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n Hills
Community College
설정: Small/College Town, Rural
유형: Public
재학생 수 : 5000
학교 규모: Small
학교 유형 : Community College
주거 형태: Residence Hall, Apartment
등록금 : Based on full-time enrollment of 10
credits per term for 3 terms. Tuition is charged
on a per-credit-hour basis.
유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가능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Trustee Hall
525 Grandview Avenue
Ottumwa, Iowa 52501

 FACEBOOK: HTTPS://WWW.FACEBOOK.COM/INDIANHILLSINTERNATIONAL
 TWITTER: HTTPS://TWITTER.COM/@INDIANHILLS
 YOUTUBE: HTTP://WWW.YOUTUBE.COM/USER/INDIANHILLSCOLLEGE

TOP PROGRAMS:
1.
2.
3.

Business
Engineering
Liberal Arts and Sciences

인디언 힐스 커뮤니티 칼리지(Indian Hills Community College, IHCC)는 아이오와주 오툼와에 위치한 2 년제
전문대학으로서, 북중앙협회 고등교육 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1966 년에 설립된 인디언 힐스
커뮤니티 칼리지 (Indian Hills Community College) 는 미국의 전형적인 소도시의 아늑한 환경을 만낏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는 현대적 시설, 교내 기숙사 및 학교 식당, 24 시간 보안 서비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지난 수 년동안, 전 세계 6 개 대륙에서 온 수 백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뿐만 아니라 미국 중부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과 프로그램
외에도, 미국 전역에 여러 명문 대학과 편입협정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대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캠퍼스
IHCC 의 메인 캠퍼스가 위치한 오툼와는 인구 2 만 5,000 명의 작은 도시지만 매우 역동적인 곳입니다. 근교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가 많이 있으며 미국의 전형적인 소도시 생활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140 에이커 면적의 본교 캠퍼스에는 학교 건물 13 개, 아름다운 연못 4 개를 비롯해 수려한 자연
경관과 조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 인구: 5,000
공공 공원
스포츠 시설
엔터테인먼트 건물
워터 파크
골프장
지역 축제
등산 및 자전거 도로

입학 요강 – 토플(TOEFL) 점수 면제!
IHCC 에 입학하기 위해 토플 시험을 치룰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생들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무료 영어 평가 시험을
치루면 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ESL 수업에 배정되거나 곧바로 전공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ESL 수업과 전공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입학 절차는 간단합니다. 입학 관련 상세한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
(www.indianhills.edu/internationalstudents)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교과 프로그램
IHCC 에는 여러분의 학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적합한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는 여러 학부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과 및 이과 전공(ESL 포함), 고급
기술학, 그리고 보건직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교 우수 프로그램들 중에서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항공
비즈니스
요리학
공학
간호학
로봇/오토메이션 기술학




레이저/전기 광학
문과 및 이과
전공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www.indianhills.edu/academics 를 방분해 주십시오. 본교는 다수의 4 년제 대학교와
편입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교를 졸업한 후 4 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 관련
상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 www.indianhills.edu/transferagreements 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내 기숙사 & 학교 식당
본교는 다양한 교내 기숙사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1 인 1 실 및 2 인 1 실, 혹은 5 명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스위트룸 형식도 있습니다. 캠퍼스 밖으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편리한 아파트 형태의 환경이 갖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방에는 에어콘, 무선 인터넷, 케이블 TV 등이 있으며, 건물 내에 무료 세탁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내 기숙사에 살면서 대학 생활의 낭만을 체험해 보십시오.
IHCC 학생들은 The Hills Diner, Warrior Junction, 혹은 The Hills Café 와 같은 식당이나 본교 카페 및 샌드위치 샵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먹거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며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본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본교의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주민의 교육 향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교에서 준학위를 받은 후, 원하는 4 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 학년도(3 학기 혹은 9 개월) 예상 학비 및 기타 비용입니다.







등록금: $7,200
거주비/식비: $5,520
교재/문구류: $800
의료보험: $1,632
총 비용: $15,152*
*한 학기에 풀타임 학점인 10 학점/1 년에 3 학기를 등록한다는 기준에서 산정된 예상 비용입니다. 위 비용은 IHCC
이사회에서 매해 책정하는 금액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디안 힐스 재단 장학금 (Indian Hills Foundation Scholarships)
IHCC 재단에서는 학문적 자질, 기타 증명된 우수성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매해 500 개 이상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으며, 액수는 한 해에 $600 에서부터 전액 장학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장학금이 미국 학생 뿐만 아니라 전 본교 학생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외국인 학생들도 장학금을 신청할 것을
독려합니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indianhills.edu/foundationscholarships

안전 & 보안
본교는 학생, 교수진, 교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의 지원 외에도, 본교 자체
보안팀이 일주일 내내 하루 24 시간 교내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후 대책 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옥외 조명 시설들, 품질이 우수한 자물쇠를 설치하고 보안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ndian Hills Community College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Trustee Hall
525 Grandview Avenue
Ottumwa, Iowa 52501 USA
Email: internationals@indianhills.edu
Phone: +1-641-683-5755
Website: www.indianhills.edu/internationalstudents
Facebook: Indian Hills – Internationally Connected
Skype: IndianHills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