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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사관학교 

U.S. Coast Guard Academy 

 

코네티컷주 런던에 있는 해안경비사관학교 

전경.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사관학교이며 

지원자 대비 공식 합격률이 16%로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 사관학교중 유일하게 상하원 의원의 

추천서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해안경비사관학교:  

영어로 U.S. Coast Guard Academy(USCGA) 

소재: 코네티컷주 런던  

 

설립:  

1876년에 설립된 미국의 5대 사관학교 중 하나로 가장 작은 규모(학생수 약 1000명 

내외)로 운영된다. 졸업 후에는 약 8개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소위(ensign)로 

임관하며, 5년을 해안경비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연방 교통부 

소속이지만, 전시가 되면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어 육해공군과 함께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한다.  

입학: 

지원을 할 때 연방 상,하원 의원의 추천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관학교다. 학비 

지원 체계는 해양사관학교와 비슷해서 연간 수 천 달러의 컴퓨터비용 등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드 국가에서 지원한다. 만일 생도가 비행학교나 대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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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면 의무 복무기간은 더 늘어난다.  

대략 300명 정도가 입학하며 매년 200명 정도가 졸업한다. 다른 학교 등으로 편입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육군사관학교도 약 20%가 넘는 학생들이 편입, 

퇴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안경비사관학교의 타학교 

편입율이 꼭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코네티컷 소재 해안경비사관학교에서 입학처와 생도 

학교의 모토는 ‘명예 개념(Honor Concept)’로 불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한다(Who lives here reveres hono, honors duty)”로 압축할 수 

있다.  

특지: 해안경비대 장교 양성 요람…전시엔 국방부 소속  /  연방 의원 추천 없이 지원 

가능…여학생 비율 30%나 / 합격률 16%…여름엔 '스왑 서머' 군사·체력 훈련 

이 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중 하나로 종종 꼽힌다. 매년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이중 400명이 입학 허가를 받는다. 또 이중에서 300명 

정도만이 7월초 7주간 ‘스왑 서머(Swab Summer)’로 불리는 입교 명령을 받아 군사 및 

체력 훈련에 본격 들어간다. 공식 합격률은 16%선이다. 매년 두 학기를 운영하지만, 

여름마다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세 학기 학제로 불릴만 하다. 여학생 비율이 높은 

사관학교로 약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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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관학교는 7월 가입교 훈련이 시작되면 민간인으로부터 

군인으로서의 탈바꿈 과정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해안경비사관학교의 1학년 스왑 서머 훈련때 머리를 갓 깎은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 모습.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과학 학사를 받는 만큼 4년내 수업 과정은 수학과 과학 비중이 

많다. 이를 기초로 해서 총 8개 전공, 즉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조선 공학(Naval Architecture) 및 해양 

공학(Marine Engineering), 작전 연구 및 컴퓨터 분석, 해양 및 환경 과학, 정치 및 

경영학 등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해안경비대 소위로 임관해 경비선 장교(watch 

officer)나 공학 장교(engineering officer of the watch)로 근무하고, 보통 약 2년이 

지나면 경비선을 지휘하는 장교가 될 수 있다.  

 

훈련: 

신입생들이 첫 해에 받는 ‘스왑 서머’ 훈련은 해안경비 장교(또는 생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절차의 시작이다. 약 7주 기초 군사 훈련과 함께 USCGC 이글(Eagle)호를 

타고 직접 바다에서 훈련을 받기도 한다. 이 이글호는 지난 1947년 독일 패망 후 

전리품으로 받은 선박으로 해안경비사관학교에서 생도 훈련용으로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 역사적인 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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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에는 5주 짜리 써드 클래스(3/c) 여름 군사훈련을 받는다. 

직접 이글호를 타고 항해를 하며 5주간 바다 위에서 해안경비 업무를 경험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은 배로 나누어 타고 해안경비대와 함께 직접 

생활하기도 한다.  

 

3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에는 세컨드 클래스(2/c) 훈련을 받는데, 이후 해안경비대 

장교로 근무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실용적인 업무 교육이 많다. 위험 통제 훈련, 무기 

식별 및 관리/사용, 항해 규칙 인증, 항해 인턴십, 항해 훈련을 받는다. 3주는 별도로 

새로 입교하는 신입생들의 스왑 서머 군사 훈련을 지휘하는 교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임관이 이제 한 해 밖에 남지 않은 4학년이 되는 여름 방학에는 퍼스트 클래스(1/c) 

훈련을 받는데 무려 10주간이나 이어진다. 주니어 장교(junior officer)로서 오퍼레이션 

커터(operation cutter)로 불리는 경비함을 타고 군사 작전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아니면 5주간은 다른 인턴십을 하고 나머지 5주간만 할 수도 있다.  

 

해안경비사관학교 생도들은 다른 사관학교 생도나 미드십맨처럼 4년간 제복을 입고 

생활하며 매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준군인 신분으로서 기숙사로 불리는 내무반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물론 학비를 포함해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책값, 제복값 및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생활비가 지원되는 사관학교로서의 장점은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입학생들의 상위 25% SAT 읽기 점수 하한선은 640점, 수학 670점, 쓰기 630점 

등이다. GPA는 3.75 내외가 가장 많다.  

 

웹사이트: www.cg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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