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를 경험하다
퍼시픽 루서런 대학교(PACIFIC LUTHERAN UNIVERSITY), 타코마, 워싱턴, 미국.

한눈에 보는 P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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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강의 규모

학생대 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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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의
국제 학생

STEM

PLU는 1890년 스칸디나비아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STEM 일자리가
입증된 대학교 Science,
Technology, Engineer,
Math

높은 수준의, 최적가의, 안전하고 국제적인 캠퍼스 생활 환경

20

82%

학생 수 30명
이하의 강의

위치

밴쿠버 ( 캐나다)

PLU는 서부 상위 20개 석사학위 대학교에
임명되어 있습니다.

4%

그리고 우리는 미국 전체 상위 4% 석사학위
대학교 중 하나 입니다.
미국 뉴스와 월드 리포트 선정

프린스턴 리뷰는 PLU를
최상위 비지니스
대학교 중 하나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시택(SEATAC)
국제 공항

PLU는
세계경영대학협의회에
승인되어 있습니다.

타코마

의과 대학에 지원하는
70% 이상의 PLU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전국 평균 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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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이 아름답고
안전한 PLU
캠퍼스는 타코마
워싱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활기차고 경제상
중요한 환태평양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국제
항구, 시애틀타코마 국제 공항,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아마존,
스타벅스 본사를
비롯한 여러 서부
해안의 대기업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애틀
타코마는 Best
College Reviews
로 부터 선정한
미국 베스트50
대학가 순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입학&신청
입학
PLU는 입학에 관련하여 선택적인 학교입니다. 조건부 입학은 다른 입학 기준에 적합하지만
영어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모든 입학 기준에는 적합하나,
필요 영어 능력 조건에 미흡한 학생들을 고려해 조건부 입학을 승인합니다.

신청서(지원)
PLU 무료 입학 신청
입학에 있어 SAT나 ACT 시험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장학금을 관련하여 높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토플 점수: 79
IELTS Score: 6.5
일부 프로그램들은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입학 조건 TOEFL: 55
IELTS: 5.0

비용 및 장학금
학비: 			$41,716
기숙사 및 식비:		
$10,790
총계” 			$52,506

개인 경비, 교과서 및 보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학생들을 위한 가능한 장학금
국제학생 보조금은 매년 $5,000-$25,000
별도로 요구되는 원서는 없습니다.
매년 대학 총장 장학금 $26,000 - 한해 수강료 전액
자격 조건: 3.8 이상 평점이나 1310점 이상의 SAT 점수
(단 비판적 독서 능력과 수학만) 또는 28점 이상의 ACT 점수
예술적 재능(talent) 장학금
음악, 연극, 예술, 무용, 연설과 토론

PLU는 세계적입니다. 미국 전체 3%가 유학을 가는 것과 비교해, PLU 학생들 50% 가까이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국제 명예 프로그램
은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PLU는 학업적
성공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학교입니다. 학생 중심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이 학교
에서는, 교수를 포함한
많은 학교관계자들께서
학생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자신의 학생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업적 성과나 미래 준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니다. PLU는
작은 대학교이지만 여러분의 꿈을 향한 큰 걸음
을 내딪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줄 능력을 가진
학교입니다. 이런한 PLU의 가치는 저에게서는
더욱 열심히 학업에 몰두 할 수 있는 그리고 저의
도전을 즐길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내의 수 많은 사람들의 지원 아래 저는 특별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PLU가
작지만 단연코 강한 학교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길을
가고 싶다면 PLU가 최적의 대학교가 맞습니다.

– Cheong Wun Cho
International student, Korea

PLU 졸업생들이
일하는 회사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