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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오스위고 전화 번호:
+1 315 312 4366
(월-금 8:00—17:30)
EC 오스위고 픽업 긴급 연락처:
+1 315 433 2368
(평일 시간 외)
EC 오스위고 주소：
On Campus at Oswego, Mackin Hall,
53 Sheldon Ave, Oswego, NY 13126
기상 문제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로 인하여 학교 첫날
이 휴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EC는 숙소, 유학원, 학
교 Facebook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공항 픽업
EC를 통해 공항 픽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도
착 2주 전까지 자세한 일정(이용 항공사, 편
명, 도착 예정시간)을 EC로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공항 픽업 비용은 $125이며, 환불은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연락하셔야 가능합
니다.
공항의 Baggage Claim (수화물을 찾는 곳)
에서 여러분의 이름 또는 EC 로고가 적힌
플랜카드를 든 픽업 회사 직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도착 일정이 변경된 경우(항
공편 지연 등도 포함)나 입국 수속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2
시간 전까지 비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도착 로비에서 15분 이상 직원을 찾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EC 픽업 긴급 연락처(+1
315.433.2368)에 전화를 하고 지침을 따르
십시오. 동의 없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요금이 발생한 경우의 비용은 모두 개인 부
담이며, 학교에 지불하신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ＥＣ 공항 픽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접 EC 숙박시설로
가시는 경우 여러분의 대략적인 도착 시간
을 도착 1주일 전까지 학교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통학 방법
Student Association은 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지역 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Marano 캠퍼스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단, 버스 이용 시 학생 ID 카드가 필
요합니다.
또한 별도로 캠퍼스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 시에는 ID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 첫날의 소지품
학생들은 첫날 오전 8시 15분까지 등교해야
하며, 아래 소지품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권, F1 비자
I-20
학생 보험 증서(프로그램 전체 기간동
안 유효한 증서가 필요합니다.)
필기도구

모든 학생들은 EC보험 또는 종합보험증서에 가입
해야 합니다.

수업 첫날의 일정
08:00
09:00
11:00
12:00
13:00
14:30

등교 및 접수(I-20, 여권, 건강보험증 지참)
레벨 테스트(Speaking 테스트 포함)
웰컴 런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주변 오리엔테이션 투어
시간표 배부

실제 일정은 신입생 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학교에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웰컴 패키지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시 웰컴 패키지가
전달됩니다. 웰컴 패키지에서 학생들의 생
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
면 꼭 학교 직원과 함께 확인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수업
EC 오스위고 수업은 다음 페이지와 같은 시
간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스
케줄은 학습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됩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첫날의 안내
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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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화

수

목

금

08:30-10:00

1교시

주제별
종합학습

주제별
종합학습

주제별
종합학습

주제별
종합학습

10:00-10:15

쉬는 시간

10:15-11:45

2교시

주제별
종합학습

주제별
종합학습

주제별
종합학습

주제별
종합학습

11:45-12:45

점심 시간

주제별
종합학습
쉬는 시간
주제별
종합학습
점심 시간

12:45-14:15

심화 수업

주제별 심화 학습
활동 / 영어 워크숍 / 자유 시간
- 관광 / 교류 / 영어 학습 등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유 시간 만끽 -

방과후

* 위 시간표는 학생 수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주소 EC On-Campus at Oswego, 53 Sheldon Ave, Mackin Hall, Oswego NY 13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