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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AWAII
STUDY. WORK. LIVE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기



하와이에 관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  세계 최고의 비지니스 교육 -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부문에서 미국내 12위
✓  전 세계에서 한 곳에 가장 많은 과학 관측소가  있는 곳
✓  녹색 프로젝트의 선두주자 - 에너지 및 환경친화   
     건물들
✓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대가 있는 마우나 케아  
✓  산호초 연구소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
✓  열대우림에서 실용적인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곳
✓  NASA 과학자들, 다국적 팀들과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곳



Best classroom in the world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연구 및 경력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을 배출하는 세계적인 연구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호초 위에 위치한 유일한 해양생물 연구소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공부하기에 좋은 교육 현장인지를 알아보세요!

마우나 케아 꼭대기에 있는 켁(Keck)과 스바루(Subaru) 같은 세계적 수준의 천문대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세요!

세계적인 요리사들의 코칭을 통해 요리기술을 향상시키세요!

세계 최고의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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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waii,Welcome  

하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터디 하와이(Study Hawaii)를 대표해서 저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교육현장인 하와이에 오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삶과 

미래의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세계적 수준의 학업 장소이기도 합

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업을 위해 하와이로 오신다면, 하와이의 훌륭한 문화와 자연 환경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최선을 기원하며 이곳 하와이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알로하,

                                                                                                 조엘 위버, 스터디 하와이 대표

하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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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tudyHawaii? 

하와이가 왜 세계 최고의 교육현장일까요? 하와이의 학생들은 세계적인 장소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전경험의 기회들을 갖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학생들은 세계적인 대형 회사에서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해양과학자들은 산호초 위에 지어진 단 하나뿐인 해양 과학 연구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열대 우림, 산호초, 활화산과 같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이런 실질적인 경험과 경력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제공 받을 

수 없는 기회들입니다. 

학생 만족도

하와이의 학교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 하와이 (Global Village Hawaii) 
2017년 일본 베스트 스쿨 어워드에서 세계에서 3번째로 우수한 ESL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와이대 - 카피올라니 전문대 (University of Hawaii - Kapiolani  
Community College)
우수 학교 선정 전문 기관인 니치(NICHE)가 뽑은 미국 전문대 10위에 선정되
었습니다.

인텐시브 영어 학원(Institute of Intensive English)   
랭귀지코스 닷 넷(Languagecourse.net)에서 9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와이 퍼시픽대 (Hawaii Pacific University) 
미국내 가장 다양한 사립 비영리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하와이대 힐로는 가장 
다양한 4년제 공립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와이의 생활비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보다 저렴하며 미국내 가장 행복한 주(state)로 계속 선정
되고 있습니다. 

왜 하와이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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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상  

하와이대 힐로 - 학생 생활 위주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십 (LEED) “골드” 수상

하와이대 힐로 - 할레 올레오 (하와이언 랭귀지대)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십 (LEED) “실버” 수상

하와이 토카이 국제대 - 3개의 주요 캠퍼스 건물 모두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십 (LEED) 골드 수여

하와이대 마노아 - 베스트 칼리지 닷컴에 의해 선정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10위

하와이 프레퍼레토리 아카데미 에너지 실험실 - 생활 건축 챌린지 수상

하와이 프레퍼레토리 아카데미 에너지 실험실 - 백악관 녹색 학교 리본

하와이 프레퍼레토리 아카데미 에너지 실험실 - 학교 2.0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십 (LEED) 플래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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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iesTestimonials/

세계적인 인물들이 하와이 교육 제도를 거쳐 갔습니다.  

김순권 (74년 박사) 한국의 경북대 교수이며 작물 질병

과 옥수수 종자 개발로 노벨상 후보에 오름

핑하오 (95년 석사) 중국 베이징 교육부 부총리

발리사칸 아르세니오 (85년 박사) 필리핀 사회 경제

 계획 사무 총장 및 경제 발전 국장 

김모임 (67년 석사) 한국 간호분야 리더, 한국 정부의 

첫번째 여성 장관

사쿠라이 요시코 (69년 학사) 작가, 니폰(Nippon)

 텔레비전 네트워크 전직 뉴스 해설자

사나니코네 푸옹푼 (68년 석사) 국제개발 경제학자,

 경영자이자 팩마르(PacMar) 대표

야노 빅터 (74년 학사, 78년 석사) 팔라우 공화국 보건 

장관. 팔라우 메디컬 클리닉 설립

이종욱 (81년 의학석사) 세계 보건 기구 사무총장, 아동 

예방 접종 분야에 공헌

이스라엘 “이즈” 카아노이 카마카비보올레 (브라다 이

즈) - 가수, 작곡가, 뮤직 그룹 ‘마카하 썬즈 오브 니이하우’ 

초대 멤버

샴힝렁 (80년 박사) 엘란 바이오 제약회사 화학과 수석 

부사장.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2개 특허 약물 개발자

타일러 예이츠 - 프로 야구 선수 - 뉴욕 메츠와 피츠버그 

파이럿츠

크리스토퍼 로에크 - 마샬 제도 대통령 

성공 스토리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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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neyValue

‘Did you Know’: No?  
‘알고 있었나요?’

하와이의 생활비가 뉴욕, 엘에이, 마이애미보다 

저렴합니다.

하와이의 1년 평균 학비는 미국 국립대 평균 학비

와 비슷한 약 1만 4천 달러입니다 - 뉴욕의 평균 

학비보다 약 6천불 정도가 저렴합니다. 경력 쌓기
천문학, 비즈니스, 보존학, 요리, 경제학, 엔지니어링, 임업,  

서비스업 등 다른 어떤 분야에서 일할든지 간에 실용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구요?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하와이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세요. 

비용에 대해서

하와이에서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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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Work and Practical

 ✓  천문학 수업을 들으며 켁(Keck) 천문대,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텔레스코프, 나사(NASA)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  산호초 위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독특한 연구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전세계의 

유일한 해양 생물학과

 ✓  수상 경력이 있는 에너지 연구소에서 농업을 공부

할 수 있습니다 - 복원된 하와이 필드 시스템, 과수

원, 식물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열대 우림에서 독특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임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험을 다른 

어떤 영어권 장소에서 할 수 있을까요?

 ✓  세계 최대 규모의 마우나 케아 천문대에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에서 일하고 배우는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분야의 대형 브랜드 회사에서 유급 또는 무급

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외에 실습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들은 하와이를 세계 최고의 교육현장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X’ 요소입니

다. 하와이가 제공하는 실용적인 실무 경험과 경력 기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회들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과 가장 많은 과학 관측소

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과 실질적인 기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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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기회들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20시간씩 캠퍼스 안팎에서 일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 중 일부는 학생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에는 실험실, 어학 

실습실, 도서관, 헬프 데스크, 카페테리아, 개인 과외,  

입학처, 장애 서비스, 사무 업무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 밖에서도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 하나인 몬산토(Mon-

santo), 햄튼 인(Hampton Inn), 포드(Ford), 메리어

트(Marriot), 켁(Keck), 하와이 은행(Bank of Hawaii)

과 같은 곳에서 바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실업

률은 2.7%밖에 되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여러분이 일자리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캠퍼스 안에서는 직업 센터를 통해서 

캠퍼스 일자리를 지원해주거나, 또는 저희 기관이 주관하는 직업 박람회를 통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와이의 

가장 큰 3대 직업 박람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Hawaii Career Expo 

하와이 커리어 엑스포

이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분야의 고용주들

이 수많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채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베스트바이, 액사

(Axa), 센트럴 퍼시픽 은행, 교육부, 하와이 

가스, 하와이 텔레콤, 홈디포, UFC 체육관, 

버라이즌, 가이코(GEICO), 세븐 일레븐 등 

대형 브랜드 회사들이 이 취업 박람회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Leeward Job Fair 

리워드 직업 박람회

리워드 직업 박람회에서는 대사관, 도미노 

피자, 포시즌 호텔, 메이시스(Macy’s), 메

리어트, T모바일, Wet’n’Wild 하와이, 

G4S 보안 솔루션 등과 같은 회사를 통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Workforce Hawaii 

워크포스 하와이

하와이에서 가장 큰 취업 박람회 중 하나로 

 하와이 은행, 하와이 퍼시픽 헬스, 타겟

(Target), 더버스(Thebus)과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2017년에만 최대 250명의 고용주

가 채용에 나섰습니다. 

일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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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과 학업 후 일자리

하와이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캠퍼스 직업 센터

 ✓ 캠퍼스내 일자리

 ✓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최신 구직 정보 제공

 ✓ 사회보장번호(SSN) 취득을 위한 조언 제공

알고 있었나요?

 ✓ 평균적으로 미국 학생의 80%가 학업 중에 

파트타임 일을 합니다.

 ✓ 하와이는 미국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주 중에 하나이며, 현재 수천개의 일자리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 하와이에서 학생들이 갖는 가장 흔한 일자

리는 캠퍼스내 일이거나 관광 또는 서비스

업 일입니다.

학업 후 일자리

학업 중 얻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하와이에서 일하거나 미국내 다른 주로 가서 일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채용을 원한다면 하와이 구인 시장을 살펴 보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 졸업생 채용을 가장 원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연간 고용 증가율 
 의료 1.8%
 서비스 산업(예: 은행) 1.9%
 임상 실험실 1.2%
 식품/요리 1.8%
 호텔/서비스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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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실기
하와이에서는 교육현장이 어디에나 있고 섬 자체가 교육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과학 관측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곳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경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실용

적인 경험을 쌓고 실제 직업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 천문학, 해양 생물학, 임업, 보존학, 화산학, 의학 또는  

다른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 간에다음과 같은 놀라운 연구 기회들이 있습니다. 

 ✓ 산호초 위에 지어진 해양 연구 센터와 실험실에서 

공부하기

 ✓ 열대우림에 위치한 식물원에서 실전 경험하기

 ✓ 육지, 바다, 우주 세 분야 전부에 걸쳐 재정지원을 

받는 미국내 유일한 32개 연구기관 중 한  

곳에서 공부하기

 ✓ 켁(Keck) 천문대, 마우나 케아 천문대,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텔레스코프, 나사(NASA)에서 

연구 수행하기

 ✓ 수상 경력이 있는 에너지 연구소에서 실용적인 

경험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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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저희 교육 기관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브랜드와 협력 

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매우 가치 있는 업무 경

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와서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햄튼 인 앤드 스위트 (Hampton Inn and Suites)

 ✓  포드(Ford)

 ✓  카폴레이 골프코스

 ✓  웻 앤 와일드 (Wet’n’wild)

 ✓  스바루(Subaru) 천문대

 ✓  포시즌 호텔

 ✓  메리어트 호텔

 ✓  하와이 항공사

 ✓  하와이 뱅크

 ✓  카후쿠 농장

 ✓  오아후 박물관

 ✓  그리고 더 많은 인턴십 기회들!

자원봉사

캠퍼스내 일자리, 유급 인턴십, 학업 후의 일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나요? 자원 봉사에 관심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 봉사 기회도 이곳에 

있습니다. 몇가지의 자원봉사 기회를 소개드리자면:

해변 청소 

써프라이더 파운데이션(Surfrider Foundation)과 같은 

단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청소하 

는 자원 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문화적 참여와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코쿠아 파운데이션(Kokua Foundation), 와이키키  

수족관과 같은 단체와 함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존 작업 

보존 작업은 하와이의 섬세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자연보호단체,  

국립/주립 공원 시스템, 국립야생생물보호구역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매우 귀한 경험을 쌓을 수 있

습니다.

임업

영어권 국가에서 열대 우림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특별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와이에서만  

가능한 기회입니다.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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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Live in
하와이의 아름다운 산과 해변으로 인해 하와이는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의 독특

하고 고립된 위치, 자연 환경, 문화는 여러분의 미래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동서양의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는 

하와이는 두 곳의 장점을 잘 결합한 곳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는 하와이는 전 세계 학생들이 편안하고 활기

차게 공부할 수 있으며 하와이의 학교들은 미국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학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
하와이 기후는 실제로는 2계절로, 매우 일관됩니다. 여름은 5월에서 10월까지이며 겨울은 11월에서 4월까지 입니

다. 여름철 평균 해수 온도는 29도이고 겨울철에는 25도입니다.  

하와이는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Top 10에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고 특별히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

니다. 하와이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비용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 다문화적이고 잘 교육 받은 

사람들, 탄탄한 경제, 환대하는 문화, 우수한 학교들은 

하와이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하와이에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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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ing to Hawaii
1년에 2천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놀룰루 국제 공 
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서울, 도쿄,  
시드니, 상하이, 마닐라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도시에서 호놀룰루로 오는 직항편이 있으며, 로스 앤젤

환경
하와이의 8개 주요 섬은 각각 자체의 서식 환경
이 있습니다. 각각의 섬이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보려면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카호오라베

언어

하와이에는 2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 영어와  

하와이어. 원어민 환경에 살면서 영어도 배우고 하와이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스, 뉴욕, 마이애미와 같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오는  
직항편도 많습니다. 저렴한 항공편과 많은 연결편으로 
인해 하와이를 경제적이며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  하와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과 세계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과학 

관측소들이 있다는 것을?

 ✓  하와이는 미국 다른 주보다 더 많은 멸종 위기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우나 로아

 ✓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기가 오아후에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 칼라우파파가 몰로카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8개 주요 섬:

해변과 화산, 열대우림, 산호초등, 하와이 섬들은 모든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배우고, 현장에서 공부하고, 실질
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오아후

카우아이

몰로카이

라나이

니이하우

하와이 여행



S
T

U
D

Y
 H

A
W

A
II

17

비자 정보

미국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는 임시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학위 또는 단기 수료 과정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자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정부 웹 사이트 https://travel.state.gov/

content/visas/en/study-exchange/student.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돌아다니기

대중교통, 택시,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 하와이 주변을 다니는 것은 매우 쉽고 저렴합니

다. 오아후의 더버스(TheBus)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섬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택시나 승차 공유 

서비스도 여러분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와 밤문화

이 아름다운 하와이 섬에서 다양한 재미와 흥미로운 경험

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변 파티, 문화 탐방 견학, 서핑 

배우기, 새 친구들과 함께 독특한 음식 즐기기 등 하와이의 

각 섬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은 하와이 제도에  정착하기 위해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온 폴리네시안  

항해자들의 후손입니다. 하와이 사람들의 복합적이

고 정교한 문화는 이 섬을 방문한 사람들  “마리히

니(Malihini)”과 거주하기 온 사람들 “카마아이나

(Kama’aina)”을 환영하는 ‘알로하 스피릿’을 기

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하와이 음악, 언어,  

음식 등 이곳의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InstitutionsIntro of

하와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대학,  

고등학교, 어학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교육 기관들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시설로 미국 전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우수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장소를 찾고 있다면, 하와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최고의 교육 현장입니다.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기관을  

찾아보세요! 

교육기관 소개





www.studyhawai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