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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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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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사립 대학이다. 

1764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아이비 리그의 일원이다. 미 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세번째로,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며, 오랜 역사와 함께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 학교의 학풍이다. 캠퍼스는 프로비던스 시가 

내려다보이는 칼리지힐 143에이커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전공분야 이외에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혼성전공을 만들 수 있고, 

교수들 지도하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공부할 수 있다. 브라운대 특징중 

하나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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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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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화와 미디어학 등이 가장 인기있는 전공과목이며, 모든 

전공분야가 전국 최 상위권에 포함된다. 졸업생의 60%가 5년 이내에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의학대학원(medical school)과 명문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 법학대학원(law school) 합격률이 매년 미 전국 상위 

5위권에 들 정도로 의대와 대학원/전문대학원 진학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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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수는 689명에 불과하며 10년 전에는 580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우 작은 

대학에 속하지만, 교수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5명이 재직 전에, 중에 또는 그 후에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학부출신 2명이 졸업후 노벨상을 수여받았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방송국인 WBRU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 예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300여 개의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다. 대학원의 경우 

자연과학계통과 문과 계 전공 대부분이 전국 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브라운대 학부과정의 재학생 5,900여명중 소수민족 학생이 29%이다. 그중 동양계가 

14%, 아프리카계가 7%, 남미계가 7%이며, 전 세계 63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 신분 

학생이 9%를 차지한다. 재학생의 60% 이상이 장학금이나 각종 재정보조혜택을 받고 

있다. 

2001년 7월 브라운대는 루스 시몬스 박사(Ruth J. Simmons)가 제 18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시몬스 박사는 아이비리그 가운데 최초의 흑인 총장이자 두 번째 여성 

총장이기도 하다. 시몬스 박사는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행사에 초대 받아 내한하여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크리스티나 팩슨(Christina Hull Paxson)이 제 19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매닝 홀 (Manning Hall)                    니콜라스 브라운 주니어 

  

역사: 

브라운 대학은 1764년 설립된 학교로, 미국의 역사와 함께 숨쉬며 자라온 대학이다. 

미 전국에서는 일곱 번째, 동부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설립된 학교이고, 그 당시 동부 

지역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초교파 주의자들의 종교적 계율에 식상한 침례교도들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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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으로 세운 대학이다. 브라운 대학교는 침례교단(Baptist)에서 시작하여 성장한 

대학으로 이제는 교단을 초월한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대학이다. 

1764년 로드 아일랜드주 워런(Warren)에 칼리지 오브 로드아일랜드(College of Rhode 

Island)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그 대학에서 1765년에 처음으로 학생을 받아 

들였다. 1770년 프로비던스시(Providence)가 내려다보이는 지금의 위치인 칼리지 

힐(College Hill)로 이전하였다. 현재 본관으로 쓰이는 건물은 미국 

독립전쟁(1776~1781)당시 영국군에 대항해 싸우던 아메리카 혁명군과 프랑스 원군의 

치료소였을 만큼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1804년에는 대학발전에 커다란 

이바지하였던 니콜라스 브라운 주니어(Nicholas Brown Jr.)를 추모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로 바뀌게 되었다. 

1891년에는 이 대학내에 여자대학으로 팸브룩 칼리지(Pembroke College)가 설립되어 

80년간, 남자대학이었던 브라운대학과 병행되어 운영되다가 1971년에 들어서면서 

브라운대학과 합병하여 단일 남녀공학 대학으로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되었다. 

 

  

존 카터 브라운 도서관 (John Carter Brown Library) 

 

캠퍼스: 

프로비던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칼리지 힐(College Hill)은 미국의 역사와 함께 지내온 

빅토리아풍의 대형저택들이 즐비한 마을이고, 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브라운대 

캠퍼스는 적막이 감도는 평온한 마을속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프리비던스시 동쪽 칼리지 힐에 위치한 브라운대 메인 캠퍼스는 

143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235동의 건물이 있다. 기숙사 시설이 충분해 학생들이 

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 부설시설로는 존 D. 록펠러 도서관, 과학 도서관을 

비롯한 8개 도서관, 학습자료센터, 미술관, 플라네타리움, 고고학 박물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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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언덕위에 자리잡은 캠퍼스 아래로 펼쳐진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대형 종합상가가 들어서면서 레코드상점, 서점, 의류점, 식당, 

커피점 등의 캠퍼스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입학 현황: 

학업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I, II, 에세이, 과외활동 및 인터뷰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2018년 졸업예정으로 2014년 가을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지원자 

30,432명중 8.6%인 2,619명이 합격하였다. 

 

평가: 

2013년 《U.S. 뉴스 & 월드 리포트》 미국 종합대학 학부 순위에서 브라운은 14위를 

차지하였다.[3] 《포브스》지 순위에서는 12위를 차지했다.[4] 

의학대학원은 2013년 《U.S. 뉴스 & 월드 리포트》 미국 의학대학원 순위에서 

32위를 기록했다.[5] 

 

저명한 동문: 

  

김용 (A.B. 1982) 

브라운 대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했다. 전 국무장관 찰스 

에번스 휴스과 존 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 보비 진달, 교육개혁가 호러스 맨, 전 UN 

대사 리처드 홀브룩, 자선가 존 D. 록펠러 주니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재닛 

옐런, 세계 은행 총재 김용,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전 IBM 사장 

토머스 왓슨 주니어, 전 애플 CEO 존 스컬리, CNN 설립자 테드 터너, 컨설팅 회사 

맥킨지 & 컴퍼니의 실질적인 설립자 마빈 바우어,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 배우 존 크래신스키, 힐 하퍼, 로라 리니, 줄리 보언, 데이비드 월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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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엠마 왓슨, 싱어송라이터 메리 채핀 카펜터 등이 

브라운 출신이다. 

한인 동문으로는 한인 최초로 브라운대를 졸업한 제 2대 국회의원 백상규, 광복 후 첫 

유학생 전 국회의장 박준규, 첫 박사학위 수여자 전 원자력연구소 소장 윤용구, 

금융위원회 국장 손병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낙청,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흥선대원군의 5대손 이종 등이 있다. 현재 국내 브라운 대학 동문은 약 400여 명 

이상이라고 한다. 

 

Brown Bear (1923) by Eli Harvey on College Green on Brown University's Campus in 

Providence, RI.  

  

 

Brown University — Robinson Hall. Built in 1878, designed by William Appleton Potter in 

the Gothic reviv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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