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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사관학교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웨스트포인트 캠퍼스 

 

미국 육군사관학교(美國 陸軍士官學校, 영어: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USMA) 

또는 별칭인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는 미국 육군의 장교 양성 기관으로 뉴욕 주 

웨스트포인트 시에 위치해 있다. 웨스트 포인트는 1802 년 당시 신생 미국의 군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사관학교로 설립되었다. 

사관생도들은 4 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학문과 군사 교육 및 육체적으로도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교육을 받게 된다. 생도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를 받게 되며 육군 

소위로 임관돼 5 년간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육군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를 거듭해 온 웨스트포인트는 1976 년부터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을 허용하였다. 현재는 전체 사관생도의 15%가 여성이라고 한다.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게 되면 미국 육군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해주며, 재학 

기간 중 한 달에 80 만원 이상의 "월급"까지 준다고 한다. 

 

연혁: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뉴욕 주 남동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며, 이곳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대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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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있다. 

프랑스의 사관학교를 모델로 한 웨스트포인트는 1802 년 7 월 4 일에 5 명의 교관과 

10 명의 생도로 창립되었다. 17 세~22 세의 독신 미국 시민 중에서 선발된 사관생도에게 

4 년간의 소정 교육을 실시한 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시키고 

이학사(Bachelor of Science)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생 가운데에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조지 S. 패튼 장군,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과 같은 저명한 

정치가나 고위 장성이 많다. 

 

입학 현황: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게 되면 미국 육군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해주며, 재학 

기간 중 한 달에 80 만원 이상의 "월급"까지 주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2008 년 가을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10,133 명의 지원자 중 16%만이 

합격했었다. 웨스트포인트는 최근 미국 상위권 대학 중 강의실 밖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교수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학(Most Accessible Professors)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2009 년 포브스지 선정 '최고의 미국 대학교 순위'에서 

프린스턴, 칼텍, 하버드, 스와스모어, 윌리엄스를 제치고 1 위를 차지했다. 

동문(졸업년도): 

• 로버트 리(1829 년)  

• 에드거 앨런 포: 퇴학당했다 

• 율리시스 그랜트(1843 년) 

• 더글러스 맥아더(1903 년) 

• 레슬리 맥네어(1904 년) 

• 헨리 아놀드(1907 년) 

• 조지 S. 패튼(1909 년)  

• 월튼 워커(1912 년)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1915 년) 

• 오마 브래들리(1915 년) 

• 맥스웰 테일러(192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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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튼 에이브럼스(1936 년) 

• 에드워드 머피(1940 년):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 

• 로빈 올즈(1943 년) 

• 샘 워커(1946 년)  

• 존 위컴(1950 년) 

• 프랭크 보먼(1950 년) 

• 버즈 올드린(1951 년) 

• 마이클 콜린스(1952 년) 

• 데이비드 스콧(1954 년) 

• 노먼 슈워츠코프 주니어(1956 년)  

• 도널드 쿠티나(1957 년) 

• 에릭 신세키(1965 년) 

• 존 아비자이드(1973 년) 

•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1974 년) 

• 마틴 뎀프시(1974 년) 

• 로이드 오스틴(1975 년) 

• 레이먼드 오디어노(1976 년) 

• 스탠리 매크리스털(1976 년) 

• 커티스 스캐퍼로티(1978 년) 

• 빈센트 브룩스(1980 년):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론 최초로 여단장생도를 지냈다. 

현 주한미군사령관 겸 주한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다. 형인 리오 

브룩스도 1979 년 졸업자로 준장을 지냈다. 

• H.R. 맥마스터(1984 년) 

• 마이크 폼페이오(1986 년): 현 미국 국무장관, 전 CIA 국장 

• 존 오(1993 년)  

• 대니얼 최(1999 년): 커밍아웃한 게이로 이라크전에 참전했고 전역 후에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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