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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Hiram College는 역동성과 정겨움
이 넘치는 명문 대학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름뿐 아니라, 여
러분의 관심사, 열정, 그리고 미래의
꿈 모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본교
의 목표는 맞춤식 학부 교육을 통해
나날이 변화하는 복잡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이
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Hiram의 졸업생들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거나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활
동하고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들은
국제적 명성을 갖춘 인문 교육기관인
바로 이곳 Hiram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얻은 통합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Hiram 순위
• 미국 내 가장 오래된 200개 고등교
육기관 중 하나
• Washington Monthly Annual
College Guide가 선정한 미국 최
고 인문대학
• Princeton Review가 매년 발간
하는, ‘최고의 373개 대학’ 중 하나
로 선정
• Forbes와 대학비용생산성센터가
선정한 ‘미국 최고 대학’ 중 하나
• ‘인생을 바꾸는 대학’ 기관의 44개
소속 학교 중 하나
• 미국 대학 및 칼리지 10%에만 있
는 Phi Beta Kappa 챕터의 지부
를 운영 중임. Phi Beta Kappa는
미국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최고
의 명성을 지닌 학부 명예 소사이
어티임.
• 미국북중부대학·학교협회(NCA) 고
등교육위원회(Higher Learning
Commission)의 정식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임

간략한 소개
• Hiram은 4년제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임: 인문학사(BA), 간호학
이학사(BSN)
• 미국 26개 주, 30개 국, 25개 종교
출신의 남녀 학부생 1,200여명.
• 평균 학생 수 16명으로 구성된 편
안한 교육 환경.

• 석사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
이 아닌, 학생들의 성공에 전적으
로 헌신하는 교수가 직접 강의.
• Hiram 플랜이라 불리는 독특한 재
도 운영. 포괄적인 12주 과정 수업
과 집중적인 3주 과정, 즉 총 15주
로 한 학기를 구성.
• 인턴쉽과 Hiram 캠퍼스 내외의 연
구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실습 교육
기회 제공.
• 등록금 고정제도로 4년 동안 등록
금 인상 없음.
• 88명의 전임교수 중 95%가 박사 학
위 또는 전공분야 최종 학위 소지.

교육 프로그램
전공
회계 및 재무관리
미술사/미술 스튜디오
아트 스튜디오
생화학
생물학
생의학적 인문학
경영
화학
커뮤니케이션
컴퓨터학
문예창작
경제학
교육학(자격증 제공)
교육연구학
영어
환경학
불어
역사학
통합 언어기술
통합 수학
통합 과학
통합 사회학
수학
음악
신경과학
간호학
철학
물리학
정치학
심리학
종교학
사회학
스페인어
연극예술

부전공
기업가정신
윤리학
체육학
여성학
국제학
사진학
지도자학
문예창작학
전문직 준비과정
예비치과학, 물리치료학, 안경학, 족
부의학
예비법학
예비의학
예비수의학

보다 다양한 기회
• Hiram College 유전자학(지놈)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연구 수행
• Hiram 문학, 의학, 바이오의학 인
문학 센터의 보건서비스 제공자로
참여
•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 Ja mes H. Ba r row Science
Field Station의 현장 연구, 물새
보호 및 야생 복원 프로젝트
• Center for Integrated Entrepreneurship(창업통합센터)에서
기업 CEO들과 교류
• Garfield Institute의 공공 리더십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생장학금
프로그램 이용
• Lindsay Crane 센터의 문예창작
및 문학 워크샵에서 저자들과 교류
• 5년 과정의 회계학 석사 복수 학위
프로그램
• 5년 과정의 공학 복수 학위 프로그
램

입학지원 정보
• 1학년 신입생 및 편입생을 위한 입
학지원 안내: http://www.hiram.
edu/international-admission/
apply
• TOEFL 성적(최소 점수 - pBT
500점, CBT 173점, iBT 61점) 또
는 IELTS 5.5점
• 학업 성적에 따른 부분 장학금

지원 마감일
• 가을학기(8월)- 2월 15일

• 봄학기(1월)- 10월 15일 - 편입생
만 해당함

유학생 지원
• 신입 국제 학생을 위한 무료 공항
픽업 서비스.
• 성공적인 미국 대학생활의 원활한
출발을 돕는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
션과 포괄적인 1학년 프로그램.
• 국제 유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상담.
• 호스트 패밀리 및 동료 멘토 프로
그램.
• 휴일과 여름 방학에도 거주 가능한
캠퍼스 내의 기숙사.
• 학사 지원 교직원, 무료 작문지도
센터 및 개인지도 프로그램, 커리
어 서비스, 헬스센터 등 다양한 학
생 서비스 제공.

캠퍼스 생활
• 안전하고 친절한 학생 및 교직원 커
뮤니티.
• 학교, 거주지 및 여가시설이 도보
로 5분 거리에 집약되어 있는 캠퍼
스.
• 13개 대학 기숙사 등 다양한 거주
시설.
• 4년 내내 캠퍼스 내 기숙사 및 식
당 이용 가능.
• 70개 이상의 특별 클럽, 조직, 예술
공연 팀과 대학 대항, 학과 대항 스
포츠 경기 팀 활동을 통해 참여와
리더십 교육.
• 다문화 포럼 - 미국 학생과 외국
유학생이 함께 하는 가장 크고 활
발한 캠퍼스 조직.

지역정보
• 시카고와 뉴욕 시 사이에 위치한,
오하이오 북동부의 작은 대학 도
시.
•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56km
떨어진 곳으로, 세계 유수의 오케
스트라, 미술박물관, 연극 지구, 록
앤롤 명예의 전당, 프로 스포츠 팀,
음악 행사, 레스토랑과 다양한 문
화 공간 공존.
• Hiram 캠퍼스 주변의 등산 및 자
전거 도로, 근처의 스키장과 카누,
5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