & Information -> EC 2015 T&C (EC 규정)

www.ecenglis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