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Y Undergraduate 조건부 입학 신청 절차
1. Pre-screening 요청 (소요 기간: 제출 후 최대 약4 - 5일)
제출 서류 리스트

비고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영문)

사본 심사가능(원본은 대학교 입학 시 학교에 제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영문)

졸업 예정일 경우 졸업 예정일 반드시 기재

대학교 성적증명서 (영문)

If Applicable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영문)

If Applicable

여권사본

이후 제출 가능

check

지원전공 기재
Audition CD/DVD

Acting/Dance/Music Applicants 전공 선택 시

Portfolio

Visual Arts/Theatre Production Design 전공 선택 시

Personal Statement

공백 기간 및 군복무 시에만 해당

2. Pre-screening 결과를 받은 후 EC SUNY등록 시 구비서류
(CLOA 조건부 입학허가서 및 I-20 수령 소요기간: 사본 약 6 - 7일, 원본 약 3 - 4일)
- 영문 고등학교/대학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사본(*Pre-screening 요청 시 제출한

- EC SUNY(On Campus)입학 신청서(서류 다운로드: -> 8.SUNY Fredonia &

서류와 동일):

Oswego)

서류가 국문일 경우 영문 번역 및 공증 (*공증서류는 이후에 현지에서 원본제출 필수)

EC에서의 수업시작 일자 및 등록 주수(*SUNY 대학교 - 1학기당 16주),

고등학교 졸업 예정일 경우 졸업 예정일 반드시 기재

학생 분의 이메일 주소, 한국 거주지 영문주소(우편번호 포함)기재 필수

상기된 증명 서류에는 해당 학교 이름 및 주소 기재

- FSA 폼 (Student Financial Statement form) (서류 다운로드: -> 8.SUNY

*성적 증명서 및 공증 서류 원본은 대학교 입학 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오니 미리

Fredonia & Oswego)

한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본

- Personal Statement (아래의 해당 사항의 경우에만 제출)

- 은행 잔고증명서(최소 $35,000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공백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유와 설명 기재

-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letter): 은행 잔고 증명서가 지원자 본인

군대 복무 기간 기재

명의가 아닐 경우에만 제출) (서류 다운로드: -> 8.SUNY Fredonia & Oswego)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휴학 기간에 대한 사유 기재
- SUNY 원서 지원비: $50 *해당 금액은 EC 학교 등록 시 인보이스에 포함해드립니다

3. Health History Form 및 영문 예방 접종 기록 증명서 준비 (서류 다운로드: -> 8.SUNY Fredonia & Oswego)
- F-1비자까지 모두 받은 이후에는 출국 전에Health History Form(다운로드 가능)을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체크 후 작성하시고,
영문 예방 접종 기록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EC 학교 수업 첫날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된 절차 중 2번 입학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EC USA 담당자 분께서 SUNY 대학교에 온라인으로 조건부 입학 등록 접수를 도와드리고, SUNY대학교 에서는 학생 분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Acknowledgement 를 발송해 드리오니 학생 분은 수시로 개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LOA(조건부 입학 허가서) & I-20 발행은 모든 서류 제출 후 약 6 - 7일이면 CLOA 사본과 I-20 & SEVIS 정보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고, 원본은 특급 우편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약
3 - 4일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Pre-Screening
4-5일 소요

입학 신청 서류 제출
-

CLOA&I-20 발행

CLOA&I-20 원본 도착

6-7일 소요

3-4일 소요

비자 진행
-

현지 도착
원본 서류 및 Health History Form 제출

수업 시작
-

*Business day 의 업무 시간 소요이며 일반적으로는 Pre-Screening부터 CLOA & I-20를 받기까지에는 절차상 약 3 - 4주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USA 공휴일이나 서류
준비기간과 시차 간격으로 약 5 - 6주 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니 SUNY를 지원하시는 학생 분들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LOA(조건부 입학 허가서)는 EC에서 Advanced레벨까지 받으시는 조건으로 SUNY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토플 점수를 면제하여 입학을 허가해 드리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학생 분들께서는EC에 입학하신 후에도 성실하고 꾸준히 학업에 임하셔야 하고, EC 선생님들의 서포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ecenglis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