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gate University

54개 전공

뉴욕 주 해밀턴
(인구 4,200명)
1819년에 설립된 콜게이트 대학교는 뉴욕 주
중앙에 위치해있으며 뉴욕 시에서 북쪽으로
4시간 거리입니다.

몬트리올

학부 학생 수:

2,915명

보스턴

학생 통계
1,626
1,289
8
24%
21.2%
10%
14%

여학생 수

뉴욕 시

남학생 수
대학원생 수
뉴욕 주 출신 학생 비율
백인이 아닌 국내 학생 비율
가족 중 처음 대학에 입학한 학생 비율
국제 학생 비율(이중 국적자 포함, 총 75개국 출신)

교수진: 295명
교수진이 가르치는 강의 비율: 100%
박사학위 또는 해당 분야의 최고 학위를 가진 교수진 비율: 99%
백인이 아닌 교수진 비율: 22.7%
학생 교수 비율

평균
강의 크기

재등록률

9:1 18명 95%

졸업률

88%

운영 기금: $817,900,000(추산)
캠퍼스 면적: 575에이커
남녀공학 개편 연도: 1970년

부전공

54개의 전공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예 창작학 | Creative Writing
박물관학 | Museum studies
수학시스템생물학 | Mathematical
systems biology
언어학 | Linguistics
유대학 | Jewish studies

응용수학 | Applied mathematics
작문 및 수사학 | Writing and rhetoric
중세 및 르네상스학 |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필름미디어학 | Film and media studies
LGBTQ학 | LGBTQ studies

고전학 | Classical studies
경제학 | Economics
교육학 | Educational studies
국제관계 | International relations
그리스어 | Greek
극장학 | Theater
독일어 | German
동양학 | Asian studies
라틴어 | Latin
러시아 및 유라시아학 | Russian and
Eurasian studies
물리과학 | Physical science
물리학 | Physics
대서양
미국원주민학 | Native American studies
미술 및 미술사 | Art and art history
분자생물학 | Molecular biology
사회과학 | Social sciences
사회학 | Sociology
서양고전학 | Classics
생물학 | Biology
생화학 | Biochemistry
수리경제학 | Mathematical economics
수학 | Mathematics
신경과학 | Neuroscience
심리학 | Psychology
스페인어 | Spanish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학 |
Africana and Latin American studies
여성학 | Women’s studies
역사학 | History
영어학 | English
우주지구물리학 | Astrogeophysics
음악 | Music
인문학 | Humanities
인류학 | Anthropology
일본어 | Japanese
자연과학 | Natural sciences
정치학 | Political science
종교 | Religion
중국어 | Chinese
중동이슬람학 |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
지리학 | Geography
지질학 | Geology
천문학/물리학 | Astronomy/physics
철학 | Philosophy
철학 및 종교 | Philosophy and religion
컴퓨터 공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공학/수학 |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평화분쟁학 | Peace and conflict studies
프랑스어 | French
화학 | Chemistry
환경경제학 | 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생물학 | Environmental biology
환경지리학 | Environmental geography
환경지질학 | Environmental geology
환경학 | Environmental studies

2020년 졸업 예정자 프로필
합격(28.7%)

조기지원 전형: 응시자 752명/입학 369명

백인이 아닌 국내 학생

입학

국제 학생

8,394명 2,410명

775명

10%

50개 주, D.C 및 138개국으로부터 응시

여성 57%, 남성 43%

응시자

20%

해당 학년의 비율

해당 학년의 비율

27개국 출신. 이중 국적자를 포함할 경우,
15개국이 추가됨

입학 학생들의 시험 점수 및 GPA
SAT 중간 50%: 660–750cr, 670–770m

ACT 중간 50%: 31–34

평균 GPA: 3.8/4.0

(새로운 기준에서의 예상치: 1420-1520)

콜게이트 졸업생이
가장 많이 진학한
대학원
보스턴칼리지
보스턴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듀크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하버드대학교
UCLA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체스터대학교
예일대학교

지원 마감일
11월 15일: 조기지원 전형 I
1월 15일:	
정규 지원,
조기지원 전형 II
콜게이트대학교는 공통지원서와
연합지원서를 사용합니다. 각
지원서에는 콜게이트대학교 전용 보충
에세이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colgate.edu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거생활
가장 인기있는 직업군
(2015년 졸업생)
미술/디자인
비즈니스 서비스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컨설팅
교육
재정 서비스
보건/제약
법/법률서비스
부동산
사회변동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테크놀로지/컴퓨터

200개가 넘는 대학 동아리

4년 내내 기숙사가 보장됩니다.

콜게이트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 92%
사교클럽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 31%

디비전 I 대학 운동선수
콜게이트대학교의 25개 대학선수팀이
패트리엇 리그, ECAC와 더불어 전미
대학 체육협회 디비전 I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운동선수 졸업률: 98%

캠퍼스 밖에서 공부하는 학생:

67%

Colgate University

2016~2017년 재학시
필요한 총비용
$51,635
$320
$6,310
+ $6,765

수업료
학생활동비
집세
식비

총 학생
경비

$65,030

$2,260

예상 개인
경비/책값

100%

학생들의 실제 의견을
100% 수렴합니다.

학자금 지원
2016~2017년, 학생들이 받는
학자금 지원 평균액:
콜게이트 보조금
학자금 대출
근로학생 지원금
총 지원금

$44,142
$2,500
+ $2,800
$49,442

41.6%의 학생이 첫 학년에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16,000

$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이 4년 후 부담하는
평균 부채

13 Oak Drive, Hamilton, NY 13346 | colgate.edu
입학처 – admission@colgate.edu | 315-228-7401
학자금 지원부 – finaid@colgate.edu | 315-228-7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