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AHEAD   MISSION   INC. 
 (Office)  233  3rd St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in  USA 
     (Mail)  P. O. Box 111  Ridgefield,  NJ  07650  in  USA 

☎  201-852-3600     (Fax) 844-777-0010 
Http://www.goaheadKOREA.org (e-mail) goaheadinc@hotmail.com  

                                                   

뉴욕 대학교 

New York University 

 표어: Perstare et praestare 인내하고 뛰어나게 

 종류: 사립대학교 

 총장: Andrew Hamilton 

 학부생 수: 23,526 

 대학원생 수: 21,984 

 교직원 수: 교수: 6,564, 행정직원: 2,242 

 국가: 미국 

 위치: 뉴욕 주 뉴욕 주 뉴욕 시 

 상징물: 스라소니 (Bobcat) 

 웹사이트: http://www.nyu.edu/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는 미국의 뉴욕 주 뉴욕 로어 맨해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한 연구중심 사립 대학이다. 뉴욕대는 지금까지 36명의 노벨상 수상자, 

4명의 아벨상 수상자, 10명의 미국 국립과학메달 수상자, 16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30명의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토니상 수상자, 10명의 억만장자들을 배출했다.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뉴욕에서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흩어져있는 

18개의 단과대학과 연구소로 구성 되어있으며 런던, 아부다비, 베를린 등 세계의 유명 

도시 12곳에 분교와 연구센터가 위치해있다. 

뉴욕 대학교는 1831년에 창립된 역사 깊은 학교이며, 영화 전공의 티시 

예술대학(Tisch School of the Arts)과 최상위권 경영대학으로 알려진 스턴 

경영대학(Stern School of Business), 미국 내 응용수학 랭킹 1위를 자랑하는 쿠란트 

수학연구소(Courant Institute of Mathematical Sciences), 그리고 최상위권 

로스쿨(NYU School of Law)로 유명하다. 

뉴욕대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 대학을 통해 본 캠퍼스 이외의 총 뉴욕대학교 

아부다비와 상하이 캠퍼스,총 2곳의 포탈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goaheadkorea.com/
mailto:goaheadinc@hotmail.com


GOAHEAD   MISSION   INC. 
 (Office)  233  3rd Street  Ridgefield Park,  NJ  07660  in  USA 
     (Mail)  P. O. Box 111  Ridgefield,  NJ  07650  in  USA 

☎  201-852-3600     (Fax) 844-777-0010 
Http://www.goaheadKOREA.org (e-mail) goaheadinc@hotmail.com  

                                                   

현재 교수진에 노벨상 수상자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50개 이상의 다양한 연구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총 14개의 

단과대학에서 2,500 여개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 비율은 1:11 이다. 

문리대학, 미술대학, 티쉬 예술대학, 경영대학, 행정대학원, 로스쿨, 의학대학원, 

사회대학, 치의학대학원, 간호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 재임 시절 재무 장관을 역임한 

알버트 갤러틴은 "이 엄청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모두에게 열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설립하기로 

선언하였다. 1830년 3 일 동안 열린 시청에서 개최한 "문학과 

과학 컨벤션"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새 대학 계획의 조건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뉴욕 시민들은 신분, 또는 사회 

계급이 아닌 메리트에 따라 공부할 젊은이들을 위한 대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1831년 4월 18일, 상인, 은행가, 무역가 

등으로 구성된 뉴욕 거주자들의 지원으로 대학이 설립되었다. 알버트 갤러틴은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831년 4월 21일에 대학은 헌장을 받았고, 뉴욕 주 의회에 

의해 뉴욕시립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예전 기록에서는 종종 그 이름으로 명명 되기도 

했다). 본 대학은 시작부터 뉴욕 대학교로 알려지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1896년에 뉴욕 

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1832년에 뉴욕대는 시청 근처에 위치한 4층짜리 클린턴 

홀을 대여해 첫 수업을 가졌다. 1835년에는 뉴욕대 최초의 전문대학원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다. 비록 새로운 대학을 설립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복음주의 장로교인들 덕분 이었지만, 뉴욕대는 그 당시 여러 미국 대학과는 달리 비 

종파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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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대는 설립 당시 워싱턴 스퀘어 캠퍼스를 기반으로 했지만, 기존의 캠퍼스가 인구 

과다의 현상을 보이자 브롱스에 있는 유니버시티 하이츠에 캠퍼스를 구입했다. 또한 

뉴욕대는 뉴욕시의 업타운 개발에 발맞춰 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브롱스로 

옮기려는 뉴욕대의 이 움직임은 당시 총장 헨리 미첼 맥크래컨의 주도로 1894년에 

일어났다. 유니버시티 하이츠 캠퍼스는 이전 캠퍼스보다 훨씬 더 공간이 넓었다. 그 

결과, 예술과학대학 학부 과정과 함께 공과대학이 자리 잡았다. 뉴욕대의 행정처도 

새로운 캠퍼스로 이동하였지만, 대학원은 워싱턴 스퀘어에 남아 있었다. 1914년에 

워싱턴 스퀘어 컬리지가 뉴욕대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학부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35년에는 NYU는 나중에 완전히 독립적인 홉스트라 (Hofstra) 대학이 될 

"롱아일랜드, 헴스 테드에있는 뉴욕 대학교의 나쏘 컬리지-홉스트라 메모리얼"을 

설립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금융 위기가 뉴욕시 정부를 덮쳤고 문제가 뉴욕 

대학교 등 도시의 기관들에 확산되었다. 1973년, 임박한 파산의 압력을 느낀 제임스 

헤스터 당시 총장은 유니버시티 하이츠 캠퍼스의 매각을 뉴욕시립대학과 협상했다. 

브롱스 캠퍼스의 매각 이후에 유니버시티 컬리지는 워싱턴 스퀘어 컬리지와 

합병되었다. 1980년대에 총장 존 브라드마 때, 뉴욕대는 대학 시설을 최신화 하는데에 

거의 전적으로 소비된 10억 달러 캠페인을 시작했다. 원래는 15년만에 완료하도록 한 

캠페인이었지만 10년 동안만 지속되었다. 2003년 총장 존 섹스턴은 교직원 및 재정 

지원에 소비되도록 하는 25억달러 캠페인을 시작했다. 

뉴욕 대학교 캠퍼스:  

대부분의 뉴욕 대학교 건물들은 남쪽으로 하우스턴가, 동쪽으로 브로드웨이, 남쪽으로 

14번가, 서쪽으로 6번가까지 위치해있다. 학교의 중심부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 

집중되어있다. 대략 12,500명이 거주하는 기숙사 시스템은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대학중 7번째로 규모가 크다. 북쪽의 유니언스퀘어 쪽에는 팔라듐 홀, 알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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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을 비롯한 기숙사 건물들이 주로 밀집되어있고 워싱턴 스퀘어 공원 쪽에는 학교 

소유의 극장과 공연 시설도 갖추고 있다. 뉴욕 대학교에서 제일 규모가 큰 밥스트 

(Bobst) 도서관은 12층 건물에 450만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하루 방문자가 평균 

6800명인 대규모 도서관이다. 2003년에 지어진 킴멜 (Kimmel) 센터는 학생회관 

역할을 한다. 브루클린 캠퍼스에는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인 탠던공과대학(Tandon 

School of Engineering)이 위치하고 있다. 

 

구성:  

뉴욕대: 

10개 학부 단과대학와 17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학부로는 

 문리대학(College of Arts and Sciences) 

 간호대학(College of Nursing) 

 갤러틴 개별연구대학(Gallatin School of Individualized Study) 

 스턴 경영대학(Stern School of Business) 

 일반교양과정(Liberal Studies Program) 

 공과대학(Tandon School of Engineering) 

 평생교육원(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실버 사회복지대학(Silver School of Social Work) 

 스타인하트 문화대학(Steinhardt School of Cultur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티시 예술대학(Tisch School of the Arts)이 있으며, 

대학원은: 

 치의학대학원(College of Dentistry) 

 도시과학+진보대학원(Center for Urban Science and Progress) 

 쿠란트수학연구소(Courant Institute of Mathema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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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틴 개별연구대학원(Gallatin School of Individualized Study) 

 국제공중보건대학원(Glob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문리대학원(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고대사회연구대학원(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ncient World) 

 순수미술대학원(Institute of Fine Arts) 

 공과대학원(Tandon School of Engineering) 

 로버트웨그너 공공사업대학원(Robert F.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 

 평생교육원(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법학전문대학원(School of Law) 

 의학대학원(School of Medicine) 

 실버 사회복지대학원(Silver School of Social Work) 

 스타인하트 문화대학원(Steinhardt School of Cultur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스턴경영대학원(Stern School of Business) 

 티시예술대학원(Tisch School of the Arts) 

이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대학: 

뉴욕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이다. 

현재 NYU 글로벌 네트워크 대학을 통해 전 세계 총 12개국에 분교형식의 포탈 캠퍼스 

및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대학을 만든 목적은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해외 캠퍼스의 모든 수업은 뉴욕대학교 교수진들이 가르치며 영어 및 각국의 언어로 

진행된다. 그 나라의 언어를 전혀 하지 못해도 해외 캠퍼스에서 수학이 가능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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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캠퍼스와 뉴욕의 본 캠퍼스는 교수진과 수업 뿐 아니라 연구결과, 도서관 장서등을 

공유한다. 

본 캠퍼스 이외의 포탈캠퍼스는 총 2곳으로 뉴욕대학교 아부다비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가 있다. 위 두 캠퍼스는 다른 뉴욕대학교 해외캠퍼스들과는 다르게 각자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위를 수여하며, 이 캠퍼스를 떠나지 않고도 모든 학업을 끝마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뉴욕대학교 본교에 지원하면서 다른 두 캠퍼스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합격은 한 캠퍼스에서만 가능하다. 뉴욕대학교 학생들과 해외 

포탈캠퍼스의 학생들은 양국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이외에 11곳의 글로벌 

아카데믹 센터가 있다..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캠퍼스와 상하이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보다 많은 장학금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 

캠퍼스에서는 학비, 기숙사비 및 식비, 교재비, 건강보험료 등이 제공되며 아부다비 

캠퍼스에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방학 때 일년에 두번씩 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 

경비와 학교 활동비, 개인 용돈등이 제공된다. 

전 세계의 글로벌 아카데믹 센터는 각각 특별한 학업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베를린은 예술과 인문학에 보다 중점을 두고, 프라하는 음악과 글로벌 

미디어, 임시 정부에 관한 수업에 중점을 둔다. 

 

포털 캠퍼스: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상하이 

 글로벌 아카데믹 센터 

 가나의 아크라 

 독일의 베를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탈리아의 피렌체 

 영국 런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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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 

 체코의 프라하 

 미국 워싱턴 D.C 

 호주 시드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학부 입학 현황과 각종 랭킹: 

2018년 가을에 입학한 학부 신입생의 경우 75,000여명의 지원자 중 19%인 

15,722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CAS(문리학부), 

Stern(스턴경영학부), Tisch(티시예술학부)의 경우 합격률이 이보다 낮다. 합격한 

신입생들의 중간 50% SAT 독해 점수는 630-730, 수학은 650-750, 작문은 660-750점 

이었고, ACT 점수는 29-31점 이었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탑 10% 안에 

들었다. 

일반학부는 매년 미국 국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시사 주간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의 2018년 미국 종합대학 학부 순위에서 30위를 기록하였다. 

금융 분야에서 특히 유명한 스턴 경영대학은 2017년 US News 기준 학부 Business 

School 1위를 기록하였다. 이 해 스턴 경영대학의 합격률은 12%로 매우 낮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입학하기 더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더불어 스턴 경영대학은 

Finance 분야에서는 거의 10년 연속 학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 대학원 

진학 혹은 취업률은 99%, 과반수의 학생이 월가의 투자 은행으로 진출하며 공식 평균 

초봉만 $78,000을 넘어 비즈니스를 전공하고자 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워너비적인 

학교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전문대학원은 로스쿨이 종합 순위 6위를 기록하였고, 스턴 경영대학원이 MBA 전체 

순위 13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분야 의학대학원이 3위, 교육대학원이 6위로 

상위권에 속하고, 티시 예술대학은 1위에 랭크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은 수학, 철학, 

경제학 분야가 각각 3, 2, 11위로 최상위권에 있다. 또한, 전문연구대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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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센터(Center for Global Affairs)는 《Foreign Policy Association》에서 세계 

Top 50, 미국 내 Top 10 국제외교 및 정책대학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있다.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학계 평판도 순위에서는 세계 25위[16]를 기록하였다. 

2015년 가을에 입학한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캠퍼스 신입생의 경우 10,250명의 지원자 

중 4%인 370명이 합격했다. 합격한 신입생들의 중간 50% SAT 독해 점수는 703-750, 

수학은 733-800이었고 ACT 점수 중간값은 32점이었다. 또한 2014년도에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는 294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중 51%는 중국인 신입생이고 49%는 

외국 국적이었다. 공식적으로 입학 합격률과 SAT 점수 현황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문: 

뉴욕 대학 동문들은 사회와 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3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전 국무장관 엘리후 루트와 전 이집트 부통령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뉴욕 주 주지사 새뮤얼 J. 틸던, 전 뉴욕 시장 피오렐로 

라가디아와 루돌프 줄리아니, 현 뉴욕 시장 빌 더블라지오, 전 

미연준의장 앨런 그린스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울프상과 

아벨상을 수상한 수학자 럭스 페테르, 역사학자 하워드 진, 중화민국의 총통 마잉주, 

파나마 전 대통령 기예르모 엔다라, 아랍 연맹 사무총장 나빌 엘아라비, 스페인 공주 

크리스티나,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 IBM 공동설립자 

찰스 플린트, 켈로그 콘플레이크 공동창시자 존 하비 켈로그, 전 제록스 회장 겸 CEO 

우술라 번스, 전 록히드 마틴 회장 겸 CEO 로버트 J. 스티븐스, 로펌 왁텔의 

설립파트너들, 영화감독 크리스 콜럼버스, 극작가 닐 사이먼, 코미디언 앤디 샘버그, 

배우 크리스 에반스, 앤 해서웨이, 앨릭 볼드윈, 챈드라 윌슨, 마이클 C. 홀, 리사 

에델스틴 등이 졸업했고 트위터 공동 설립자 잭 도시, 영화감독 겸 배우 우디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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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안젤리나 졸리, 알렉시스 블레델, 가수 레이디 가가 등이 다녔었다. 2011년 

가을학기에는 다코타 패닝이 신입생으로 입학해 대학생활중이다. 

한인 동문에는 두산중공업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 매일경제 대표이사 

회장 장대환, 푸르밀 회장 신준호,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리딩투자증권 회장 박철, 

KB금융그룹 이사회 의장 이경재, 전 국무총리 노재봉, 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전 

한양대학교 총장 김종량, 전 국회의원 김명회, 최인규, 국회의원 유기준, 영화감독 겸 

배우 박중훈, 영화감독 정초신, 조은령, 배우 이서진, 정한용, 가수 박선주 등이 있다. 

 

대중문화 속 NYU: 

《아메리칸 파이》 (미국 영화, 1999, 2001, 2003, 2012) 

《패밀리 맨》 (미국 영화, 2000) 

《스텝업 3D》 (미국 영화, 2010) 

《인 굿 컴퍼니》 (미국 영화, 2004) 

《애니 홀》 (미국 영화, 1977) 

《렌트》 (미국 뮤지컬, 1996-2008) 

《펠리시티》 (미국 드라마, 1998-

2002) 

《가십걸》 (미국 드라마, 2007-2012) 

《사인필드》 (미국 시트콤, 1989-

1998) 

《프렌즈》 (미국 시트콤, 1994-2004) 

《보이 미트 월드》 (미국 시트콤, 1993-2000) 

《윌 앤 그레이스》 (미국 시트콤, 199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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