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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사관학교

USNA, United States Naval Academy
 

미국 해군 사관학교는 미합중국 해군 장교 양성 기관으로, 62만 5000명의 해군,

해병대 현역과 예비군의 지도자를 길러내고 있으며 위치는 워싱턴 DC에서 동쪽으로

33마일, 볼티모어에서 동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메릴랜드의 주도

아나폴리스(Annapolis)에 있다. 세번강과 체서피크만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관학교는 메릴랜드 주의사당과 1696년에 설립된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지척에 있다.

아나폴리스가 고색창연한 역사적 도시이기도 하지만 '야드'로 불리우는 338 에이커의

캠퍼스는 그 전체가 역사 기념물이다. 이곳은 4년제 연방 교육기관. 5개의

연방교육기관(육군,해군,공군,해양,해안경비)중 두 번째로 오래됐으며 미합중국 해군과

미합중국 해병대 장교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포브스에서 2013년에 발표한

America's Top Colleges에서 28위에 랭크(웨스트포인트는 7위)로 되어 있다

입학자격: 16∼20세의 미혼인 미국시민으로 대통령, 부통령, 상원, 하원 의원의 추천자

그리고 명예 훈장 수여자의 자녀 중에서 체력 테스트와 신체 검사 후에 선발한다.

신입생들의 평균 SAT 성적은 1300정도. 4년 동안 학문과 군사교육을 이수하며

졸업하면 학사 학위 수여와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非항공, 해병장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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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기를 조종하는 장교는 8~11년, 고정익기를 조종하는 장교는 6~8년

의무복무하게 된다

역사:

1845년 10월 10일에 창설되었다. 창설의 주체는 해군청장이었던 조지 밴크로프트. 미

육군 기지 포트서번 자리를 인수하여 해군사관학교로 개조하였다. 첫 입학생은

50명이었고 교수는 7명이었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 해군에 맞서기 위해 창건된 해군은 건국 초기에는 푸대접을 받았다.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 20년이나 지난

1845년에 학교가 설립됐다. 설립 당시 해군 장관 조지 밴크로포트는 대도시의

유혹에서 생도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학교를 필라델피아의 해군학교에서

아나폴리스로 이전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남북전쟁이 터지자 북부의 연방 정부는 해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1861년에 로드아일랜드로 이전하였다. 북군 해군의 장교 24%가 사임하고 남군

해군으로 옮기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1865년 전쟁이 끝나자 해사는 다시

애너폴리스로 이전하였다. 옮기는 당시에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와 인접한

메릴랜드와 해군사관학교에는 남부군에 동조하거나 동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재빨리 상급생을 교육함선에 태워 장기 항해를 내보내고 1학년은 로드

아일랜드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옮겨버렸다. 그 동안 사관학교 시설은 북부군이

병원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전체 해군의 24%와 많은 사관생도, 그리고 사관학교

초대 학감 뷰캐넌 장군 등이 남부군에 가담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흑인에 대한

편견도 많았다. 남북전쟁 후 해군사관학교 최초로 입학한 흑인 생도가 자퇴하기도 했다.

또 방문중인 하버드 대학 라크로스 팀에 흑인선수가 있다는 이유로 경기를 거부했다가

그 학생이 케임브리지로 돌아간 후에야 경기한 기록도 있었다. 

남북전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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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이후에 육군의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들어온 것에

비해 미국 해사는 상당히 백인 중심이었다. 해군의 엘리트적 기질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긴 하다. 일본군도 일본육군사관학교에는 소수나마 조선인이 들어갔지만

일본해군병학교에는 거의 없었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다. 미국 해사는 1949년에서야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론

6번째 입학생이자 첫 번째 졸업생인 웨슬리 앤서니 브라운(Wesley Anthony Brown,

1927-2012)을 배출했다.

웨슬리 브라운. 1969년 소령(Lieutenant Commander)으로 전역했다. 같은 해사

출신으로 3년 선배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크로스컨트리를 하기도 했다. 그의

활동은 미국의 인종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94 년 졸업생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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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현황:

2007년 가을에 입학한 학부 신입생의 경우 10,960명의 지원자 중 14%가 합격했었다

생도 생활:

미 해병대의 인원도 미국 해사에서 일정 부분 보충된다. 나머지는 OCS과 ROTC으로

보충된다.

생도대장(Commandant of Midshipmen)은 원칙적으로 준장이 임명되지만 미 해군이

타군에 비해 장성 티오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 실제로는 제독 진급이 확정되거나 유력한

해군 대령이 임명되는게 일반적이다. 예외적인 사례로는 ISAF 사령관을 지낸 존 앨런

해병대장이 대령~준장 시절 해병대 출신으로서 생도대장을 지낸 사례가 있다. 현재,

Stephen Liszewski 미 해병대 대령(Colonel)이 생도대장을 맡고 있다.

캠퍼스 풍경:

1학년을 플립(Plebe)이라 부른다. 딱봐도 짬찌포스가 난다. 가입교(Plebe Summer)

동안에만 복장을 수병처럼 입혀(White Works라고 부른다) 굴린다.

2학년은 흔히 소포모어라 부르는 일반 대학들과 달리 '영스터(Youngster)'라고 부른다.

3학년은 세컨 클래스,

4학년이 퍼스트 클래스(퍼스티, Firstie)라고 불린다.

또한 3학년 이전까지는 자퇴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3학년이 된 후(2 for 7

서약을 하는데, 이는 차후 2년간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7년간 의무복무를

하겠다는 약속이다)에는 자퇴시 그간의 교육비를 현금으로 해군 측에 반납해야 한다.

육공사와 달리, 해양대 및 해경사와 함께 (가입교생을 뺀)생도 복장이 현역 장교들과 큰

차이가 없다.

졸업하는 미 해사 사관생도들. 흰 자켓은 해군, 검은 자켓은 해병이다. 좀 골룸한(?)

전통이 있는데, 졸업식날 대통령 앞에서 사열을 할 때 최선두에 서는 소위는 수석

졸업자도, 여단장생도 출신자도 아닌 꼴찌 졸업자다. 수석 졸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 120학점의 대학들보다 30학점이나 많은 150학점을 이수하고 UDT, 해병, 항공,

수상함, 잠수함 등 갖가지 어려운 훈련을 거치면서 근성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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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도의 경우 1975년부터 입학이 허용되었다.

초창기 여성 생도 중 웬디 로렌스(Wendy B. Lawrence, 1959-) 해군 대령(예)은 해사

출신 여성으로서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 웬디 로렌스의 경우 집안 배경이 매우

훌륭하다. 해사에 입학한 후 아버지 윌리엄 로렌스 제독이 해사 교장으로 부임했으며

딸이 졸업과 임관하는 흐뭇한 모습을 교장으로서 직접 보기도 했다. 아버지 윌리엄

로렌스도 해군 항공대에서 전투 조종사로 복무하여 쓰리스타까지 다는 등 무용담이

대단한 인물인데, 최초로 항공모함에서 발진해 마하 2 속력을 돌파한 인물이자 중령

시절 베트남 전쟁에서 격추되어 전쟁포로 생활을 6년이나 하면서 비슷한 시기 포로로

잡힌 제임스 스톡데일 중령(명예 훈장 수훈자이며 훗날 로렌스와 마찬가지로 중장까지

오른다)과 함께 포로수용소에서의 고된 고문과 매질을 견뎌내면서도 포로들의 저항을

주도하고 같이 수용되었던 모든 포로들의 계급과 이름을 기억해서 훗날 미군 베트남전

포로들의 행적을 찾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DDG-

110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도 머큐리 계획 당시 최종 리스트에까지 올랐다가

아깝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딸이 아버지의 우주에 대한 꿈을 대신 이뤘다.

웬디 로렌스 외에도 해사 출신 우주비행사가 매우 많다. 일단 미국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앨런 셰퍼드와 아폴로 13호의 사령관이었던 짐 러블이 해사 출신이고,

버락 후세인 오바마 행정부의 찰스 볼든 NASA 국장도 해사를 나와 해병대 항공대에서

복무하며 우주왕복선 파일럿으로 활동한 투스타 출신. 역대 NASA 우주비행사들을

배출한 대학별로 랭킹을 매기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공사가 생기기 전에 해사 졸업 후 공군에서 복무하다 우주비행사가 된 이들도 꽤 있다.

마이컬슨-몰리 실험의 기념물이다. 이 실험을 했던 앨버트 에이브러햄 마이컬슨(A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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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chelson)은 해사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이후 전역하여 민간인 과학자로 활동하다가

제 1차 세계대전시 재소집되어 소령까지 올랐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이는

미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 중에는 최초이다.

특징:

재학생들은 공학, 과학, 수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다방면의 교육을 받는데 해군소위로

임관하는 생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다.

도덕과 학문뿐 아니라 체력 또한 생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또 체육을

통해 지도력, 협동심뿐만 아니라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훈련을

한다. 생도를 일컫는 미드십맨은 해군의 정식 계급이다

해군사관학교에는 공과계열 (우주항공, 컴퓨터, 전기, 일반, 기계, 원자력, 해양, 시스템)

전공과 더불어 아랍어, 화학, 중국어, 컴퓨터 과학, 사이버 작전, 경제, 영어, 일반과학,

역사, 정보과학 (IT), 수학, 해양건축, 해양, 전략연구, 물리, 정치, 수리경제 등의 전공이

있다. 해사에는 대학원이 없지만 임관 전에 원하면 근교의 존스 홉킨스,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로즈 장학생은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임관할 수 있다. 여름에는 교육용 함선에 직접 승선하여 경험을

쌓는다. 

2014-15학년에 합격한 1398명 중 889명은 남자, 302명은 여자다. 여생도 입학은

1976년부터 허용됐다. 인종은 백인이 776명, 히스패닉이 142명, 아시안 80명, 흑인

77명, 외국 13명 (한국 생도 1명 포함)이다. 해군 출신 57명, 해병대 출신 10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225명은 로드 아일랜드의 해군사관학교 프렙스쿨 출신이다. 전체

학생 수는 4576명, 교수진은 560명으로 비율은 8대 1이다. 합격자의 중간 SAT

점수는 독해력 600-650점, 수학은 630-680점이다. 

졸업생:

지미 카터 대통령과 두명의 노벨상 수상자, 타겟 창립자 존 가이스, 억만장자 로스 페로,

존 맥케인 상원의원, 52명의 우주인, 48명의 로우즈 장학생, 27명의 마샬 장학생이

동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