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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비자 유효기간이 방학기간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 방학 후에는 기존의 수업과 숙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학 동안에도 숙소 비용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US:
• 미국 내에서의 방학은 최대 2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제외한 모든 EC 정규휴일을 포함합니다.
• 미국 내 2주의 방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방학 전에 12주 이상의 수업을 수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

방학 전에 80%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

방학 후 4주 이상의 잔여 수업이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경조사 및 긴급 건강 문제로 Home Country 로 귀국 하셔야 할 경우에는 최대 5개월까지 방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4주
이상의 수업을 등록한 학생만 가능하고, 왕복 항공권은 반드시 학교 담당자 분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때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
분은 미국에서 출국 전에 I-20상에 서명을 받으셔야 다시 미국 입국 시 문제가 없겠습니다.
Canada, UK, Malta & Cape Town:
• Academic/Business Year 또는 Multi-Destination Academic/Business Year 과정을 24주 이상 수강하는 학생은 최대 4주간의
방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방학 시작일 2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별 • 상황별 상세 규정
EC Malta 에서 여행비자로 머무르는 학생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1-7주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은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8-23주 코스로 수강하는 학생은 최대 2주간의
방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C Canada, UK & Cape Town
• 1-11주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은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2-23주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은 최대 2주간의
방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주 이상의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은 최대 4
주간의 방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인 학생은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생은 주어진 방학기간을 1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대비반에서 수강 중에는 방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방학 시작일 2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의 상해 또는 사망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6개월동안 즉시 휴학이
가능합니다.
• 방학을 마친 후, 이전과 다른 반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비자 유효기간이 방학 기간도 포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방학 계획을 변경·취소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2주 전에 공지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방학 이후 최소 4주 이상의 수업을 수강해야
다시 방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C US F-1 학생 비자 학생
• 1-11주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은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12주 이상 수업을
수강한 상태이고, 방학이후 4주 이상의 잔여 수업이
있을 경우에만 방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학은 최대 2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어진
방학기간을 1주씩 나눠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인 학생은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험 대비반에서 수강 중에는 방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EC에서의 수강기간을 줄이고 다른 학교로
옮긴다면, Grace period는 주어지지 않으며
학생은 14일 내로 전학 수속을 마치고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EC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Grace period는
60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대학 프로그램을
수강할 학생은 60일 이내에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다른 ESL 프로그램을 수강할 학생은
동일기간(60일)내에 전학수속을 마치고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인 학생이 방학(미국 외 국가에
서 체류)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I-20는 Terminate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을 위해 새로운 I- 20 와
F-1 학생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출석률은
새로운 I-20이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EC On-Campus
• 1-15주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F-1 비자를 소지하고 16주 이상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개인방학 이후에 4주 이상의 잔여 수업이
있을 경우에만 2주간의 방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학은 최대 2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어진
방학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인 학생은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험 대비반에서 수강 중에는 방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단 ‘EC US F1 비자’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인 학생이 방학(미국 외 국가에
서 체류)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I-20는 Terminate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을 위해 새로운 I- 20 와
F-1 학생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출석률은
새로운 I-20이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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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학 신청 불가

미국 외 지역
개인 방학이 허가되지만,
기존의 I-20는 Terminate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을 위해 새로운
I-20 와 F-1 학생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출석률은
새로운 I-20이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