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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보호자님께 :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갖춘 대학 진학 희망 학생을 둔 학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저의 목표는 

학부모님께 Purdue University Northwest (PNW)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님과 자녀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2016년에 설립된 Purdue University Northwest 의 뿌리는 7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 Purdue University 에서는 47개국에서 모인 약 10,000 명의 학생에게 

70여 가지 이상의 연구 분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심과 비도심에 균형 있게 

자리 잡은 PNW 의 캠퍼스 주변에는 활발한 제조업 , 산업과 편안한 미시간호숫가 

그리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가 있습니다 . 

Purdue University Northwest 는 공인된 학문적으로 유명한 종합 대학입니다 . 학생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망한 

PNW 를 선택합니다 . 강의당 학생 수가 적고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교수와 더 많은 일대일 관계를 맺고 

강의실 밖의 현실 경험을 쌓아 끝없는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캠퍼스는 높은 수준의 응용 학부 과정 및 대학원 

과정을 통해 활발한 학구적인 커뮤니티를 양성합니다 . 비즈니스, 자연 과학 및 공학 , 메카트로닉스 공학 기술 , 의료 기술 , 

관광 경영학 , 사회 복지 , 70 여 개 이상의 학부 과정 또는 대학원 연구 분야 중에서 선택한 학위 등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든 , 

여러분의 학문적 경험에 훌륭한 학생 서비스가 지원될 것입니다 . Purdue Northwest 의 영어 프로그램 (ELP) 을 수료하면 영어 

요구 조건을 만족하게 되며 , ELP Pathway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부 과정을 앞서나갈 수 있습니다 . 

특히, 뛰어난 학생은 경쟁률이 높은 총장 장학금 수여 대상으로 고려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 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신청자들은 또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키우도록 구성된 University Honors College 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Honors College 와 PNW 의 기타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 

우리 학교의 기숙사는 인디애나주 해먼드 시에 위치해 있으며 , 노스웨스트 인디애나에서 48km 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차로 25분 거리의 도심 환경입니다 . 인디애나주 웨스트빌의 PNW 캠퍼스에서 강의를 선택하여 편리한 대학 셔틀을 통해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 해먼드와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예술 , 문화, 주요 스포츠팀 , 공원, 미시간 호수 , 인디애나 듄 

국립공원이 있어 살기 좋으며 도시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인 국내 최고의 국제 공항 (ORD) 과 가깝고 , 월등한 

교육을 받기에 훌륭한 장소입니다 . 

우리 웹사이트 pnw.edu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 iadmissions@pnw.edu 으로 알려주십시오 . 

학부모님과 자녀분이 Purdue University Northwest 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Joann Infante, 
국제 입학처 임시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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