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Tokai International College (HTIC)
하와이 도카이 인터내셔널 칼리지 소개

Hawaii Tokai International College（HTIC）는, 일본에 있는 학교법인 도카이 대학교의
해외 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1992 년에 설립되어, 미국 서구지역 학교 ・ 대학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가（Accreditation * ）를 받은 2 년제
대학입니다. HTIC 는 1 학기 기간이 3 개월인 4 학기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준비과정（College Preparatory Program）과 본과정（Liberal Arts Program）이 있으며,
졸업하면 미국의 준학사 학위（Associate in Arts Degree）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졸업생은
미국의 4 년제 대학, 또는 일본의 도카이 대학교에 편입학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HTIC 에서는 대학준비과정을 설치하여,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본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영어로 읽고 쓰기와 함께, 논문
쓰는 방법,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법, 수업에 참가 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HTIC 에 입학하는 학생은 먼저 이
대학준비과정에서 실력을 쌓은 뒤에 본과정에 진학 하게 됩니다. 대학준비과정은 5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입학 시에 영어 실력 테스트를 통해 이수할 레벨을 결정합니다.
대학준비과정의 레벨 5 를 졸업하면 본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미국의 대학생이 됩니다. 본과정은 미국의 일반 교양을 가르치는 단기 대학입니다. 본과정도
대학준비과정과 같이 소수의 정원으로 전공 교수가 한 명 한 명 학생을 지도 합니다. 학생은
1 년에서 1 년 반 만에 본과정를 졸업합니다. 이 본과정에 있는 동안 학생과에서는 학생
하나하나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주로
편입학 한 4 년제 대학으로는, University of Hawaii、University of Oregon、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Hawaii Pacific University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도카이
대학교에 편입학 하는 학생도 다수 있습니다.
HTIC 의 기숙사는 같은 건물 위 층에 있어, 기숙사에 사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만 하면 교실에 갈 수 있으므로, 편리할 뿐 만 아니라 상당히 안전합니다. 도서관과
컴퓨터실은 학생들에게 24 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도 1 층에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하와이는 비교적 안전한 곳입니다만, HTIC 의 입구에는 24 시간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TIC 는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대학입니다. 입학고사는
서류심사(고등학교 성적, TOEFL 성적, 소논문)와 면접입니다. 4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 년에 4 회 입학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accreditation（기준인가）란?
미국의 대학은 각 지역의 인가협회(HTIC 의 경우에는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가 정기적으로 각 대학을 심사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 레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의 기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accreditation(기준인가)’이라고
합니다. 하와이주에는 약 160 개의 대학이라는 명칭이 붙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가를 받은 곳은 HTIC 를 포함해서 불과 12 개 대학 밖에 없습니다. 이
‘accreditation(기준인가)’을 받았기 때문에 HTIC 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준학사:Associate
in Arts Degree)는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으로 편입학을 해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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