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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3rd St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WWW.GOAHEADKOREA.ORG 

GOAHEADINC@HOTMAIL.COM 

Telephone: 201-852-3600 

고어헤드 친구들 서울 나들이 

WWW.GOAHEADMISSION.ORG 

지도자 대회는 비전과 섬김입니다 

협찬: 초록편지(홍일권목사). /  백두 트렌스타(대표:임재호) / 경인매일

(대표. 김균식) / 주.한국전해수(대표.유효석).     

고어헤드선교회 

고아사랑                         예수사랑 

THE 21st MANUAL BOOK OF LEADERSHIP 

(GOAHEAD MISSION INC,.) 

  

제 회 미주지도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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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회 미주 지도자 대회 

   미주 지도자 대회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자기 자신

의 향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

유한 비전을 찾아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

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대회입니다.  

   미주 지도자 대회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보다 넓고, 높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미국에서 그리고 Ivy League가 있는 동부지역에서 개

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주 지도자 대회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 꿈과 비전으로 이어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발 

내 딛는 결단과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국에서 약 10

정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아름다운 자연과 질서, 개척과 

도전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배려

하는 인간애와 본래 미국을 신앙으로 이루어 놓았던 역사적인 믿음

의 흔적을 보고, 성공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매뉴얼 북을 참고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내용을 잘 읽어 보고 항상 느끼는 것을 메모하고, 자기의 유익한 

것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생

각하고 그 분들을 기억하고 그 섬김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도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질서 

있게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

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

니다. 

 

   - 글. 이상조목사(Rev. Sang C. 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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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헤드는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Schedule 

● Title: THE 21st Leadership Training in USA (제21회 미주 지도자 대회) 

⇒   WHEN: February7th to 18th in 2019 (일시: 주후 2019년 02월7일부터 18일까지) 

⇒   WHERE: Eastern Area in USA (지역: 미동부지역) 

⇒   BASE: GOAHEAD MISSION INC. 주최: 고어헤드선교회 

⇒   ADDRESS: 233 3rd St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주소) 

⇒   Host: Rev. Sang C Rey (초청자: 이상조목사) 

⇒   Contact Number: 201-852-3600 (연락처) 

  

02월07일(Thursday) : New York City Area (뉴욕지역) 

l  Welcome to USA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  And rest in home (휴식) 

   

02월08일(Friday) : New York City Area (뉴욕지역) 

l  Breakfast (아침식사) 

l  Orientation about Leadership Program in USA (오리엔테이션) 

l  Seminar (what is the leadership?) (리더쉽이 무엇인가?) 

l  Seminar (What schedule has this leadership?) (스케줄설명) 

l  Fort Lee History Museum and Park (포트리 역사 박물관) 

l  196th St. Fort Tryon Park and the Cloisters (폿타이온 공원 과 크로이스터 박물관) 

l  Lunch 점심식사 

l  119th St. Riverside Church    리버사이드 교회 

l  Union Theological Seminary -  유니온 신학교 

l  118th St. Columbia University -  http://www.columbia.edu 콜럼비아 대학교 

l  112th St. Cathedral of St. John the Divine Church 성요한 성당 

l  Dinner 저녁식사 

  

02월09일(Saturday) : New York City Area (뉴욕지역) 

l  Breakfast 아침식사 

l  Central Park ;  http://www.centralparknyc.org  센트럴 공원 

“진정한 지도자 대회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고, 뜨겁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 교육중에서 

https://www.google.com/imgres?imgurl=https%3A%2F%2Fcityparksblog.files.wordpress.com%2F2013%2F01%2Fcpc1.jpg&imgrefurl=https%3A%2F%2Fcityparksblog.org%2F2013%2F01%2F14%2Flessons-from-the-masters-the-city-of-new-york-and-central-park-conservancys-park-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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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unch 점심식사 

l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l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아메리칸 자연사 박물관 

l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링컨 센터 

l  The Juilliard School : https://www.juilliard.edu 줄리아드 음대 

l  Walking on Fifth Ave.(from 59th St. to 49th St) 세계 최고의 명품 거리 관광 

l  (Seminar) 6:00PM About CPA in America  : 박강배집사님 

l  Dinner : 박강배집사님 

 

02월10일(Sun) : New Jersey Area 뉴저지지역 

l  Breakfast 아침식사 

l  Worship Service at Church : 주일예배 

l  Seven Lakes 세븐레익 

l  Bear Mountain ; https://parks.ny.gov/parks/13 베어마운틴 

l  Lunch 점심식사  

l  West Point Museum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l  (Meeting with W.P Students) 육군사관학교 한국 학생들과 만남 

l  Woodbury Outlet Market 우드버리 아울렛 매장 

l  Dinner 저녁식사 

l  Home 숙소 

 

02월11일(Monday) : Philadelphia Area 필라델피아 지역  

l  Walk up 6:00 Am 아침 6시에 일어남 

l  Breakfast 아침식사 

l  Rutgers University : http://www.rutgers.edu 럭거스 대학교 

l  Princeton University :  https://www.princeton.edu  프린스턴 대학교   

l  Philadelphia : http://www.visitphilly.com 필라델피아 방문 

l  University Pennsylvania : http://www.upenn.edu  유펜대학교 : 12pm 

l  Lunch 점심식사 

l  Temple University : https://www.temple.edu  템플 대학교 

l  Downtown in the City of Philadelphia :  필라시내 구경 

L  Liberty Bell ;  자유의 종 관람 

“영어는 세계를 보게 하고 한글은 뿌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언어는 세계의 창입니다” - 교육중에서 

https://www.google.com/imgres?imgurl=https%3A%2F%2Fmusicathlon.wordpress.com%2Ffiles%2F2008%2F07%2Fschool11.jpg&imgrefurl=https%3A%2F%2Fmusicathlon.wordpress.com%2Fparticipating-institutions%2Fthe-juilliard-school%2F&docid=RQH_Y51FIysFDM&tbnid=g-35t735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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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inner 저녁 

l  House 신원식집사님 댁에서 휴식 

  

02월12일(Tuesday) : Delaware, Baltimore and Washington DC 

l  Breakfast 아침식사 

l  Washington DC ;  와싱톤 DC 

l  White House ;   백악관 

l  Smithsonian Museum ;   스미소니안 뮤즘 

l  Lunch 점심 

l  University of Navy   해군사관학교 

l  Baltimore Lovely Line Methodist Church in MD  아펜젤러 선교사 파송 교회 

l  Downtown of Baltimore City 벌티모어 관광 

l  Dinner 저녁식사 

  

02월13일(Wednesday) : New York City 뉴욕지역 

l  Breakfast 아침식사 

l  42nd NYC Library ;  뉴욕 도서관 

l  Bryant Park 브라이언 공원 

l  St. Patrick’s Cathedral Rectory ; 성 페트릭 성당 

l  NBC Broadcasting : NBC 방송국 

l  Rockefeller Center ; https://www.rockefellercenter.com 락펠러 센터 

l  32nd St. Korea Town and Parade 한인타운 

l  Lunch 점심식사 

l  United Nations ; http://www.un.org/ 유엔방문 

l  Cable Car to Roosevelt Island 루즈벨트 아일렌드 케이블카 타고 방문 

l  NY University : https://www.nyu.edu 뉴욕대학교 

l  Washington Square Park in NYC 와싱톤 스퀘어 공원 

l  Greenwich Village in NYC 그린위치 빌리지 

l  So Ho : 소호지역 

l  Dinner : Barbeque in Fort Lee 바베큐 파티 

  

02월14일(Thursday) : New Jersey Area 뉴저지 지역 

“진정한 지도자 대회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고, 뜨겁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 이상조목사 

https://www.tripadvisor.co.kr/Attraction_Review-g60763-d105125-Reviews-The_Metropolitan_Museum_of_Art-New_York_City_New_Y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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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reakfast 아침식사 

l  Liberty state of New Jersey ;   자유의 여신상 공원 

l  Battery Park in NYC ;  베터리 공원 

l  The Statue of Liberty by Ferry of Staten Island ;  자유의 여인상 구경 

l  Lunch 점심식사 

l  Wall Street 월 금융가 지역 

l  Walking by Brooklyn Bridge ;  브르크린 다린 

l  Downtown of Brooklyn 브르크린 다운타운 

l  Coney Island in Brooklyn 코니 아일렌드 놀이터 

l  Dinner 저녁식사 

  

02월15일(Friday) : Connecticut, Rhode Island 커테티컷주와 로드 아일렌드 주 

l  Walk up at 6 O’clock 아침 6시에 일어남 

l  Breakfast 아침식사 

l  Connecticut 커테티컷 주 

l  Yale University ; https://www.yale.edu  예일대학교 

l  National Coast Guard Museum ;  네셔널 코스트 가드 박물관 

l  Lunch 점심식사 

l  Rhode Island 로드 아일렌드 주 

l  University of Brown ;  브라운 대학교 

l  Plymouth in Massachusetts ;  프리마우스 – 메이 플라워호. 필그림 도착지 

l  Dinner  저녁식사 

l  Hotel:  호텔  

02월16일(Saturday) : Boston 보스톤 지역 

l  Breakfast 아침식사: Hotel 에서 

l  City of Boston ; https://www.boston.gov  보스톤 시내 

l  MIT College ; http://web.mit.edu 엠아이티 공과 대학교 

l  Harvard University : 하버드 대학교 

l  Boston University ; http://www.bu.edu  보스톤 대학교 

l  Lunch 점심식사 

l  Berkley Music College : https://www.berklee.edu 버클리 음대 

l  Dinner 저녁식사 

“영어는 세계를 보게 하고 한글은 뿌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언어는 세계의 창입니다” - 이상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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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17일(Sunday) : New Jersey Area 뉴저지 지역 

l  Breakfast 점심식사 

l  The Worship Service at Church 예배 

l  Lunch 점심식사 

l  Seminar for How can grow church for tomorrow? 미래의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

킬 것인가? 

l  Shopping 샤핑 

l  Dinner 저녁식사 

l  Public Joyful Meeting 즐거운 시간 

l  Home 휴식 

  

02월18일(Wed) : New Jersey Area 뉴저지 지역 

l  Breakfast 점심식사 

l  Airport 공항 

l  From USA to Korea 한국으로 출발  

02월19일(Thu) : Korea 한국 

l  Inchon Airport 인천국제공항 

  

참고: (미주 지도자 대회 11박12일) 

이곳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관광, 견학, 체험 그리고 세미나 교육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매뉴얼 북을 미리 공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1) 관광, (2) 견학, (3) 체험 그리고 (4) 세미나 교육이 중심인데 이 중에서 세미나 교육

을 우선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미나 일정과 장소 등의 관계로 일정이 일부 정리될 수도 있

습니다. 

여러분들에 보다 더 큰 세계 그리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마

음과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오면서 지역을 방문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대회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고, 뜨겁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 이상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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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지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렇지요 

After you. 먼저 가시지요 

Always. 항상 그렇지요 

Amazing. 신기 하군요 

And then? 그리고 나서는요? 

Any good ideas? 어떤 좋은 생각 있어요? 

Any time. 언제라도요 

Anybody home? 집에 누구있어요? 

Anything else? 그 밖에 뭐 있어요? 

Are you in line? 당신은 줄에 서 있어요? 

Are you kidding? 당신 농담이에요? 

Are you serious? 당신은 심각 해요? 

At last. 드디어 

Attention, please! 좀 주목 해 주세요 

Awesome! 와우~ 멋지다 

B  

Back me up. 나를 지원해 주세요 

Be my guest. 사양하지 마세요 

Be patient. 좀 참으세요 

Be punctual! 시간좀 맞춰 

Be right back with you. 곧 당신에게 돌아 올께요 

Be seated. 앉으세요 

Beat it. 이자리에서 꺼져 

(Coke), please. (콜라) 주세요 

Behave yourself. 행동자제를 하세요 

Better late than never. 늦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 보다 낫지요 

Boy! It hurts. 야, 그것 아픈데 

Break it up. 그만 싸워요 

C  

Call me Sam, please. 샘이라고 불러 주세요 

Can I get a ride? 나를 태워다 줄 수 있어요? 

Can you hear me now? 지금 나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Can't argue with that.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지요. 

Can't be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는 좋을 순 없지요 

Cash or charge? 현찰이요 아니면 달아 놓을 까요? 

Catch you later. 나중에 보자구요. 

Certainly. 확실히 그렇지요. 

Charge it please. 대금을 크레디 카드에 달아 놓으세요 

Check it out.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Check, please. 계산서 좀 주세요 

Cheer up! 기운을 내세요 

Cheers! 건배 

(Coffee), please. (커피) 주세요 

Come and get it. 와서 가지세요 와서 먹어요 

Come on in. 들어 오세요 

Come on. 설마  

Congratulations! 축하 합니다 

Could be. 그럴 수도 있겠지요 

Couldn't be better then this.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D  

Definitely. 확실히 그렇지요 

Delicious! 맛있어요 

Depends.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Did you get it? 알아 들었어요? 

Didn't I make myself clear? 제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Disgusting! 기분 나빠. 재수 없어 

Do I know it? 저도 압니다. 누가 아니래요? 

Do I look all right? 제가 괜찮아 보여요? 

Do you follow me? 내말 알아 듣겠어요? 

Do you have everything with you? 모든 것을 

가지셨나요? 

Do you? 당신은요? 

Doing okay? 잘 하고 있어요? 

Don’t get too serious.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아요 

Don’t miss the boat. (보트를 놓치듯이) 기회를 놓지지 

마세요 

Don’t press (push) your luck. 너무 날 뛰지 마세요 

(행운을 밀지 말아요) 

Don't ask. 묻지 말아요 

Don't be a chicken. 너무 소심하게 굴지 말아요. 너무 

겁먹지 마 

Don't be afraid. 두려워 하지 마세요 

Don't be foolish. 멍청하게 굴지 말아요 

Don't be modest. 겸손해 하지 말아요 

Don't be shy.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Don't be silly. 싱겁게 놀지 말아요 

Don't bother. 신경쓰지 마세요 

Don't bother me.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Don't change the subject! 화제를 다른데로 돌리지 마요 

Don't get into trouble. (Stay out of trouble.) 사고 

치지마 

Don't get upset. 너무 화 내지 말아요 

Don't mess with me. 날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말아요.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요 

Don't make me laugh. 나를 웃게 하지 말아요 

Don't push me! 너무 강요 하지 말아요 

Don't push (press) your luck! 행운을 밀어 내지 마세요. 

너무 까불지 마세요 

Don't push! 밀지 말아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아요 

Drive safely! 안전하게 운전해요 

E  

Easy does it.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는 것이 잘 하는 

거에요 

Either will do. (Anything will do.) 둘중에 어떤 것이든 

되요 (어떤 것이든 되요)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Enough is enough. 충분 하니까 이제 그만 해요 

Exactly. 정확하게 맞어요 

Excellent! (Super!) 잘 했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F  

Far from it. 아직 멀었지요 

Fifty-fifty. 50:50 입니다. 

Follow me. 따라 오세요 

For good? 영원히? 

For what? 왜? 무엇을 위해서요? 

Forget it.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 버리세요. 신경꺼요. 

100 Most Common English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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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et in the line. 줄을 서세요 

Get lost! 당장 꺼져 버려 

Get off my back. (등에 업혀 있지 말고) 이제 나를 고만 

괴롭혀요 

Get real! 현실적이 되세요. 냉정해 지세요 

Get the picture? 이제 뭔가 그림이 보이세요? 

Give it a rest. 이제 그만 두세요. (이만 좀 쉬세요) 

Give it a try. 노력 해 보세요 

Give me a call. 제게 전화 주세요 

Gladly. 기꺼이 하지요 

Go ahead. 어서 그렇게 하세요 

Go fifty-fifty. 반반 나누어 내지요 

Go for it. 그것을 한번 해 보시지요. 노력 해 보시지요 

Go get it. 가서 가지세요 

Go on, please. 어서 계속 하세요 

Going down? 내려 가세요? 

Going up? 올라 가세요? 

Good enough. 그 정도면 충분 합니다. 좋습니다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은 일이지요 

Good luck to you!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Good talking to you. 당신과의 대화는 즐거 웠어요 

Grow up! 좀 철좀 들어라 

Guess what? 뭔지 알아 맞추어 봐요 

H 

Hang in there. 좀 견디어 봐요 

Hang loose. 좀 편히 쉬고 있어요. 

Hang on! 잠깐 기다리세요 

Have a nice day. 나이스한 (좋은) 날 되세요 

Have fun! 재미있게 지내세요 

He didn't show up. 그 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He is history to me. 그 는 나에게 지난 일이에요 

Help me! 도와 주세요 

Help yourself. 마음껏 하세요 

Here is something for you. 여기 작은 선물 받으세요 

Here you are. 여기에 있어요 

Hi ! 안녕 

Hold it ! 움직이지 마요 

Hold on. 잠깐 기다리세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How big is it? 얼마나 큰데요? 

How come? (Why?) 왜요? 

How do you like here? 여기 좋아 하세요? 

How have you been? 그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몇번이나 말해야 

알겠어요? 

How many? 수가 얼마지요? 

How much? 양이 얼마지요? 

How was your trip (vacation)? 여행 (휴가)는 어땠어요? 

How? 어떻게? 

How's everything? 모든 것이 어떻세요? 

How's work? 일은 어때요? 

How's you family? 가족은 잘 있어요?  

I  

I agree. 동의합니다 

I am (deeply) touched. 감동 정말 되었어요 

I am a little disappointed. 좀 실망했어요 

I am all set. 난 모든 준비 완료 

I am aware of that.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I am back. 저 돌아 왔습니다 

I am broke. 나는 무일품입니다 

I am coming. 지금 가요 

I am crazy about her. 나는 그녀에 빠졌어요 

I am exhausted. 난 기진맥진입니다 

I am fed up with this. 이것에 진저리가 났어요 

I am free. 한가 합니다 

I am full. 배불러요 

I am getting hungry. 배가 슬슬 고파 오는데요 

I am going to miss you. 나는 너를 그리워 할 거야 

I am impressed. 인상이 좋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I am in a hurry. 좀 바쁩니다 

I am in need. 궁색 합니다 

I am nearsighted. 근시입니다 

I am on duty. 근무중입니다 

I am scared to death. 난 무서워 죽겠어요 

I am serious. 난 진심이에요 

I am short-changed. 잔돈이 모자라는데요 

I am single. 나는 미혼입니다 

I am sorry. 미안해요 

I am starving to death. 배가 고파 죽겠네여 

I am stuffed. 배가 부르네요 

I am upset. 화가 납니다 

I bet. 내기를 할정도로 자신있다 

I can tell.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I can handle it. 내가 다룰 수 있어요 

I can not handle it anymore. 난 더 이상 다룰 수 가 

없어요 

I can’t afford that. (주로 재정적으로) 그것을 감당 할 수 

없어요 

I can’t help it. 어쩔수 없어요 

I can't say for sure. 확실히는 말 못 하겠어요 

I can't stand it. 견딜 수 가 없군 

I can't thank you enough.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it.) 난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것을 뜻 한 것은 아니었어요) 

I don’t believe it. 난 그것을 믿지 않아요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아요 

I don't get it. 이해를 못하겠네 

I don't like it. 난 좋아 그것을 좋아 하지 않아요 

I doubt it. 의심이 가는데요 그렇지 않게 생각 하는데요 

I fee the same way.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I get it. 난 알았어요 

I got lost. 난 길을 잃었어요 

I have got to go now. 난 가야 겠어요 

I have had enough. I quit. 난 이제 진저리가 나요. 그만 

둘래요 

I hardly know him.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I hate to eat and run but ... 먹자마자 가기는 싫지만… 

I have a long way to go. 난 갈길이 멀었지요 

I have no appetite. 난 식욕이 없네요 

I have no clue. 난 아이디어가 전혀 없네요 

I have no energy. 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I have no idea. 난 별 생각이 없네요 

I have no time.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네요 

I haven't got all day.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좀 빨리좀 

해 주세요 

I hear you loud and clear. 잘 들고 있습니다. 

I know what! 뭔가 알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I love it. 난 그것을 좋아해 

I made it. 그것을 달성 해냈다 

I mean it. 정말입니다. 농담아니에요. 

I owe you one . 신세를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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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e. 알겠습니다 

I still love you.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I swear to God. 난 하나님한테 맹세 합니다 

I taught myself. 난 고학 했습니다 

I was lucky. 내가 행운이었지요 

I was told that.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I will be in touch. 제가 연락을 할께요 

I will do it for you. 제가 해 드리지요 

I will drink to that. 그것에 동감 입니다 

I will get it. (전화등을) 제가 받을 께요 

I will miss you. 난 너를 그리워 할거야 

I will never make it on time. 내가 제시간에 가기는 

틀렸군 

I wouldn't say no.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을께여 

I'm coming. 가요, 갑니다 

In a sense, he is nothing but a suit. 어떤 면에서는 그는 

헛깨비 지요 

Incredible. 신뢰가 안가는 (군요) 

Is that all? 그게 전부에요? 

It is chilly. 날이 쌀쌀 하네 

It is humid. 후덥지근 하네 

It is muggy 날이 찌프듯 하네 

It is out of style. 유행이 아니네요. 

It is painful for me. 나에겐 아픈 (슬픈) 일입니다 

It is time for lunch. 점심식사할 시간입니다 

It is time to go. 갈 시간 입니다 

It is windy. 바람이 부네 

It makes sense. 이해가 되네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It’s for you. 여기요 전화 왔어요 

It’s not fair. (It's unfair) 불공평 합니다 

It's all right. 괸 찮습니다 

It's beautiful. 아름 답군요 

It's cool. (Cool) (세련되어 보이네요) 멋있네요 

It's free. 공짜 입니다 

It's freezing. 얼어 붙네 

It's my fault. (It's not my fault) 내 잘못 이지요 ( 내 

잘못이 아닙니다.) 

It's all your fault. 모든게 네 잘 못이야 

It's my pleasure. 제게 기쁨입니다 

It's my turn. 이번에 내 차례입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이던지 아디던지 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It's on me. It's on the house. 이건 제가 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집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It's really bad. 아주 나빠요 

It's tough. 터프 하네요. (힘들군요) 

It's your turn. 당신 차례입니다 

J  

Just about. 거의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Just looking. 그 냥 보는 거에요 

Just a moment. 잠깐 만요 

K  

Keep an eye on this, will you? 이것좀 봐줘여, 그렇래요? 

Keep going. 계속 가세요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해요 

Keep it confidential. 대외 비밀로 해 주세요 

Keep it to yourself. 당신만 알고 계세요. (비밀로 해 

주세요) 

Keep looking. 계속해서 찾아 봐요 

Keep out of my way. 제 길을 막지 마세요 

Keep the change. 잔돈을 가지세요 

Keep your chin up! 고개를 드세요. 낙담 하지 마세요 

기운을 내요 

Knock it off. 그만 두세요 

L 

Large or small? 큰거요 아니면 작은 거요 

Let it be! 그렇게 되도록 두지요. 

Let me see… 자 어떻게 된건지 보자 

Let me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 해 봅시다 

Let's give him a big hand.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시다 

Let's eat out. 자, 외식 하지요 

Let's get down to business. 이제 일을 시작 하지요 

Let's get together sometime. 언제 같이 모여 보지요 

Let's go over it one  more time. 자 한번 더 살펴 

보지요 

Let's see. 좀 봅시다 

Let's split the bill. 나누어서 내지요 

Let's try. 한번 해보지요 

Look who's here. 아니 이게 누구야 

Lucky you! 자네 운이 좋았어  

M  

Make a way! 길을 비켜 주세요 

Make mine well done. 내것은 잘 익도록 해줘요 

Make that two, please. 그것을 2 개로 해 주세요 

Make yourself at home. 집처럼 편하게 하세요 

Many thanks in advance. 미리 감사 드려요 

Many thanks. 정말 고마워요 

May I interrupt you? 제가 좀 실례를 해도 될까요? 

Maybe. 그럴지도 모르지요 

Maybe not.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Maybe some other time. 다른 때 해 보자구요. 

Me, too. 나도 그래 

Money talks. 돈이 만사를 좌우해 

Most likely. 아마도 그렇 것입니다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N 

Never better. 아주 좋아요. 최고에요.  

Never mind. 신경쓰지 않아도 되요 

Never say die. 죽는다는 소리 마라 

Never too late.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Next time. 다음번에  

Nice meeting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alking to you. 좋은 대화 였어요 

No kidding. 설마 농담이겠지 

No problem. (No sweet) 문제가 아니네요 

No sweat. 문제 없어요 

No way. 절대 안되요 

No wonder. 어쩐지 그렇더라 

Not a chance. 기회가 없어요 (절대 안되지요) 

Not bad. 나쁘지 않은데요 ( 그런대로 좋군요) 

Not really. 그렇지는 않아 

Not too good. (Not too bad) 썩 좋지가 않네요 ( 썩 

나쁘지 않네요) 

Nothing much. 별거 없어 

Nothing new. 새로운 것은 없어요 

Nothing new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선 새로운게 없어요 

Now what? 자 이제는 뭐죠? 

Now you are talking. 이제사 바르게 말을 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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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ccupied. 사용중 

Oh, dear! 아니 저런 

Okay. 그래. 알았어요. 

Okeydokey ( 가까운 사이에서만 사용) 좋아요 

On the contrary. 반대로 

Once in a blue moon. 아주 가끔요 

Ouch! 아야 

Out of question.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P 

Pick it up! 주어세요 

Please enjoy yourself. 좀 즐겁게 지내세요 

Please relax. 좀 느긋해 지세요 

Please! 제발 

Poor thing. 안스러워요 

Pretty good! 정말 좋지요 

S  

Same here. 저도 동감입니다 

Same to you. 당신도요 

Say cheese! 치즈라고 말하세요 

Say hello for me. 나대신 안부 전해줘요 

Say that again? 다시 말씀 해 주실래요? 

Say when. ( 그만 하기를 원할때 ) when 이라고 하세요 

See you later! (Later!) 나중에 봐요 

See you. 나중에 봐요 

Serious? 진심에요? 

Shame on you. 창피 한줄 아세요 

She is my style. (She is not my style.) 그녀는 내 

타입이에요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She is very sophisticated. 그녀는 매우 세련되었어요 

Shoot! 어서 말해 봐요 

Skip it! 다음으로 넘어 가요 

So much for that. 이제 그일은 그만 하지요 

So soon? 그리 빨리?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Sold out. 팔렸어요 

Something's fishy. 뭔가 이상한데 

Something's never changed. 어떤 것은 정말 안변하는 

군 

Sorry to bother you. 번거롭게 해서 죄송 합니다 

Sorry? (누구의 말을 잘못 이해했을 때) 뭐라구 하셨지요? 

Sounds good. 듣기에 좋군요 

Speak out. 말좀 크게 하세요 

Speaking. 말하세요 

Speaking Spanish? 서반어어 하세요? 

Stay cool. 진정해요 

Stay longer. 좀더 계시지요. 

Stay out of trouble. 말썽을 부리지 말아요 

Stick around. 옆에 있어 보세요 

Stick with it. 표기 하지말고 계속 해 봐요. 

Stop complaining. 불평좀 그만 하시지요 

Suit yourself! 좋은 대로 하세요 

Super. 잘 하는 군요 

Sure. 물론 

Sure thing. 확실한 것이지요 

Sweet dreams. 즐거운 꿈 꾸세요 

T  

Take a guess. (Can you guess?) 맞춰 보세요 

Take care! 조심하세요 잘가: 떠날 때 

Take my word for it. 그것에 대해서는 내 말을 따라요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ell m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 합니다 

Thanks for calling. 전화 주셔서 감사 해요 

Thanks for everything. 여러가지로 고마워요 

Thanks for the compliment. 칭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Thanks for the ride. 차를 태워다 주어서 고마워요 

Thanks, but no thanks. 감사해요, 그러나 사양해요 

That depends. 그야 경우에 따라서 이지요 

That figures. 알겠네요 

That happens. 그런일이 일어나지요 

That should help.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at sounds good. 듣기에 좋군요 

That will be the day.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That's a steal. 거저 가져 가는 셈이지요 쌉니다 

That's all right. 그냥 되었어요 

That's all there is to it. 그렇게 하면 되는 그게 전부야 

That's all? 그게 전부에요? 

That's enough about that. 그 것은 그정도로 충분합니다 

That's enough. 이제 되었어요 

That's good. 잘 되었어요 

That's hard to say. 말하기 곤란 한데요 

That's it. 바로 그거야 

That's a nice surprise! 이거 뜻밖인데요 

That's not fair.(That's unfair) 불공평 합니다 

That's right. 맞습니다 

That's the way to go. 바로 그겁니다 

That's what I mean.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이지요 

T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Things will work out all right. 일이 잘 될 것입니다 

This is just between you and me. 우리들 끼리의 

비밀입니다 

This is not much. 약소 합니다 

This is urgent. 긴급입니다 

This one? 이것 말이에요?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 줄것입니다 

Time's up.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Too bad! 안 되었군요 

Too expensive. 너무 비싸네 

To the best of my knowledge~ 내가 알기로는~ 

Trust me. 나를 믿으세요 

Try again. 다시 해 보세요 

U  

Uh-uh 오오 아닌데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네 

Up to here. (목까지 손으로 대어 보이면서)폭발 

일보전이다 

Up, or down? 올라가요? 아니면 내려가요? 

W 

Wait a minute. 잠시만 기다리세요 

Watch out! 위험해, 주의해요 

Watch your language. 말 조심해요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같은 처지/운명이지요 

Welcome home! 집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Well done. 잘 했어요 

What a nerve! 뻔뻔 하군요 

What a relief! 이제 맘이 놓인다 

What a shame. 이게 무슨 창피한 노릇인가? 

What about it? 그게 어떤데요? 

What about you?(What about me?) 당신은 어때요? 

(나는 어때요?) 

What brings you here. 어떻게 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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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you say? 뭐라구요? 

What do you do? 직업이 뭐지요? 

What do you know? 무엇을 알고 있지요?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지요? 

What do you say? 뭐라고 하실래요? 어떠세요? 

What do you think of it?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 

하세요? 

What do you think? 무엇이라고 생각 하세요? 

What for? (For what?) 뭐 때문이지요? 

What is it? 무슨 일이지요? 

What makes you say that?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 

하세요? 

What time is it? 몇시지요? 

What? 뭐라구요? 

What’s it called?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What’s today's special? 오늘 특선 요리가 뭐지요? 

Whatever you say. 뭐라고 하시던지요 

What's happening? 어떻게 지내요? 

What's new? 그동안 새로운 거 있었어요? 

What's the big deal? 뭐가 그 난리에요? 

What's the point? 요점이 뭐지요? 

What's up? 어떠세요? 

What's wrong? 뭐가 문제야요? 

When? 언제? 

Where are we? 우리가 어디에 있지요? 

Where did you stay? 어디에 머물렀지요?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세요? 

Where is a drugstore? 약국이 어디에 있지요? 

Where to ? 어디로? 

Which one ? 어느 것이요? 

Who cares! 알게 뭐야 상관하지 않아 

Who is it? 누구시지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 

Who's there? 거기 누구죠? 

Who's calling?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시지요? 

Why didn't I think of that? 왜 그걸 생각 못했지? 

Why not? 왜 않되겠어/왜 않되는데 ? 

Why? 왜요? 

Win-win situation. 둘다 이기는 셈이지요 

With pleasure. 기쁨으로 해 드리지요 

Would you like some? 좀 해 볼래요? 

Wow! 와우  

Y  

Yeah. Yes 네,  

Yes and no. yes 나 no 라고 할 수 없네요 

You are a lucky duck. 당신은 행운아 입니다 

You are driving me crazy.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드네요 

You are getting better. 당신은 점점 좋아지네요 

You are soaked! 흠뻑 젖었군요 

You are teasing me. 나를 놀리시는 군요 

You're telling me. (당신이 말 안해도 ) 안 들어도 알고 

있어요 

You are too much. 당신 너무 하는 군요 

You bet. (내기를 해도 좋울 만치 좋을) 틀림 없어요 

물론이지요 

You bet? 내기 할래?  

You cannot fool me. 날 속이지는 못하지요 

You can say that again. 지당한 말씀이지요 

You first. 먼저 하세요 

You flatter me. 칭찬이 과하시네요 

You have a wrong number. 전화를 잘 못 거셨어요 

You got it. 이해를 하셨군요 

You have lost me. 저를 놓치셨어요. (제가 말을 

놓쳤네요) 

You look good. 좋아 보이네요 

You must be crazy. 당신은 미쳤군요 

You name it. 말씀만 하세요 

You said it. 말한게 맞아요 

You should get in shape. 몸을 좀 가꾸는게 좋겠는데요 

You stay out of it. 넌 이것에 끼어 들지 마 

You went too far this time. 이번엔 좀 과하셨군요 

You win. 당신이 이겼어요 

You're wasting your time. 당신은 당신의 시간만 낭비 

하고 있어요 

You're welcome. 천만에요 

위대한 사람은 

기도와 노력으로 창조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상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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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시작되는 에스파냐 사람의 식민 지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1607 년에 시작되는 영국 이주민이 차츰 세력범위를 넓혀 영국은 1733 년까지 

13 개의 식민지를 대서양 연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도 식민의 동기가 

북쪽과 남쪽에서는 크게 달랐습니다. 유럽의 7 년전쟁에서 프랑스를 이긴 영국이 

식민지의 통제를 강화하자 13 개 식민지가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결속, 궐기하고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미국을 수립한 것이 국가로서 미국의 

시초였습니다. 미국은 1774 년 7 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의 지원에 

힘입어 1783 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어서 1787 년에 〈미합중국 헌법〉이 발포되고, 1789 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도 아래 연방국가가 발족하였습니다. 미국은 독립 후에도 프랑스·에스파냐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여, 1848 년에는 31 개의 주로 거의 현재의 규모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원주민 인디언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서쪽으로의 발전은 이른바 프론티어 운동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신세계의 내부에서는 

식민지 건설 당시부터 싹터온 남북의 대립이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식민지 초기 

시대부터 종교나 경제 체제를 달리하고 있었는데, 그 후 

이 차이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노예제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미국은 

1861 년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내전은 1865 년에 북부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것은 북부의 생산력, 특히 

공업력이 남부의 농업에 대하여 거둔 승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산업혁명은 19 세기 

중엽까지로 끝나고, 남북 전쟁 후는 국내 자원의 개발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어 

미국의 산업자본주의는 약진을 이룩하였으며, 급속히 독점화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한 결과 각지에 공업도시가 발달하였으며, 현저한 빈부의 격차, 슬럼가나 

범죄의 발생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노동운동이 거세어졌습니다. 제 1 차 세계 대전 

때에는, 멕시코 전쟁으로 얻었던 땅을 뺏길 위험에 처하자 독일 등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승국이 되었습니다. 

제 1 차 세계 대전의 결과 세계 최고의 부를 쌓게 된 미국은 전쟁 후에도 번영을 

유지하였으나, 공업의 번영에 비하여 농촌은 불황으로 허덕였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전후 불황과 더불어 1928 년에는 대공황이 엄습하였습니다. 1932 년에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1882 ∼ 1945)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고금을 대량 사용하는 뉴딜 정책을 

채택하여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은 크게 확대되고, 미국의 자본주의는 차츰 변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제 2 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역시 전승국이 되었습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참전국 중에서 전화를 입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며,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는 피폐한 여러 나라의 부흥과 후진국 

원조 등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습니다. 이후 소련과의 냉전 체제에서 급부상한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1960~70 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대패를 기록한 뒤, 

1990 년대~2000 년대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2001 년에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세계 무역 

센터가 테러를 당했고 2008 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리. 이상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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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 City of New York 

별명: 잠들지 않는 도시, 세계의 수도,빅 애플,  

고섬시티자치구: 브루클린, 퀸스, 맨해튼,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설립: 1624년 

인구: 8,336,697명 (2012년) 

면적: 1214.4km²뉴욕(New York, 문화어: 뉴요크)은 미국 북동부, 뉴욕 주의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뉴욕 주와 구별하기 위해 뉴욕 시(New York City, City of New York, 

NY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인

구가 많은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은 상업, 금융, 미디어, 예술, 패

션, 연구,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의 문화 수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뉴욕은 국제 외

교에서 중요한 도시이며, 국제 연합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 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항구들 가운데 하나이며, 뉴욕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태튼아일랜드와 같은 다섯 개의 자치구로 나

뉘어 있습니다. 이 자치구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었다가 1898년 뉴욕에 합병되었습니다. 

뉴욕의 인구는 2011년을 기준으로 8,244,910명으로305 평방 마일(790㎢)에 걸쳐 분산

되어 있으며, 또한, 뉴욕은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뉴욕 대도시권

에는 6,720 평방 마일(17,400㎢)에 걸쳐 1,89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624년 네덜란드 공화국의 이주민들이 무역항으로 설립하였고, 1626년 네덜란드인들이 

뉴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1664년에는 영국인들이 강제 점령해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통치했고, 찰스 2세가 동생 요크 공에게 땅을 주면서 뉴욕이라고 불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뉴욕은 1789년부터 1791년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수도였으며, 1790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다가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 백만의 이민

자들이 배를 타고 뉴욕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의 상징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에는 5번로를 포함한 거리, 자유의 여신상을 포함한 랜드마크가 많이 있

으며,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합니다. 타임스 스퀘어는 '세계의 교차로'(The 

Crossroads of the World)라고 불리고 있으며, 타임스 스퀘어 부근에서는 브로드웨이 연

극이 상연되며, 뉴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 일컬어 집니다.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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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별명: Old Line State; Free State 

메릴랜드 주(State of Maryland, [ˈmæɹ.ɪ.lənd])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주이다. 남쪽과 서쪽에는 버지니아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워싱턴 D.C.가 있고 북쪽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쪽에는 델라웨어 주가 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메릴랜드 

주의 주도인 아나폴리스에 있다. 주 이름은 잉글랜드 왕 찰스 1 세의 왕비 메리에서 

유래되었다. 19 세기 초에는 노예주에 속했으며 결국 남북 전쟁 당시 적어도 연방 탈퇴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부 지지자와 남부 지지자가 반반씩 갈렸다.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는 미국의 수도 

와싱톤 DC 가 옆에 있는 주이다. 매사추세츠 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초가 형성되었다.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처녀 여왕"이라고 불린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 세를 

따라 붙여졌다. 

북쪽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 워싱턴 D.C.(포토맥 강을 끼고)와 접하며, 

동쪽으로 체서피크 만과 대서양, 남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 서쪽으로 

켄터키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접한다. 

역사: 영국의 엘리자베스 1 세 때, 처녀인 여왕의 이름을 따서 "버지니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기원이다. 1607 년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는 제임스타운에 버지니아의 첫 

정착을 시작하였다. 1624 년에는 영국 왕실의 식민지 (버지니아 식민지는 버지니아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켄터키 주, 미시간 주, 인디애나 주, 일리노이 주, 위스콘신 주, 

오하이오 주에 해당하였다.)가 되었다. 1776 년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주의 첫 헌법을 채택하였다. 1788 년에 미국의 10 번째 주가 된다. 그 당시 버지니아 

주는 지금의 버지니아 주 이외에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1792 년에는 켄터키 주가 분리되었고, 1863 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분리되었다. 

노예주의 하나였으며, 흑인 노예 내트 터너가 1831 년에 일으킨 반란이 유명하였다. 남북 

전쟁 때에는 남부 연합에 가입하였는데, 리치먼드가 남부연합의 수도였다. 1869 년에는 

노예제의 폐지와 흑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새 헌법을 세우고, 이듬해에 다시 

합중국으로 편입되었다. 1959 년에는 알링턴 카운티와 노포크의 공립 학교들에 백인과 

흑인의 공동 입학을 시작하였다. 1989 년에는 더글러스 와일더가 흑인으로 최초의 

주지사가 되었다. 버지니아 주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윌리엄 헨리 해리슨, 존 타일러, 재커리 테일러, 우드로 윌슨 등 8 명의 대통령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주 승격 당시 주도는 윌리엄즈버그였다. 1780 년 리치먼드로 주도를 

옮겼다. 

경제:버지니아 주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산업이다. 담배, 옥수수, 땅콩, 대두, 건초 등을 

생산하며, 특히 버지니아 담배는 유명하다. 소, 돼지, 닭, 칠면조 등도 사육한다. 또한 

미국 제 1 의 탄광 지대이다. 공업으로는 담배, 식품, 화학, 조선, 자동차 부품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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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워싱턴 D.C.(Washington, D.C., 문화어: 워싱톤)는 미국의 수도이다.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 특별구(特別區, District of Columbia)이다. 미국의 어느 50 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다. 좁지만, 국제적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세계 

도시이며 금융 센터로서도 높은 중요성을 가진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계획도시이다. 

워싱턴 D.C.는 포토맥 강 북쪽 유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버지니아 주와 다른 

쪽으로는 메릴랜드 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1790 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프랑스의 피에르 랑팡을 초청하여 새 수도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현재의 

도로는 잘 정비되어 시원한 거리는 피에르 랑팡의 설계를 골격으로 하여 이어받은 것이다. 

이 구역의 인구는 591,833 명인데, 주변 교외 지역에서 

드나드는 통근자를 고려하면 주중 인구는 백만이 

넘는다. 컬럼비아 구역을 포괄하는 워싱턴 대도시권의 

인구는 5 백 3 십만 명으로, 미국의 대도시권 가운데 9 

번 째로 큰 규모이다. 

미합중국 헌법 제 1 조에서 주와 다른 연방 구역을 

규정하여 이곳을 영속적인 국가 수도로 삼고 있다. 수많은 국가 기념물과 박물관과 

더불어 미국 연방 정부의 3 부의 중심 관청이 모두 이 곳에 있다. 워싱턴 D.C 에는 174 개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 아메리카 국가기구, 아메리카간 

개발 은행, 범아메리카 의료 기구의 본부가 있다. 무역 협회, 로비 단체, 직능 단체 등 

여러 기관의 본부도 이곳에 있다. 

워싱턴 D.C 는 원래 컬럼비아 영역의 개별 지자체였는데 1871 년 

의회법으로 도시와 이 영토를 컬럼비아 구역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였다. 이 도시의 법적 명칭이 ' 컬럼비아 구역 ' 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이전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도시의 이름은 미국 독립 

전쟁의 지도자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워싱턴 기념비 '(555 피트, 약 169.3m)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뉴욕와 달리 초고층 건물이 드물다. 백악관, 

펜타곤, 연방 의사당 등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이 있다. 정식 연방주가 아니므로 상원 

의석은 없으나, 하원 의석 1 석과 대통령선거인단 3 표를 확보하고 있다. 

도시 경관: 피에르 샤를 랑팡의 워싱턴 D.C 도시 계획. 앤드루 엘리컷이 개정한 것이다.

(1792 년) 워싱턴 D.C.는 계획 도시이다. 워싱턴 도시 계획은 미국 독립 전쟁 당시 

라파예트 장군의 군사 공학자로 식민지에 최초로 도착한 프랑스 태생의 건축가, 공학자, 

도시 계획가 피에르 샤를 랑팡이 주로 맡았다. 1791 년 워싱턴 대통령은 랑팡에게 새 

수도 배치 설계를 의뢰한다. 랑팡의 계획은 바로크식 도시 계획을 본보기로 삼아 

사각형과 원형을 중심으로 넓은 가로 뻗어나가 개방 공간과 탁트인 경관을 보이는 

방식이었다. 랑팡은 도시 계획에 세세한 일까지 고집스레 간섭하여 수도 건설을 감독하기 

위해 워싱턴이 임명한 세 위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1792 년 3 월 워싱턴 대통령은 

랑팡을 해임하였다. 그리하여 랑팡과 함께 도시 측량 작업을 함께 하던 앤드루 엘리컷이 

도시 계획을 완성하였다. 엘리컷은 가로 형태 

등 당초 계획에 수정을 가하기는 하였지만, 

랑팡은 워싱턴 시의 전체 설계를 맡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워싱턴 시는 오늘날 

북쪽 플로리다 가와 서쪽 록 크릭(Rock 

Creek), 동쪽 애너코스티아 강(Anacostia 

River)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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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구역은 넓이가 제각각인 4 개의 지구(quadrant)로 나뉘는데, 북서 지구

(Northwest), 북동 지구(Northeast), 남동 지구(Southeast), 남서 지구(Southwest)가 

바로 그것이다. 네 지구의 경계선은 미국 의회 의사당이 기준이다. 모든 도로 이름에는 

지구 이름의 약자가 붙어 그 도로가 속한 지구를 표시한다. 워싱턴 시에서는 대부분 모든 

거리가 격자 모양으로 뻗어있으며, 동서 방향 거리 이름에는 글자가 붙고, (가령 C Street 

SW) 남북 방향 거리 이름에는 숫자가 붙는다. (가령 4th Street NW)). 또 원형 교차점에서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도로 이름은 우선 미국의 주 이름을 따서 붙이는데, 미국의 50 개 

주 모든 이름으로 도로명이 있으며, 푸에르토 리코와 컬럼비아 구역의 이름을 지닌 

대로도 있다. 워싱턴의 어떤 가로는 특히 눈에 띄는데, 가령 펜실베이니아 거리

(Pennsylvania Avenue)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의사당을 이어주며, K 거리(K Street)는 

여러 로비 단체의 건물을 잇고 있다. 워싱턴에는 174 개국 외국 대사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59 개는 매사추세츠 거리(Massachusetts Avenue)에 있는데 이 거리는 

비공식적으로 대사관길(Embassy Row)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제와 사회: 시가지는 포토맥강에 면하여 대서양과 수운이 편리하나 주요 교통은 철도와 

비행기에 의한다. 이 도시는 전형적인 정치도시로서, 취업인구의 태반은 정부기관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3 차산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흑인이 증가하여, 시민의 과반수는 

흑인이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자치제와는 달리, 연방직할이기 때문에 시장(市長)이 

없었고, 시민은 종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권이 없었으나, 1962 년부터 

대통령 선거권을 얻게 되었으며(실제로 1964 년부터 행사), 또한 1967 년부터 정부가 

임명하는 시장을 갖게 되었다.제 2 차 세계대전 후 연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워싱턴도 확대되어, 20 세기 초에는 30 만 명 정도였던 

것이 1975 년에는 72 만이 되었다. 
 

건축: 백악관은 미국 건축학회가 선정한 미국인이 

좋아하는 건축에서 2 위로 뽑혔다. 워싱턴의 건축은 

대단히 다양하다. 2007 년 미국 건축학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가 선정한 "미국인이 좋아하는 

건축" 순위에서 상위 10 위 건물 가운데 여섯 곳이 컬럼비아 구역에 있다.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백악관 (The White House) 

· 워싱턴 기념탑 (The Washington 

Monument) 

·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The Jefferson 

Memorial) 

· 미국 의회 의사당 (The Capitol) 

· 링컨 기념관 (The Lincoln Memorial) 

·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이 여섯 건물과 워싱턴의 여러 유명한 건물들은 

신고전주의, 조지 왕 시대 풍(Georgian Archi-

tecture), 고딕, 현대 양식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제 2 제국 양식의 옛 행정부 청사나 미국 

의회 도서관과 같은 예외적인 건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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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주 

코네티컷 주(State of Connecticut, 문화어: 

콘넥티커트 주)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이다. 

남쪽으로 대서양의 롱아일랜드 해협, 서쪽으로 뉴욕 주, 

북쪽으로 매사추세츠 주, 동쪽으로 로드아일랜드 주와 

접하고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3 주 가운데 

하나이다. 주도는 하트퍼드로 인구는 브리지포트가 가장 

많다. 주의 노래인 양키 두들로 유명하다. 

역사: 코네티컷 주는 원래 원주민인 모히간 부족의 

거주지였다. 코네티컷 주에 처음 발을 딛었던 유럽인은 네덜란드 탐험가인 아드리안 

블록이라는 사람이다. 1614 년에 아드리안 블록이 탐험한 후에, 하트퍼드에서 코네티컷 

강 줄기를 따라 통하는 무역길이 네덜란드 모피상인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1633 년 

윈저에 첫 영국인들의 정착이 시작되었으며, 1636 년에는 윈저, 하트퍼드, 웨더스필드의 

도시들이 합쳐 코네티컷 식민지를 이루었다. 1638 년에는 뉴 헤이븐 식민지가 

건설되었고, 1665 년에 코네티컷에 합병되었다. 1776 년에는 식민지의 다른 12 개 주에 

가입하였으며, 1788 년에 미국의 5 번째 주로 승격되었다. 주 승격 당시 주도는 

하트퍼드와 뉴헤이번이었으나 1875 년 하트퍼드가 주도가 되었다. 

경제:코네티컷 주는 2007 년 기준, 1 인당 수입(The per capita income)이 

54,117 달러로, 미국내 50 개주 중 1 위를 기록했다. 코네티컷 도시 중 뉴카난은 

85,459 달러의 1 인당 수입을 기록했다. 그리고 다리엔, 그린위치, 웨스톤, 웨스트포트, 

윌톤시는 1 인당 수입이 65,000 달러가 넘는다. 코네티컷주의 주도인 하트퍼드는 

2000 년 기준 1 인당 수입이 13,428 달러로 가장 낮은 자치제이다. 

교육:코네티컷 주는 아이비 리그 대학 중 하나인 예일 대학교(1701)의 소재지로 유명하고 

이 밖에도 많은 명문 대학의 소재지로 유명한데,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 1823), 

웨슬리안 대학교(1832), 하트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Hartford, 1877), 코네티컷 

대학교(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1881), 포스트 대학교(Post University, 1890), 

코네티컷 대학(Connecticut College, 1911), 미국 해안 경비대 사관학교(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cademy, 1915), 브릿지포트 대학교(University of Bridgeport, 

1927), 퀴니피악 대학교 (Quinnipiac University, 1929), 페어필드 대학교(Fairfield 

University, 1942), 새크리드 하트 대학교(Sacred Heart University, 1964)등이 있다. 

매년 미국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에 따르면, 코네티컷 대학교(The Uni-

versity of Connecticut)는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방 공립학교 1 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학교이다. 이 밖에도 코네티컷 주는 많은 사립 고등학교와 기숙형 고등학교들이 

소재 해 있는 주로 유명하다. 

인물: 

조지 W. 부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코네티컷에서 태어났다. 3 대를 이 주에서 이어가고 

있는 부시가의 일원이다. 

마크 트웨인은 하트퍼드의 고향집에서 1871 년부터 

1891 년까지 20 년간을 살았다. 이 기간 동안에 《톰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핀의 모험》 등 그의 대표작들을 출간했다. 

1908 년에서 그가 죽을 때인 1910 년까지 레딩에서 살았다. 

기디언 웰스(Gideon Welles)는 글래스턴베리에서 태어났으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절에 

해군장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남북 전쟁 당시 항구 봉쇄를 명해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데 지대한 공을 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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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주 

델라웨어 주(State of Delaware)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이다. 

미국 독립 당시의 13 개 주 중 하나로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하여 "첫 

번째 주(First Stat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주 가운데 두 번째로 

면적이 작다. 북쪽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동쪽으로 델라웨어 강과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 메릴랜드 주와 접한다. 델라웨어 주의 일부 땅은 델라웨어 

강 건너 동쪽 편에도 있어 뉴저지 주와도 접하고 있다. 

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주 인구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아계의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역사:1609 년 영국의 탐험가 헨리 허드슨이 네덜란드의 명령에 의하여, 현재의 델라웨어 

만을 방문하였다. 1638 년에는 스웨덴의 식민자들이 뉴스웨덴을 설립하여 지금의 윌밍턴 

지역에 첫 정착지를 설립하였다. 1655 년 네덜란드인들이 빼앗았다가, 1664 년에는 

영국인들이 차지하였다. 1776 년에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다른 

12 개의 주들에게 가입하였다. 1787 년 미국의 첫주가 된다. (델라웨어 주의 별명이 "First 

State"라고 불리는 게 이 때문이다) 남북 전쟁때는 메릴랜드, 켄터키, 미주리 주들과 

더불어 남부/북부 지지자들로 갈라져 있었으나, 연방군에 가입하였다. 1963 년에는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잇는 존 F. 케네디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회사법: 경영자에게 유리한 입법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는 것이 델라웨어 주 회사법이다. 

이 주는 조그마한 주로서 실제로 영업활동의 본거지를 그곳에 두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 그러나 현재 유수한 대기업의 압도적 다수가 델라웨어주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경우에는 델라웨어주법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매사추세츠 주(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문화어: 마싸츄세쯔 주)는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주이다. 주도는 보스턴이다. 

동쪽으로 대서양과 접하고 북쪽으로 버몬트 주와 뉴햄프셔 주, 

남쪽으로 로드아일랜드 주와 코네티컷 주, 서쪽으로 뉴욕 주와 접한다. 

어원은 나바호어인 "메싸츄세추"에서 나왔다고 한다. 

역사:1620 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영국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함으로써 최초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미국 독립 혁명은 최초로 이 

주에서 일어났다. 19 세기 전반에는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남북 전쟁 

이후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이 급증하여 민족 구성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고 종교적으로도 

기존의 개신교 외에 로마 가톨릭교도가 부쩍 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케네디 

가문이다. 1823 년에는 이 주에서 메인 주가 분리 독립하였다. 

문화: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하여, 그들의 정신 문화가 깊이 박혀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일랜드 문화가 강한 주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롱펠로 같은 유명한 시인들의 고향이기도 한다. 스포츠 팀들로는 NFL 미식축구 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메이저 리그 야구 팀 보스턴 레드 삭스, NBA 농구 팀 보스턴 

셀틱스 가 있다. 

교육: 매사추세츠 주는 유서 깊은 교육의 고장이다. 1636 년 

설립된 보스턴 라틴 학교는 미국 최초의 고등 교육 기관이며 

현재 세계 일류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를 배출했으며 세계 최대의 학술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밖에도 최첨단 과학의 산실로 알려져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등 50 여개의 명문 대학들이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하고 있다. 



20 

          필라델피아 City of Philadelphia 

지역: 펜실베이니아 주설립: 1682년 10월 27일 /  

인구: 1,526,006명 (2010년) 

필라델피아(Philadelphia)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미국 북동부에서 두 번

째로 큰 도시이자 미국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도시는 델라웨어 강과 스퀼

킬 강에 따라 미국 북동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군이 

통합된 곳입니다. 2012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인구는 1,547,607명으로 늘었습니

다. 필라델피아는 델라웨어 밸리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군의 대도시권은 600만 

명 이상의 인구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대도시권을 이루고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유

명한 별명으로는 필리(Philly)와 우애의 도시(The City of Brotherly Love)가 있는데, 우애

의 도시는 그리스어(필라) 로 도시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1682년에 영국 출신 퀘이커 신자

인 윌리엄 펜이 창설하였는데, 그 후 미국 독립의 중심이 되었으며, 자유의 종을 비롯하여 

독립에 관련이 있는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1787년에는 헌법이 기초되고, 1790년부터 10년 

동안은 연방의 수도였습니다. 주민으로 필라델피아는 최초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건너 

온 퀘이커 교도들의 정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로드아일랜드 주(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이다. 또한 가장 긴 공식 이름으로도 유명하다. 풀어쓰자면 "로드 

섬과 프로비던스(신의 섭리) 식민지"이라는 뜻이다. 주의 이름이 된 로드 섬은 내러갠섯 

만의 섬이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일부이며 초기 13 개 식민지의 하나로 독립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주의 이름이 로드(Rhode)가 된 것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모두 확실하지는 

않다. 섬(Island)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주 내의 대부분은 대륙에 있다. (주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주는 

하와이 주이다.) 대양 주(Ocean State)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로드아일랜드는 

남서쪽에 바다에 의해 뉴욕 주뿐만 아니라, 서쪽에 코네티컷 주, 북쪽과 동쪽에 

매사추세츠 주와 경계를 이룬다. 

이름 기원: 1524 년 이탈리아 항해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현재의 로드 아일랜드 

일부분을 방문한 첫 번째 유럽인이었다. 그는 현재 블록 섬에 와서 프랑스의 대비, Louis 

of Savoy 의 이름을 따서 "Luisa"라고 그곳의 이름을 지었었다. 또한 네덜란드어에서 

"붉은 섬"이란 의미에서 나왔다. 

역사: 1636 년에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를 설립하였고, 1647 년 프로비던스와 

포츠머스, 뉴포트, 워릭이 합쳐 로드아일랜드를 성립하였다. 1774 년에 노예제도를 

반대한 첫 번째 주가 되었고, 1776 년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였다. 1790 년 미국의 

13 번째 주가 되었다. 1843 년에 새로운 주의 헌법을 세웠고, 19 세기 후반에는 

뉴포트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여름 휴가지로 되었다. 주 승격 당시 주도는 프로비던스, 

뉴포트, 이스트 그리니치, 브리스틀, 사우스킹스타운의 5 개였다. 1854 년 주도가 2 곳이 

되었다가 1900 년 프로비던스가 주도로 남게 

되었다. 

행정구역: 다섯개의 카운티로 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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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표어: In lumine Tuo videbimus lumen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설립: 1754 년 / 종류: 사립 / 총장: 리 C. 볼린저 (Lee C. Bollinger) 

위치: 뉴욕 주 뉴욕 시/ 학생 수: 학부: 8,365, / 대학원: 

18,568 / 교직원 수: 교수: 3,763 /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는 미국 뉴욕 주 뉴욕 시 맨해튼에 있는 사립 

대학이며 아이비리그에 속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는 뉴욕 시 맨해튼 모닝사이드 하이츠에 있다. 

1754 년 영국왕 조지 2 세의 칙허장(royal charter)에 

의해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로 설립되었으며 그런 

허가를 받은 세 곳의 미국 대학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며 뉴욕 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다. 미국 독립 전 9 개의 

식민지 대학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미국 독립 후 미국의 옛 이름인 컬럼비아를 따서 

1784 년 컬럼비아 칼리지(Columbia College), 1896 년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로 이름을 바꾸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인종 구성이 다양하며, 세계의 중심 

도시인 뉴욕의 맨해튼에 있어 광범위한 국제 정치·경제 정보를 가깝게 접할 수 있다. 

국제 정치의 핵심인 유엔본부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가 인근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과 미술, 음악, 문화센터 등이 대학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현재 8,400 여명의 학부학생들과 18,600 여명의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학부 단과대학은 컬럼비아 칼리지(Columbia 

Collge), 공학·응용과학부(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 일반대학

(The School of General Studies)이 있으며 법학대학원(Columbia Law School), 

경영대학원(Columbia Business School), 의학대학원(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교육대학원(Teachers College), 치의학대학원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Dental Medicine) 등을 포함한 15 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매년 퓰리처상이 주어지며 미국 대학 협회의 14 개 

설립 회원 중의 하나이다. 미국 최초로 의학 박사(M.D.) 학위를 수여한 대학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졸업생과 교수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하버드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은 101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동문에는 5 명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 3 명의 미국 대통령, 

9 명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 29 명의 해외 국가원수, 43 명의 노벨상 수상자 123 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및 28 명의 아카데미상 수상자, 20 명의 억만장자가 포함된다. 

역사: 캠퍼스 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Le Penseur)> 1754 년 영국왕 조지 2 세에 

의해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로 설립과 허가되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와 

다트머스 대학도 영국왕에 의해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뉴욕 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다.  

캠퍼스: 스콜라스 라이언(Scholar's Lion), 개교 250 주년 기념, 조각가 그렉 와이엇

(Greg Waytt)이 기증.  컬럼비아 대학교는 맨해튼 중에서 어퍼 맨해튼(Upper Man-

hattan)이라고 하는 북서부지역에 위치한 학교이다.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도로를 따라 

113 가에서 125 가까지 이어지는 고전적인 모닝사이드 하이츠(Morningside Heights) 

캠퍼스에는 학부, 법학대학원, 

국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대학원 등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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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표어: Mens et Manus 마음과 손 

설립: 1861 년 / 개교: 1865 년 / 종류: 사립대학교 

설립자: W. B. 로저스 / 총장: L. Rafael Reif  

위치: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학생 수: 학부: 4,172 / 

대학원: 6,048 / 상징: 비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케임브리지에 있는 

연구 중심 공과대학을 모체로 한 사립대학교이다. 보통 

약자로 MIT 를 많이 사용한다. 

지질학자인 W. B. 로저스가 과학의 진흥과 개발을 목적으로 1861 년에 설립하였으며 

1865 년에 세계 최초의 공과대학으로서 개교하였다. 설립이래 공학, 이학, 건축학, 

인문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공적을 쌓았으며 유능한 과학자들을 배출해낸 공과대학교이다.  

학부 입학 현황과 각종 평가: 2018 년 졸업예정으로 2014 년 가을에 입학하는 학부 

신입생의 경우 18,357 명의 지원자 중 7.7%인 1,419 명이 합격했다 2013 년 《U.S. 

뉴스 & 월드 리포트》 미국 종합대학 학부 순위에서 전미 7 위를 기록하였다. 공학부는 

1 위, 슬론 경영학부는 2 위, 공학대학원은 1 위, 슬론 경영대학원은 5 위에 등재되었다. 

슬론 경영대학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2014 년 세계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세계 

8 위를 기록했다. 건축대학원은 《디자인인텔리전스》의 2014 년 미국 건축대학원 

순위에서 4 위를 차지했다.  

동문:벤 버냉키 (경제학 Ph.D. 1979)외에 MIT 는 UN 사무총장부터 IT 업계 영웅들까지 

수많은 스타 동문 군단을 자랑한다. 우선 지도자 중에는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슬론 경영대학원과 경영학부를 각각 졸업하였으며,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회의 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MIT 

경제학과 출신이다.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경제계의 절대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과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도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슬론 경영대는 전 제너럴 모터스 

회장 알프레드 슬론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는데 그는 MIT 전기공학부 출신이다. IT 업계 

영웅 중에도 MIT 동문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데이비드 패커드와 함께 휴렛 팩커드를 

공동 창업한 윌리엄 휼렛은 MIT 에서 전기컴퓨터공학 석사를 마쳤다.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공동 창업자 세실 하워드 그린도 MIT 에서 

전기컴퓨터공학 학·석사를 마쳤다. 세계 최고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퀄컴의 

회장 어윈 제이콥스는 MIT 에서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를 마친 후 MIT 에서 

전기컴퓨터공학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학계에는 노벨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을 비롯하여 ‘100 달러 노트북 PC’로 유명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 랩 소장이 있다. KAIST 외국인 총장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B. 로플린도 MIT 에서 물리학 

석·박사를 마쳤다. CEO 중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 의 회장 모리스 창이 

있으며 MIT 에서 기계공학 학·석사를 마쳤다. 

MIT 교수나 졸업생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83 명에 달하며, 동문 

중에는 로즈 장학생이 40 명, 맥아더 펠로우가 

19 명, 퓰리처상 수상자가 4 명, 억만장자가 

11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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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표어: Leges sine moribus vanae 도덕성이 배제된 법은 쓸모 없다 

설립: 1740년 / 종류: 사립 / 총장: 에이미 거트맨 (Amy Gutmann) 

위치: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 학부: 10,301 / 대학

원: 11,028 / 교수:4,246 

상징:퀘이커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

sylvania)는 흔히 유펜(UPenn)으로도 불리며 미국 펜실베

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구 중심 종합 사립 대학이

다. 1740년 설립됐으며 1755년에 인가받은 이 아이비 리

그 대학교는 미국 대학 협회의 설립 대학 중 하나이며 미

국 최초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제공하기 시작했던 

대학이다. 조지프 와튼이 설립한 이 대학의 와튼 경영대학

(Wharton School of Business)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되

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대학원 중 한곳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필라델피아의 중

심에 위치해 있는데 캠퍼스와 시가지와의 경계선이 없어서 도시 자체가 대학같은 분위기

를 풍긴다.  학생 및 교수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다. 

어퍼 쿼드 게이트 (Upper Quad Gate):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1740년 필라델피아 시민들

에 의하여 설립이 추진된 자선학교에서 비롯되었으며, 10년후 벤자민 프랭클린과 24명으

로 구성된 이사회가 자금 부족으로 건축이 중단되어 있던 학교 건물을 인수하여 1751년 

새로운 학교로 세웠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발명가답게 실용성을 중시한 사람이었다. 대부분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처음에는 성직자들의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지성인 교육

을 위한 교양과목 위주 칼리지로 시작된 데 반해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좀 더 실제적이고 

응용성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사회 환원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학풍은 

지금까지 이어져 학교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1755년 필라델피아 대학 및 아카데미로 인가되었으며 1775년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일시 

폐교하기도 했다. 1779년 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미국 최초의 종합대학교인 펜실

베이니아 주립대학교로 다시 문을 열었는데, 1791년 여기서 분리하여 사립대학으로 독립

한 것이 현재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이른다.  

주요 동문: 노엄 촘스키 (B.A. 1949, M.A. 1951, Ph.D. 1955 정계에는 윌리엄 헨리 해리슨 

제9대 미국 대통령, 은남디 아지키웨 초대 나이지리아 대통령, 콰메 은크루마 초대 가나 

대통령, 알라산 우아타라 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세사르 비라타 전 필리핀 총리, 토마스 

헨드리크 일베스 에스토니아 대통령, 전 주중 미국대사 존 헌츠먼, 전 니카라과 대통령 윌

리엄 워커, 주한 미국대사 성 김 등이 유펜 출신이다. 재계에는 부동산 거물 도널드 트럼프, 

전 애플 CEO 존 스컬리, 미합중국 제2 은행 제2대 은행장 니콜라스 비들, 제너럴 다이내믹

스 CEO 겸 회장 피비 노바코비치, 오라클 사장 사프라 카츠, 전 CBS 코퍼레이션 사장 윌리

엄 페일리, 컴캐스트 공동설립자 랄프 로버츠, 징가 CEO 마크 핀커스, 전 테스코 CEO 테리 

리히, 링크트인 CEO 제프 와이너, 월드비전 회장 리처드 스턴스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와튼 경영학부를 다녔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명인 토머스 미

플린,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노엄 촘스키, 법학자 로런스 레시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조

지 E. 스미스, 노벨 화학상 수상자 네기시 에이이치와 아메드 즈웨일, 철학자 힐러리 퍼트

넘, 시인 에즈라 파운드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 패션 디자

이너 토리 버치, 건축가 루이스 칸, 배우 엘리자베스 뱅크스, 베키 뉴턴, 브루스 던, 캔디스 

버건, 에런 유, 로버트 갠트도 유펜을 졸업했다. 

한인 동문으로는 독립운동가 서재필, 국회의원 안철수, 한국벤처투자 CEO 정유신, 천문학

자 조경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등이 있다. 



24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표어:  Veritas / 설립 1636 년 / 종류:사립대학교 

총장: 드류 길핀 파우스트 (Drew Gilpin Faust) 

위치: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학생수학부: 6,700 / 대학원: 14,000 / 교수: 4,671 

상징:크림슨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사립대학교이다. 하버드 

대학교는 오랜 역사와 큰 영향력, 그리고 많은 재산으로 세계의 일류 대학 중 하나가 

되었다. 하버드 대학교는 1636 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 일반의회가 설립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며, 처음에는 ' 새로운 대학 '(New College) 또는 ' 새 도시 대학 '(The 

college at New Towne)으로 불렸으나, 1639 년 3 월 13 일에 ' 하버드 칼리지 '(Harvard 

College)라는 이름을 지었다. 젊은 청교도 성직자 존 하버드의 성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는 유언을 남겨서 4 백여권의 책과 재산의 절반인 현금 779 파운드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훗날에 여러 학과와 전문대학원들이 통합되면서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다. 

지금도 학부는 하버드 칼리지라고 부른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40 년간 하버드 

총장으로 일하면서 하버드 대학교를 근대 연구 대학으로 변모시켰다. 엘리엇의 개혁은 

선택 과목, 소규모 강의 등에 관한 변화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버드 모델은 미국 교육에 

영향을 끼쳤다. 하버드 대학교는 현재까지 졸업생과 교수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2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를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총 8 명의 미국 대통령, 69 명의 노벨상 

수상자, 36 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21 명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과 

7 명의 세계은행 총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62 명의 억만장자와 미국에서 가장 많은 

335 명의 로즈 장학생이 하버드를 졸업했다. 세계 각국에 포진한 하버드 유학파들로 인해 

하버드 출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부는 4 년제 

과정이다. 학부학생들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그리고 특화된 학문 분야를 

공부한다. 전문대학원 과정에 로스쿨, 메디컬 스쿨, 비즈니스 스쿨과 케네디 스쿨 등을 

두고 있다. 

미국 최초의 대학교: 아이비리그 대학 중의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책와 현금을 기증한 영국 청교도 목사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딴 미국 교육 역사에서 처음의 대학교이다. 

설립:하버드 대학교는 1636 년 메사추세츠 식민지 관할 의원회(Great and General 

Court of Massachusetts Bay Colony)의 투표를 거쳐 대학교 설립을 구체화시키게 

되었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 시작된 하버드 대학교는 처음에는 학생 아홉 명과 강사 한 

명을 두고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고 한다.[7] 찰스턴 출신의 존 하버드 목사가 

이곳에 정착한지 얼마되지 않은 1638 년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장서와 재산을 뉴 

잉글랜드에 새로 세워진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 기증함으로써, 하버드 대학교는 존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1639 년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로 

명명되게 되었다. 1650 년에 하버드 칼리지의 헌장(charter)이 수립되었다. 초기 하버드 

대학교는 많은 청교도 목사를 양성했다. 

종합대학교: 1782 년에 메디컬 스쿨(Harvard Medical School), 1816 년에 신학대학원

(Harvard Divinity School), 1817 년에 로스쿨(Harvard Law School), 1867 년에 

치의학대학원(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1908 년에 비즈니스 스쿨

(Harvard Business School), 1920 년에 교육대학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22 년에 공공보건대학원(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그리고 

1936 년에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을 설립하면서 차츰 현대적인 

종합대학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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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편집] 

하버드의 학부는 《U.S. 뉴스 & 월드 리포트》 미국 종합대학 학부 순위에서 언제나 

3 위권 안에 들었으며 최근 순위에서는 2 위를 차지했다.[17] 전문대학원의 경우 비즈니스 

스쿨이 스탠포드, 와튼과 공동 1 위[18], 로스쿨이 2 위[19], 메디컬 스쿨이 연구 부분에서 

1 위, 내과 부분에서 2 위, 소아과 부분에서 2 위[20], 교육대학원이 3 위[21], 건축대학원이 

1 위[22]를 기록했다. 또한 경영대학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2014 년 세계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했다.[23] 일반대학원은 모든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있다.[24] 

하버드는 2014 년 중국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1 위[25], 2014 년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랭킹에서 2 위[26],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학계 평판도 순위에서 1 위[27], 

2013 년 영국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2 위[28], 2013 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대학랭킹센터(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1 위[29], 2013 년 《뉴욕 타임즈》 세계 대학 고용 선호도 순위에서 2 위[30]를 차지하였다. 

저명한 동문: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는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 존 퀸시 애덤스, 러더퍼드 

헤이스,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독립선언서에 최초로 사인한 사람 존 핸콕, 전 부통령 앨 고어, 전 캐나다 총리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과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독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 전 멕시코 

대통령 미겔 데 라 마드리드,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비센테 폭스, 펠리페 

칼데론, 전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콜롬비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중화민국 총통 마잉주,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 파키스탄 총리 베나지르 부토, 그리스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 전 노르웨이 총리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로빈슨,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밋 롬니, 전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법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전 국무장관 딘 애치슨과 헨리 키신저, 주일 대사 캐럴라인 케네디, 전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 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 세계은행 총재 김용, 

자선 사업가 아가 칸 4 세,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크래프트 그룹 설립자 로버트 크래프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 

토머스 사전트,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 생리학/지리학/역사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이론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노벨 물리학자 셸던 리 글래쇼, 노벨 화학자 마틴 챌피, 

로저 첸, 철학자이자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사상가이자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 작가 T. 

S. 엘리엇, 과학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 첼리스트 요요 마,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 배우 맷 데이먼, 나탈리 포트만, 토미 리 존스, 텔레비젼 진행자 

코넌 오브라이언, 농구선수 제러미 린 등이 있다. 

한인 동문으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독립운동가 최기일, 한표욱, UN 사무총장 반기문,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주미대사 함병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전 동력자원부 

장관 서상철, 전 건설부 장관 서영택, 전 국회의원 박진, 권영세, 국회의원 김광림, 홍문종, 

존 하버드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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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사관학교(USNA, United States Naval Academy) 

미국 해군 사관학교는 미합중국 해군 장교 

양성 기관으로,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

(Annapolis)에 위치하고 있으며 4년제 연방 

교육기관. 5개의 연방교육기관(육군,해군,공

군,해양,해안경비)중 두 번째로 오래됐으며 

미합중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병대 장교양성

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포브스에서 2013년

에 발표한 America's Top Colleges에서 

28위에 랭크(웨스트포인트는 7위)로 입학자격은 16∼20세의 미혼인 미국시민으로 대통

령,부통령,상원,하원 의원의 추천자 그리고 명예 훈장 수여자의 자녀 중에서 체력 테스트

와 신체 검사 후에 선발한다. 신입생들의 평균 SAT 성적은 

1300정도. 4년 동안 학문과 군사교육을 이수하며 졸업하

면 학사 학위 수여와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非항공,

해병장교는 5년, 회전익기를 조종하는 장교는 8~11년, 고

정익기를 조종하는 장교는 6~8년 의무복무하게 된다 

역사 

1845년 10월 10일에 창설되었다. 창설의 주체는 해군청장

이었던 조지 밴크로프트. 미 육군 기지 포트서번 자리를 인

수하여 해군사관학교로 개조하였다. 첫 입학생은 50명이었고 교수는 7명이었다. 

 

남북전쟁이 터지자 북부의 연방 정부는 해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1861년에 로드아일랜드로 이전하였다. 북군 해군의 장교 24%가 사임하고 남군 해군으로 

옮기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1865년 전쟁이 끝나자 해사는 다시 애너폴리스로 

이전하였다. 

남북전쟁 이후에 육군의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들어온 것에 비해 미국 해사는 상

당히 백인 중심이었다. 해군의 엘리트적 기질은 전 세

계적으로 비슷하긴 하다. 일본군도 일본육군사관학교

에는 소수나마 조선인이 들어갔지만 일본해군병학교에

는 거의 없었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다. 미국 해

사는 1949년에서야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론 6번째 입학생이자 첫 번째 졸업생인 웨슬리 

앤서니 브라운(Wesley Anthony Brown, 1927-2012)을 배출했다. 웨슬리 브라운. 1969

년 소령(Lieutenant Commander)으로 전역했다. 같은 해사 출신으로 3년 선배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크로스컨트리를 하기도 했다. 그의 활동은 미국의 인종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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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표어: In Deo Speramus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한다 

설립: 1764년 / 종류 사립 

총장 크리스티나 팩슨 (Christina Hull Paxson) 

위치: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학생 수: 학부: 5,874  /  대학원: 2,146 

교직원 수 교수: 689 

상징: 곰 

웹 사이트: http://www.brown.edu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는 미국 로드아

일랜드 주에 있는 사립 대학이다. 1764년에 설립

된 이 대학은 아이비 리그의 일원이다. 미 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세번째로, 미국에서 일곱 번째

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며, 오랜 역사와 함께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 학교의 

학풍이다. 캠퍼스는 프로비던스 시가 내려다보이는 칼리지힐 143에이커의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전공분야 이외에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혼성전공을 만들 수 있고, 교수

들 지도하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공부할 수 있다. 브라운대 특징중 하나는 학

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교수들 지도를 받으면서 독자적인 연구(independent study/research)나 실

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대 교수의 비율이 8:1 이어서 신입생들도 노벨상 

수상자나 명망 있는 철학자, 시인, 소설가 등의 교수들과도 쉽게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 

브라운 대학교는 학부(The College)와 일반 대학원(Graduate School), 의학대학원

(Alpert Medical School)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학, 영문학, 비교문학, 정치학, 종교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응용수학,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현대

문화와 미디어학 등이 가장 인기있는 전공과목이며, 모든 전공분야가 전국 최 상위권에 

포함된다. 졸업생의 60%가 5년 이내에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졸업생

들의 의학대학원(medical school)과 명문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 법학대학원

(law school) 합격률이 매년 미 전국 상위 5위권에 들 정도로 의대와 대학원/전문대학원 

진학율이 높다. 

교수 수는 689명에 불과하며 10년 전에는 580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우 작은 대학에 속하지만, 교수생

활을 했던 사람들 중 5명이 재직 전에, 중에 또는 그 

후에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학부출신 2명이 

졸업후 노벨상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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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esley College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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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표어 Dei sub numine viget (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할지

라) 

설립 1746년 / 종류 사립대학교 

총장 크리스토퍼 L. 아이스그루버(Christopher L. Eisgruber) 

위치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 

학생 수 학부: 5,336명 대학원: 2,674명 / 교직원 수 교수: 

1,172명 

상징 호랑이 / 웹 사이트 http://www.princeton.edu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는 1746년에 설립된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 

있는 아이비 리그 소속의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예일 대학교 다음으로 미국에서 4번째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전통적으로 학부 교육과 학문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들과

는 달리 메디컬 스쿨, 로스쿨이나 경영대학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대학원은 

자연과학,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을 제공한다. 우드로 윌슨 공공국제정책대학원(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이 유일한 전문대학원으로 석사와 박사과

정을 제공한다. 도서관에는 60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전 분야에 걸쳐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학, 철학, 물리학 등이 

특히 유명하며 역사, 영어, 경제학 등도 잘 알려진 분야에 속한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지

금까지 배출한 졸업생과 교수를 모두 포함해서 총 3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

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7명의 필즈상 수상자들이 수상 시기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 

학생 수가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학생:교수의 비율이 5:1 정

도이다. 뉴욕 시와 필라델피아의 중간에 있는 뉴저지의 전원 도시 프린스턴 지역에 위치

하고 있다 

역사: 1746년 장로교도들이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인 뉴저지 대학을 장래 목사를 양성하

기 위해서 설립하였으며 뉴저지 대학(The College of New Jersey)이라고 하는 헌장

(charter)이 1746년 10월 22일 수립되었다. 신입생 10명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시내

에 있는 장로교회의 목사였던 조나단 디킨슨(Jonathan Dickinson) 목사의 응접실에서 

모여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설립 다음해에 뉴저지 주 뉴어크로 옮겼다. 1756년 대학을 

지금의 캠퍼스가 있는 프린스턴 시로 이주하였다 

함과 아울러 당시 영국왕실에서 파견된 뉴저지주 주지사였던 조나단 밸쳐(Jonathan 

Belcher)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영국식민지 당시 미대륙에서는 단일 건물로 큰 규모

인 1754년 지어진 냇소 홀(Nassau Hall) 이라고 명명한 교사를 이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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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대학교 Yale University  

표어: (히브리어) ותמים אורים / (라틴어) Lux et veritas /  (한국어) 빛과 진리  

설립: 1701년  / 종류 사립 / 총장: 피터 살로비 (Peter Salovey)  

위치: 코네티컷 주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학생 수: 학부: 5,414 / 대학원: 6,809  / 교직원 수 교수: 3,619  

상징: 불독  웹 사이트: http://www.yale.edu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는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에 있는 아이비리그 사립 대학

이다. 1701년 목사들이 세이브룩에 세운 칼리지어트 스쿨(Collegiate School)에서 비롯

된 대학이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버드, 윌리엄 앤 메리,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다. 미국의 여러 초창기 대학이 그렇듯이 이 학

교도 당초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10여명의 목사가 설립했다가 차츰 종합대학으로 발전했

다. 1718년 지금의 위치로 옮기고 대학에 많은 기증을 한 엘리후 예일(Elihu Yale)을 기념

하여 학교명을 예일 칼리지(Yale College)로 바꾸었다. 1861년 일반대학원에서 미국 최초

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한 대학이기도 하다. 

뛰어난 분야로는 영문학, 철학, 역사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심리학, 생물학 등이 꼽힌다. 

전문대학원도 로스쿨, 건축대학원, 미술대학원과 연극대학원을 대표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 최상위권에 속한다. 역대 졸업생과 교수 포함 총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현재까지 총 5명의 미국 대통령, 수많은 해외 국가원수, 19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 20명

의 노벨상 수상자, 30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16명의 억만장자들이 예일을 졸업했다. 

1250만권 이상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은 그 규모에서 대학도서관 중 세계 2위다. 또 피바

디 자연사박물관, 영국미술센터, 대학미술관 등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시설들이다. 

예일 대학교는 초창기부터 거리가 가까운 하버드 대학교와 학문은 물론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발전을 해왔다. 더 게임(The Game) 이라 불리는 하버

드-예일 연례 미식축구 경기는 1875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해 추수감사절 전 주말 열린

다. 

167억 달러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일 대학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대학이

며 학자금 보조면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한 학교 중 하나이다. 예일은 학비를 지불할 수 있

는 경제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Need-blind admission)하는 6개 

대학중 하나이며 모든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할 만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예일대학의 교지는 1,174㎢이며 재학생 중 85%가 캠퍼스 안에서 생활한다. 

역사: 엘리후 예일이다. 예일 대학교의 근원은 16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당시 목사들이 신세계인 뉴 헤이븐에 유럽식 인문교육의 전통을 세워보고자 

노력하였는데 1701년 대학의 헌장(charter)이 수립되면서 그 꿈이 실현되었으며 

칼리지어트 스쿨(Collegiate School)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http://www.yale.edu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B%84%A4%ED%8B%B0%EC%BB%B7_%EC%A3%BC
https://ko.wikipedia.org/wiki/%EB%89%B4%ED%97%A4%EC%9D%B4%EB%B8%90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D%B4%EB%B9%84%EB%A6%AC%EA%B7%B8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A6%BD_%EB%8C%80%ED%95%99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B%B2%84%EB%93%9C
https://ko.wikipedia.org/wiki/%EC%9C%8C%EB%A6%AC%EC%97%84_%EC%95%A4_%EB%A9%94%EB%A6%AC_%EB%8C%80%ED%95%99%EA%B5%90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84%B8%EC%9D%B8%ED%8A%B8_%EC%A1%B4%EC%8A%A4_%EC%B9%BC%EB%A6%AC%EC%A7%80&action=edit&redlink=1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82%AC%ED%95%99%EC%9C%84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C%9D%BC_%EB%B2%95%ED%95%99%EB%8C%80%ED%95%99%EC%9B%90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B2%A8%EC%83%81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C%9B%90%EC%88%98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97%B0%EB%B0%A9%EB%8C%80%EB%B2%95%EC%9B%90
https://ko.wikipedia.org/wiki/%ED%93%B0%EB%A6%AC%EC%B2%98%EC%83%81
https://ko.wikipedia.org/wiki/%EC%96%B5%EB%A7%8C%EC%9E%A5%EC%9E%90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B%B2%84%EB%93%9C_%EB%8C%80%ED%95%99%EA%B5%90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8B%9D%EC%B6%95%EA%B5%AC
https://ko.wikipedia.org/wiki/%EC%B6%94%EC%88%98%EA%B0%90%EC%82%AC%EC%A0%88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Yale_University_Shield_1.svg?use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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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사관학교 

미국 육군사관학교(美國 陸軍士官學校, 영어: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USMA) 또는 별칭인 웨스트 포

인트(West Point)는 미국 육군의 장교 양성 기관으로 뉴욕 

주 웨스트포인트 시에 위치해 있다. 웨스트 포인트는 

1802년 당시 신생 미국의 군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사관학

교로 설립되었다. 

사관생도들은 4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학문과 군사 교

육 및 육체적으로도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교육을 받게 된다. 생도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

사 학위를 받게 되며 육군 소위로 임관돼 5년간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육군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를 거듭해 온 웨스트포인트는 1976년부터 여성의 사관학

교 입학을 허용하였다. 현재는 전체 사관생도의 15%가 여성이라고 한다.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게 되면 미국 육군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해주며, 재학 기간 중 한달에 80만

원 이상의 "월급"까지 준다고 한다. 

연혁: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뉴욕 주 남동쪽에 있

는 도시의 이름이며, 이곳에 미국의 육군사관학

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육

군사관학교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프랑스의 사관학교를 모델로 한 웨스트포인트

는 1802년 7월 4일에 5명의 교관과 10명의 생도

로 창립되었다. 17세~22세의 독신 미국 시민 중

에서 선발된 사관생도에게 4년간의 소정 교육을 실시한 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

관시키고 이학사(Bachelor of Science)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생 가운데에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조지 S. 패튼 장군,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과 같은 저명한 정치가나 고위 장성

이 많다. 

학교순위:   

미국 육군사관학교

는 2009년 포브스

지 선정 '최고의 미

국 대학교 순위'에

서 프린스턴, 칼텍, 

하버드, 스와스모

어, 윌리엄스를 제

치고 1위를 차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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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리그 

아이비 리그(영어: Ivy League)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 개 사립 

대학의 스포츠 팀으로 이루어진 운동 경기 연맹이다. 이 연맹의 이름은 

이들 사립 대학교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 8 개 

학교에는 브라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가 포함된다. "아이비 리그"라는 용어는 학문적 우수성, 까다로운 

입학 조건, 사회 엘리트주의로 함축된다. 아이비 리그는 "아주 오래된 8 개 대학"("Ancient 

Eight")이라는 또 다른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1954 년 NCAA 디비전 1 운동 

경기 연맹의 설립 이후에 공식화되었다. 이 용어는 더 이상 운동 경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현재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학교들에 속하는 교육 철학을 대표한다.  

구성원:.학교-위치-닉네임-학부학생수-대학원학생수-총학생수-교직원수-개교연도-

표어 

1. 브라운 대학교-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곰-6,316-2,333-8,649- 736-

1764 년-In Deo Speramus”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한다” 

2. 컬럼비아 대학교-뉴욕주 뉴욕시-사자-7,160-15,760-22,920-3,763-1754 년-In 

lumine Tuo videbimus lumen”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3. 하버드 대학교-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크림슨-7,181-14,044-21,225-4,671-

1636 년-Veritas”진리” 

4. 프린스턴 대학교-뉴저지주 프린스턴-호랑이-5,113-2,479-7,592-1,172-1746 년

-Dei sub numine viget”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할지라” 

5. 펜실베이니아 대학교-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퀘이커-10,337-10,306-20,643

-4,464-1740 년-Leges sine moribus vanae”도덕성이 배제된 법은 쓸모 없다” 

6. 예일 대학교-코네티컷주 뉴헤이번-불독-5,275-6,391-11,666-4,140-1701 년-

,ותמים אורים Lux et veritas”빛과 진리” 

7. 코넬 대학교-뉴욕주 이타카-빅 레드-13,931-6,702-20,633-2,908-1865 년-

would found an institution where any person can find instruction in any study. 

8. 다트머스 대학교-뉴햄프셔주 해노버-빅 그린-4,248-1,893-6,141-571-1769 년-

Vox clamantis in deserto”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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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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