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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UBLIC POLICY &  

MANAGEMENT INSTITUTE 



The James W. Martin School of Public Policy and Ad-

ministration is an academic, research, and service unit of 

the University of Kentucky Graduate School. It was named 

in honor of Dr. James W. Martin, a scholar, public servant, 

and teacher whose  accomplishments have created a lasting  

legacy of  scholarship and service. 

 

At the Martin School, we are dedicated to preparing leaders 

and producing research to improve lives,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throughout Kentucky and around the world. 

Our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launch students into ca-

reers with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pre-

pared to confront the important and challenging issues fac-

ing our cities, states and nation. 

 

Our master's degree programs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combine learning and practice, as students 

apply theories and ideas from the classroom to solve real-

world problems during internships and capstone research 

projects. Furthermore, we design the programs to sharpen 

students' analytical and communication skills - vital tools for 

effective leadership. 

 

The IPPMI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nd Manage-

ment Institute) provides 5 different programs: 1) Year-long 

Non-Degree Program, 2) Professional Leadership Program 

(1 or 2 years), 3)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  

4) Master of Public Policy Program, 5) Short-term Executive 

Program (about 10 days).  

9. 다른 지역과의 생활여건 비교  
• Missouri Columbia는 미국 중서부위치 대학 도시로  규모가 매우 작음. 물

가는 Lexington과 비슷하며 아파트 렌트비는 조금 저렴한 편임.   

• 반면, 렉싱턴은 메트로 도시로 성장도시 규모가 4배 이상임. 켄터키 렉싱턴

은 안전한 도시 3위, 미국내 살기좋은 도시 36위로 선정됨(www.niche.com 

• 백화점 등 편의와 쇼핑 시설이 다양하며 오페라 공연장, 놀이시설 , 특히 의

료수준이 높아 은퇴 이후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선정됨.  

• 또한 콜롬비아에 비해 렉싱턴은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이 탁월함. 렉싱턴은 

동부쪽 뉴욕, 워싱턴 DC까지 차량으로 당일 이동 가능하며 도시 내 지역 공

항이 있어 항공편 여행시 무척 편리함  

10. 다른 지역과 미국내 항공편 이용비교  

• Missouri Columbia는 Columbia Regional Airport라는 소규모 공항. Ameri-

can Airline으로 Chicago와 Dallas로만 이동 가능함. 따라서 항공편 이용시 

주변 주요 공항인 Kansas의 MCI나 St. Louis의 램버트공항 까지 120마일 2

시간정도 운전을 해야 함. 한국에서 공항 도착후에도 2시간 운전해야 자기 

집 도착.  

• 렉싱턴 공항 (Bluegrass airport, LEX)은 Delta., United, American Airline, , d,

여러 항공사가 운영 중이며 Atlanta, Charlotte, Chicago, Dallas, Detroit, , 

Houston, Minneapolis, South Carolina Myrtle Beach, Florida Orlando, 

Philadelphia, Florida Tampa, Washington DC, New York 로 직항편이 있음. 

• 이점에서 Lexington은 아주 탁월한 장점이 있다고 하겠음. 특히 한국에서 

공항 도착후 10분이면 자기 집에 도착 할 수 있음.  

11.  그밖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  

• Lexington Visitor's Bureau: www.visitlex.com 

• Kentucky State Government: www.kentucky.gov 

• Lexington-Fayette Urban County Government: www.lexingtonky.gov/ 

• Fayette County Public Schools: www.fcps.net 

• Lexington Public Library: www.lexpublib.org 

• Carnegie Center: www.carnegiecenterlex.org 

12. IPPMI Contact Information  

• Director & Professor  of IPPMI:Doo Oak Kim, doo-oak.kim@uky.edu 

• IPPMI Administrative Staff: Olivia Oswald, Olivia.oswald@uky.edu 

• IPPMI Korean staff: Eun Jung Bae, ejbae100@gmail.com 

http://www.visitlex.com/
http://www.kentucky.gov/
http://www.lexingtonky.gov/


• 차량구입은 개인간 거래와 딜러를 통하는 경우가 있으며 Warranty 등을 고려

해 보면, 다소 비싸더라도 딜러를 통한 구매가 안전하기도 함.  

• 미국 도착 후 차량이 없을 경우 쇼핑도 곤란하므로 즉시 구입해야 하며 한국

에서 출국 전에 어떤 차량을 살 지 미리 정하고 오는 것이 편리함. 중고나 신

형 매매가격을 살펴 볼 수 있는 Kelley Blue Book (www.kbb.com) 참고.  

 

    8-5. 자동차 보험 

• IPPMI 한국 유학생들이 애용하는 자동차 보험 회사는 AAA Insurance임.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저렴. 다만, KY 운전 면허+ 미국 내 운전경력 6개월 등의 조

건이 있음. 그 이전에는 다른 보험회사 가입후 KY 운전면허 획득후 AAA보험

으로 변경해야 함.  

• 따라서 미국 도착 직후부터 KY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인터넷 보험 회사

인 Progressive와 Geico를, 지역agent 도움을 받아 state auto보험 가입가능.  

• 인터넷 보험의 경우에는 6개월치의  미국 현지의 각종 요금 고지서 등을 증명 

서류를 요구,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 경우에는 State Au-

to가 유일한 옵션이 됨. 이 보험은 최소 6개월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8-6. 주변에 가볼 만한 곳 

• 렉싱턴은 별명이 blue grass일 정도로 잔디가 좋아 말 산업이 발달하여 말과 

관련된 명소(경마장, 박물관, 공원 등)가 많음 

※ Kentucky Horse Park(20분 소요), Keenland(10분 소요) 

• 애팔래치아 산맥과 관련된 휴양림 등을 이용(ex: Natural Bridge Park등) 

• 1시간 30분거리 Corbin에 KFC 1호점 위치, 2시간 거리 Hodgenville 에 링컨대

통령 생가 위치, 약 2시간 거리에 맘모스 동굴 국립공원이 있음. 

• 3시간 30분 거리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립공원이라는 그레이트 스모

키 산맥 국립공원이 있고(연간 방문객 기준 국립공원 1위)  

• 렉싱턴市에서 가까운 대도시로 루이빌로 또 신시내티 역시 1시간. . 3시간 정

도거리에 음악도시 내쉬빌이 있음.   

• 스모키 마운틴 등과 연계한 주말여행에(애쉬빌에 BILTMORE ESTATE는 미국

인들 유명관광지), 내쉬빌에서 스모키마운틴까지 BLUERIDGE PARKWAY(미국

아름다운 도로 1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드라이브. 

•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와 시카고, 자동차로 6시간 가량 소요 

• 나이아가라 폭포도 차량으로 약 8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 워싱턴 DC까지는 8

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뉴욕까지는 12시간 가량 소요. 

 

 

• The city population 320,000 & the metro population  
520,000, ranking as the 59th largest city in America 2021.  

• Top ten city for its vibrant economy, reasonable living ex-
penses, great amenities & shopping centers.  

• 10th top smartest & educated city in the U.S.  
• One of top 50 cities with the best public school in America.  

• 29
st
 Best Place to live in America in 2021  

• 5th top safest cities in the U.S. 
• Fourth top city for hospital care in the U.S.  

• 2nd to City for healthcare in 2020 
• #1 State as the most favorable response to the CORONA vi-

rus pandamic in 2020  
• 9th Friendliest city in the US in 2020   
• Lexington is in the center of the Midwest/East Coast region, 

allowing travel by car to throughout country. 



 

Motto See Blue 

Established 1865 

Type Flagship Public University 
Land-grant University 

Operating Budget $ 4.5 billion (2021)  

President Eli Capilouto 

Provost David W. Blackwell 

Admin. Faculty & staff >12,000 staff, >2,000 faculty (2021) 

Students 31,776 (2021-2022)  

Undergraduates 22,246 (2020-2021) 

Postgraduates 7,759 (2020-2021)  

Athletics 21 varsity teams, called "Wildcats" 

Colors Blue and White    

Nickname Wildcats 

Mascot "The Wildcat," "Scratch" 

Affiliations Southeastern Conference 

Website www.uky.edu 

    7-5. 쇼핑 

• Macy's, △Fayette Mall, △The Summit Mall 등 백화점 및 쇼핑몰이 다양하

게 있으며, 렉싱턴의 Macy's는 미국 내에서 매출액 순위 안에 드는 매장임. 

• 가까운 Outlet Mall로는 △Outlet Shoppes of the Bluegrass(50분 거리), △

Cincinnati Premium Outlets(2시간), △Tanger Outlet Sevierville (스모키마

운틴 지역/3시간) 등이 있음. 

 

8. 교통차량  

    8-1. 대중교통 

• 렉싱턴市의 대중교통은 버스가 유일하며, 학기 중에는 UK 학부 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나, 방학 등의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

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 편의성 등을 위해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의 주차장이 넓고 도로 체계도 잘 짜여져 있어서 

운전하기는 매우 좋은 환경임. 

 

    8-2. 운전면허 

• 한국에서 가져온 국제면허증으로 차량구입 및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현지 운

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가격 및 절차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자동차 면허 시험은 필기 및 주행시험으로 구성되는데 필기시험은 한글로도 

응시 가능(한글로 된 시험문제지를 현지에서 쉽게 입수 가능)하며, 주행시험

도 한국에서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취득 가능 (10분이

내의 도로주행 중에 평행주차, T턴 등 실시) 

• 다만, 주의할 점은 시력 검사인데 한국과 달리 켄터키에서는 오른쪽, 왼쪽 

눈의 시력을 각각 따로 체크한다는 것.  

 

  8-3. 주차 

• 땅이 넓고 어디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주차에는 큰 문제는 없음 

학교 주차는 유료이며, 1년 단위의 주차권을 구매하여 사용 

 

  8-4. 자가용 차량 구입 

• 차량은 개인간 거래, Dealer shop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현지 도착 후 식

료품, 생활용품 구매 등을 위해 차량이 바로 필요하므로 차량 구입을 위한 

현금준비. 은행계좌 개설후 송금에 2-3일 걸려 차량구입하기까지 큰 불편.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Flagship_campus&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Public_University&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Land-grant_University&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University_president&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Eli_Capilouto&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Provost_(education)&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Undergraduate_education&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Postgraduate_education&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School_colors&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Athletic_nickname&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Kentucky_Wildcats&action=edit&redlink=1
https://www.training.go.kr/wiki/index.php?title=Southeastern_Conference&action=edit&redlink=1
http://www.uky.edu/


6-6.  자녀 교육 관련 기타  

•  일부 유학생은 12월이나 6월에 입국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는 이미 모든 학

교가 방학이라 운영을 하지 않음. 특히 성탄절이 포함된 겨울 휴가철 (주로 

12월20일부터 1월3일까지)에는 학교 행정이 일체 중단. 그 시기에 입국하는 

가정은 1월 개학일에 자녀 학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다음날부터 등교 

가능.  

• 5월말이나 6월초부터 시작되는 여름 방학 동안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 학교 행정실 운영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때 학교 등록가능. 

• 5월 말에 시작하여 8월 중순 까지의 여름방학 중  각종 캠프도 활발하게 운영

됨. 이 지역에서 저렴하며 인기 있는 캠프로는 YMCA의 스포츠 캠프가 있고, 

Park and Recreation Lexington KY에서 운영하는 각종 캠프가 있음. 그 중에

서도 승마를 배우는 캠프는 아주 인기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며 3월 중 특

정 날짜를 지정하여 등록을 진행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마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함(www.lexingtonky.gov/index.php/masterson-station-park-

equestrian-program) 

• 학교 시간은 초등학교 아침 7시 45분에서 오후 2시30분, 중학교 아침 8시45

분경에서 오후 3시45분, 고등학교 아침 8시15분경에 시작하여 오후 3시15분

경에 하교함  

 

7.  경제금융 

    7-1. 세금; 농산물/식료품의 경우 세금이 없고 공산품의 경우 6% 세금 부과 

    7-2. 은행; 학교은행이나 또는 일반은행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음 

    7-3. 의료보험; J-Visa(Student 제외)의 경우 그 가족까지 학교에서 요구하  

                       는 의료보험의 보장수준을 반드시 충족 시켜야 함.     

     ※ University of Kentucky 학교 보험보장요구액: Unlimited Coverage 

 

    7-4. 생필품 구입 

•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낮은 지역에 속함.  

• △Walmart, △Target, △Kroger, △Sam's club, △Costco 등 종합 마트와 △

Bed, Bath & Beyond(침구, 부엌용품), △Best Buy(전자), △Dick's(스포츠), △

Office Depot(사무용품) 등 각종 전문 매장들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을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Dongyang Market, △Seoul Supermarket 등의 한국마켓이 있고 △한우  

     리, △아리랑 한국식당과 한국식 반조리 식품점인 △jy-kitchen.com도 있음. 

• 가장 가까운 한국 대형 마트는 자동차로 6시간 정도 걸리는 Atlanta 임       

※ 한국마켓에서 쌀, 김치, 고추장, 된장, 마늘 등 구입 가능. 

1. 기본사항  

• 기관명: Martin School, University of Kentucky = 켄터키 대학교 마틴스쿨 

• Martin School 주소: 413 Patterson Office Tower,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Y, 40506 

• IPPMI : 1169 Patterson Office Tower 

• 홈페이지:  http://www.martin.uky.edu/ 

2. Martin School 및 IPPMI 기관소개  

2-1.  University of Kentucky 소개  

•  University of Kentucky(이하 UK)는 1865년에 설립되었으며, Martin School

은 1976년 개설 

•  미국 켄터키州 렉싱턴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Kentucky를 중

심으로 렉싱턴市의 주요 시설이 배치되어 있음. 

•  전체 학생수는 2021기준으로 31,776명이며, 유학생은 총 1,,600명 이상으

로 90여개국의 다양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음.  

•  6개의 단과대학과 11개의 학과가 미국내 상위 10위권에 속해 있음.  

       (경영, 의학, 약학, 농업학 등이 유명) 

2-2.  Martin School 연혁과 현황 

•   Martin School은 Dr. James W. Marti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으로 

1976년에 첫 과정이 운영되었고, 복지, 교육, 환경정책 등 공공행정 박사과

정은 1988년에 시작되었음.  

※ 졸업생 : 1260명(MPA: 756, MPP: 102, MHA: 321, Ph.D.: 81) 

•   현재 정규 과정으로 △MPA(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PP

(Master of Public Policy), △PhD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계 과정으로 △

Pharm.D(약학), △JD(법학), △BS Engineering(경영학)이 있음. 

• 평균 학생수는 100명이며, 이중 유학생 비율은 25% 수준 

 

http://www.martin.uky.edu/


• Martin School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나 경제학 및 재정학을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운영됨 

• Martin School은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교 평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 US News 기준으로 Best Public Affairs Pro-

grams 순위 29위, Public Policy Analysis 29위, 2020년 공공재정⦁예산 부

분에서는 4위를 기록(U.S. News & World Report) 

• 한국학생은  2022년  현재, 석사과정에 총 11여명, 박사과정에 또한 3명

이 재학중이며,  특히 2022년 1월에 KDI School 정책학 석사과정에 7명

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음.   

2-3. IPPMI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nstitute)  

       기관 소개  

• 켄터키대학 최초로 2009년에 설립되었음.(창업자 Professor Doo Oak 

Kim). 행정대학원 소속으로 1년 직무훈련 비학위과정, 2년 MPA 석사과정, 

1년 KDI School EMPP 석사과정, 2년 직무연구과정, 특정과제 중심의 단

기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정.정책중심 교육연수기관. 

• 한국, 타이완,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공무

원 연수를 미국 연방정부와 켄터키 주정부와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연수  

• 2011년 9월 미연방정부 국무성(Department of State) 산하 교육문화청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으로 부터 국제적훈련 교육

기관 지정 

• 미연방정부로 부터 Grant(보조금)을 받아 아시아 4개국, Indonesia, Cam-

bodia, Mongolia, Taiwan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2013

년 연수교육실시 

• 2022년 봄학기 현재 IPPMI에는 MPA 과정 5명, EMPP과정 6명, Non-

Degree Certificate Program(비학위 직무과정) 19명, Professional Leader-

ship Program(직무연구과정) 5명 등 총 35명이 재학중에 있음.  

 

2-4. IPPMI의 대학내 위상과 IPPMI 비학위 학생들의 학교내 신분  

• IPPMI는 대학원 정규과정에 포함된 학위 및 직무과정 연수교육기

관. 이점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과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IPPMI 비록 비학위 학생이라도 정규등록 학생신분으로 학

교내 모든 benefit 수혜자격이 있음.  

• 특히 다른 대학 연수기관의 기관성격과 비교분석 해야 할 것 임.  

• 영문예방접종표는 가까운 클리닉에서 의사가 검토 후 켄터키 양식으로 바꿔 

주는데 ($20) , 추가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생김.  

• 학교에 따라서는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함.  

• 학교 등록 절차; 

      1) 온라인 등록 www.fcps.net/Page/4962 

      2) 등록 번호를 받은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 방문  

      3) 방문시 지참 서류; 부모 여권과 해당 자녀 여권, 현 주소 증명지,  

         켄터키 양식의 예방 접종표 (www.fcps.net/Page/5423) 

      4) 등교 시작일;  

         초등학생-등록 당일 혹은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어 실력 테스트 실시  

         중고등생-등록 후 교육청으로 가서 영어 실력 테스트 실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화하여 스케줄을 잡아 줌/ 말하기, 듣기,  

                     읽기 등 2시간 정도 소요) 

                    - 테스트 결과(주로 다음 날)를 통보받은 후 해당 학교는 ESL반을  

                     배정해 주고 그 외 모든 학교 수업 스케줄을 짜 줌.  

6-5.  영어 교육  

• 렉싱턴에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ESL 사설 학원은 따로 없으며,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강사를 구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음. 강사료는 시간당 

$25-30 사이임.  

• 렉싱턴 지역 사회와 보다 활발한 교류를 원한다면, 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제

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음.  

       1) Lexington Public Library Northside/Village Branch ;  

          Homework Help Program (월-목, 4:00-7:00pm) 

       2) The Carnegie Center for Literacy & Learning ;  

          ESL for Kids (매주 수요일, 4:00-5:00pm) 

• 어른들을 위한 무료 ESL 프로그램 ; www.lexpublib.org/sites/default/files/

document_1_-_lexington_esl_classes_spring_2018.pdf 



6-3. 전화, 전기 및 인터넷 

• 한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가져 와서 유심칩만 바꾸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학교에서 단체로 보내는 문자메세지 수신이 안됨. 

또한 문자 송신도 원활하지 못하여 때론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함.  

• 학교 등 많은 지역이 Wi-Fi Zone이어서 데이타 사용을 줄일 수 있음 

• 전기는 아파트 계약 후 며칠 안으로 Kentucky Utilities로 가서 account를 만

들어 신규 계약을 해야 함.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는 전화로 계

약을 할 수 없으며 사무실을 방문. 방문 시 $160 정도의 refundable deposit 

과 여권, DS-2019, I-20, 아파트 계약서를 지참할 것.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는 학교 등록시 필요한 현 주소 증명지(proof of address)를 발급해 달라고 요

청해야 함 (lge-ku.com/residential/startstop) 

• 인터넷으로 전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여권, 여권 사진을 든 본인 사

진 등으로 본인 증명을 하기도 함. -> 이 부분은 추후 설명  

• 수도는 Kentucky American Water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함 (amwater.com/kyaw/customer-service-billing/for-new-

customers) 

•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을 파는 회사로는 spectrum (www.spectrum.com/

services/Kentucky/lexington)과 Windstream (www.windstream.com/

products/KY/LEXINGTON)이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이 있음. 인터넷 속도와 케

이블 채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짐. 몇몇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회

사와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 Beaumont Farms apt나 Merrick Place의 경우는 

월세 외 추가 요금 $70-80 정도로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4.   자녀 학교입학 

•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영문 예방접종표, 영문성적표(중학생 이상/자녀 생일 

기준 미국 학년보다 한 학년 위로 진급시키고자 할 때 요구하기도 함) 

• 현지 주거지가 마련되고 주소가 파악이 되면, 가장 먼저 Fayette County Pub-

lic Schools (렉싱턴 교육청) 홈페이지로 가서 온라인 등록을 한후 입학에 필

요한 서류를 챙겨서 해당학교를 방문하고 입학가능여부타진.대체로 등록 다

음날 부터 등교가능.  

   ※ 필요 서류: 영문예방접종확인서(필수), TB SKIN-TEST(필수), 신체 검사서 (학    

       교에 따라 요구), 아파트나 월세 계약서 포함 현지 주소 증명지 2종류, 여권 

• 결핵 감염 검사인 TB Skin Test는 반드시 미국 입국 후 받아야 함. TB Skin 

Test는 약 20불 내외이며 팔에 주사를 맞은 다음 3일 후 결과를 판독함. 판독 

결과에 따라서 X-Ray를 찍어야 하며 가격은 약 65불 정도임. X ray 결과는 검

2-5.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교육연수협약) 추진실적적  

1) 한국 정부와 교육협약 체결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연수원(2009.4.10), 제주도(2009.4.9),  

     서울시(2009.7.21), 광주광역시(2009.10.20), 행정안전부 (2011.11)  

• 경기도( 2010.11.3), 강원도(2019.5.17),전북대학교(2019. 8)  

2) 미국정부와 교육협약 체결  

• Kentucky State Government 

• Kentucky, Lexington City Government 

• U.S.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 US House of Representatives(미국 연방하원)과 교육후원 협약 체결   

• IPPMI Reference in USA 

    1) The City of Somerset, 2) The City of Covington in Kentucky 3)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4) Washington D.C. Government, 5)   

    City of Chicago, 6) City of Atlanta, 7) City of Pittsburgh, 7) City of Nashville,  

     8) City of Charlotte, 9) City of Cleveland, 10) City of Memphis     

• Public Agency: 1) Kentucky League of Cities, 2) Council of State Govern-

ments, 3) Kentucky Commerce, 4)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5) D.C. 

Council of Governments  

  3) 아시아 정부와 교육협약 체결 

• Taiwan: Taiwan: Fulbright Taiwan(February, 2012)  

• Mongolia: 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 (April, 2012) 

• Cambodia: Royal School of Administration Cambodia (November, 2012)  

3. Executive MPP Program Application  

3-1. KDI School EMPP Program Overview 

•    Martin School regular MPP Program 

     -  Fall-Spring with 4 semester/ Require Total 37 credits   

•    Executive MPP Program for KDI School   

    -  Spring-Fall with 2 Semester  

    -  Require 21 credits for graduation. Program participants will be allowed  

        to transfer up to 9 credit hours of graduate coursework. 

    - The Capstone Course (3 credits), Econometrics (3 credits), and Math   

       Prep (1 credit) are no longer required.  

• Including 1 Credit Statistics before the regular classes, 3 credits capstone

( 12 credits in Spring + 9 credits in fall).       

• KDI School students have a chance to obtain an additional University of 

Kentucky !  



3-2. 외국어 요건(MOU) 

• The minimum acceptable TOEFL score is 550 (paper-based), 213(computer

-based) or 79 (MyBsst Scores /IBT). The minimum IELTS score is 6.5.  

• UK is willing to waive the GRE for students who have previous profes-

sional work experience and a satisfactory graduate academic record at 

KDI School  
 

3-3. 학자금(MOU) 

• Tuition and Student Fees for 2021-2022 academic year, amounting to 

$33,548($16,774 per semester) 

• Professional internship advising (if requested) and placement at $4,000 

per student per year, but, nobody has registered yet.  

• For students who want to enhance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an inten-

sive daily course or a semester-long once weekly course (which is aver-

age) costs approximately $3,000. 
 

3-4. 교육지원 교섭, 신청 

1) 학교선정 이유(인사혁신처 MPA학생 사례) 

• 공공행정 분야에서 미국 내 상위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TOFEL 성적,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물가와 온화한 기후 등의 측면에서 켄터키

대학교를 선정하게 됨. 

• Kentucky주 Lexington시의 경우 뚜렷한 4계절과 한국과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생활환경 측면에서 뛰어남. (한 여름 낮에서 32~33도를 넘지 않

으며, 습도가 낮아 쾌적한 생활가능) 

•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면서 치안이 안전하여 생활여건이 매우 우수함. 

 

    2) 입학 절차 

• 입학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3통), 학부성적표, 토플 등을 포함한 

입학서류 제출(온라인) : 9월30일(봄학기 입학), 7월15일(가을학기 입학) 

• Application Deadline for Spring Semester 2023: September 30th, 2022. 

• Application Deadline for Fall Semester 2021: April 15th, 2022. 

• Admission Letter from Martin School: October 31st for the Spring 2021 

• MOU: The admissions decision by UK shall be made no later than 31st 

October of the preceding calendar year. 

• UK Graduate School, F-1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I-20)를 11월에 발급. 

6. 주거환경  
  6-1. 기숙사 

• 학교 기숙사 신청 www.uky.edu/housing/graduate-family-housing 

• 대다수의 한국 정부 유학생은 가족 동반이어서 학교 밖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나, UK도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및 가족 동반 학생들의 기숙사를 따로 

운영 중이며 전기세, 수도세가 월세에 포함,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음. 

   6-2. 주택 

•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공립 학교 학군 (미성년 자녀

가 있는 경우), 마트나 도서관, 각종 편의 시설 및 자연 환경 등이며 취학자녀

가 있는 경우 학교를 먼저 정한 후 그 학군 안에 있는 주거시설을 찾아야 함. 

• 학교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전기,수도 등 유틸리티가 월세에 포함 안 됨. 

• 유틸리티 비용은 여름에는 월100불 이내,겨울에는 200불 수준까지 상승 

• 주거비의 경우 1~2 bed 아파트 및 타운하우스 임대료가 $ 800~$1,300 수

준으로 동부 지역 등 대도시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편임.(San Diego $3,000)  

• 2021년 기준, 한국 정부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아파트들을 예로 들어 보면

1) The Reserve at Merrick (townhouse 구조 있음)                            

  cowgillproperties.com/category/rental-communities/reserve-at-merrick-
ky 2) Merrick Place Apartment (townhouse 구조 있음)  

www.merrickplaceapts.com             

3) Beaumont Farms APT; www.andovermgt.com/apartments/ky/
lexington/beaumont-farms-apartments 

4) Lakewood Park APT  

http://www.andovermgt.com/apartments/ky/lexington/lakewood-park-  

apartments/ 

5) RML Lexington(6개월 단기 가능) 

   http;//rmllexington.com 

6) The BLVD at Hayes(6개월 단기 가능/타운하우스 있음.) 

   http;//www.blvdathays.com 

• 아파트 렌트비는 월세이며, 늦을 경우 연체료(약 $60~70) 부과주의. 

•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군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큰 기준이 되기도 하

는데,  렉싱턴은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시 전체가 안전하고 공교육의 수

준도 높은 편이라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음. 학교의 아카메믹한 

성취도 보다는 각 학교특성이 더 중요함. 한국 학생들이 많은 곳, 아니면  전

세계 각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diverse한 학교인지, 혹은 방과 후 클럽 활동이 

활발한 지 등등 자녀들의 성격이나 취향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 할 것 임.   

• www.greatschools.org/kentucky; 

   렉싱턴의 공립 및 사립 학교들에 대한 평가 점수가 매겨져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http://www.andovermgt.com/apartments/ky/lexington/beaumont-farms-apartments
http://www.andovermgt.com/apartments/ky/lexington/beaumont-farms-apartments


5-5.  치안 및 삶의 질(High Quality of Life)  

• 우수한 자연 환경 및 편의 시설 외에도 켄터키 렉싱턴은 치안이 우수하여 자

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도시로 손꼽힘.  

• 미국 큰 도시들 중 가장 안전한 도시 Top 5로 뽑힘. 

• 2019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Top 50으로 선정(29st Best Place to 

live in America in 2019 by U.S News & World Report) 

• 교육, 의료, 치안과 오염 문제 등 전반적인 도시 운영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여

서 2019년에는 미국 안에서 Top 5안의 순위 차지 (No. 5 Best-Run city in 

America by WalletHub) 

• 렉싱턴의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40%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 미

국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힘 (Top 10 smartest city by U.S 

News & World Report) 

• “Just Pick a name of country. You will taste it in Lexington” 이라고 얘기할 

만큼 켄터키 지역의 고유 음식부터 전세계 각국의 음식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음 

• 렉싱턴에는 총 10 여 군데의 독특한 쇼핑몰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련

된 멋을 주는 The Summit과 질 좋은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Fayette Mall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센터임.  

• 자동차 50분 거리, Simpsonville 에는 유명한 아울렛 몰도 있음.  

      (https://www.theoutletshoppesofthebluegrass.com/)  

 

5-6.  주민 

• 렉싱턴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친절하며 소박하고 가족 중심의 삶을 영위. 

• Lady first, 뒷사람 문 잡아주기, 네거리에서 양보하기, 마주치면 인사하기, 앞

사람 함부로 지나치지 않기(excuse me!) 등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부분이 많

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켄터키 주 안에서도 렉싱턴은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문화적으로 빠른 속도 

성장 중이며 백인 중심의 인구에서 인종 비율도 백인 72%, 흑인 14.1%, 히스

패닉 6.92% , 아시안 약 3% 등 다양한 구성으로 변화 중 

• 렉싱턴은 대학과 대형병원 중심의 도시로 연 평균 소득이 $5만 이상, 고등학

교 이상 졸업자가 약 90% (대학 졸업자 42%, 포함)인 부유하며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도시임    

3) 지원교섭방법 

•    학교에 대한 소개와 서류제출, 입학담당자와의 연락 등은 Martin school내에  

      설립된 IPPMI(International Public Policy & Management Institute) 원장  

      (Director) 한국인 김두옥 교수를 통해 입학 지원절차 진행. 

      김두옥 교수: Doo Oak Kim, Ph.D / doo-oak.kim@uky.edu  

      859-257-8924 (Office)/ 859-489-4049(Cell)/ 010-9126-7700(한국전화) 

           1169 Patterson Office Tower, Lexington, KY 40506-0027 

•    석사과정 입학서류 행정적인 진행은 Martin School 학사담당 Staff인  

      Ms. Suzy Wampler가 담당하고 있음.(학교 입학 후에서 수업등록 등 학사관   

      련 제반사항을 담당) 

          Suzy Wampler: Student Affairs Officer/suzy.wampler@uky.edu 

        407 Patterson Office Tower/ 859.562.3132 

•   비학위 직무과정 및 Visiting Scholar과정의 입학서류 행정적인 진행은  

       IPPMI Staff인 Ms. Olivia Oswald가 담당하고 있음. 

        (학교 입학 후에서 수업등록 등 학사관련 제반사항을 담당) 

         Olivia Oswald: Administrative Officer 

        1167 Patterson Office Tower/Olivia.oswald@uky.edu 

4) 어학학습(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For students who want to enhance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an inten-

sive daily course or a semester-long once weekly course (which is aver-

age) costs approximately $3,000 at the University English Institute, CESL.. 

• 강의요약 방법 및 토론, 의견제시 방법, 현장학습 등 Advanced English 진행 

 

3-5.  비자(MOU) 

• VISA관련 : F-1(Student) 비자 발급(I-20) 

• 일반 regular EMPP과정의 경우는 application deadline이 March 15th 이나, 

KDI School Application의 경우는 1월중순에 시작되는 봄학기 입학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9월 30일이 deadline이며 admission을 받고 비자 발급을 

받기까지 아주 촉박함 

• For applicants to submit F1 Visa application and arrange subsequent relo-

cation, and etc. 

 

  3-6. 예방접종증명 

•  본인의 예방접종은 필요 없으나, 자녀의 경우는 필요함 

mailto:doo-oak.kim@uky.edu


4. MPA Program Application 
4-1. MPA Program with Korean Government 

•  The MPA degree prepares students for a successful career in  

    management, finance and analysis at all non-profit and  

    governmental levels.   

•  In addition to the offering of the Martin School core curriculum,and    

    a semester of a professional internship opportunity.   

•  This accelerated program allows international midcareer students to  

    complete coursework in 3 semesters instead of 4 with an internship   

    and capstone project in the 4th semester. 

     

4-2.  외국어 요건 

• The minimum acceptable TOEFL score is 550 (paper-based), 213(computer

-based) or 79 (internet-based / IBT, MyBest Scores). The minimum IELTS 

score is 6.5.  

• UK is willing to require the GRE for students, but not much high score.  

4-3.  교육지원 교섭, 신청 

1) 지원/입학절차 

• 입학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3통), 학부성적표, 토플 등을 포함한 

입학서류 제출(온라인) :  

• Application Deadline for Fall Semester 2020:  April 15th, 2020 

 2) 지원교섭방법 

•    학교에 대한 소개와 서류제출, 입학담당자와의 연락 등은 Martin school내 설    

     치된 IPPMI(International Public Policy & Management Institute)의 기관 원장  

      (Director)인 한국인 김두옥 교수를 통해 입학 지원절차 진행. 

      김두옥 교수: Doo Oak Kim, Ph.D / doo-oak.kim@uky.edu  

      859-257-8924 (Office)/ 859-489-4049(Cell)/ 010-9126-7700(한국전화) 

4-4.  비자(MOU) 

• VISA관련 : F1(Student) 비자 발급(I-20) 

• For applicants to submit F1 Visa application and arrange subsequent relo-

cation, and etc. 

  4-5. 예방접종증명 

•  본인의 예방접종은 필요 없으나, 자녀의 경우는 필요함. 

5 . 현지안내  

5-1. 입국(MPA 학생의 사례) 

• 아시아나/대한항공을 이용,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시카고, Atlanta 등에서 

환승해 렉싱턴市에 도착.가장 좋은 점은 도시내 공항에서 주거지 까지 5-10

분 정도면 도착. Missouri Columbia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두시간 거리임.  

• 한국에서 시카고는 13시간, 시카고에서 렉싱턴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이며, 

환승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17-20시간 소요 

• 겨울철 경우 Chicago공항이 자주 결항되기 때문에 아틀랜타, 댈라스 권장. 

  5-2.   자연환경 

• Lexington은 인구 30만의 전형적인 미국 종소도시로서 도시의 편의시설과  

천연의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아주 아름다운 도시형 전원도시임. 미국내

에서도 렉싱턴지역을 Bluegrass area라고도 명칭할 정도로 도시 전역에 숲

과 공원이 많은 등 사시사철 푸른 잔디로 유명.450개의 말농장, 100여개의 

도새내 공원등 그야말로 푸르름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임.   

• 사계절이 뚜렷하고 전반적인 기후는 한국과 비슷. 3월말 부터 봄이 시작되어 

5월말에서 6월ㄴ에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수없이 많은 반딧불이 장관을 이룸. 

7~8월에도 한낮 최고 기온이 32~33도 수준이며, 습도가 높지 않아 그늘에서

는 쾌적한 활동 가능.  

• 9월이 되면 아침, 저녁의 기온이 20도 수준으로 떨어져 가을 날씨로 접어듬. 

1월말 2월경에 추위가 찾아오나 한국보다 덜 추움.     

  5-3.  주민 

• 렉싱턴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친절하며 소박하고 가족 중심의 삶을 영위. 

• Lady first, 뒷사람 문 잡아주기, 네거리에서 양보하기, 마주치면 인사하기, 앞

사람 함부로 지나치지 않기(excuse me!) 등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부분이 많

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켄터키 주 안에서도 렉싱턴은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문화적으로 빠른 속도 

성장 중이며 백인 중심의 인구에서 인종 비율도 백인 72%, 흑인 14.1%, 히스

패닉 6.92% , 아시안 약 3% 등 다양한 구성으로 변화 중 

• 렉싱턴은 대학과 대형병원 중심의 도시로 연 평균 소득이 $5만 이상, 고등학

교 이상 졸업자가 약 90% (대학 졸업자 42%, 포함)인 부유하며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도시임    

 5-4. 자녀 교육환경  

• 렉싱턴 지역은 전미국에서 공교육제도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받

고 있음.  

• In 2019, one of top 50 cities with the Best Public Schools in America. 

mailto:doo-oak.kim@uky.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