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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ennedy Catholic High School 인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최상위권 대학으로 통하는 길 
 
모든 학생에 맞춤형 지도 시스템 운영 
 
매년 약 40명 내외 소수인원만 선발 
 
모든 학생을 소중히 생각하며 평생 곁에 있어줄 모교 
 
수 세대에 걸쳐 명문사학으로 자리잡은 교육의 장 
 
고등학교 졸업장에 더해 대학인정 학점 이수의 기회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코스(ESL) 지원 
 
국제(비시민권) 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기회 
 
미국식 교육체계 하에 고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값진 기회 
 
치안 걱정이 없으면서 접근성이 훌륭한 지역에 위치

장학 제도
Diversity scholarship: Up to $10,000 
President’s scholarship: Up to $5,000

학사 일정
8월 중순 1학기 시작 – 6월 중순 2학기 종료:

1학기:  8월 중순 ~ 1월 중순 (오리엔테이션: 8월 
셋째 주)

2학기:  1월 중순 ~ 6월 중순 (오리엔테이션: 1월 
둘째 주)

www.kennedyhs.org/who-we-are/calendar

주거 비용 (기숙사/홈스테이)
*US$11,500 (비용에 포함된 금액)

*거주비, 식비, 학교활동을 위한 교통비용을 포함하는 금액 (
본교에서 주선하는 기숙사/홈스테이 배정 이용 시에만 납부)

비용:  기숙사비/홈스테이 비용 동일

기숙사: 남학생 전용

홈스테이: 남학생 및 여학생

위치 
미국 북서부 지역의 관문 시애틀 부근

Burien, WA, USA:  http://www.burienwa.gov/ 

시애틀-타코마 공항 (SEA)까지 차로 약 5분 거리

시애틀 시내까지 차로 약 15분 거리

캐나다 벤쿠버 까지 차로 약 2-3시간 거리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10시간 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까지 비행기로 약 10시간 
거리

연간 비용
약 US$46,000 (2018-2019 두 학기 분)

(등록금만 납부 시: 연 $32,000)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영문):
www.kennedyhs.org/int



자격 요건
만 14  ~ 17세인 자

 
최근 3년간 학업을 이어온 자
균형잡힌 인성을 지니고 교사의 추천받는 자
열린 사고 및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의지를 갖춘 자
그 외 재능은 가산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모든 종교권의 학생들을 환영

Level별 배치 구분
1) Elite Placement: TOEFL 80점 내외
2) Direct Academic Placement: TOEFL 70 내외
3) ESL(비영어권) Placement: TOEFL 70 이하

자격 요건
 
아래 항목은 필수항목 입니다:

입학지원서 (온라인 상으로 제출)
여권 사본
TOEFL 혹은 기타 공인영어점수 (TOEFL school code: 
B057)
최근 3년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번역(영문)
(각각 다른 교사로 부터 받은) 추천서 2부
자기소개서
 최소 $46,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긴 통장 내역 (미화가 
아닌 다른 통화도 무관)
서류통과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후 면접 진행 예정

Application Process Timeline

필수서류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처리기간 이틀 소요) 
 
서류 선발 시 대면 혹은 Skype(영상통화) 면접 
진행. (면접 요청 메일의 경우 8월 입학 지원자는 2
월 말, 1월 입학 지원자는 10월 초에 발송 예정) 
 
면접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선발 여부 통보 
 
최종선발 시, 등록에 관한 정보를 메일을 통해 전달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합격통지서, I-20 서류(
미국 비자 관련 서류), 권장 도착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정보가 담긴 문서를 수령 (DHL 
익일배송) 
 
비자 발급 신청 
 
비자발급이 완료되면 학교에 내용을 전달하고, 약 5
일 후 주거배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음 
 
항공권 예약: 시애틀-타코마 공항으로 오리엔테이션 
약 이틀 전 도착 일정으로 예약 
 
오리엔테이션 참석 
 
학기 시작

지원 접수 마감일 및 모집 인원

입학 학기 원서 접수 마감
(지원 순서대로 우선 선발)

모집 인원

1학기

2 학기

8월

1월 10

402월 15일

9월 30 일

문의처
Kennedy Catholic High School 
International Admissions

주소: 140 S. 140th Street, Burien, WA 
98168-3496 USA
Email: INT@kennedyhs.org
전화: USA (+1) 206-957-9757
홈페이지: www.kennedyh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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