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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거스 대학교 

Rutgers University 

 

 표어: Sun of righteousness, shine upon the West also. 

 종류: 공립대학교 

 설립: 1766년 11월 10일 

 총장: Robert L. Barchi / 부총장: Richard L. Edwards 

 학생 수: 67,000 = 학부생 수: 48,000 / 대학원생 수: 19,000 

교직원 수: 교원: 8,000 / 직원: 14,000 

 국가: 미국 

위치: 뉴저지 주 New Brunswick /  Piscataway Twp, 뉴어크, 캠던 

웹사이트: http://www.rutgers.edu/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는 미국 뉴저지 주에 위치 해 있으며, 뉴저지 

주에서는 그 규모면에서 가장 큰 고등 교육기관이다. 또한 프린스턴대학교와 함께 

뉴저지 주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대학 협회에 가입 되어 있는 연구 중심대학이다. 매년 

미국내 대학교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 World Report의 2016년 판에서 럿거스는 

70위에 랭크되어 있고, 공립대 중에서는 28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워싱턴 먼스리(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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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Monthly) 에서는 럿거스 대학교 뉴브런즈윅 캠퍼스를 61위(2016년)로 

평가했다. 2016년도 졸업식에는, 개교 250주년을 기념하고 대학의 위상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가 졸업 축하 연설을 하였다. 한국인 

학생의 규모는 2011년 기준 476명으로 전체 외국인 학생 3,688명(전체 재적생의 

6.34%) 중 12.9%에 달해 중국(25.76%)과 인도(20.7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 

럿거스는 본래 퀸즈 칼리지(Queen's College)라는 이름으로 1766년에 인가 받아 

개교하였으며,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정식 학위 수여를 할 수 있었던 9개의 

식민지시대에 설립된 미국의 대학교들 중 하나로서 그 중 8번째로 설립되었다. 개교 

당시에는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사립 대학으로 시작되었으며 남자 대학교였다. 1825년 

독립 전쟁의 영웅인 헨리 럿거스(1745-1830) 대령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럿거스로 

개명했다. 이 변경으로 이듬해 대학측은 학교의 재정을 견고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부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럿거스 대학교는 1945년과 1956년에 뉴저지 주 

연방법원의 법 제정에 따라 공립(주립)대학교로 바뀌었다. 

조직:  

럿거스 대학교는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뉴어크(Newark), 캠던(Camden)에 

위치한 세 개의 지리적 캠퍼스로 조직되어 있다. 생명의학과학대 (Rutgers Biomedical 

and Health Sciences (RBHS)) 는 세개의 캠퍼스를 포함 나뉘어 분산배치 되어있다. 

가장 규모가 큰 뉴브런즈윅은 라리탄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의 뉴브런즈윅과 북쪽의 

피스캐터웨이타운십(영어: Piscataway Twp)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뉴브런즈윅 

캠퍼스는 다시 칼리지애브뉴(College Ave), 부쉬(Busch), 리빙스턴(Livingston), 

쿡/더글러스(Cook/Douglas)의 4개의 캠퍼스로 나뉘며 각각 대학본부 및 인문계열, 

이공계열, 상경 및 어문계열, 농업 및 예술계열 학부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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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거스 대학교에는 총 31개의 학부 및 단과 대학이 있으며 이곳에서 100개 이상의 

학부 과정과 200개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  

럿거스 대학교는 1989년 미국 대학 협회에 가입한 연구 중심대학이다. 학교의 

전체적인 랭킹 면에서 럿거스 대학교는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주관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52위(2014년)에 올라 있으며 일반적인 평판을 기준으로 하는 타임스 

고등 교육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91-100위 그룹(2011-2012)에 속해 있다. 매년 미국 

국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 World Report는 럿거스 대학교를 70위로, 

워싱턴 먼스리(영어: Washington Monthly)에서는 럿거스 대학교 뉴브런즈윅 캠퍼스를 

61위(2016년)로 평가했다. 한편 럿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10년 발표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25개 졸업생 출신교 목록에서 21위에 랭크된 바 있다. 

럿거스 대학교는 일반적인 명성이 반영되는 전체 랭킹과 연구 실적이 중심이 되는 

대학원 과정의 평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럿거스 대학교의 

철학과는 2009년에 발표된 "영어권 대학들의 철학부 랭킹"(The Philosophical 

Gourmet Report)에서 전미 2위, 세계 3위에 랭크되었다. 경영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 39위(2006년)에 랭크된 바 있으며 특히 Executive MBA 과정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1위(2010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24위(2011년)에 올라있다. 또, US 

News & World Report의 2013년판 대학원 랭킹에 따르면, 럿거스 대학교는 

문헌정보학 (6위), 영문학 (17위), 역사학 (20위, 세부 전공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4위, "여성 역사" 1위), 수학 (20위, 세부 전공 "이산수학과 조합론" 4위), 물리학 

(26위), 예술 분야 전반(27위, 2006년 판에서 연극영화과가 12위), 컴퓨터 과학 (28위, 

세부 전공 "계산이론" 21위)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럿거스 대학측에서는 전미 

연구 평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2010년 발표한 랭킹을 토대로 영문학, 

식품영양학, 역사학, 미생물 및 분자생물학, 철학, 사회학, 생화학, 생태학, 언어학, 수학, 

행정학, 식물학의 12개 학과를 특히 인정 받고 있는 박사 과정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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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거스 대학교는 활발한 연구로 유명한데, 최소 60%이상의 학부생들이 오리지널 

리서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6억 7천 7맥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출하며, 이는 

전미 20위 내의 속하는 연구지원비 이고, 생명과학 연구비로는 매년 4억 3천만 달러의 

생명과학 연구비를 지출하며, 이는 전미 25위 내의 속하는 연구지원비 이다. 

주요 동문:  

학술 분야에서는 셀먼 왁스먼(Selman Waksman, A.B. 1915, 1952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A. 모스(David A. Morse, A.B. 1929, 1969년 국제 

노동 기구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 사무총장),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A.B. 

1932,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건(M.S. 1982. 서울시립대학교 제 7대 총장), 

김정한(Ph.D. 1993[18], 1997년 풀커슨 상 수상자) 등이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버나드 마커스(Bernard Marcus, B.S. 1951, 홈디포 공동창립자), 

어네스트 마리오(Ernest Mario, B.S. 1961, 글락소스미스클라인 前 최고경영자), 덩컨 

맥밀란(Duncan McMillan, B.S. 1966, 블룸버그 L.P. 공동창립자) 등이 있다. 

예술 분야에서는 마이클 셰라(Michael Shaara, A.B. 1951, 1975년 퓰리처상 수상자), 

프랭크 아이에로(Frank Anthony Iero Jr, 중퇴, 미국 록밴드 마이 케미컬 로맨스 

기타리스트), 브라이언(Brian G. Joo, 가수 플라이투더스카이, 중퇴) 차인표(영화배우, 

탤런트) 이욱 (미국 마샬대학 성악교수 DMA ,가수 이용 아들)등이 있다 전 세계 47만명 

이상의 동문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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