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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주역 국방대학교가 함께합니다.

국방대학교는 6·25전쟁 이후 1955년 창설되어 안보 및 국방분야

전문 인재들을 배출해온 최고의 종합 안보 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KNDU - Center of Excellence for ROK National Security

Since its foundation in 1955 after the end of Korean War,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KNDU) has been

the Republic of Korea's premier educational institution for national security.

KNDU promote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professionals from ROK and abroad.

POWER && PRIDE
for OUR FUTURE

국외대학

18 대학

국외기관

10 기관

국내대학

52 대학

국내기관

34 기관



KN UD
Beyond the Limits
대한민국 국방대학교는 변화하는 안보 및 교육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KNDU is committed to overcoming future challenges

in the ever evolving educ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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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o 교훈 연혁History

교
훈 · 

연
혁

조국 명예 지성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봉사

Loyalty and dedication to
the country and the people 

위국헌신·멸사봉공하는

고급 간부로서의 명예와 긍지

Serving the nation with honor and 
dignity as senior officers 

지식 혁명의 시대상황에 맞는
민주적 고급 간부로서의

지식과 덕성을 겸비
Exemplifying intelligence and 

character as leaders

Country Intellect Honor

1955.08.15.

1957.01.14. 

1961.12.31. 국방대학원으로 개칭 Name changed to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Defense

1950

1960

1972.02.28.

1979.12.28.

안보문제연구소 신설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launched

석사과정 신설 Master's Degree Course launched

1970

2000.01.01.

2008.01.01.

국방대학교로 재창설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KNDU) re-established

박사과정 신설 Ph.D program launched

2000

2017.08.11.

2019.08.26.

논산 국방대시대 개막 Beginning of the Generation of KNDU Nonsan Campus

제1회 세계안보학대회 개최 Holding of The First World Security Studies Conference

2010

2020.05.11.

2021.03.02.

힐링캠프장 개장식 Opening Ceremony of Healing Campsite

직무원 중견리더과정(1기) 입교식  Initiation Ceremony for Executive Employee  

Mid-level Leader Course(1st Class)

2020

국방대학으로 창설(서울 관훈동) Korea National Defense College(NDC) founded

국방 연구원으로 개칭 Name changed to the National Defense Research Center

06

07



국
방
대
학
교
의 

발
자
취

국방대학교의 발자취History

1955 - 1959   Period of Establishment 창설기 1960 - 1985   Period of GrowthⅠ 성장기

1955. 8.
국방대학 창설(서울 종로구 관훈동)

Establishment of Korea National Defense College 

(Gwanhundong Jongrogu Seoul)

1956. 
학교이전(서울 은평구 수색동)

Relocation(Susaek-dong, Eunpyoung-gu, Seoul)

1956. 8.
교수양성과정 졸업기념

Graduation photo of 1st class

of course for professor 
nominees

1955 1961

1957

1972

1957. 1. 
국방연구원으로 개칭

Name changed to the ‘National Defense Research Center’

1957. 
이승만 대통령 제1회 졸업식 주관 

1st Graduation ceremony, presided 

over by president Rhee syng-man

1961. 12.
국방대학원으로 개칭

Name changed to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Defense’

1964.
박정희 대통령 졸업식 주관 

Graduation ceremony, presided over 

by president Park Chung-hee

1972. 2.
안보문제연구소 설립

Establishment of RINSA

1979. 12.
석사과정 신설 

Master's Degree Course launched

1981.
석사과정 1회 입교식 

Entrance ceremony of 1st class of Master'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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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대
학
교
의 

발
자
취

1986-1999   Period of GrowthⅡ 성숙기 2000 ~   Period of Re-establishment 재창설기

국방대학교의 발자취History

2004. 8.
야간석사과정 학위수여식

Graduation ceremony

of Master’s course(evening)

2008. 2.
군사학 박사과정 개설

Establishment of Ph. D course

(Military Science)

2015. 10.
�비전 2025선포식�

KNDU vision declaration

2017. 9.
논산캠퍼스 이전기념식 

Relocation ceremony of KNDU

2017. 12.
서울캠퍼스 현판식 

Signboard hanging ceremony 

of KNDU seoul campus2014. 9. 
제18차 ARF국방대학교총장회의 개최

Hosting of the 18th ARF HDUCIM

1988.
노태우 대통령 졸업식 주관

Graduation ceremony, presided over

by president Roh Tae-woo

1990. 10.
국방참모대학 창설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Staff College

1996.
국제심포지움 개최 

Hosting of International symposium

2000. 1.
국방대학교 현판식

KNDU Signboard hanging ceremony

1992. 
장군진급반 개설 

Establishment of Capstone Group

1990

2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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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 

비
전 

및 

목
표

Vision 2040 비전 및 목표총장 인사말President's Message

국방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위란에 처했던 6.25 전쟁 중에 구상되어 1955년 8월 15일 창설되었으며, 

미래의 안보상황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보정책을 개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및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국방대학교는 지식정보화시대와 국제화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국방대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며 노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는 앞으로도 국방·안보분야의 전문 인재육성 및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학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대학교 총장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 first conceptualized during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 June 25th and founded on August 15th, 1955. KNDU is Korea's best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 in developing security policies and rearing security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changes in security situation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KNDU keeps abreast of changes of globalizat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centric society. We gather wisdom of staff members, 

students and alumni to become top notch national defense 

university leading national security. 

As relocated to Nonsan in Chungnam province in 2017, KNDU will put its 

utmost efforts to become a center of national security by nurturing experts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developing national policy, enhancing educational 

system and environment for educational quality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its capability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President of KNDU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역량 구축

Establishiment of educational capacity

미래에 대비하는 안보연구 역량 강화

Reinforcement of security research capacity

교육내용의 획기적 변화 추진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

Highest level of faculty

우수학생 유치

Outstanding students

군사외교·교류 협력 강화

Fortify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다각적인 홍보역량 강화

Strengthen capability for public relations

미래 위협의 선제적 대비로

특화된 안보연구

Security research for future threats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Build virtuous cycle for 
education and research

미래지향적인 조직 재설계

Future-oriented organization

최적의 교육·연구 여건 조성

Optimal education and
research conditions

전략 목표 및 과제
Strategic Objective & Task

군사외교와 협력허브로 발전

The hub of military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교육·연구 기반 조성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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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무 

및 

조
직 · 

교
육
과
정

총장
President

교육과정KNDU Program임무 및 조직Mission & Organization

부총장
Vice President

기획조정실
Planning & Coordination Office

대외협력실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

행정지원부
Admin Support Office

교수부
Faculty Office

안전보장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ecurity

국방관리대학원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직무교육원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국제평화활동센터
Peacekeeping Operation Center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도서관
Library

비서실
Secretarial Office

감찰실
Inspection Office

근무지원대
KNDU Support Unit

국방대학교발전기금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und

산학협력단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 Foundation

임무 Mission

국방대학교는 안보정책, 국방관리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의 교육, 연구, 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The KNDU conducts education, research, analysi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National Defence Management, which relates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trains National Security experts.

13개 과정 13 Courses

조직도 Organization

국제안보교육과정

KNDU Academy for
International Security

안전보장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National 
Security

안보과정

National Security 
Course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High-ranking 
Policymaker Course

합동·연합정책 관리자과정

Joint·Combined Operations
Manager Course

미래안보아카데미

KNDU Academy for
Future Security Strategy

직무교육원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전문교육 과정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특별교육 과정

Special Education 
Course

기본교육 과정

Basic Education 
Course

국제평화
활동센터

Peacekeeping 
Operation 

Center

UN군 옵서버 및 참모 과정

UNSOC/UNMO 
Course

UN PKO 부대파병 과정

UN PKO Unit 
Deployment Course

다국적군 과정

Multinational Forces 
Course

국방관리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박사과정(주간, 주말)

Doctor’s Degree

석사과정(주·야간)

Master’s Degree 
(day/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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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National Security

안전보장대학원은 안보전문 교육기관으로

각 군 및 정부·공공기관에서 선발된 고위정책관리자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한 기획과 관리능력을 배양시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The high-ranking policymakers at the National Security College(NSC)

are selected from military,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Its objective is to nurture national security expertise

by promo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national security

and to foster a planning and management competency related to

security and policymaking.

교육
과정

https://www.kndu.ac.kr/nsc

041) 831-5124~5

안보과정 
National Security Course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High-ranking Policymaker Course

국가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담

당할 전문인력 양성

Nurturing national security expertise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on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y

장군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안보현안과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의 이해 증진

Enhance understanding of national defense policy and the domestic /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for officers who are selected to become flag officers

·  교육기간 : 1년(43~45주) 

Education Period : 1 year(43weeks ~ 45weeks)

·  교육대상 : 대령 / 장군 / 고위공무원 / 공공단체 간부 / 언론기관 간부 

Students :  Colonel / Brigadier General /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 

Public organization officials / Executives from the media

·  커리큘럼 Curriculum 

01 국가안전보장이론 Theories of National Security 

02 국제안보정세 분석 International Security and Situation Analysis 

03 남북한 정세분석/정책관리 South & North Koreas’ Situation Analysis and Policy Management 

04 국방정책과 전략 National Defense Policy and Strategy 

05 국가위기관리 National Crisis Management 

06 국외현장학습 Overseas Field Study 

07 국가안보종합연습 National Security Practice 

08 선택교과 Elective Courses 

09 논문/정책연구보고서 Writing Thesis / Policy Analysis Report

·  국내·외 안보환경 이해 증진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domestic/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  국가안보정책 및 국방정책, 군사전략 숙지  

Improve understanding of national security policy, defense policy,and military strategy 

·  고급제대 리더십, 윤리 및 소양 함양  

Foster leadership, ethics, and courtesy

·  국외현장학습으로 국제안보환경 견문 확대 

Enhance situational awareness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by 

conducting research field trips to foreign countrie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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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합정책관리자
과정
Joint·Combined Operations 
Manager Course

미국의 정책 변화 이해 및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항상 

Understanding changes in US strategy and improving the ability to perform joint 

and combined operations in preparation for OPCON transfer

·  교육기간 : 7~10주 

Education Period : 7~10weeks

·  교육대상 : 국방부, 합참 등 국방정책 관련 부서 근무자 

Students :  Senior officers and officials in MND, Joint Staff and other defense-related 

institutions

국제안보교육과정
KNDU Academy for 
International Security

주한미군 전입장교, 우방국 외교관/국방무관 대상의 한국에 대한 이해 심화 및  

동맹증진 

Deepening understanding of Korea and enhancing the ROK-US alliance for the 

members of USFK, foreign diplomats and defense attaches in Korea

·  교육기간 : 12주 

Education Period : 12weeks 

·  교육대상 :  주한미군 전입장교, 주한 외국대사관 외무공무원, 우방국 외교관,  

국방무관, 외신기자

Students :  USFK transfer officers, foreign affairs officials at foreign embassies in Korea, 

diplomat from allied countries, former millitary attaches, foreign reporters.

미래안보아카데미
KNDU Academy for 
Future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관련 정책부서 관리자를 위한 안보 현안 및 국방정책 역량 강화 

Strengtening capacities for national defense policy management and enhancing 

awareness on current security issues

·  교육기간 : 12주 

Education Period : 12weeks 

·  교육대상 :  국방부, 합참 등 기타 외교안보 관련 부서(4급 이상), 부장급 언론인 등 

안보·국방정책 관련 부서 관리자

Students :  Senior officers and officials in MND, Joint Staff and other defense-related 

institutions and executives from the medi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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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리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각 군 및 정부·공공기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석·박사과정의 전문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Educate specialists in the areas of security policies, military strategies, 

defense management, and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hem to hav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mission capability 

by completing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교육
과정

https://www.kndu.ac.kr/ndmc

041) 831-5323~5

석사 과정
Master's Degree

주간학위과정 Master's Degree

·  교육기간 : 2년

Education Period : 2years 

·  교육대상 : 중위~소령, 공무원 및 일반인

Students : 1st Lieutenant~Major, Civilian officials, Civilians

야간학위과정 Master's Degree(Part-time)

·  교육기간 : 2.5년

Education Period : 2years 

·  교육대상 : 군인, 공(군)무원 및 일반인

Students : Active-duty soldier, Civilian(military) officials, Civilians

안보정책 전공
Security policy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제반 사회과학적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 및 정세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 

Gain greater insight and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군사전략 전공
Military strategy

우리나라 최초로 군사학 석사 과정을 개설한 학과로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사, 

그리고 지역별 군사정세 등에 관한 학문을 연구 

The country’s first military science(master’s) course to research and educate 

national defense policies, military strategies, military history, and the current status 

of militaries in each region 

박사 과정
Doctor’s Degree 

주간학위과정 Doctor's Degree

·  교육기간 : 3년

Education Period : 3years 

·  교육대상 : 대위, 소령, 5급이상 공무원, 공기업 및 관련 단체 부장급 이상 간부

Students :  Captain~Major, Civilian officials above Class 5, Public enterprise executives above director level

주말학위과정 Doctor's Degree

·  교육기간 : 3.5년

Education Period : 2years 

·  교육대상 : 군인, 공무원, 군무원, 공기업 및 관련 단체 부장급 이상 간부

Students :  Active-duty Soldier, Civilian Officials, Military Officials, Public enterprise executives above directo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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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운영분석 전공
Analysis / Management of Military 
Affairs

국방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최적의 군사운영 

및 국방경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Teach students to conduct scientific analysis of key decisions /policies made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application of optimal national defense 

management techniques 

컴퓨터공학 전공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지식정보전과 사이버전을 대비하여 정보기술의 최신 이론과 지식을 습득 및 연구

하고 국방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21세기 정보기술 전사를 양성 

Study and research on the recent knowledge and theories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preparing Information & Knowledge Warfare and Cyber Warfare 

foster the creative 21C Information Technology Warriors who can contribute to 

defense informatization. 

국방관리 전공
National Defense Management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최신 이론과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군 

자원관리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기법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Enhance the specific knowledge and analytic capabilities in defense resource 

management through studying advanced theories and case studies related to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rational distribution of resources 

무기체계 전공
Weapon System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정책, 체계분석 및 모델링, 기술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Enhance the knowledge of requisition planning and acquisition process of weapon 

system, system analysis & modeling, and technology integration 

리더십 전공
Leadership

군과 공공기관의 리더십, 인사관리, 조직관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정책 수립 능

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with the ability to research, educate and develop 

policy on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military and puplic organizations. 

북한학(협동과정)
North Korean Studies

북한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남북한관계, 통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하

고 분석능력을 배양하여 대북정책수립 및 현안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안

자, 전문가 및 학자양성 

Cultivate policy maker, professional and researcher through studying and analyzing 

the North Korean politics, diplomacy, military, economy, and society,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군수조달 전공
Defense Logistics and 
Procurement

국방물적자원의 획득, 배분 및 관리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를 학습하여 국방

경영, 군수, 획득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Educate theories, policies, and practices regarding the acquisition, alloc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material resources in order to train experts in the defense 

logistics and procurement area 

사이버전(협동과정)
Cyber Warfare

사이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을 통해 사이버전 수행방법에 대

한 연구 및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사이버전 및 사이버보안 관련 국방정책 및 전

략을 개발하고 사이버전 능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with the ability to develop policies and strategies 

concerned with cyber warfare and contribute to secure performance through 

enhancing analytic capabilities on the basis of study and research on the overall 

theories and technologies of cyber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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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원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다시 찾고 싶은 국방인재의 요람’을 비전으로 통찰력을 갖춘 

미래 지향형 국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trains innovative defense related officials 

with a vision of ‘memorable center of national defense expertise’.

교육
과정

https://www.kndu.ac.kr/jtc

041) 831-5511

직무전문지식과 실무능력,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미래 지향형 국방 전문인력 육성 
PTI fosters national defense specialis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관련 법규, 제도 및 업무 체계에 대한 이해  

The students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ystems, and requirements 

·  해당 직무 분야별 교육 대상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  

Suitable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for each function

·  직무 분야별 핵심업무 위주 집중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Promotion of professionalism through intensive education for each function

·  연간 40여 개 교육과정을 운영,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40 PTI job training programs held annually for approximately 4,800 students

군무원 4·5급을 대상으로 관리자 직책 수행에 부합한 리더십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44주 과정의 중견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에 따른 국직부대 및 각 군 군무원 정원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신규 임용 군무원에 대한 통합교육을 직무교육원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직무교육을 모든 신규임용 군무원에게 제공

Manages 44 weeks long intermediate leader course for military officials of class 4&5, intending to upgrading leadership needed for 

management, As a number of military officials increase due to National Defense Innovation, Professional Training Center will be responsible 

for overall education of increasing freshman military officials, providing profess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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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활동센터
Peacekeeping
Operation Center

UN으로부터 인증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PKO 전문기관으로서, 

국격에 걸맞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혁신, 분쟁지역연구·전문가 육성, 대국민 홍보활동과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As the only Peacekeeping Operations related institution in Korea 

to be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the ROK PKO Center has a vision suitable to the national status and 

is driving toward educational innovation, rearing of professionals on conflict regions, 

promotion to the public, and cooperative exchange.  

교육
과정

https://www.kndu.ac.kr/pko

041) 831-5711

·  해외파병 간부에 대한 교육, PKO 교리발전 및 정책연구 지원, 해외파병요원 귀국보고서 발간,  

PKO 관련 국내·외 기관과 정보 및 교류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 

PKO Center primary functions are to  

- Train officers deploying overseas 

- promote the development of PKO doctrine and policy 

-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ROK PKO Center and foreign PKO institutions 

- review and manage AARs from ROK troops deployed overseas

·  연간 9개 과정 2,000여명을 대상으로 파병현장에 도착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교육 

Each year, ROK PKO Center holds 9 classes totaling 2,000 students to be deployed overseas to conduct their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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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1972년 창설된 안보문제연구소는 국방부를 포함 

안보관련 기관에 연구와 세미나를 통하여 안보·국방 관련 정책을 자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INSA has played a key role in advising Korea’s essential security institu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rough research and 

seminars on national security policy since its inception in 1972.

부설
기관

https://www.kndu.ac.kr/rinsa

041) 831-6415

주요 학술 연구 및 교류
Main issues of RINSA’s research 
and other activities

북핵문제, 한미동맹, 다자협력, 안보전략,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및 국방 

과학 분야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dilemma,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enhancing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establishing national consensus 

on national security policies, presenting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research cooperation and 

exchange programs between Korean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조직도 Organization

연구소장
Director General

연구기획실

Office of Research Planning

북한문제 연구센터

Center for
North Korea Affairs

동북아 연구센터

Center for Northeast 
Asian Affairs

국방정책 연구센터

Center for Defense 
Policy Studies

예비전력 연구센터

Center for Reserve 
Forces

안보전략 연구센터

Center for
Security Strategy

국방관리 연구센터

Center for Defense 
Management

군사과학 연구센터

Center for Military 
Science

군사전략 연구센터

Center for Milita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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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단행본
Reports, Books 

학술회의 및 세미나
Conferences and Seminars

학술지 
Journals

· 안보연구 시리즈   Security Monograph Series

·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General National Security Survey and Studies on Policy Options

·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 안보학술논집   Security Research Papers

· 안보정세전망   Security Prospect of Situation

· 안보총서   Security Book Translation Series

· 군사과학정책연구   Military Science and Policy Studies

· 세계안보학대회   The World Congress of Security Studies(Biennial)

· 연례 국제학술회의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  연례 동북아 안보정책 포럼  Annual Northeast Asian Security Policy Forum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의 연례 공동 국제학술회의  

Annual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Konrad Adenauer Foundation(KAS)

· 연례 국내안보학술회의   Annual National Security Conference

· 국방조찬포럼   Defense Breakfast Meeting(2 times/year)

·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Seminar with Distinguished Scholars/Experts(10~12 times/year)

·  방문학자 초청 세미나   Seminar with Visiting Scholars/Experts(10~12 times/year)

·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 『군사과학연구』   Journal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격/월간지
Monthly and Bimonthly

· 안보현안분석   (Monthly Current Security Issue Analysis)

· RINSA Forum   (Bimonthly RINS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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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안보 및 군사 학술정보의
국가 대표 도서관

Leading National Library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국방대학교 도서관은 1955년 개관 이래 국방·안보의 국가대표 도서관에 

걸맞은 특화된 지식정보 자원을 확충하여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 국방·안보 전문가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전자도서관(NDDL)을 통해 전군 정보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하 75개 도서관을 통합·연계함에 따라 이용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군 도서관의 자료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oreover, via National Defense Digital Library(NDDL), KNDU library strengthens 

its role and function as information hub for the whole ROK military. 

By integrating 75 libraries und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realtime, users are 

able to access to the entire military-owned libraries regardless of time or location.

부설
기관

https://nddl.mil.kr/M1

041) 831-6514

1955. 08. 국방대학 창설 및 도서관 설립(관훈동)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College and Library(Gwanhundong, Seoul)

1993. 02. 도서관 신축(서울 수색동/지하 1층~지상 2층, 4,609㎡)

New Library building established(Susaek-dong, Seoul, 4,609㎡ / B1~2ndF)

2000. 01.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도서관 개편

Reorganized as part of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6. 04. 자료 대출ㆍ반납 자동화 장비(RFID) 기반의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RFID-based Self-Borrowing / Return System launched

2009. 11. 국방전자도서관(NDDL) 정보체계 구축

Establishment of NDDL Information System

2014. 07. 국방대 도서관 및 NDDL 비전 2020 추진전략 수립

Establishment of Vision 2020 & Strategic actions for KNDU Library

2015. 11. 국방전자도서관 정보체계 검색기능 개선

Improve Search Function of NDDL

2017. 08. 논산캠퍼스 도서관 신축(지하 1층~지상 4층, 9,072㎡)

New construction of library in Nonsan Campus(B1~4thF, 9,072㎡)

2022.07. 국방전자도서관 체계 고도화사업 완료
✽행복한 책 나눔 축제 등 독서문화행사 2009년부터 매년 개최
✽국방도서정보협의회 워크숍으로 학술교류·협력 2013년 매년 개최

Advancement of NDDL Information System 
✽ Book Sharing Festival & Reading Cultural Art Events every year since 2009.
✽ Organizing national defense books & information workshop every year si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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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 Foundation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 15일 출범했습니다. 우리 산학협력단은 체계적인 연구진흥 및 

지원체제, 산학협력 계약 및 연구과제관리, 연구과제 수행절차 확립의 

필요에 따라 설립한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ㆍ지원하는 전담조직입니다.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Nov 15, 2011 

in accordance with the law related to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R&D 

collaboration.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 Foundation(R&DB Foundation) 

was launched in need of establishing research promotion and support systems, 

R&D collaboration contract and research projects, management, and the process 

of research projects. R&DB Foundation is a special corporate body directed by the 

president of KNDU. It specializes in managing and supporting R&D collaboration.

부설
기관

https://www.kndu.ac.kr

041) 831-6361

·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Make and execute R&D contracts

·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Manage accounting related to R&D collaboration business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Support operations of university facilities

·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Collect, distribute, and publicize information about demand on R&D collaboration and 

its activities

·  산학협력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Educate and train staff related to R&D collaboration business

·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Carry forward other essential business needed to achieve the goals of R&DB

임무 및 기능
Tasks &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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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류협력
Domestic·International 
Cooperation

외국 국방대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총 120여개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지자체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며 상호 교환강의, 학점교류 등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감과 동시에 

군사 외교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NDU partners with 120 institutions including universities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KNDU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fense diplomacy through mutual cooperation 

with foreign military and civilian institutions.

기타

https://www.kndu.ac.kr

041) 831-6315

(2022. 11. 30. 기준)

외국 국방대 학생 방문 Visits by Foreign NDU Students

·  1960~2022 : 59개국 13,366명 

한국 안보정세 이해, 상호협력 우호 증진

·  1960~2022 : 13,366 students from 59 countries 

Foreign NDU students visit KNDU in order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visits by the foreign 

NDU students also greatly enhance mutual cooperation with KNDU

국외 현장학습 Overseas Field Trip

·  1960~2022 : 51개국 14,877명 

방문지역 안보정세 및 정책 이해, 고급간부로서의 Global 시각/Mind 함양, 국방외교활동

·  1960~2022 : 14,877 students visited 51 countries 

Students visit foreign countries to learn about national defense policy/

strategy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ose countries. The overseas trips are part of KNDU's 

efforts to promote a global mindset and defense diplomacy

13,366

2022

1960

14,877

2022

1960

교류협력 현황 Cooperation Current status

외국 학술연구기관 소속 교수들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단기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수기간 동안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위~소령급의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과 외국군 대령 및 장군급 학생장교를 수탁생으로 받고 있으며, 교육기간동안 

숙소, 어학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 국방대 총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하여 국제안보교육 및 

상호교류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켜 가고 있습니다.

국방대에서는 과정별 학생들에게 세계 주요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업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국제환경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offer a short-term training course for qualified foreign professors from foreign academic research institutes. During their visit, we 

offer them our research facilities. We also take graduate students on scholarship who are invited by the Korean government (captain to 

major) and foreign student officers (colonel to general). We provide free accommodations and language education to them. We promote 

cooperation on mutual exchange and international security education through mutual visits of student delegations and foreign national 

defense colleges annually.

KNDU offers an opportunity to visit many countries for the students of each course so that they can perform what they learned from 

clas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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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및 기관
교류협력 현황
Domestic Universities 
and Domestic Institutions 
Cooperation Current status

국외 대학 및 기관
교류협력 현황
International Universit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Cooperation Current status

·  국내대학 : 52개 
Domestic University : 52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경기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항공대학교, 명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 중앙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 KDI국제정책대학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건양대학교, KAIST,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 

합동군사대학교, 초당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동양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  국내기관 : 34개 
Domestic Institutions : 34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서울시 강남구청, 충청남도, 

논산시, 고양시, 충청북도, 계룡시, 신안군청, 국회도서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금융감독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정보관리협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한국국방외교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주재현 JFKN 어학연구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 효문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현대중공업,울산대, 국립공원공단

·  국외대학 : 18개 
International University : 18

중국 국방대학교, 호주 국방대학교, 이스라엘 국방대학교, 콜롬비아 국방대학교, 

베트남 국방대학교, 몽골 국방대학교, 폴란드 국방대학교, 인도네시아 국방대학교, 

미국 국방대학교, 헝가리 국방대학교, 스리랑카 국방대학교, UAE 국방대학교, 

영국 국방대학교, 스웨덴 국방대학교, 프랑스 국방대학교, 캄보디아 국방대학교,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 우즈벡 국방대학교

·  국외기관 : 10개 
International Institutions : 10

미국 해군대학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미국 RAND 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문화원, 

스위스 GCSP, 미국 아·태연구소, 페루 고등연구원, 싱가포르 RSIS,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도네시아 국가안보연구원, 인도통합군사연구원(USI)

2022. 11. 30. 기준 2022. 11.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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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황Current Status

교육지원요원
Education

Support Staff

291

교직원 Faculty

박사과정
Doctor’s Degree

석사과정(주간)
Master’s Degree(day)

석사과정(야간)
Master’s Degree(evening)

학생 Student

단위 : 명

352

교직원
Faculty

61

교수
Professor

봄

가을

여름

겨울

군무원 교수 
Professor of Military 

Public Official

3

전문교수 
Professional
Professor

7
석좌교수 

Chair Professor

1

군인교수 
Military Professor

26 특정직공무원 교수 
Professor of

Special Task Public Official

24
교수 

Professor

61

※ 직무교육과정(연 4,800여명), PKO교육과정(연 2,000여명) ※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4,800 Per year), PKO Training Course(2,000 Per year)

군인 Military Officer민간인 Civilian

안보과정
National Security Course

205 256 838

130
75

249

7

45

33
12

64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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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정책·전략의 중심

국방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3302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TEL. 041)831-6334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