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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기 설명│

육·해·공군을 상징 (국방부 표식)

명예·승리·영광을 상징

국가안보의 주역이 되는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는 안보교육 연구기관 상징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발전을 상징

※ 바탕색 (보라) : 육·해·공군 합동과 화합을 상징

1. 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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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작사

박정선 작곡

2. 교     가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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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     훈
교교        훈훈

    

   

     

     

   

     

     

조조  국국  명명 예예 지지 성성

명예 위국헌신 멸사봉공하는 고급간부로서의 

명예와 긍지 

조국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봉사

지성 지식혁명의 시대 상황에 맞는 민주적 

고급간부로서의 지식과 덕성을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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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총장대리 김종철

육군 소장
(’20. 12. 14.∼’21.11.20.)

제48대 총장대리 정해일

육군 소장
(’21. 12. 20.∼현재)

 국가안보 정책·전략의 최고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

 국방·안보 특화연구 확장 및 연구보고의 효과성 제고

 국내·외 국방·안보 학술 교류협력의 허브로 발전

 선진화된 교육·학습·연구·근무환경 구축

총장 지휘 중점 / 목표

4. 총     장
교교        훈훈

    

   

     

     

   

     

     

조조  국국  명명 예예 지지 성성

명예 위국헌신 멸사봉공하는 고급간부로서의 

명예와 긍지 

조국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봉사

지성 지식혁명의 시대 상황에 맞는 민주적 

고급간부로서의 지식과 덕성을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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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 석 구
(’20.3.1.∼현재)

대령 서 석 민
(’18.12.26.∼현재)

교수 하 도 형
(’20.11.16.∼현재)

대령 김 효 수
(’18.12.30.∼현재)

교수 이 춘 주
(’20.3.2.∼현재)

교수 유 동 원
(’20.3.1.∼현재)

│40대 부총장│

│직무교육원장│

│안보대학원장│

│국제평화활동센터장│

│관리대학원장│

│도서관장│

5. 주요직위자

교수 노 영 구
(’20.3. 1.∼’21.9.1.)

교수 손 경 호
(’21.9. 1.∼ 현재)

대령 김 금 수
(’20.12.30.∼현재)

│교수부장│ │교수부장│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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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김  현
(’20.12.30.∼’21.12.28.)

교수 이 수 진
(’21.9.27.∼현재)

대령 손 동 희
(’21.12.28.∼현재)

3급 김 정 섭
(’20.12.7.∼현재)

교수 손 경 호
(’18.3.1.∼’21.9.27.)

중령 이 규 철
(’21.11.20.∼ 현재)

│행정지원부장│

│대외협력실장│

│행정지원부장│

│감찰실장│

│대외협력실장│

│근무지원대장│

중령 이 석 구
(’21.11.12.∼현재)

교수 조 남 석
(’20.12.28.∼’21.12.28.)

교수 김 영 준
(’21.12.28.∼현재)

│근무지원대장│ │비서실장│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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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본부

6. 학교전경

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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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

안보대, 관리대

안보문제연구소

컨벤션센터

테마공원

대학본부/상징탑

합참, 직무, 국평센터

도서관

근무지원대

서울캠퍼스





제1장  총        론

      제1절  연        혁

      제2절  임 무/기 능

      제3절  편          성

      제4절  주 요  일 정

제2장  주요활동 사항

      제1절  교 육 기 관

      제2절  부 설 기 관

      제3절  참모/지원부서

Ⅱ.  본      문





제1절  연        혁

제2절  임 무/기 능

제3절  편         성

제4절  주 요  일 정

제1장

총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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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절절 연연 혁혁     

❍ 1955. 8. 15. 국방대학으로 창설(국·일반명령 제231호, 서울 관훈동)

❍ 1956. 3. 15.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으로 이전

❍ 1956. 8. 18. 제1기생 졸업

❍ 1957. 1. 14. 국방연구원으로 개칭(법률 제1229호)

❍ 1961. 12. 31. 국방대학원으로 개칭(법률 제937호)

❍ 1963. 4. 18. 합동참모대학 창설(법률 제1330호)

❍ 1972. 2. 28. 안보문제연구소 부설(대통령령제6100호)

❍ 1975. 3. 1. 합동참모대학 폐지(법률 제7569호)

❍ 1979. 12. 28. 국가안전보장학 석사과정 신설(법률 제3202호)

❍ 1983. 12. 31. 국방과학 석사과정 신설(법률 제3695호)

❍ 1990. 10. 10. 국방참모대학 창설(대통령령 제13116호)

❍ 1991. 12. 2. 진급장군과정 신설(국교육24261-421)

❍ 1998. 12. 31. 국방정신교육원 해체(대통령령 제15994호)

❍ 1999. 12. 31.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해체(대통령령 제16626호)

❍ 2000. 1. 1. 국방대학교 재창설(법률 제6017호)

❍ 2008. 1. 1. 박사과정 개설(대통령령 제20337호)

❍ 2011. 11. 7. 재단법인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설립(국방부령 제598)

❍ 2011. 11. 15.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설립(국교육훈련정책-3574)

❍ 2014. 12. 12. 합동참모대학 예속변경(법률 제12745)

(국방대학교→합동군사대학교)

❍ 2017. 8. 1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로 이전

❍ 2018. 8. 11.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 신편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19- 16 -

제제22절절 임임무무 // 기기능능

◦◦ 국국가가안안전전보보장장 정정책책 및및 군군사사전전략략에에 관관한한 학학술술 교교육육

◦◦ 국국방방 ·· 정정보보자자원원관관리리 및및 국국방방과과학학에에 관관한한 학학술술 교교육육

◦◦ 국국방방부부장장관관이이 정정하하는는 특특별별과과정정에에 대대한한 학학술술 교교육육

◦◦ 국국방방정정책책 및및 군군사사전전략략에에 관관한한 연연구구

◦◦ 해해외외파파병병 관관련련자자 교교육육 및및 국국제제평평화화활활동동 분분야야의의

군군사사 업업무무에에 관관한한 정정책책연연구구

기기 능능

◦◦ 국국가가 안안전전보보장장에에 관관련련된된 안안보보정정책책 ·· 국국방방관관리리에에 관관한한

학학술술의의 교교육육 ·· 연연구구 ·· 분분석석 및및 발발전전도도모모

◦◦ 국국가가안안전전보보장장에에 관관한한 업업무무를를 담담당당할할 전전문문인인력력 양양성성

임임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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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33절절 편편 성성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조조직직예예산산과과

▹▹재재  정정  과과

▹▹이이전전사사업업팀팀

****

▹▹본본부부중중대대
▹▹시시설설반반  ▹▹보보급급반반
▹▹수수송송반반  ▹▹의의무무반반

근무지원대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홍홍  보보  과과

대외협력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산학협력단(법인)

★★★★★★

부부설설기기관관

▹▹연연 구구 기기 획획 실실

▹▹안안보보전전략략연연구구센센터터

▹▹군군사사전전략략연연구구센센터터

▹▹북북한한문문제제연연구구센센터터

▹▹군군사사과과학학연연구구센센터터

▹▹국국방방관관리리연연구구센센터터

▹▹동동북북아아연연구구센센터터

▹▹국국방방정정책책연연구구센센터터

▹▹예예비비전전력력연연구구센센터터

직무교육원

******

행정지원부

▹▹인인  사사  과과

▹▹군군  수수  과과

▹▹정정보보통통신신과과

교수부

교수겸직

기획조정실

3 급

국방관리대학원

교수겸직

국제평화활동센터교수겸직

▹▹교교  학학 처처

▹▹학학생생지지원원실실

▹▹안안보보정정책책학학과과

▹▹군군사사전전략략학학과과

▹▹교교  학학  과과

▹▹교교육육운운영영실실
▹▹교교  학학   처처

▹▹국국방방관관리리학학과과

▹▹국국방방과과학학학학과과

▹▹기기획획운운영영처처

▹▹연연구구개개발발처처

▹▹교교육육훈훈련련처처

3 급교수겸직

교수겸직

교수겸직 교수겸직

******

******

교수겸직
교수겸직

부  총  장

비  서  실 감  찰  실

안보문제연구소 도  서  관

▹▹교교육육기기획획처처

▹▹학학사사관관리리과과

안전보장대학원

총       장

교수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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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절절 주주요요 일일정정

1. 4. (목)

1 . 5 . (목)

1 .27 . (수)

2 . 1 . (월)

2 .10 . (수)

2 .10 . (월)

3 . 2 . (화)

3 . 4 . (목)

3 . 4 . (목)

3. 12.(금)

4 . 1 . (목)

4 . 2 . (금)

4 . 6 . (화)

4 .14 . (수)

4 .21 . (수)

4 .21 . (수)

4 .22 . (목)

4 .23 . (목)

4 .23 . (목)

4 .30 . (금)

5 . 6 . (목)

5 .12 . (수)

5 .13 . (목)

5 .14 . (금)

5 .24 . (월)

5 .28 . (금)

6 . 4 . (금)

6 . 7 . (월)

6 .10 . (목)

현충원 참배, 시무식

관리대 학위과정 학위수여식

’21년 발전기금 정기이사회

’21년 안보과정 화상 입교식

외국군 학생 명절 간담회

안보과정 입교식

’21년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

국방조찬포럼

제1차 국가안보 콜로키엄

주한 멕시코대사 초빙 강연

제3차 RINSA 안보포럼

안보과정 특강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터키국방무관 안보대 방문

제2차 저명인사 세미나

직무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우즈벡 군사아카데미와 화상회의

콜롬비아 전쟁대학 화상회의

ICRC 한국사무소 대표접견

문정인 석좌교수 강연

제5차 RINSA 안보포럼 개최

주한 콜롬비아대사 접견

안보과정 특강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RINSA 안보포럼 개최

RINSA-세종연구소 공동 국제세미나

국제안보학술회의

교수 워크숍

대전 현충원 참배

주한 콜롬비아대사 내방

한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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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 . (목)

6 .24 . (목)

6 .25 . (금)

7 . 5 . (월)

7 . 8 . (금)

7 .16 . (금)

8 .12 . (목)

8 .31 . (화)

9 . 3 . (금)

9 .13 . (월)

9 .16 . (목)

9 .29 . (수)

10. 7.(목)

10. 7 . (목)

10.18.(월)

10.19.(화)

10.22.(금)

10.26.(화)

10.27.(수)

11. 2.(화)

11. 2.(화)

11.10.(수)

11.15.(월)

11.18.(목)

11.22.(월)

11.24.(수)

11.26.(금)

11.29.(월)

11.30.(화)

11.30.(화)

12.20.(월)

12.24.(금)

우즈벡 군사아카데미 화상세미나

예비전력발전 세미나

’21년 제2차 국가안보 콜로키엄

해군참모총장 안보과정 특강

제9회 국방도서정보협의회 워크숍

콜롬비아 전쟁대학 화상세미나

창설 제66주년 기념 행사

장교 전직지원교육 입교 신고

미래안보교육과정 화상 입교식

국방대학교-세종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외국군 명절 간담회

한·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동북아안보정책포럼

월간 국방대 인터뷰 (브라질 대령벤투라등 3명)

국내안보학술회의

국방대와 한국효문화진흥원 MOU 체결

제13회 행복한 책나눔 축제

제17회 PKO 발전 세미나

RINSA 기초과제 발표회

체력단련장 사업 주민설명회

아데나워재단 공동학술세미나

제4차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안보과정 특강 (국방부장관)

안보학술세미나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영국 국방아카데미 내방행사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 수료식

국제친선교류의 밤 행사

김종철 총장 이임 및 전역행사

제66회 안보과정 졸업식

제48대 국방대총장 취임식

’21년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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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 육 기 관

제2절  부 설 기 관

제3절  참 모 / 지 원 부 서

제2장

주요 활동 사항





1-1. 안전보장대학원

1-2. 국방관리대학원

1-3. 직무교육원

1-4. 국제평화활동센터

제1절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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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안안전전보보장장대대학학원원

ⅠⅠ.. 총총 괄괄

’21년 안보과정 교육은 대령급 이상 군인 및 국·과장급 공무원, 공공

기관 임원, 외국군수탁생이 입교하여 교육을 시작(’21.2.1.)하였으며,

’21.12.3일까지 학업에 매진해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정

책 수립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대면교육

방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비대면 병행교육 등 탄력적으로 교육을 운영하였다.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교육은 매년 당해연도 준장 진급 선발자를 대

상으로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軍 장성으로서의 지

휘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21.12.14.～12.24.(2주)까지 교육하였으며, 진급

장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함양과 지휘관으로서 성인지 감수성

증진 및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실천 의지를 제고하였다.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정은 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군본부 등 합

동·연합정책 관련 부서 정책관리자 49명을 대상으로 ’21.9.9.∼10.28.까

지 주1회, 총 7회의 교육을 실시, 42명이 수료했다.

안보학술세미나는 보건안보를 포함한 새로운 포괄적 안보환경과 격

화되는 미중관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방향을 논

의하는 자리로 준비하여 안보과정 교과와 연계해 논의의 장을 제공하

였다. 특히 안보과정에 입교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을 토론자로 초청

하여, 안보과정의 교육성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군사학 세미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핵·미사일 경쟁 상황과 한·미간

정책과 전략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대응전략을 논의하였고, 사이버

전과 하이브리드전의 개념과 특징 및 위협에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군사학 분야의 쟁점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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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주주요요활활동동 사사항항

11.. 안안보보과과정정 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안보과정 교육은 ’20년 안보과정 교과체계 개선 T/F에서 도출한 교

과체계 개선 등과 교수부의 ’21년 기본교육계획 작성지침 및 인사혁신

처 ’21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계획을 작성하였

다. 전년도 대비하여 교육기간이 43주에서 44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

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확률 증가를 위해 국외현장학습 교과를 9월

에서 10월로 조정하였다. 또한 최종 성적사정 시 종합교과의 성적 산

입을 위해 안보종합연습교과 시기를 11∼10월 말로 편성하였으며 언론

집중교육을 9∼11월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교육 후반부 수업집중도 향

상을 도모하였다.

【 ’21년 연간 교과체계 】

구구 분분 교교 과과 명명
교교육육기기간간

주주 일일 정정

입교 및 교육소개 2 2. 1.∼ 2. 10.

Ⅰ 국가안전보장 이론 4 2. 15.∼ 3. 12.

Ⅱ 국제안보정세분석 6 3. 15.∼ 4. 23.

Ⅲ 북한정세분석 / 통일정책 Ⅷ 선택교과(1차) 3 4. 26.∼ 5. 14.

Ⅳ 국내정세분석 5 5. 17.∼ 6. 18.

Ⅴ 국방과군사 분석 Ⅷ 선택교과(2차) 4 6. 21.∼ 7. 16.

방학 3 7. 19.∼ 8. 6.

Ⅵ 국가위기관리 3 8. 9.∼ 8. 27.

Ⅶ 국가미래전략 Ⅷ 선택교과(3차) 4 8. 30.∼ 9. 24.

Ⅸ 국외현장학습 4 9. 27.∼ 10. 22.

Ⅹ 국가안보종합연습 2 10. 25.∼ 11. 5.

Ⅺ 논문 및정책연구보고서 3 11. 8.∼ 11. 26.

예비 (졸업식) 1 11. 2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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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민·관·군 고위정책관리자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가정책 수립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수업을 편성하

고 교과별로 교육

2) 교과를 기본단위로 교육목표 및 범위, 수업, 평가, 현장학습,

분임활동 등을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교과별 교육내용은 공통/선택과

목, 정책/교양특강, 현장학습, 논문/정책연구보고서 작성, 교양학습, 분

임활동 등으로 구성

3) 공통과목 및 정책특강은 현안정책 이슈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초빙강사 선정.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선수교과 교육

선 입교한 군인 학생들에게 국가의 포괄적 안보 및 전쟁과 전

략, 국방정책 등에 대한 개념과 본 교과 학습을 위한 소양과 본 교과

학습을 위한 기본지식 등을 제공하였으며 ‘국가의 정의’, ‘전쟁과 문명’,

‘연합 및 합동작전’ 과목에 대한 개념과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

을 두고 교육하였다. 군인 학생들에게 국가의 포괄적 안보 및 전쟁과

전략, 국방정책 개념과 본 교과 학습을 위한 기본지식 및 준비여건을

제공하여 향후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교육은 ’21.1.4.∼1.29.(4주)까지 육군 37명, 해군 23명(해병 3명), 공

군 18명 등 총 78명을 대상으로 공통 교과 (공통과목, 교양강의, 분임활

동, 개인연구 등) 총 160시간을 운영하였다.

【 교육 방법/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교교 과과

인인문문학학

체체육육

활활동동//

자자료료

수수집집

교교육육

준준비비//

소소개개

기기타타
소소계계 강강의의

분분임임활활동동 개개인인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160H 85H 21H 1H 13H 6H 44H 12H 32H 9H 2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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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국가란 무엇인가 3H 박 영 준

6·25전쟁이 현대사에 미친 영향 3H
온 창 일

(육사 명예교수)

사회발전과 우리 군 3H
홍 규 덕

(숙명여대 교수)

한국 국방정책 73년의 역사와 교훈 3H
한 용 섭

(국방대 명예교수)

전쟁법 3H 안 준 형

미국의 군사교리 3H 기 세 찬

전쟁과 문명 3H
허 남 성

(국방대 명예교수)

2) 1교과(국가안전보장이론) 교육

포괄 안보의 개념과 국가안보 영역간의 연계성 교육을 통하여

안보과정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보장이론(Theory of National Security)’

과 ‘국가안보의 영역(Areas of National Security)’ 과목을 중점으로 추

진하였다.

교육은 ’21.2.15.～3.12.(4주)까지 공통교과(강의) 74시간과 정책특강

등 총 133시간을 운영하였다.

【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정정책책

특특강강

교교양양

특특강강

패패널널

토토의의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외외래래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

개개인인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단단결결

활활동동

133H 74H 21H - 1H 19H 12H 3H 12H 6H 12H 9H 3H 3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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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국가안전보장이론
(Theory of National Security )

3H 이 석 수

정치와 국가안보
(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

3H 홍 태 영

공 통

외교와 국가안보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

3H 김 영 호

경제와 국가안보
( Economy & National Security )

3H 권 헌 철

사회와 국가안보
(Society & National Security)

3H 김 병 조

군사와 국가안보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

3H 박 창 희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Science&Technology & National Security )

3H 권 태 욱

정책특강

코비드19, 신냉전, 한국의 전락적 선택
(COVID19, New Cold War, Strategic Choice)

3H
문 정 인

(국방대 석좌교수)

보건과 국가안보
(Health & National Security)

3H
전 병 율

(前 질병관리본부장)

환경과 국가안보
(Environment & National Security)

3H
문 길 주

(고려대 석좌교수)

헌법과 국가정체성
(Constitution & National Identity)

3H
오 동 석
(아주대)

교양특강

선진국으로 가는 길
(Road to Developed Countries)

3H
인 요 한
(연세대)

클래식 듣기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3H
오병권

(前대전예술의전당관장)

사피엔스 혁명
(Sapiens Revolution)

3H
성 춘 택
(경희대)

패널토의 국가안보 : 이론과 실제 3H

김 영 호
김 병 조
권 헌 철
박 창 희
유 상 범

교육 말미에는 ‘국가안보: 이론과 실제’ 라는 주제로 교내교수 중심

으로 패널토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보 각 영역별 심층 이해를 도모

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대면교육 제한에 따라 실시간 화

상회의 앱(줌)을 이용하여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시작하였으며 점차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4주차부터는 2개 집단씩 교차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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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

로 교육내용/구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화상수업과 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운용상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동식 카메라 설

치와 음향시설의 보완을 통해 2교과에 개선 반영하였다.

3) 2교과(국제안보정세 분석) 교육

우리 나라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강

의 정세 분석(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세계 주요지역의 정세분석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1.3.15.～4.23. (6주)까지 공통교과(강의) 127시간과 정책특강

등 총 210시간을 운영하였다.

【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정정책책

특특강강

교교양양

특특강강

패패널널

토토의의

논논문문

지지도도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외외래래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단단결결

활활동동

210H 127H 39H 24H 1H 21H 12H 9H 21H 12H 6H 3H 6H 56H

【 교과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미국 정치의 특징과 변화
(Main Features of U.S. Politics and Their Changes )

3H 김 영 호

미국 경제 현황과 전망
( The U.S. Economic : Current Situation & Prospect )

3H
윤 여 준

(KIEP)

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The Consistency & Change of US Foreign Policy)

3H 유 상 범

미국의 군사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 The US Military Power & Asian-Pacific Strategy )

3H
설 인 효

(KIDA)

일본 정치·외교의 현황과 전망
( Japan’s Politics & Diplomacy )

3H 김 준 섭

일본 경제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Japanese Economy)

3H
김 규 판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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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Japan’s Defense Policy & Military Capability) 3H 박 영 준

중국의 정치체제와 국가발전 전략
(Chinese Political System&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3H 하 도 형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중관계
( Chinese Foreign Policy & ROK-China Relation ) 3H 유 동 원

중국경제의발전전망
(Chinese Economy : Development Process, Problemand Prospect) 3H 권 헌 철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Military Capability & Military Strategy of China ) 3H 기 세 찬

러시아 정치/외교의 현황과 전망
(Russian Politics & Diplomacy : Situation & Prospect) 3H 이 홍 섭

러시아 경제현황과 전망
( Russia’s Economic Situation & Prospect ) 3H

한 종 만
(배재대)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Military Capability & Strategy of Russia) 3H 김 영 준

유럽안보의 현황과 전망
(European Security Situation & its Prospect) 3H

고 상 두
(연세대)

유럽경제의 현황과 전망
(Europe’s Current Economic Situation & Prospect ) 3H 변 정 욱

중동정세 연구
(Middle East Security Issues) 3H 김 은 비

동남아/서남아 정세
(South-east / South-west Asia Situation) 3H

신 재 혁
(고려대)

중남미 정세
(Latin America Situation) 3H

송 기 도
(전북대)

국제법과 국가안보
(International Law & National Security) 3H 김 영 호

국제현안분석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3H

윤 여 준
(KIEP)

정책

특강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3H 주한미국대사대리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3H 주한중국대사

EU의 외교안보전략 3H 주한EU대사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3H APCSS부소장

교양

특강

100년을 살아보니 3H
김 형 석
(연세대)

극지연구의 현황과 전망 3H
신 형 철

(극지연구소부소장)

패널

토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주변 강국의 정책적 대응 3H

김 영 호
서 정 건(경희대)
신 종 호(통일연)
임 은 정(공주대)
신 범 식(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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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EU등 주요 국가의 주한대사 초빙 및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주변 강국의 정책적 대응’ 이라는 주제로 교내교수 및 외부전문가 중심

으로 패널토의를 실시하여 한반도 주변의 국제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도모하였다. 설문결과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98.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1교과 설문시 제기된 화상수업의 불편함과 온

라인 수강생 질문과 의사소통이 불비한 내용이 식별되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4) 3교과(북한정세/통일정책 분석) 교육

북한정세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과 아울러 평화통일 정책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정세/통일정책 분석 교육은 ’21.4.26.∼5.14.(3주)까지 공통교과

(강의) 57시간과 정책특강 등 총 98시간을 운영하였다.

【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정정책책

특특강강

교교양양

특특강강

국국정정

과과제제

선선택택

교교과과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외외래래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98H 57H 12H 15H 1H 11H 8H 9H 3H 3H 3H 9H 24H

【 교과 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선택(Ⅰ)

오해와 편견: 이슬람의 이해
(Understanding Islam)

9H 김 은 비

전쟁과 평화의 법
(The law of war and peace)

9H 안 준 형

중국의 안보사상과 전략
(China's Security Thought and Strategy)

9H 유 동 원

손자병법
(The art of war)

9H 박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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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선택(Ⅰ)

한국 안보정책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Korean Security Policy)

9H 박 영 준

게임이론과 전략적 사고
(Game theory and strategic thinking)

9H 변 정 욱

전쟁과 군수
(War & Military Logistics)

9H 이 상 진

ICT 융합과 미래
(ICT Convergence and Future)

9H 강 동 수

정책특강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3H 통일부장관

교양특강 고령화시대 건강관리 3H
정 유 석

(단국대 천안병원 )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95.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분임연구 활동은 98%, 지도교수의 분임지도에 대한 만족

도는 99%였다. 한편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고위

급 탈북인사 등의 초빙강사 섭외 필요가 제기되었고, 대면 및 비대면

동시 수업 진행시 비대면 수업자의 적시적 참여를 위한 소통에 대한

관심 제고가 요구되었다.

또한 ‘오해와 편견: 이슬람의 이해’ 등 8과목을 포함한 선택교과 1차

교육이 개설되었고 1～3회차 교육이 북한 교과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5) 4교과(국내정세 분석) 교육

국내정세 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내

현안문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발전 방안과 개

인 역량을 심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국내정세분석 교과 교육은 ’21.5.17.∼6.18.(5주)까지 공통교과(강의)

73시간과 정책특강 등 총 168시간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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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정정책책

특특강강

교교양양

특특강강

논논문문

지지도도

선선택택

교교과과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외외래래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분분임임
자자율율
활활동동

168H 73H 15H 12H 1H 18H 11H 7H 9H 15H 11H 3H 12H 54H

【 교과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한국의 정치
(Korean Politics) 3H 홍 태 영

한국의 외교
(Korean Diplomacy) 3H 김 준 섭

한국의 경제
(Korean Economy) 3H 권 헌 철

한국의 사회
(Korean Society) 3H 김 병 조

한국의 과학기술
(Korean Science & Technology) 3H

이 상 훈
(국방대 명예교수)

한국의 행정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3H

박 순 애
(서울대)

바람직한 리더 & 효과적인 리더십
(Desirable Leader & Effective Leadership) 3H

최 연
(홍익대)

정책 집행관리 역량
(Capacity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3H 문 영 세

고위 공직자 의사결정
(Strategic Decision-making of Senior Officials') 3H

심 준 섭
(중앙대)

오해와 편견: 이슬람의 이해
(Understanding Islam) 6H 김 은 비

전쟁과 평화의 법
(The law of war and peace) 6H 안 준 형

중국의 안보사상과 전략
(China's Security Thought and Strategy) 6H 유 동 원

손자병법
(The art of war) 6H 박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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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선택(Ⅰ)

한국 안보정책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Korean Security Policy)

6H 박 영 준

게임이론과 전략적 사고
(Game theory and strategic thinking)

6H 변 정 욱

전쟁과 군수
(War & Military Logistics)

6H 이 상 진

ICT 융합과 미래
(ICT Convergence and Future)

6H 강 동 수

선택(Ⅱ)

문화와 정치
(Culture & Politics)

6H 정 한 범

오해와 편견: 중동분쟁의 이해
(Understanding the Middle East Conflicts) 6H 김 은 비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 International Law) 6H 안 준 형

전근대 한국의 전쟁
(The War of Korea in Pre-Modern Era) 6H 노 영 구

전쟁과 국가전략
(War & National Strategy) 6H 손 경 호

패권경쟁의 국제정치학
(International Politics of Hegemonic Competition) 6H 박 영 준

미래의 국가 지도자를 위한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for Future National Leader) 6H 이 춘 주

해양학과 해양안보
(Oceanography & Maritime Security) 6H 하 용 훈

정책

특강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정책 3H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의 여성가족정책 3H 여성가족부 장관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정책 3H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3H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의 문화체육정책 3H 문화체육부 장관

교양

특강

전략적 사고의 매커니즘 3H
김 한 얼
(가 천 대)

중국역사와 여행 3H
이 익 희

(한국외국어대)

독일 정치의 현재와 미래
-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

3H
정 범 구

(前 독일대사)

독일의 강제징용 배상 : 경험과 교훈 3H 이 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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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94.9%, 교육목표 달성만족도

는 95.9%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교육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번의 정책특강이 실시되어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였다.

한편 선택교과 1차 교육이 종료되고 ‘문화와 정치’ 등 8개 과목이

포함된 선택교과 2차 교육이 시작되었다.

6) 5교과(국방과 군사분석) 교육

전쟁이론,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관련

기관에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정책관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

는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5교과는 ’21. 21.∼7. 16.(4주)까지 진행하였으며 공통 과목 62시간과

정책특강 등 총 140시간을 운영하였다.

【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정정책책

특특강강

교교양양

특특강강

국국정정

과과제제
세세미미나나

논논문문

지지도도

현현장장

학학습습

선선택택

교교과과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외외래래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140H 62H 18H 9H 1H 9H 9H 9H 12H 3H 3H 3H 3H 7H 9H 45H

【 교과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전쟁과 평화
(War and Peace) 3H 박 영 준

한국의 전략사상과 전쟁
(Korea's Strategic Thoughts and War) 3H 노 영 구

테러리즘과 대테러리즘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3H 손 경 호

현대전의 양상
(Features of Modern Warfare) 3H 손 한 별

북핵시대 국방정책
(Korea's Defense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3H

한 용 섭
(국방대 명예교수)



2021년도 국방대학교 史  

38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35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한미동맹의 현안과 전망
(Current Issues and Prospect of US-KOR Alliance)

3H
신 경 수

(전 주미 국방무관)

한국의 방위산업
(Korea's Defense Industry)

3H
박 종 승

(ADD 소장)

한국의 군사전략
(ROK Military Strategy)

3H 박 창 희

사이버전자전
(Cyberspace Operations and Electronic Warfare)

3H
최낙중

(국방대 초빙교수)

선택(Ⅱ)

문화와 정치
(Culture & Politics)

9H 정 한 범

오해와 편견: 중동분쟁의 이해
(Understanding the Middle East Conflicts)

9H 김 은 비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 International Law)

9H 안 준 형

전근대 한국의 전쟁
(The War of Korea in Pre-Modern Era)

9H 노 영 구

전쟁과 국가전략
(War & National Strategy)

9H 손 경 호

패권경쟁의 국제정치학
(International Politics of Hegemonic Competition)

9H 박 영 준

미래의 국가 지도자를 위한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for Future National Leader)

9H 이 춘 주

해양학과 해양안보
(Oceanography & Maritime Security)

9H 하 용 훈

정책특강
해군의 발전비전 2H 해군참모총장

한미 방위비 협상 3H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교양특강
세계의 문화와 역사
- 스페인과 중남미 -

3H
전 홍 조

(전 스페인 대사)

국정과제 보안 및 국가방첩 3H 국가정보원

세미나 인도․태평양 시대 각국의 국방전략 3H
미, 일,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국방무관 등

전반적으로 교육만족도가 97.5%, 교육목표 달성도가 94.8%로 고위

정책관리자들에게 ‘전쟁의 이론과 전쟁양상, 군사전략, 국방정책 이해

확대’라는 교과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였다. 교육 말미에는 ‘인도·태평

양 시대 각국의 국방전략’ 이라는 주제로 각 국 무관 등을 초빙하여 세

미나를 실시하였다. 민간학생들이 다수인 안보과정 교육생들에게 전쟁,

국방, 군사교육을 통해 국가안보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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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4주의 교육기간이 다소 짧아 향후에는 5

주로 교육기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 6교과(국가위기관리) 교육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한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비상

사태 등 국가위기 상황별 교육과 이해 증진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 능

력을 배양하였다.

6교과는 ’21.8.16.∼9.3.(3주)까지 진행하였으며 공통과목 35시간과 정

책특강 등 총 98시간을 운영하였다.

【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정정책책
특특강강

교교양양
특특강강

논논문문
지지도도

현현장장
학학습습

선선택택
교교과과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외외래래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98H 35H 3H 12H 1H 8H 8H 3H 9H 3H 3H 7H 6H 35H

【 교과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sis Management)

3H
김 열 수

(전 국방대교수)

위기관리 리더십
(Leadership for Crisis Management)

3H 노 명 화

한미연합 위기관리
(ROK-US Combined Crisis Management)

3H
심 동 현

(전 연합사 기참차장)

국가동원
(National Mobilization)

3H
권 삼

(동원전력사령관)

국가재난관리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3H
차 정 회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선 택

(Ⅲ)

오해와 편견: 중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Middle East)

6H 김 은 비

국가흥망의 정치학
(Politics on Major Powers' Rise & Fall)

6H 박 영 준

국가정보 활동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 practice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y)

6H 이 호 재

근현대 중국의 역사와 전쟁
(A History & War in Modern China)

6H 기 세 찬

금융제도와 정책
(Financial System & Policy)

6H 권 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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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선택
(Ⅲ)

통찰력과 과학
(Insight & Science)

6H 마 정 목

정책

특강

Yes or No : 의사결정의 기술
(Yes or No : Decision-Making Methodologies)

6H 조 남 석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 3H
스튜어트 메이어
(유엔사 부사령관)

한국의 대테러 체계 및 활동 2H
김 혁 수

(대테러센터장)

대테러 활동 간 인권보호 1H
오 재 창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인권보호관)

교양
특강

지역 역사와 문화 : 아프리카 3H
도 성 찬

(전 에티오피아 무관)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필요한 위기관리체계와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범정부적 국가위기관

리 체계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교육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코

로나19로 인해 이전에 시행하였던 학생들의 을지태극연습 평가관 참여

가 불가하여 위기관리 현장에 대한 이해도 달성이 제한되었다. 한편

코로나 상황의 심각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 교과 교육이 진행되었다.

8) 7교과(국가미래전략) 교육

국가안전보장 관련 교과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군사 등의 분야별 변화 양상과 핵심 변화 동인에 대한 이

해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제로 활용

할 수 있는 국가 미래전략 정책 수립 능력배양을 추진하였다.

7교과 교육은 ’21.6.∼10.8.(5주)까지 진행하였으며 공통과목 63시간

과 교양특강 등 총 140시간을 운영하였다.

【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교교양양

특특강강

국국정정

과과제제

논논문문

지지도도

선선택택

교교과과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외외래래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140H 63H 6H 15H 1H 14H 12H 15H 3H 3H 3H 9H 5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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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구성 】

구구 분분 과과 목목 시시간간 강강 사사

공 통

미래전략 수립 방법론: 이슈와 쟁점
(Issues on Shaping the Future Strategy)

3H 윤 봉 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3H
이 정 동

(전 대통령 과학특보)

국제 정치의 미래 전략
(Future Strategy of International Politics)

3H
민 병 원
(이화여대)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
(Future Strategy of Korean Economy)

3H
유 종 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사이버안보: 도전과 기회
(Cyber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3H 이 수 진

미래전과 혁신 전략
(Future Warfare and Innovation Strategy)

3H
김 갑 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한국의 우주전략
(Space Strategy of Korea)

3H
이 상 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선 택
(Ⅲ)

오해와 편견: 중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Middle East)

9H 김 은 비

국가흥망의 정치학
(Politics on Major Powers' Rise & Fall)

9H 박 영 준

국가정보 활동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 practice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y)

9H 이 호 재

근현대 중국의 역사와 전쟁
(A History & War in Modern China)

9H 기 세 찬

금융제도와 정책
(Financial System & Policy)

9H 권 헌 철

통찰력과 과학
(Insight & Science)

9H 마 정 목

Yes or No : 의사결정의 기술
(Yes or No : Decision-Making Methodologies)

9H 조 남 석

교양
특강

품격있는 매너와 행복한 소통 3H
이 미 선

(코리아매너스쿨 원장)

국정
과제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 3H
노 정 환

(인권위부산인권소장)

설문조사 결과 교육만족도는 94.2%로 교육목표 달성과 학생들의 만

족도를 충족한 반면에 화상수업 효과와 온라인 분임활동의 효과가 타

교과에 비해 하향 추세로 8월부터 지속되어 온 전면 비대면 교육의 피

로도가 누적되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흥망의 정치학’ 등 7개

과목으로 개설되어 6·7교과 교육과 병행하였던 선택교과(8교과) 3차 과

목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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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교과(국외현장학습) 교육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결국 국외현장학습은 취소되

었으며 조별 국내현장학습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행시기를 11월로 연기하였다. 교육은 언론

집중교육(1주) 및 교양특강 집중주간(1주)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다.

10) 10교과(국가안보종합연습) 교육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제 교과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안

보게임을 통한 안보문제의 해결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 국가안보정책

과 관련된 특정사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증

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며, 이를 통한 국가안보정책 수립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다. ’21.10.25.∼11.5.(2주)까지 총 105시간을 교육

하였다. 1단계인 국가안보게임을 ’21.10.25.∼10.29.(1주) 까지, 2단계 국

가 안보정책 수립 연습을 ’21.11.1.∼11.5.(1주) 까지 실시하였다.

【 교육방법 / 시간 】

계계

공공 통통 과과 목목

현현장장

학학습습

현현장장

학학습습

토토의의

기기타타
소소계계 교교내내

분분임임활활동동 교교내내
자자율율
연연구구소소개개 지지도도 연연구구

토토의의//
토토론론//
발발표표

105H 45H 18H 3H 8H 9H 18H 4H 35H 8H 17H

【 교육 지침 】

구구 분분 교교 육육 내내 용용

1단계

범 위
ㅇ 국가안보게임 소개, 게임 실시 요령과 유의사항,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정세

참고서지 ㅇ ’21 국가안보게임

모의연습

주 제

ㅇ 새로운 안보위협과 국가위기관리

- Move Ⅰ-S1 :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 테러리즘 공격

- Move Ⅱ-S1 : 북한 ICBM 발사와 미국의 요격에 따른 위기 조성

- Move Ⅲ-S1 : 대만해협에서의 미‧ 중 충돌과 한국의 대응

2단계 정책과제 ㅇ 미중 경쟁시대의 정책적 방향 : 동맹 vs 헷징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43- 40 -

1단계 교육인 국가안보게임을 통해 실제와 같은 위기사태를 상정하

여 정치·외교·사회·경제·군사·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예상사태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국가위기관리 정책대안 개

발을 위한 국무회의에 준하는 팀을 편성 후 분야별 정책현안을 논의했

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협력 절차를 숙달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능

력을 배양하였다. 2단계 교육인 국가안보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안보

정책과 관련된 특정사안에 대한 쟁점토론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국가안

보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였다.

11) 11교과(논문/정책연구보고서) 교육 및 국내현장학습

정책과제 연구를 통한 심화 학습 및 정책개발에 주안을 두고

연초부터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졸업시까지 논문 또는 정책연구보고서

1편 작성을 위해 연중 작성 및 지도시간을 편성하였다. 학생들은 작성

된 논문/정책연구보고서를 분임별로 서로 발표하였으며 우수 논문/정책

연구보고서로 선정된 10명의 학생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 우수 논문/정책연구보고서 선정 결과 】

순순번번 논논문문//정정책책연연구구보보고고서서 제제목목 작작 성성 자자 지지도도교교수수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농촌의
탄소 중립정책 활성화 방안

1급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김영호

2 김정일 시대 ‘현지요해’ 실태 연구 해군대령 이상일 김병조

3
북한의 중국식 삼전 및 시수온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육군대령 우진호 유동원

4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해군대령 김성환 박영준

5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및 활용 방안
1급 류돈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손경호

6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른 금융부문
대응방안 연구

2급 김성우
(금융감독원)

권헌철

7
재정위기 경험국가의 위기발생 배경
및 정책 대응

1급 신현열
(한국은행)

문영세

8
수리부속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관리
정책방향

육군대령 박종석 문성암

9
해외파병 부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추진방향

육군대령 김성식 윤봉규

10
연구자 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과학기술 보호 방안 연구

실장 안성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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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시행이 연기된 국내현장학습을 집중

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조별 국내현장학습을 ’21.11.8.～11.11.(3박4일)

동안 시행하였다. 국가 주요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을 방

문하여 지역별 현안을 이해하고 안보현장을 체험하여 국가관 및 안보

관 확립에 기여하였다.

【 조별 현장학습 계획 】

구구 분분
인인솔솔단단장장
((지지도도교교수수))

학학생생

인인원원

주주요요 방방문문기기관관

군군 관관련련기기관관 정정부부 기기관관 기기타타

강원도 1조 이숙연 21 22사단통일전망대,
20기갑여단 고성군청 등 백담사 등

충남/대전 2조 변정욱 20 서산공군비행장
등 2개소

충남도청 등
2개소

태안해양국립
공원 등

충청북도 3조 이수진 21 공군사관학교 등
2개소 독립기념관 등

경상북도 4조 이호재 19 해병1사단 등 경북도청 포스코 등

대구광역시 5조 하도형
(이두열) 20 2작전사령부 등 대구시청 등 첨단복합

단지 등

경상남도 6조 노영구 20 진해기지 KAI,
현대로템 등

부산/울산 7조 유동원 19 해군
작전사령부

UN기념공원,
현대중공업 등

전라북도 8조 김병조
(오동진) 19 35사단 농촌진흥청 방사선연구소

등

전라남도 9조 홍태영 21 3함대사령부 전남도청 여수광양항만
공사 등

광주광역시 10조 이상목
(배학영) 20 광주시청 영광 한빛

원전 등

계 13명 200명

또한 ’21.11.22.～11.26. 간 2개 조로 구분하여 2박3일간 제주도 현장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국토 최남단(마라도) 및 주요지역 답사로 영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9전단 등을 방문하여 전략도서인 제주도의 전

략적 의의 및 해양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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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21년 안보과정 교육은 대령급 이상 군인 및 국·과장급 공무

원, 공공기관 임원, 외국군수탁생 등 213명이 입교하여 ’21. 2. 1.부터 교

육을 시작하였으며, 교육 도중 퇴교자 13명을 제외한 200명이 수료하였다.

【 안보과정 입교 및 졸업 현황 】 (단위: 명)

구구 분분 계계 군군인인 공공무무원원 공공공공기기관관
군군무무원원 //
연연구구원원

외외국국군군

입교생 213 76 68 54 3 12

졸업생 200 66 66 53 3 12

복귀생 13 10 2 1 0 0

2) 교육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대면교육 방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병행교육 등 탄력적으로 교육을 운영하였다.

【 ’21년 안보과정 교육운영방식 】

구구분분 교교육육 기기간간 교교육육 방방법법

1 차 2. 1. ～ 2. 19. ( 3주 ) 전면 비대면 교육

2 차 2. 22. ～ 7. 9. ( 20주 )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3 차 7. 12. ～ 10. 22. ( 15주 ) 전면 비대면 교육

4 차 10. 25. ～ 12. 3. ( 6주 ) 대면․비대면 교차 교육

3) 교육은 교과를 기본단위로 국가안전보장이론, 국내·외 안보정

세, 북한정세, 국방과 군사, 국가위기관리, 국가안보게임 등의 내용으로

심층적 교육을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변화를 고려한 국

가미래전략 교과도 편성하여 교육하는 등 학생들의 국가안보 이해증진

및 관련 정책 수립/관리 능력 배양에 주력하였다.

4) 교육기간 중 지속적으로 각 부처 장관, 미·중·EU 등 각국 주

한대사, 해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주요직위자 초빙강연을 실시하여 전

략적 안보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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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안보과정 주요 특강강사 】

인요한 (연세대 교수)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서 욱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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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별 설문결과, 학생들은 안보과정 교육내용/구성에 대해 대

부분의 교과에서 교육만족도 및 교육목표 달성에 90% 이상 만족한다

고 응답하는 등 높은 교육만족도를 달성하였다.

【 ’21년 안보과정 교과별 교육만족도 】

구구분분 교교과과명명 교교육육만만족족도도 교교육육목목표표 달달성성도도

1교과 국가안전보장 이론 98.6% 95.0%

2교과 국제안보정세 분석 98.8% 98.8%

3교과 북한정세/통일정책 분석 95.6% 97.4%

4교과 국내정세 분석 94.9% 95.5%

5교과 국방과 군사 분석 97.5% 94.8%

6교과 국가위기관리 90.7% 89.8%

7교과 국가미래전략 94.2% 95.8%

6) 국가안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목 편성으로 선택의 폭 확

대 및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3개 주기(선택과목 1·2·3차)로 구분

하여 총 22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전문지식 함양여건을 부여 하였다.

7) 정책과제 연구를 통한 심화 학습 및 정책개발에 주안을 두고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은 졸업시까지 논문 또는 정책연구보고서

1편을 작성하여 제출 및 발표하였다.

8) 교육 말미에는 국가안보게임(Pol-Mil Game)을 통한 주요 안

보과제 해결 및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였고, 이전 교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정책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증거자료와 논리를 제시 등, 이를 통해 국

가안보정책 수립 능력을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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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 안보과정 기본교육계획은 안전보장대학원장을 위원장, 교학처

장 및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안보과정 교육개선 T/F를 구성하여 교수

부의 기본교육계획 지침을 교과체계에 반영 및 ’21년도 교육운영간 문

제점 식별과 개선사항을 도출·반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운영체

계 편성 등을 논의하여 충실한 교육계획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기본교

육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안보보대대 55급급 최최 경경 철철,, ☎☎ 55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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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고위위정정책책결결정정자자과과정정 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21년 준장 진급 선발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군 고위 장성으로서의 지휘역량 함양을 배양하는데 목적

을 두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국방정책 이해와 고위 장성으로서의 지휘역량 함양을 위해 정책·작

전 교육과 함께 성인지·부패방지 등 고위공직자 윤리의식 제고에 중점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안보환경 급변, 고위급 리더십

중요성 확대 등 고려, 국방부에서 2주 소집 교육으로 최종 결정하여

’21.12.14.∼12.24.(2주)까지 진행하였으며 처음 1주차는 서울캠퍼스에서,

2주차는 논산캠퍼스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기간 내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 ’21년 안보과정 교과별 교육 만족도 】

구구 분분 교교 육육 내내 용용

정책관리 및

윤리의식

◦ 리더십/윤리의식(10H)
∙ 장군의 지휘철학
∙ 성인지 감수성, 부패 및 갑질 예방
∙ 사고예방 교육(감사사례)

◦ 사회변화의 이해(3H, 4차 산업혁명과 국방)
◦ 소통 역량 강화(5H, 인문학 강의, 언론의 이해 및 대응)

국방정책 이해
◦ 장관님, 합참의장 특강(2H, 12. 15.(수))
◦ 주요 국방정책 및 국방개혁 2050 (5H)
◦ 각군 정책 이해(6H, 각 군 참모총장 특강)

합동‧ 연합작전

◦ 합동‧ 연합작전 교육(6H)
∙ 한반도 정보업무 체계
∙ 합참 작계 및 발전방향
∙ 한미연합작전 소개 및 한미동맹 발전방향

◦ 연합사령관 특강(2H)

기 타 ◦ 학생회 시간, 피복체촌, 국립현충원 참배, 수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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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교육종료 후 설문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 (93.8%) 응답

및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 (100%) 하였다. 합동·연합작

전 관련 교육을 통해 합동성 강화 및 군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

성으로 지휘역량을 배양하였으며,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각 군 총장 등 주요 지휘관 강연/대화를 통해 지휘의도 파악 및 진급

장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함양하였다.

또한, 연합사 현장학습/한미연합작전 소개 교육 등을 통하여 한미동

맹의 중요성 인식을 증대하였으며 성희롱·성평등, 부패방지 등 윤리교

육을 통해 지휘관으로서 성인지 감수성 증진 및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의 실천의지를 제고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국외

시찰은 취소되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 교육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후반기 장성인사 진급시기에 맞

추어 당해연도 준장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개설될 예정이며, 국방

부 교육훈련정책과와의 협조 하에 교육시기 및 세부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외시찰은 ’22년 교육개설 당시 코로나19 상황에 따

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안보보대대 55급급 최최 경경 철철,, ☎☎ 55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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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합합동동··연연합합정정책책관관리리자자과과정정 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급변하고 있는 미‧ 중 경쟁의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국

가안보전략 및 국방정책 변화를 분석‧ 평가하고 향후 한미 연합방위체

계 주도를 위해 중～대령급 정책관리자에 대한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

정을 개설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분석을 통해 유동적 국제관계 이해

를 증진하고 미국의 군사전략 및 한미동맹의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한 ‧

미간 국가이익의 공동 발전방안이 모색되도록 교육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최초 서울 및 계룡대 별도의 대면 교육과정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 후반기로 개설 시기를 변경하였다. 국방부, 합참, 연합

사, 각군본부 등 합동·연합정책 관련 부서 정책관리자 49명을 대상으로

’21.9.9.∼10.28.까지 주 1회, 총 7회를 실시간 화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정 교육내용 】

구구 분분 강강 의의 내내 용용 강강의의교교수수

9. 9.(목) ∙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김영호 교수
(국방대학교)

9.16.(목) ∙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한반도 : 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유동원 교수
(국방대학교)

9. 30.(목) ∙ 미국의 핵전략 및 핵 확장억제정책
손한별 교수
(국방대학교 )

10. 7.(목) ∙ 군비 통제: 최근 경향 및 함의
김영준 교수
(국방대학교)

10.14.(목) ∙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Dan Hanson

(주한미국방무관)

10.21.(목) ∙ 전작권 전환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예)소장 신경수
(前미국방무관)

10.28.(목) ∙ 합동성 구현과 합동·연합작전
예)대령 박상선
(前합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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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연합 및 합동부대 (국방부· 합참·연합사 등)의 과장급 정책관리자들

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담당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증진과

합동‧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이라는 국방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안보 및 국방교육의 핵심 기관인 국방대 안보대학원

의 교육능력 증진 및 위상 강화의 성과를 얻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1년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정 비대면 교육 진행을 통해 얻은 노하

우와 교육생들의 미래 교육 소요를 반영하고, 국방부·연합사·합참 등

주요 정책부서의 교육 소요를 확인해, ’22년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국방

부 정책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안안보보대대 66급급 김김 명명 자자,, ☎☎ 55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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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세미미나나 개개최최

가가.. 개개 요요

국가안보와 관련한 학문적 발전 및 군사학 연구 저변확대와 심도

있는 안보과정 교육의 연계를 위해 안보 학술회의와 군사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론과 실습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및 학술교류의 장을 마

련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안보전문가를 초빙하여 안보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학술교류

를 통해 현실적인 안보이해와 안보전략을 모색하여 안보과정 교육성과

를 증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모색: 핵심 대외정책과제에 대한 분석과 전

망’을 주제로 안보학술세미나를 개최(’21.11.18.)하였다.

【 안보학술세미나 개최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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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학술세미나 발표 및 토론자 】

세세 부부 주주 제제 발발 표표 자자 토토 론론 자자

제1세션 : 미래 안보환경 전망 ※ 사회 : 전재성(한국국제정치학회장)

미중경쟁의 격화와 한국의 선택 배학영 ( 성균관대 )
박창희(국방대)

문성환 (외교부)

이승주(중앙대)

이동률(동덕여대)
한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안보 우정엽 ( 세종연구소 )

제2세션 : 한국의 미래 안보전략 ※ 사회 : 박영준 (국방대)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의 안보 박형중 ( 통일연구원 )
이숙연(숭실대)

김인호(대전대)

김상배(고려대)

장철운(통일연구원)비전통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 손한별 ( 국방대 )

【 안보학술세미나 진행순서 】

시시 간간 내내 용용 비비 고고

13:10∼ 13:30 ( 20분 )

개회사

환영사

축 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국방대학교 총장

13:30∼ 15:00 ( 90분 ) 1세션 발표 2명, 토론 4명

15:00∼ 15:30 ( 30분 ) 휴식 및 다과 -

15:30∼ 17:00 ( 90분 ) 2세션 발표 2명, 토론 4명

18:00∼ 20:00 ( 120분 ) 만찬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도시락 제공

‘미래전 양상과 한국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롯데호텔에서 군사학

세미나를 개최(’21.12.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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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학세미나 발표 및 토론자 】

세세 부부 주주 제제 발발 표표 자자 토토 론론 자자

제1세션 : 미중 경쟁과 국방혁신 / 사회 : 하도형 교수(국방대 안보대원장)

미국의 다영역작전 손경호 교수 (국방대 ) 최우선 교수(국립외교원)

황재호 교수(한국외대)

최윤미 박사(국방대)중국의 국방혁신 이창형 박사 (국방연구원 )

제2세션 :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전 양상 / 사회 : 박창희 교수(국방정책학회장)

인공지능 기술

군사적 활용 방안
문호석 교수 (국방대 )

손한별 교수(국방대)

전경주 박사(국방연구원)

배학영 교수(국방대)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양욱 교수 (한남대 )

제2세션 :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개혁 방향 / 사회 : 정춘일 박사(한국전략문제연구소)

최병욱 교수 (상명대), 김순수 교수 (육사), 김병조 교수 (국방대), 박영준 교수 (국방대),
박효선 교수 (청주대), 윤지원 교수 (상명대), 정한범 교수 (국방대)

【 군사학세미나 진행순서 】

시시 간간 내내 용용 비비 고고

13:00∼ 13:30 ( 30분 )
참가자 등록/환영

리셉션
※ 전체 사회 : 김영준 교수(국방대)

13:30∼ 13:50 ( 20분 )
개회사

환영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장

국방정책학회 회장

13:50∼ 15:10 ( 80분 ) 1세션 발표 2명, 토론 3명

15:10∼ 15:20 ( 10분 ) 휴식 및 다과 -

15:20∼ 16:40 ( 80분 ) 2세션 발표 2명, 토론 3명

16:40∼ 16:50 ( 10분 ) 휴식 및 다과 -

16:50∼ 18:30 ( 100분 ) 3세션 토론 7명

18:30∼ 18:40 ( 10분 ) 폐회식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장

국방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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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안보학술세미나는 안전보장대학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21.11.8.)하였으며, 안보과정 학생, 교내·외 교수, 한국국제정치학

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미래 안

보환경 전망’과 ‘한국의 미래 안보전략’의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으며, 미·중경쟁, 한·미관계, 남·북관계, 비전통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한국 국방의 평가와 대응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비록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세미나 진행에 적지 않은 제한사

항이 있었음에도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학문적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다각도의 전망을 바탕

으로 한국의 미래 안보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에 대한 이론적 담론을 넘어서 실용적 정책대안을 아우를 수 있는 의

미있는 학술회의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미래 구상을

고민하는 전문가 공동체인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 정책과 전략

의 산실인 국방대학교가 함께 개최하는 세미나가 정례화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학세미나는 국방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21.12.2.)하였으며,

국방대학교 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서울지역 방역 조치 된 회의실에

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군사학 분

야 교내·외 교수 및 연구자, 정책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소규모로 내실

있게 진행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하이브리

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지만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

었으며, 추후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행사 여건을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서, 교내·외 홍보를 강화하여 세미나의 위상을 제고할 것

이다.

((안안보보대대 88급급 고고 수수 정정,, ☎☎ 55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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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11년년도도 강강사사 초초빙빙현현황황

【 안보과정 강사 초빙현황 】

구구분분 계계 공공통통 교교양양 선선택택 정정책책특특강강 기기타타

횟수 111 39 14 35 14 9

【 세부 현황 】

순순서서 일일자자 시시간간 구구분분 과과 목목 // 제제 목목 성성 명명 소소 속속

1 1/12 3 공통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기원 온창일 육사 명예교수

2 1/15 3 공통 사회발전과 우리 군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3 1/19 3 공통 국방정책변천사 한용섭 전 국방대 부총장

4 1/27 3 공통 전쟁과 문명 허남성 전 국방대 교수

5 2/22 3 교양 사피엔스 혁명 성춘택 경희대 교수

6 2/24 3 공통 보건과 국가안보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
(전질병관리본부장)

7 2/26 3 공통 환경과 국가안보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

8 3/02 3 교양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인요한 연세대 교수

9 3/05 3 교양
한번 강의로 이해하는
클래식 음악과 양악단
지휘자의 리더십

오병권
전 대전예술의전당
관장

10 3/08 3 공통 헌법과 국가정체성 오동석 아주대 교수

11 3/19 3 공통 일본경제의 현황과 전망 강철구 배재대 교수

12 3/22 3 공통
미국의 군사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설인효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3 3/24 3 정책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James.
T.Hirai

APCSS 부소장

14 3/26 3 공통 미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최낙균
대외정 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5 3/31 2 정책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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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2 3 정책 국제현안분석 반기문
반기문재단 이사장

(전UN사무총장)

17 4/5 3 교양
극지연구의 현황과

전망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18 4/7 2 교양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19 4/9 3 공통 동남아 정세 신재혁 고려대 교수

20 4/12 2 정책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로버트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21 4/14 3 공통 중남미 정세 송기도 전북대 교수

22 4/16 3 공통 유럽의 안보정세 고상두 연세대 교수

23 4/19 3 공통 러시아 경제 한종만 배재대 교수

24 4/21 3 정책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국제적, 안보적 차원

에서의 EU의 역할

마리아

카스리요
주한 EU대사

25 4/21 3
패널

토의
패널토의 서정건 경희대 교수

26 4/21 3
패널

토의
패널토의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27 4/21 3
패널

토의
패널토의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8 4/21 3
패널

토의
패널토의 임은정 공주대 교수

29 4/28 3 공통 청탁금지법의 이해 전세준 변호사

30 5/3 3 공통 북한의 외교 이정철 서울대 교수

31 5/3 3 교양 고령화 시대 건강관리 정유석 단국대 교수

32 5/6 3 공통
통일정책과 남북한 통합

의 고제
강원택 서울대 교수

33 5/7 3
선택

1차

오해와 편견: 이슬람의

이해
엄익란 단국대 교수

34 5/7 3
선택

1차
한국 안보정책의 이해 임은정 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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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10 3 공통 북한의 경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36 5/11 3 공통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장철운 통일연구원

37 5/12 2 정책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이인영 통일부 장관

38 5/13 3 공통 북한의 과학기술 변학문 겨레하나연구센터

39 5/14 3
선택
1차

손자병법 김병주 국회의원

40 5/14 3
선택
1차

전쟁과 평화의 법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41 5/14 3
선택
1차

오해와 편견: 이슬람의
이해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42 5/14 3
선택
1차

한국 안보정책의 이해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43 5/14 3
선택
1차

중국의 안보사상과 전략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44 5/17 2 공통
전략적 사고의
메커지즘

김한얼 가천대 교수

45 5/21 3
선택
1차

오해와편견: 이슬람의이해 이수정 한국외대 교수

46 5/25 3 교양 중국역사와 여행 이익희 한국외대 교수

47 5/26 3 공통 고귀공직자 의사결정 심준섭 중앙대 교수

48 5/28 3
선택
1차

한국 안보정책의 이해
Peter
Banseok
Kwon

University at
Albany

49 5/31 3 공통 한국의 과학기술 이상훈 전 국방대 교수

50 6/1 2 정책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51 6/3 3 공통 한국의 행정 박순애 서울대 교수

52 6/4 2 교양 독일정치의 현재와 미래 정범구 전 국회의원/독일대사

53 6/10 2 정책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54 6/11 3
선택
2차

전근대 한국의 전쟁 이정빈 충북대 교수

55 6/14 3 공통
바람직한 리더,
효과적인 리더십

최연 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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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17 2 정책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한정애 환경부 장관

57 6/18 3
선택
2차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도경옥 통일연구원

58 6/18 3
선택
2차

문화와 정치 유호근 청주대 교수

59 6/18 3
선택
2차

전근대 한국의 전쟁 이정빈 충북대 교수

60 6/25 3
선택
2차

전쟁과 국가전략 정호섭 전)해군참모총장

61 6/25 3
선택
2차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최윤정 외교부

62 6/28 3 공통 북핵시대 국방정책 한용섭 전 국방대 부총장

63 7/2 3
선택
2차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64 7/2 3
선택
2차

미래의 국가지도자를

위한 과학기술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5 7/2 3
선택
2차

전쟁과 국가전략 오정석 예)육군중장

66 7/2 3
선택
2차

전근대 한국의 전쟁 이규철 성신여대

67 7/2 3
선택
2차

문화와 정치 최흥철 큐레이터

68 7/2 3
선택
2차

전쟁과 국가전략 오정석 예)육군중장

69 7/5 2 정책 해양안보와 해군의 미래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70 7/8 3 교양 세계의 문화와 역사 전홍조 전 스페인대사

71 7/8 3
선택
2차

문화와 정치 김홍걸 국회의원

72 7/9 3
선택
2차

전쟁과 국가전략 김병기 전 주레바논 대사

73 7/9 3
선택
2차

문화와 정치 김한나
그랑기타앙상블

수석단원

74 7/9 3
선택
2차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국제정치학
박병광

국가안보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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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9 3
선택

2차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이동은 법무법인(유) 화우

76 7/9 3
선택

2차

동아시아 패권경재의

국제정치학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77 7/13 2 공통 한미 방위비 협상 이경구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78 7/15 3 공통
한미동맹의 현안과

전망
신경수 전 주미국방무관

79 8/17 3 공통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 김열수 전 국방대 교수

80 8/18 3 공통 국가재난관리 차정회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81 8/23 3 공통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위기관리
심동현 전 연합사 기참차장

82 8/24 2 공통 국가대테러 활동차계 김혁수 대테러센터장

83 8/24 1 공통 국가안보와 인권의 조화 오재창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84 8/26 3 교양
아프리카 지역 안보

정세와 문화
도성찬 전 에티오피아 무관

85 8/30 3 공통
국가비상대비 업무와 국방

동원, 예비전력 정예화
권삼 동원사령관

86 9/1 3 교양
국제보건안보와

국가위기관리
윤문수 연세대 겸임교수

87 9/3 3
선택

3차

국가정보활동의

이론과 실제
김당 UPI뉴스 대기자

88 9/3 3
선택

3차
국가흥망의 정치학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89 9/3 3
선택

3차

오해와 편견:

중동분쟁의 이해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90 9/9 3 정책
개념설계, 스케킬업,

도전적 문제출제
이정동

전 대통령

경제과학특보

91 9/10 3
선택

3차
국가흥망의 정치학 김광진 전 공군대학 총장

92 9/10 3
선택

3차

국가정보활동의

이론과 실제
전웅 전 한국국가정보학회

93 9/13 3 공통
인권: 물음으로 싹트고

느낌으로 자란다.
노정환

국가인원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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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14 3 교양
리더의 품격있는

매너와 행복한 소통
이미선 코리아메너스쿨

95 9/15 3 공통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변화와 미래의 국가전략
민병원 이화여대 교수

96 9/17 3
선택

3차

국가정보활동의

이론과 실제
김유은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97 9/17 3
선택

3차
의사결정의 기술 김현우 고려대학교 교수

98 9/17 3
선택

3차
극가흥망의 정치학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처장

99 9/28 3 공통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 원장

100 9/29 3 공통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의 미래전략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101 10/6 3 공통
미래전과 미래군사

전략
김갑진 국방부 군구조개혁관

102 10/12 3 언론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이봉수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

103 10/13 3 언론
언론보도와 언론중재

위원회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104 10/14 6 언론
언론브리핑 및 인터뷰

실습
박노원 KBS

105 10/14 6 언론
언론브리핑 및 인터뷰

실습
이현경 SBS

106 10/15 3 언론
디지털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송동현 밍글스푼 대표

107 10/18 3 교양 독도의 이해 김병렬 전 국방대 교수

108 10/19 2 정책 국가비상대비 계획 오고산 비상대비정책기획관

109 10/20 3 교양 여행은 길 위의 학교 이종원 여행작가협회

110 11/2 3 정책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

체계
장 혁 한국안보정책연구

111 11/15 2 정책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서 욱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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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계계 공공통통 교교양양 선선택택 정정책책특특강강 기기타타

횟수 12 3 2 6 1

【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세부현황 】

순순서서 일일자자 시시간간 구구분분 과과 목목 // 제제 목목 성성 명명 소소 속속

1 12/17 2 공통 성인지 감수성 UP 박순향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2 12/17 3 교양 맹자와 윤동주의인간이해 김은교 숙명여대 교수

3 12/20 2 정책 한반도 정보업무 체계 최명호
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

4 12/20 2 공통 공직자의 청렴과 윤리 이순택 국방부 감사실장

5 12/21 2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위기관리 커뮤니게이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

6 12/21 3 정책 국방비전 2050 김갑진
국방부
군구조개혁관

7 12/23 2 교양 장군의 지휘철학 김영식 예비역 육군대장

8 12/23 2 정책
남북 군사문제와 우리의
대응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

9 12/24 2 공통 4차 산업혁명과 국방 이상훈 국방대 명예교수

【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정 세부현황 】

순순서서 일일자자 시시간간 구구분분 과과 목목 // 제제 목목 성성 명명 소소 속속

1 10/14 3 정책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Dan

Hanson
주한 미 국방무관

2 10/21 3 정책
전작권 전환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신경수 전 미 국방무관

3 10/28 3 정책
합동성 구현과 합동·연합
작전

박상선
전 합동참모대
교수

((안안보보대대 77급급 박박 대대 현현,, ☎☎ 55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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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00-2432-301-003-000-000-210-01 안보과정우수논문집발간 1,600 1,600

2400-2432-301-003-000-000-210-01 체육활동지원 2,600 2,600

2400-2432-301-003-000-000-240-02 체육활동지원 875 875

2400-2432-301-003-000-000-210-01 게임실운영용품비 1,500 1,500

2400-2432-301-003-000-000-210-01 고위정책결정자과정국외
시찰 선물대 1,950 0

2400-2432-301-003-000-000-210-01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국내시찰 선물대 600 597

2400-2432-301-003-000-000-210-01 안보과정 국외시찰선물대 26,400 0

2400-2432-301-003-000-000-210-01 안보과정 국내시찰선물대 4,100 4,100

2400-2432-301-003-000-000-210-01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교육재료비

649,000 649

2400-2432-301-003-000-000-210-01 안보과정 교육재료비 21,840 21,840

2400-2432-301-003-000-000-210-01 초빙강사수당(안보대) 47,920 41,558

2400-2432-301-003-000-000-210-01 언론집중교육 3,000 0

2400-2432-301-003-000-000-210-01
연합·합동정책 관리자과정
교육지원

680 0

2400-2432-301-003-000-000-210-01 행정지원 26,200 26,121

2400-2432-301-003-000-000-210-02 원격교육앱사용료 3,800 3,665

2400-2432-301-003-000-000-210-04 안보과정 국내시찰 식비 38,720 31,674

2400-2432-301-003-000-000-210-04 안보과정 현장학습 식비 9,900 1,222

2400-2432-301-003-000-000-210-07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국내시찰 임차료 6,000 4,800

2400-2432-301-003-000-000-210-07 안보과정 임차료 34,200 34,110

2400-2432-301-003-000-000-210-07 교수실무적응연수 540 0

2400-2432-301-003-000-000-210-16
합동연합정책관리자
교육과정

4600 126

2400-2432-301-003-000-000-210-16 국가안보게임지원 800 800

2400-2432-301-003-000-000-220-01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교육출장

1,235 0

2400-2432-301-003-000-000-220-01
고위정책결정자과정
현장학습

16,400 15,811

2400-2432-301-003-000-000-220-01 교수실무적응연수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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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00-2432-301-003-000-000-220-01 안보과정 국내시찰 여비 56,130 54,455

2400-2432-301-003-000-000-220-01 안보과정 현장학습 여비 2,519 2,080

2400-2432-301-003-000-000-220-01
안보과정현장학습비
(승선료)

8,036 1,411

2400-2432-301-003-000-000-220-01 안보교육개선자료수집 1,247 1,221

2400-2432-301-003-000-000-220-01
합동연합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여비

1,512 0

2400-2432-301-003-000-000-220-02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국외시찰 여비

190,930 0

2400-2432-301-003-000-000-240-01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국외시찰

5,495 0

2400-2432-301-003-000-000-240-01 안보과정 국외시찰 9,989 0

2400-2432-301-003-000-000-240-02 고위정책결정자과정간담회 750 749

2400-2432-301-003-000-000-240-02 안보과정 간담회 1,140 1,139

2400-2432-301-003-000-000-240-02 안보대 외래강사간담회 878 877

2400-2432-301-003-000-000-310-03 안보과정 포상금 1,600 1,600

7100-7111-254-003-001-000-210-05 야근식대 700 610

7100-7111-254-026-006-001-210-01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선물구입 10 5

7100-7131-314-004-000-000-210-01 군사학교수세미나개최비 5,390 4,990

7100-7131-314-004-000-000-210-07 군사학교수세미나 임차 2,000 2,000

7100-7131-314-004-000-000-240-02 군사학교수세미나 만찬비 790 790

7100-7131-314-004-000-000-210-01 안보학술회의 개최비 7,634 7,580

7100-7131-314-004-000-000-240-02 안보학술회의 만찬비 830 825

7100-7131-314-004-000-000-220-01 과정별 워크숍 임차 1,000 0

7100-7131-314-004-000-000-220-01 과정별 워크숍 여비 1,569 0

7100-7131-315-009-000-000-210-01 학교발전워크숍(수용비) 227

7100-7131-315-009-000-000-210-07 학교발전워크숍(임차비) 170

7100-7131-315-009-000-000-220-01 학교발전워크숍(여비) 916 140

7100-7131-315-009-000-000-240-01 학교발전워크숍
(업무추진비) 710 226

작 성 자 : 교 육 운 영 담 당 6 급 김 명 자 (서명) 김명자
부 서 장 : 안전보장대학원장 교수 하 도 형 (서명) 하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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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국국방방관관리리대대학학원원

ⅠⅠ.. 총총 괄괄

학위과정 교육진행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1학년도 입학

식(’21.2.24.)은 실시간 화상 앱(줌)을 이용한 언택트로 진행하였다. 개

강을 위해 외출·외박 통제 관리로 이동을 최소화한 가운데 교육부 지

침과 국방부 방역지침에 따라 개강(’21.3.2.)하였으며 전반학기 16주와

후반학기 15주간 철저한 방역계획 수립으로 청정한 교육환경을 강화한

가운데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하였다.

전반학기는 주간학위 과정의 경우 대면수업을 원칙으로하되 코로나

19 상황변화에 따라 화상강의, 이러닝 등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다양화

하여 관리대원장 승인하에 담당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하였다. 후반학기 역시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15주를 교육 진행하였다. 또한 야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주말 과정은 소속부대의 이동통제와 강의 장소로의 이동 수

단과 동선의 복잡성,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우려 때문에 연중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주간과정은 1, 2학년 25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정책, 군사전

략, 국방관리, 군수조달, 리더십, 군사운영분석, 컴퓨터공학, 무기체계,

협동과정 (북한학, 사이버전) 등 10개 전공 분야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교와 서울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야간 석사과정은 안보정책, 국방

전략, 국방사업관리, 국방자원관리, 국방정보관리 등 5개 전공 분야를

나누어 845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고 현재까지 주간 4,907명, 야간

1,1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박사과정은 15명의 신입생을 포함하여 총 35명 (연구생7명 포함)이

교육을 받았다. 군사학 박사학위는 현재까지 총 50명의 군사학 박사를

배출하였다.

석·박사 학위과정 졸업생 대부분은 국방대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통

해 정책/실무분야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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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박사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주말과정을 군사전략

과 리더십 2개 전공을 개설하여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겸비한 전문

요원 양성을 목표로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미국 해군대학원 1+1석사과정 위

탁생을 선발하여 아래와 같이 파견하였다.

【 미국 해군대학원 파견 현황 】

연연번번 전전공공 계계급급 성성명명 과과정정 기기간간 예예산산

1 안보정책 육군대위 방대한 동북아 지역 연구

’21.12.26.∼

’22.12.16.

국방대

2 군사전략 육군대위 김세령 동북아 지역 연구 육군

3 안보정책 공군소령 도근형 동북아 지역 연구 공군

4 무기체계 육군대위 나성중 시스템 엔지니어링
’22.3.22.∼
’23.3.24.

육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결과를 제출하여

입국 승인을 득한 후 출국하였다.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현장학습진행으로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석사

학위과정 국내·외 현장학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에 따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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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세세부부 사사업업별별 주주요요활활동동

11.. 석석․․박박사사학학위위과과정정 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겸비한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전문화·특성

화된 전공별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능동적이고 자기주도

적인 학습여건 조성 및 보장을 통한 선수학기 교육운영 내실화를 추진

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최신이슈를 반영한 교과체계 특성화 및 교육운영 내실화

2) 협동과정 내실화 및 전공 및 과목특성과 연계한 현장학습

3) 코로나 단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탄력적 학사행정 지원 강화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올해는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및 환경변화에 대

응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발, 교내 타 전공과목에 대

한 수강기회 등을 확대하였다. 특히 다양한 학문지식과 최신 첨단기술

을 융‧ 복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Creative/2회) 과정을 신입생 대상

으로 운영, 현재의 추세에 맞춰 최신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전문화·특성화 인재 육성을 위해 짜여진 교육체계에 맞추어 6주간

선수교과 (’21.1.12.∼2.19.), 16주간 전반학기(’21.3.2.∼6.19.), 15주간 후반

학기 (’21.8.30.∼12.11.)를 운영하였으며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개강과목 현황 】 (단위 : 과목)

구구 분분 계계 선선수수학학기기 전전반반학학기기 후후반반학학기기

계 70 36 33 29

공 통 5 5 0 0

안보정책(북한학) 65 3 3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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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계계 선선수수학학기기 전전반반학학기기 후후반반학학기기

군사전략 34 5 14 15

국방관리 26 5 10 11

군수조달 27 4 12 11

리더십 30 4 12 14

군사운영분석 28 3 14 11

컴퓨터공학 (사이버전) 42 3 19 20

무기체계 37 4 12 11

2) 협동과정 (북한학, 사이버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정 내

최소 18학점을 수강토록 했고 현장 위주 교육 강화를 위해 전공 및 과

목의 특성과 연계한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

【 현장학습 현황 】 (단위 : 개 / 회 )

구구 분분 계계
군군,, 공공공공 및및
정정부부기기관관

산산업업체체//대대학학
//연연구구소소

학학술술대대회회
//세세미미나나 전전시시회회//견견학학

계 25 6 5 4 10

【 전공별 초빙 현황 】 (단위 : 개 / 회 )

구구 분분 계계
세세 부부 내내 용용 (( 신신분분별별 ))

교교수수
군군인인 //
공공무무원원

연연구구소소 //
공공공공단단체체

기기업업인인 //
기기타타

계 87 26 31 20 10

안보정책 10 8 2

군사전략 13 4 3 4 2

국방관리 8 2 - 5 1

군수조달 3 - 1 1 1

리더십 6 5 - - 1

군사운영분석 3 - 2 - 1

컴 퓨 터 공 학 10 4 3 - 3

무기체계 32 2 20 10 -

공통 2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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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일과시간 이후 이동통제와 방역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면교육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단계

변동에 따라 전염병 감염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교육 (이러닝 등)도 병

행하여 전반학기 16주와 후반학기 15주간의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

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10개 전공 36개 과목을 선수교과목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특히,

올해도 크리에이티브 (Creative) 과정(4차 산업혁명과 국방 등 2개 과목)

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 방역지침 단계에 따라 정상적

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온라인 실시간 화

상플랫폼, 이러닝녹화 등)를 운영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효과적

인 현장성 강화로 교육만족도를 높였다.

2) 현장학습 전 방문기관 현황 브리핑 및 현장토의를 통한 이해

증진, 전적지 방문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었다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의실별 반투명 칸막이 설치, 거리 두

기 단계별 강의실 적정수용능력 판단, 손 소독제 비취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적용하여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정규학기와 연계성이 높은 선수 학기 과목 지속 계발과 4차 산업혁

명 관련 신규 교과 개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협동과정의 확대 여부

및 내실화 방안 검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방역대책 수립으로 차질 없는 학사일정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주간간교교육육운운영영담담당당 66급급 최최인인서서 ☎☎ 553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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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석석사사학학위위과과정정 교교육육(( 야야간간 ))

가가.. 개개 요요

’21년은 다양한 원격교육기법을 활용하여 교육성과 극대화, 국방대

창설이래 최초로 온라인평가 시행 등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안

정적인 학사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과정별 학생 참여형 교육 강화

2) 대면교육 제한 시 원격수업은 이론수업(녹화방식), 토론·발표

수업(실시간 방식)으로 교육확대 운영

3) 본교와 서울캠퍼스의 전공필수 과목을 동일과목(명)으로 편성

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 폭 확대

4) 전공별 2과목을 선정하여 Fulltime e-러닝 과목 편성

5) 지역통합 과목 개설하여 녹화 및 화상으로 동시 수업 진행 과목편성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과정별 학생 참여형 교육강화를 위해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

앱을 통합구매하여 유료화계정 변경으로 시간제한 없이 교수와 학생간

소통이 한층 더 자유로워지고 학생들의 토론, 발표 등 참여가 확대되었다.

2) 지역별 과목편성 확대 및 지역통합 과목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여 학사일정을 진행하였다. 전반학기 16주(’21.3.2.∼

6.18.), 후반학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15주(’21.8.28.∼

12.11.)를 운영하였다. ’21학년도 개설과목, 초빙 강의, 졸업자 현황, 온

라인 평가 결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개강과목 현황 】 (단위 : 과목)

구구 분분 계계 전전반반학학기기 후후반반학학기기

계
본교 42 21 21

서울 50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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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계계 전전반반학학기기 후후반반학학기기

안보정책
본교 11 5 6

서울 19 9 10

국방전략
본교 8 5 3

서울 8 4 4

국방사업관리
본교 10 5 5

서울 13 7 6

국방자원관리
본교 8 4 4

서울 10 4 6

국방정보관리(본교) 5 2 3

【 초빙강의 현황 】 (단위 : 회)

구구 분분 계계 안안보보정정책책 국국방방전전략략 사사업업관관리리 자자원원관관리리 정정보보관관리리 비비고고

횟수 43 7 5 28 3 -

【 졸업자 현황 】

구구 분분 졸졸업업시시험험 논논문문제제출출 계계

’21년 졸업현황 22명 23명 45명

전반학기 12명 11명 23명

후반학기 10명 12명 22명

【 종합 및 졸업시험 온라인 평가 결과 】

구구분분 응응시시 합합격격 불불합합격격 합합격격률률

종합시험 82 67 15 82%

졸업시험 11 10 1 91%

* ’20년 합격률대비 20% 상승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야간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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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고 다양한 원격강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동시간을 절약하

여 출석률 및 평가합격률을 증대하는 효과를 얻었다. 교수들 또한 서

울캠퍼스 출장으로 인한 피로도가 감소하여 학습의 질이 높아지고 사

회적거리두기로 인한 대면평가의 어려움을 통합정보체계시스템과 실시

간 화상앱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2) 학교 국방망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각종 공지사항

확인이 제한된다는 의견에 따라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였다. 밴드를 통

해 각종 학사 일정과 주요 공지사항을 게시한 후 행정지원분야 만족도

가 밴드 운영 전 ‘5.0’만점 중 ‘4.3’에서 밴드 운영 후 ‘4.8’로 상승하였

다. 출석관리 체계도 개편해 사후에라도 정당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공문 등의 공식적 통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망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에 수강신청 과목 게시, e-메일 접수를 통한 수강신청 대행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학생들의 참여형 교육 강화를 위해 원격교육 플랫폼 앱 사용료 예

산을 사전에 편성하여 행정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학생들

의 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전공별 2과목을 선정하여 Fulltime e-러

닝 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공학과 교수들에게 적극 홍보 예정이다.

’22년에는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모바일 및 인터넷 기반으

로 시스템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성적열람 등 각종 신청 및 학사일정

알림 기능을 설정하여 학사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야야간간교교육육운운영영담담당당 77급급 김김희희양양,, ☎☎ 553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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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박박사사학학위위 주주말말과과정정 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국가

정책의 기획·시행·평가 능력 향상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할 최고의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체계를 토대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주말박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개 전공 개설 운영

2) 각 전공별 교과목을 다른 학위과정과 별도(독립된 과목 코드명

부여)로 구성

3) 온라인 교육, e-러닝 학습의 적절한 활용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박사학위 주말과정은 군사전략과 리더십 2개 전공으로 기본교

육계획에 따라 16주간 전반학기 (’21.3.2.∼6.19.), 15주간 후반 학기

(’21.8.30.∼12.11.) 를 운영하였다.

2) 학위과정과 별도로 독립된 과목 코드명을 부여하여 운영하였

으며 ’21학년도 개설과목 현황, 외부전문가 초빙강의 현황, 재입학 및

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개강과목 현황 】 (단위 : 과목)

구구 분분 계계 전전반반학학기기 후후반반학학기기

계 서울 14 6 8

국방전략 서울 7 3 4

리더십 서울 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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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 초빙강의 현황 】 ( 단위 : 회)

구구 분분 계계 국국방방전전략략 리리더더십십 비비 고고

’21년 9 4 5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박사학위 주말과정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캠퍼스에서 수강하는 관계로 학

교 (본교) 인트라넷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학사 일정과 주요 공지사항을

게시한 후 학점인정 신청, 수강신청 대행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 운영

관리를 했다. 이를 통해 운영 초기에 여러 제한사항이 많은 서울캠퍼

스 주말 박사과정을 장소적·시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탄하게 운영

할 수 있었다.

2) 박사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강의, 세미나, 개인연구, 연구보고서

작성, 학생참여형 발표 및 토의식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석

사과정학생과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코로나 상황지속에 따른 단계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 e-러닝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22년도에는 토요일 강의에 따른 온라인 교육, 이러닝 학습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연한 기간 내 (7학기) 학점이수 (54학점)를 할 수

있도록 편성 교과목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2) 박사과정 연구수업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자율적인 연구와

수업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주주간간교교육육운운영영담담당당 66급급 최최인인서서,, ☎☎ 553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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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대학학원원생생 국국방방학학술술대대회회

가가.. 개개 요요

국방대 및 국내 일반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위탁 교육생들의 연구성

과 발표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를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21.11.11.)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방·안보분야의 최고의 대학원생 학술대회로 외연 확대

2) 군 위탁교육생 및 국방대학교 졸업생이 참여하는 안보학술대회

로 발전

3) 군 내·외 참여 활성화 유도로 국방정책 기여 및 국방대 위상 제고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학술대회 참가율 제고를 위해 국방부 및 각군본부 인재개발부

서와 사전협조를 실시하였으며, 군내·외 다양한 심사위원 선정으로 공

정성과 신뢰도를 제고 하였다.

【 신분별/ 군별 참가자현황 】 (단위 : 명)

구구분분
신신분분별별 군군별별

현현역역 일일반반인인 육육군군 해해군군 공공군군

인원 28 2 16 8 4

* 일반인(2) : 국방대 박사과정

2) 코로나19 으로 환경적으로 위축된 행사계획을 하이브리드 방식

(현장+온라인)으로 병행 추진하여 미 해대원 1+1과정의 위탁생들도 현

지에서 실시간 참가하는 등의 수준 높은 연구성과 발표와 교류 활성화

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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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대학별 현황 】 (단위 : 명)

계계 국국방방대대 KKAAIISSTT 고고려려대대 서서울울대대 연연세세대대 미미해해대대원원

30 17 2 1 2 6 2

3) 발표주제는 국방 관련 학술논문 및 정책 아이디어 등 전 분야

로 하여, 아래와 같이 4개 분과로 나뉘어 논문발표를 진행하였다.

【 논문발표 】

분분 과과 안안보보정정책책 군군사사전전략략 국국방방관관리리 국국방방과과학학

관 련

전 공

국제관계, 정치학,

사회과학/인문일반

군사학,

사회과학/인문일반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리더십 등

군사학, 산업공학,

전산학, 공학일반

장 소 제1세미나실 제2세미나실 제3세미나실 세종대강당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이번 행사는 국방대 및 일반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생의

연구성과 발표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비교평가 기회를 제공하

도록 하였다.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국방과학 분야의 논문 30

편이 경합한 결과 주요 수상작은 아래와 같다.

【 논문발표 】

훈훈 격격 소소속속 계계 급급 성성 명명 논논 문문 제제 목목

국방부장관상 KAIST
해군소령

(진)
김윤중

JPALS 기반 자율 공중급유 시스템을 위한
위성궤도 고장 상황 하의 무결성 보장 기법

육군참모총장상 국방대 해군소령 박현록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전략 결정요인 :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을 중심으로

해군참모총장상 연세대 육군소령 임현명

신병교육에서 훈련병의 개인 및 관계적
요소가 스트레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조건적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단기 종단연구

공군참모총장상 국방대 공군중령 이진기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신규 무기체계
도입 결정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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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국방정책에 기여하고 국방대 위상을 제고

하였으며 우수상 이상의 논문에 대하여 국방경영분석학회지에 등재를

추진하였다.

【 개최 사진 】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참가학생(민간학생 포함) 및 참가학교 확대 노력 지속하고 군 내·외

참여 활성화 유도로 국방정책 기여 및 국방대 위상 제고토록 노력하였다.

((교교육육계계획획//진진행행담담당당관관 55급급 김김 범범 섭섭,, ☎☎ 553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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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석석사사과과정정 국국외외현현장장학학습습 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주변국 안보현장 및 MOU체결 기관 방문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

략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석사과정 2학년을 대상으로 5박 6일간의

국외현장학습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이론과 실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현장학습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유행 (Pandemic) 선언 (’20.

3.11.) 및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외교부의 전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등에 따라 9월로 연기하여 국외현장학습을 추진하였

으나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장기화되어 국외현장학습 추진이 제한되었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코로나19 상황의 심화로 국외현장학습을 취소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교육육계계획획//진진행행담담당당관관 55급급 김김범범섭섭,, ☎☎ 553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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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석석사사과과정정 국국내내현현장장학학습습 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국가 안보관련 연구기관, 산업시설, 부대, 전적지 등의 방문을 통한

현장학습으로 이론의 현장 적용과 타군 이해 증진을 위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국내현장학습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코로나19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현장학습 운영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학년을 대상으로 6월에 추진하던 국내현장학습은 코로나19의 지역

적 확산으로 인하여 8월(1차)/12월(2차)로 순연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 및 학사일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한되었다.

【 계획 및 추진 현황 】

학학과과// 기기간간 인인원원 지지도도교교수수 방방문문기기관관 실실시시여여부부

군사전략
( 12.3.∼12.4. ) 16 배학영

․잠수함사령부 (진해 ) ․해군 5성분단
․해군작전사령부(진해)

미실시

군수조달
( 12. 14..∼12. 16.

)
10 문성암

․제3훈련비행단(사천)
․해군정비창(진해)
․국방부 항망운영단(부산)

미실시

리더십
( 12. 13.∼12. 15.

)
14 문성암

․육본인참부/인사사/ ( 계룡대 )
․한산대첩지(여수) ․충렬사 ( 통영 )

미실시

군사운영분석
( 12.15.∼12.17. ) 19 조남석

․다음 카카오 본사(제주)
․제주 해군기지․모슬포 전적지

미실시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코로나19 상황의 심화로 국내 현장학습을 취소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교육육계계획획//진진행행담담당당관관 55급급 김김 범범 섭섭,, ☎☎ 553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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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목구분 사업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32-301-003-210-01 석사학생 논문심사비 1,800 800

2432-301-003-210-01 교육재료비 33,779 33,779

2432-301-003-220-01 분교강사·교직원출장비 62,406 8,879

2432-301-003-220-01
박사과정·군사학위과정
자료수집비

1,344

(+1,427)
2,771

2432-301-003-240-02 석박사학위과정 간담회비 1,570 1,570

2432-301-003-310-03 학위과정 포상금 1,008 1,008

2432-301-003-210-15 상용sw유지비 60,318 59,159

2432-305-002-012-
220-03, 310-04

국외여비(미해대원)/
미해대원과정비

51,404 51,404

2432-301-003-210-01, 220-02,
240-01

학위과정 국외시찰 126,537 0

2439-301-003-210-01, 210-07,
220-01

학위과정 국내시찰 35,596 0

2432-301-003-220-01 학위과정 현장학습 7,978 2,490

7111-254-003-210-01, 210-03
학위과정 비품·가운
유지 및 구입

2,303 2,303

7131-314-004-001-210-01,
210-07, 240-01, 310-03

학술교류 세미나 17,050 17,050

7131-314-004-210-01, 240-02 관리대 학술세미나 9,558 9,558

작 성 자 : 교육계획/진행담당관 김범섭 김범섭

부 서 장 : 국방관리대학원장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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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직직무무교교육육원원

ⅠⅠ.. 총총 괄괄

’21년도 직무교육 과정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 정원·역할 확

대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선하였다. 국방 분야 공직자에게 요구되

는 직무수행능력과 분야별 창의적인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미

래지향적 국방 인재 양성을 위해 군무원 교육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고

위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중견리더과정

과 신규임용자의 핵심가치 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 군무원 신

규임용자 통합과정 교육을 시범운영하였다.

또한 국가동원정책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개편하였고, 국방

주파수관리, 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정책, 군사업무실무자, 과학기술전

문사관과정을 신설하여 ’21년 교육계획은 39개 과정, 111학급, 4,180명

을 교육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장기화로 소집교육이 축소됨에 따

라 36개 과정 86개 학급, 3,398명의 수료생으로 교육계획 인원 대비

81% 운영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격교육 전환 가능한 교육과정을 전환하여

14개 과정, 53개 학급, 2,706명을 교육하여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제한된

교육여건에서도 교육방법을 토의 및 연구하여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원격과 소집 교육을 병행하여 중단없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원격교육과정의 학급이 전체 실시한 교육과정 학급 중 61.6%를 차지하

였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추수평가 확대를 하여 교육 환류기능 강

화하였으며,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대학교(직무연수부)와 국방과학

연구소(인재경영부)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주관부서와 각 군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결과,

’22년도 직무교육 기본계획에 43개 과정 133개 학급 4,820명을 반영하

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교육 13개 과정 49개 학급

2,500명과 소집교육 35개 과정 84개 학급 2,320명으로 편성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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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현장학습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향후 현장학습을 대체할 교육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어학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어 외국군 교육생들에게

강의실·사무실을 제공하였다.

국방인재개발원으로 확대·개편 추진에 따라 교수 증편 및 전환 계획을

위해 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고, 합동대 신축과 연계한 교육시설 확보

를 위한 국방중기계획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직무연수부를 국방인재개

발원으로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으나 국회 국방위에 법률안이 계류 중

에 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원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국방인재 양성’의 임

무를 수행하고 ‘다시 찾고 싶은 국방인재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ⅡⅡ.. 주주요요 활활동동사사항항

11.. 중중견견리리더더과과정정

가가.. 개개 요요

’19.12월 국방부 정책회의 결과(’19-5회, ’19.12.23.),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 증원 및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주요 조치사항

중 하나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과정을 신설 하였다. ’21년

과정 신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된 기본계획에 기

초하여 제1기 교육생 26명이 입교 및 수료하였으며, 세부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9.12.26. : ’19-5회 정책회의 결과 통보 및 추진 지시(국·교육훈련정책과)

•’20. 1.29. : 정책회의 의결사항 추진을 위한 비품 및 전산장비 소요 요청

•’20. 3.10. : 군무원 교육체계 개선 추진 관련 생활관 추가 소요 제기

•’20. 3. 6. : 정책회의 의결사항 추진 경과 제출 지시(국.교육훈련정책과)

•’20. 3.20. : 정책회의 의결사항 추진 경과 보고(직무교육원)

* ’21년부터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긴급 예산지원 필요성 제기, 예산

지원 불가 시 시행시기 재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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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20. : 장기교육과정 강의실 준비를 위한 예산 소요 건의

•’20.11.30. : 장기교육과정 운용을 위한 예산 재배정 통보(국·교육훈련정책과)

* 예산재배정 시기를 고려 시 사고이월로 예산집행 할 것을 국방부

교육훈련 정책과와 협의 완료

•’21. 3.10. : 장기교육과정 강의실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 완료(예산액 : 7천만원)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가안보와 공공 인재에 대한 이해

2) 소통과 협력 중심의 참여형 리더십 능력을 배양

3) 이론강의-실무경험-발표 및 토의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배양

4) 자기주도학습 등을 통한 관리자로서의 자기개발 역량 강화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중견리더과정은 입교식(’21.3.2)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입교식 후 현

충원 참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은 40주간 실시되었으며, 계획한 수료식(’21.12.1.)은 학교 내 코로

나19 확진자 발생 및 다수인원의 밀접접촉자 발생 등으로 간소하게 진

행하였다.

교육참석 인원은 40명 정원에 26명이 입교하였는데, 군무원의 특성

상 교육부수병력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인원이 현 직

책을 공석직위로 두고 입교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동참하

기 어려운 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군 및 국직부대별 입교현황과 교육 방법/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 중견리더과정 입교 현황 】
(단위: 명)

구구분분 계계 육육군군 해해군군 공공군군 정정보보사사 시시설설본본부부 사사이이버버사사 777777사사 기기타타국국직직

정원 40 23 5 4 1 1 1 1 4

입교 26 16 2 4 1 1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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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구 성 】

구구 분분 시시간간((HH)) 비비 고고

계 1,400 40주 × 35H(7H×5일)

불가용 시간 49H •공휴일(6일), 창설기념일 휴무 1일

통제

시간

행사 및 준비 14H •입교식(7H), 수료식(7H)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 45H •관계형성프로그램(7H),과정소개,설문,단결활동등

체력단련 (84H) •전투체육(매주 수요일 오후 4H)

통제과목 (24H)
•보안교육(10H),성폭력예방(4H),청렴교육(2H)
•인권교육(2H), 자살예방(4H), 군 방첩업무(2H)

소 계 59H -

가용

시간

1교과 공직기본 260

•국가안보/정부정책 이해 : 55H

•국방정책/북한이해 : 60H

•공공인재 : 48H

•자기주도학습 등 : 97H

2교과 리더십 341

•역량진단 및 확인 : 36H

•의사소통 등 10개주제 : 177H

•자기주도학습 등 기타 활동 : 128H

3교과 직무공통 264

•정책분석 및 평가 : 71H, 정보화역량 : 18H

•자원관리/위기관리 등 : 87H

•자기주도학습 등 : 88H

4교과
자기개발 및

기타
427

`•국내현장학습 70H(2회×35H)

•국외 현장학습 84H(1회×84H)

•개인역량강화 273H

(정책연구,자기주도학습, 체력단련,자료수집등)

소 계 1,292H -

제1교과(공직기본)에서는 매주 실시되는 분임발표 및 토의를 통해

다양한 국가안보 및 국방분야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발표와

토의를 통해 관리자로서 통찰력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제2교과에서는 리더십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원리를 알

고 조직생활을 통해 접한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리

더십 역량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이

었다. 제2교과 중간에 편성된 집중 자료수집 기간(3주)은 그동안 현안

업무에 쫓겨서 살펴 볼 수 없었던 많은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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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활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활용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제3교과 기간 중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고민했던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완화시기 등을 잘 활용하여 분임단위 안보현

장학습(’21.10.5.∼8.) 및 제주도 안보현장학습(’21.11.15.∼19.)을 다녀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자각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교육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보통의 의견을 제시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

만 업무수행의 도움 정도를 묻는 설문에는 92∼96% 수준으로 만족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교과단위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공

군 손승옥 사무관이 제안한 1교과(혜윰)-2교과(가꿈)-3교과(이룸)의 명

칭으로 선정하였다. 순우리말로 생각이라는 혜윰, 능력배양의 의미로

가꿈, 그리고 계획했던 목표의 완성을 뜻하는 이룸의 명칭이 각 교과

의 특성과 잘 어우러졌다.

3) 코로나19로 국가적인 방역강화 조치간 중견리더과정은 일과

후 이동통제와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면교육 위주로 진

행하였으며, 학교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전염병 감염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교육(구루미비즈)도 병행하여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4) 교육결과, 임상우사무관(국방부장관상), 은옥주사무관(육군참

모총장상), 조성용서기관(국방대총장상)이 각각 성적우수상을 수상하였

고, 책연구보고서는 교육생 26명 모두가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연구보

고서를 작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각 군 및 관련 기관에 작성내용

을 공유하고 도서관 열람서비스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5) 다만 과정 중간(8월)에 육군 보직심의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기간 중 새로운 보직을 위해 관련부대 실무자 및 해부대 지휘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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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중견리더과정 주요활동 사진 】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22년부터는 44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관별 군

무원 정원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이 조정되었다.(국·교육훈련정책

과-6093, ’21.10.14.)

【 학생 선발인원 조정 】

정정 원원 계계 육육군군 해해군군 공공군군 국국직직기기관관((부부대대))

~ 을 40 23 5 4 8

~ 으로 40 15 7 6 12

2) 군무원 장기과정의 위상 제고 및 각 군의 합동성 증진을 위

해 각 군 참모총장 상장을 추가 확보하여 포상에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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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교과 중간에 자료수집(3주) 기간이 포함되어 교과의 집중도

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수집 기간을 중심으로

교과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존의 3개 교과 체계에서 정책연구보

고서 및 현장견학을 하나의 교과로 구분하여 4개 교과 체계로 보완할

것이다.

4) 군무원 장기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군무원 편제에 교육

부수병력을 반영하는 제도개선 등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으며,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도 보직판단 및 평정 작성 시 선발 과정에서 수학하는 인

원들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

이다.

((교교학학과과 66급급 강강 필필 예예,, ☎☎ 555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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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군무무원원 보보수수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신규임용 및 재직 군무원에게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 안

보관, 윤리관 확립교육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전문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퇴직 예정 군무원에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 교육체계 개선(안) 추진

2) 공직가치 함양과 국방정책 및 군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국방정책/군 소개 및 실무자에게 맞는 직무역량 배양

4) 국방정책 및 부서별 업무에 대한 이해/숙지

5) 국방정책 업무 조기 적응을 위한 실무역량 함양

6) 퇴직예정 군무원의 미래설계 준비 기회 부여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국직 신규임용자과정, 국방실무자기본/심화과정, 사무관승진자과정,

국방관리자과정, KNDU미래설계과정 등 7개 과정 1,043명에게 보수교

육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각 군 신규임용자통합과정은 1개 과정 990명

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시행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무원 보수교육 실시현황 】

구구 분분 교교육육주주기기//횟횟수수 교교육육인인원원 교교육육대대상상

각 군 신규임용자 통합 1주 / 5회 990명
� 각 군 신임 군무원

� 국직 부대/기관 신임 군무원

� 국직 부대 7, 8급 군무원

� 국직 부대 6급 군무원

� 군무원 5급 승진자

� 4급 과장 이상

� 퇴직 예정 군무원

*파랑 : 원격과정

국직신규임용자과정 2주 / 7회 332명

국방실무자기본과정 2주 / 5회 284명

국방실무자심화과정 2주 / 3회 141명

사무관승진자정 2주 / 3회 110명

국방관리자과정 2주 / 1회 23명

국방관리자과정 2주 / 3회 66명

KNDU미래설계과정 1주 / 4회 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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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교육생들의 신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

과 국방정책 업무 소개에 중점을 두었고, 강사진은 국방부 과장급 및

중령급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등 역량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육성

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은 ’24년부터 전 군의 군무원신규임용

자 교육을 직무교육원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국직 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 외에 각 군(육‧ 해‧ 공군 ‧ 해병대)

군무원신규임용자 일부에 대한 통합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각 군의 군무원신규임용자 통합과정은 1월1주∼2월2주까지 5주 동안

10개 학급(1주 과정)으로 집중운영하였고, 국직 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

은 2월 3주부터 연중 7회(2주 과정) 운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에 따라 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은 모두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진

행하였다.

3) 국방실무자기본/심화과정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도 불구하

고 군무원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온라인 원

격과정으로 각각 5회(284명), 3회(139명)로 운영하여 6급 군무원의 실

무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였다.

4) 사무관승진자과정은 ’19년 신규개설하여 국직기관 및 각 군

군무원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소양

을 교육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정으로 총 3회(2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보현장 학습을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5) 국방관리자과정은 ’20년 국직기관 및 각 군 군무원 5급 이상

으로 실시하였던 것을, 관리자 수준에 부합하도록 4급 이상으로 시정

하고 리더십 과목을 강화하여 교육생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코

로나19와 연계하여 소집교육 1회, 온라인교육 2회로 탄력적으로 운영

하였다.

6) KNDU미래설계과정은 국직부대뿐만 아니라 각 군 창끝부대

의 퇴직군무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퇴직군무원의 제2의 인생 준

비에 필요한 맞춤형 과목으로 진행하여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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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22년 군무원 신규임용자과정은 국방부 통제과목 편성지침과

군무원교육 연계성 강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군사보안과목 대신

인권교육을 새로 편성하였고, AI 관련 내용을 국가안보 과목에 추가하

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과정을 중단없이 진

행하기 위해 ’22년에도 전 과정을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

다. 특히 각 군 군무원 신규임용자 통합과정은 ’21년 시범운영에서 식

별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2년에는 2주 과정으로 연중 운영할 수 있

도록 계획하였다.

2) 국방실무자기본 및 심화과정은 군무원 교육대상의 증가로 인

해 교육기수와 인원을 확대하여 각각 8회(320명)와 6회(240명)로 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22년에는 신분별 차별화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

여 교육체계와 과목을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3) 사무관승진자과정은 군무원 교육대상의 증가로 인해 교육기수

와 인원을 확대하여 원격 2주 6회(240명), 소집 3주 1회(25명)로 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22년에는 장차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차

원에서 관계역량 관련 과목에 비중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

려하여 후반기에 소집교육을 통해 제주도 안보현장 학습을 시행할 예

정이다.

4) 국방관리자과정은 국방관리자들의 리더십 향상과 MZ세대와의

소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분기별로 총 4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5) KNDU미래설계과정은 창끝부대 퇴직 군무원의 교육소요를

반영하여 교육과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교육횟수는 직무교

육원 여건 제한으로 2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확대시행을 적극적으

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교학학과과과과 66급급 김김 순순 홍홍,, ☎☎ 555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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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직무무전전문문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과 직할기관 현역 및 군무원의 안보와 국방 직

무전문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

춘 미래지향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안보의식 강화 및 국방안보정책의 공감대 형성

2) 분야별 국방정책의 이해를 통한 국방정책 추진력 강화

3) 국방 전문교육을 통한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4) 업무 분야별 전문지식 및 실무업무능력 배양

5) 국방갈등관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이해

6) 감사 분야 실무자의 감사규정 이해,「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및 ‘청탁금지법’ 등 관련 직무교육

7) 군 인권의 특성, 교관 발성법 및 교수법 학습, 교수안 작성

및 발 표를 통한 교관역량 향상

8) 자살예방교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제고

9) 국방부 공무원의 군사분야 전문지식 및 군사작전의 이해 증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직무전문분야는 22개 과정의 교육을 계획 국방안보정책과정, 국방

갈등관리과정, 인권교관양성과정, 자살예방교관과정 등 22개 과정의 교

육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방관리 및 정책교육 실시현황 】

구구 분분 교교육육주주기기 교교육육인인원원 교교육육대대상상

국방안보정책과정 2주 / 2회 66명

* 파랑 : 원격과정국방갈등관리과정 1주 / 1회 49명

성과관리과정 1주 / 1회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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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교교육육주주기기 교교육육인인원원 교교육육대대상상

군사시설보호과정 1주 / 1회 23명

� 현역(영관)·군(공)무원 5급 이상

� 갈등관리 업무분야(예정)자

� 성과관리업무분야 근무(예정)자

� 군사시설보호업무 담당(예정)자

� 청렴업무 담당(예정)자

� 인권관련 업무분야 근무(예정)자

� 대대장/연대장 보직(예정)자

� 자살예방 임명 교관

�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

� 국가동원정책과정 수료자

�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담당자

� 상호운용성 업무 근무자

� 정보화업무담당자, 전산실무자

� 정보체계사업관리 관련 부서 근무자

� 국방정보화업무 담당자

� 전력/사업관리/전파 담당자

� 군수·물류업무 담당(예정)자

� 감사(감찰)업무 담당자

� 교육기관 및 리더십 센터 교관

� 국방우주정책·전략·전력 실무자

� 국방부 전입 현역 및 공무원

� 국방부 4, 5급 이하 공무원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1주 / 1회 21명

인권교관과정 1주 / 7회 249명

지휘관인권과정 1주 / 4회 90명

자살예방교관과정 1주 / 5회 123명

국가동원정책기본과정 1주 / 3회 67명

국가동원정책심화과정 1주 / 1회 11명

군 책임운영기관과정 1주 / 1회 20명

국방상호운용성과정 1주 / 1회 9명

국방사이버안보과정 1주 / 1회 16명

국방정보체계감리과정 2주 / 1회 13명

국방AI빅데이터과정 1주 / 1회 12명

국방주파수관리과정 1주 / 1회 15명

국방통합물류전문가과정 1주 / 1회 20명

국방감사정책실무과정 1주 / 1회 16명

창의혁신과정 1주 / 1회 25명

국방우주정책실무과정 2일 / 2회 33명

국방부전입직원과정 1주 / 2회 82명

국방공무원군사전문성강화과정 1주 / 4회 102명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국방안보정책과정은 공직자로서 필요한 소양 함양을 위해 국

가안보, 주변국 군사정책, 주요 안보현안 등 직무지식과 실무능력을 향

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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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갈등관리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2회

교육하였으며, 교육생들의 사례위주 교육강화 요구를 반영하여 실무능

력향상에 기여하였다.

3) 성과관리과정은 전년도 교육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분

임토의 및 실습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으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성과관리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4) 군사시설보호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20년 미실시(2회),

’21년 전반기 교육도 미실시되는 등 비교적 장기간 과정이 운영되지

않았으나, 엄중한 방역노력 하 후반기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사례위주 교육 강화와 탄약안전 관련 내용

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5)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국방부 위탁교육을 자체 사정으로 인해 ’21년부

터 운영하지 않게 되어 직무교육원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강사 전원

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편성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군

내 활용 가능한 21명의 우수한 청렴강사를 양성하였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20년

도에 실시하지 못했던 군 책임운영기관 관리과정은 비말차단막 설치

등의 방역대책 강구 후에 1회 실시하였다. 짜임새 있는 과정 설계를

통해 교육만족도는 97%로 ’19년 대비 5.4% 향상되었으며, 강의만족도

는 91.3%로 ’19년 대비 14.6% 향상되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20년

도에 실시하지 못했던 국방 통합물류전문가 과정은 비말차단막 설치

등의 방역대책 강구 후에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 미흡강사 전원

교체를 통해 교육만족도는 98%로 ’19년 대비 26% 향상되었으며, 강의

만족도는 91.2%로 ’19년 대비 14.6% 향상되었다.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20년

도, ’21년 전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국방감사정책 실무과정은 비말차

단막 설치, 교육생 선발 시 백신패스 적용 등의 방역대책 강구 후에

’21년 후반기에 1회 실시하였으며, 짜임새 있는 과정 운영을 통해 감사

분야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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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20년

도, ’21년 전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창의혁신 과정은 비말차단막 설치,

교육생 선발 시 백신패스 적용 등의 방역대책 강구 후에 ’21년 후반기

에 1회 실시하였으며, 사계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생들의

창의적 역량 배양에 이바지하였다.

10) 인권교관과정은 각급 부대의 인권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실습교육 및 분임연구를 통하여 교관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

였으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교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7회의 교육을 원격으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을 추

진하였다.

11) 지휘관인권과정은 ’19년 신규 개설되어 연대장, 대대장 보직

(예정) 지휘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장병 인권존중 및 부대 내

인권 관련 침해예방에 이바지하였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부대

임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원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선

지휘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지휘관들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었다.

12) 자살예방교관과정은 각급 부대의 자살예방 전담교관들을 대

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기법 및 사후조치능력배양 등 직무수행역

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총 5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13) 국가동원정책과정은 올해 4회로 확대 시행하여 동원 및 예비

전력 관련 정책·야전부대 현역 참모·실무자와 예비전력관리군무원(지역

대장, 동대장, 동원지원단·훈련대 과장)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국방

개혁2.0과 연계하여 동원정책 및 예비전력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본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를 위한

2주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연구결과를 동원논총1호로 발간하였다.

14) 국방상호운용성과정은 정보체계 소요제기부터 운용까지 표

준관리, 상호운용성 평가 업무를 이해시키고 정보체계 관련 업무 전문

성 향상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소집교육으로 시행하였으며 교육만

족도 100%를 달성하였다.

15) 국방사이버안보과정은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

응책 강구로 국방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용보장 및 사이버 방호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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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집교육으로 시행하였다.

16) 국방AI빅데이터과정은 국방 AI빅데이터 추진전략의 이해와

사례분석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실무능력

구비를 위해 년 4회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1회만 시

행하였다.

17) 국방보체계감리과정은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분야 전문가/

실무자에게 감리 및 사업관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및 국가정보화 인

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18) 국방주파수관리과정은 국가 및 국방 전파 정책 및 주파수관

련 업무 수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군 주파수 소요기획 및 관리 능

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및 소속기관 전파업무 담당자도 교육에 참석함으로써 국방부와 타 부

처간 협업체계를 구성하였다.

19) ’21년 신설된 국방우주정책실무과정은 국방부 및 각군 국방

우주 정책 및 전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캠퍼스에서 2회 실시함으

로써 국방우주정책, 군사우주전략, 뉴스페이스 우주기술 등에 대한 추

진상황과 식견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 국방부 전입직원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

인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국방업무 전반 및 각군 소개 등을 통하여

전입직원의 조기 적응에 기여하였다.

21) 국방공무원 군사전문성강화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

여 온라인으로 4회 실시하였으며,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각 군 작전 이

해 등을 통해 군사전문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앞으로 국방정책관리 교육은 국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창의적

발상과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과

목 신설, 전문강사 발굴,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국방부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효과를 향상하도록 교과를 운

영할 예정이다.

2) 국방안보정책과정은 과목명칭을 국가안보정책과정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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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육횟수를 2회에서 분기별 1회 총 4회로 확대하여 국가안보 주

요 현안을 교육생 눈높이에 맞추어 반영 하므로써 교육성과 제고할 계

획이다.

3) 국방갈등관리과정은 토의 및 실습교육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

하여 소집교육 2회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악화시 온라인교육으

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4)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은 군내 청렴강사의 수요 충족을 위

하여 ’22년부터 연 2회로 1회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5) 국방 통합물류 전문가 과정은 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22년

부터 연 2회로 1회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6) 인권교관과정과 지휘관인권과정의 수요 충족과 변화하는 환

경에 맞추어 원격 또는 소집교육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7) 국가동원정책과정은 수료생들의 전문교육 및 연구활동 소요

를 반영하여 국가동원정책기본과정 4회, 국가동원정책심화과정 1회로

확대시행하고, 심화과정 교육생의 정책연구 결과는 관련기관 주요 직

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포럼에서 논의하고 동원논 총 2호로 발간

할 계획이다.

8) 국방상호운용성과정은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9) 국방사이버안보과정은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부대 방문 등 코

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0) 국방AI빅데이터과정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실습시

보조 강사를 추가 편성하여 실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11) 국방보체계감리과정은 교육대상자 선정시 자격요건을 사전

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2) 국방주파수관리과정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

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전파업무 담

당자도 교육에 참석시킬 계획이다.

13) 신규과정인 국방데이터정책과정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국방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대한 추진전략의 이해와 데이터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한 실무능력 구비를 위해 2회 시행할 예정이다.

14) 국방우주정책실무과정은 교육기간을 2일에서 1주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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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나로호 우주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합참 군사

우주과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상황 및 현장학습을 강화할

예정이다.

15) 국방부 전입직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

라인교육으로 시행한다. 특히 제기부서 요청에 따라 교육 인원을 확대

(50명 → 70명)하고 국방부 실/국 이해, 국방정책 과목을 추가하여 군

사전문성 함양과 전입직원의 조기 적응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교학학과과 66급급 김김 순순 홍홍,, ☎☎ 555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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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특별별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사회 지도자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명감 고취를 위한 KNDU최고경영자과정,

대통령경호처 신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군 경호경비업무를 소개

하는 대통령경호처 신임직원과정 등 7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전역(예정) 장성의 사회 조기 적응 지원

2) 대통령경호처 신임직원의 경호경비 임무 수행능력 향상

3) 국방개혁정책 및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전문성 제고

4) 탄약 폭발물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련 국방정책 및 법규절

차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능력 배양

5) 인터넷윤리 및 도박예방교관으로서 임무수행능력 제고

6) 군사업무분야 직무역량 함양

7)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근무할 신임장교들의 건전한 공직가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역량 교육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특별교육분야는 9개 과정의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KNDU최고경영자과정, 대통령경호처신임직원과정, 군사업무실무과정,

인터넷윤리 및 도박예방교관과정, 국방개혁정책실무과정, 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정책과정, 과학기술전문사관과정 등 7개과정을 운영하였으

며, ’20년 신규개설된 국방전쟁수행체계를 운영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

겼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교육 실시현황 】

구구 분분 교교육육주주기기 교교육육인인원원 교교육육대대상상

KNDU최고경영자과정 9주 / 1회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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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교교육육주주기기 교교육육인인원원 교교육육대대상상

대통령경호처 신임직원
과정

1일 / 1회 17명

� 전역 및 전역(예정) 장성

� 대통령경호처 신임직원

� 국방역사, 부대사 작성 실무자1

� 병영생활상담관 등

� 국방개혁실무자

� 탄약 및 폭발물 업무 관리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자

*파랑 : 원격과정

군사(軍史)업무실무과정 1주 / 1회 22명

인터넷윤리 및 도박예방
교관과정

1주 / 3회 71명

국방개혁정책실무과정 1주 / 2회 42명

국방탄약 및 폭발물
안전정책과정

1주 / 2회 37명

과학기술전문사관과정 2주 / 1회 20명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KNDU최고경영자과정은 9주 과정으로 서울캠퍼스에서 진행

하였으며,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주제와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초

빙 교육으로 진행하여 교육성과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국토탐사 및 현장교육을 미실시하여 교육생들의 아쉬

움이 많았다.

2) 대통령경호처신임직원과정은 1일 과정으로 서울캠퍼스에서

실시하여 대통령경호처 신임직원들의 경호경비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 지휘통제실은 견학이 불

가하였으나, 수방사 문서고는 방문하여 현장감있는 교육을 지원하였다.

3) 군사업무실무자과정은 국방정기역사 및 부대사를 작성하는

군사업무담당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창의적

군사연구 자세, 자료 수집절차 및 군사업무 분야 직무역량 함양을 위

해 시행하였다. 년 2회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 악화로 1회만 시행

하였다.

4) 인터넷윤리 및 도박예방 교관 과정은 전년도 교육생 중 우수

한 인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실습평가를 통해

야전에서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관을 다수 양성하였다. 다만 높

은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4회 160명의 교관 양성을 계획하였으나, 코로

나19 예방을 위해 1회의 교육과정이 취소됨으로써 3회 70명만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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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 ’21년 신설된 국방개혁정책실무과정은 국방부 및 각군 국방

개혁 정책 및 전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국방개혁

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창끝부대의 현장 목소리를 소통하는 유익한 교

육이 되었다.

6) 신규 개설된 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정책 과정은 실습 및 토

의가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엄중한 방역노력 속에 서울캠퍼스에서 소집

교육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안전정책 분야 교육을 증가할 필요성이

식별되었다.

7) 국방과학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21년에 과학기술전문사관에

대한 수탁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

전문사관으로 복무할 신임장교들이 지향해야 할 건전한 공직가치를 이

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2주 온라인

재택교육과정을 편성하여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군사업무실무자과정은 유사과목인 국군의 역사와 각군의 역

사를 통합하고 국방정기역사서 작성절차와 자료수집 과목 시간을 확대

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2) 국방탄약 및 폭발물 안전정책과정은 안전정책 분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생의 의견을 고려하여 ’22년에는 안전관리담당관

과정을 신설(2일)하여 본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3) ’21.11월에 국방대 직무연수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인재경영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문사관 수탁교육과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교교학학과과 66급급 김김 순순 홍홍,, ☎☎ 555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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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직직무무교교육육발발전전 워워크크숍숍 개개최최

가가.. 개개 요요

직무교육의 발전적 방향 모색과 교육소요 부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을 위해 실시한 ’21년 직무교육발전 워크숍는 ‘위드 코로나시대를 준비

하는 직무교육 발전방안과 ’22년 직무교육과정 수립’이라는 주제로 비

대면 온라인(구루미) 워크숍으로 개최되었으며, 초청강연 주제는 ‘HRD

연구내역 및 민간기업 우수사례 고유’로 최신 교육트랜드 학습을 통해

우수 인재개발 교육체계 수립 및 토론과 토의 내용은 ’22년 직무교육

과정 기본교육계획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군무원 직급에 부합하는 역

량을 식별하고, 보수교육과정 간 교육의 차별화 및 연계성 강화를 위

한 연구를 토대로 ’22년 직무교육보수과정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교직원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실시)

나나.. 추추진진결결과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21년 국방직무교육 발전 워크숍」은

위드 코로나 이후 직무교육 변화 방향 모색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다.

【 국방 직무교육발전 워크숍 실시현황 】

분분 야야 일일시시 // 장장소소 내내 용용

직무교육

워크숍

11. 12.(금)

13:10〜14:40

(비대면 온라인)

∙주제 : HRD 연구내역 및 민간기업 우수사례 공유

- 발표 1 : HRD(인적자원개발) 연구 공유

- 발표 2 : 민간기업우수사례공유(발표자: KT&G 윤세현과장)

11. 12(금)

15:00〜16:40

(비대면 온라인)

∙대상 : 직무교육원 교수 /국방부 주관부서 /각 군 직무
교육 관계관 70여명

∙주요 토의 내용

- 군무원 직무 보수교육 연계성 발표

(직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 국방부 주관부서 및 각 군 요구사항을 반영한 ’22년

직무교육계획(안) 발표 (직무교육원 교학과장)

- 국방부 주관부서 및 각 군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의

- ’22년 직무교육과정 교육 진행 방향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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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국방직무교육 발전 워크숍 주요활동 사진 】

다다..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 직무교육발전 세미나 및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민간 및 공

공기관의 직무교육 변화 동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직무교육원에서

국방인재개발원으로 확대되는 조직의 위상에 적합한 직무교육을 발전

시키기 위한 기회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교교학학과과 66급급 김김 순순 홍홍,, ☎☎ 555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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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직직무무교교육육발발전전 BBrraaiinnssttoorrmmiinngg 실실시시

가가.. 개개 요요

하계 및 동계 직무교육 공한기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간 노하우

공유 및 제한·발전사항 토의를 통해 직무교육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추추진진중중점점

가) 교육과정 운영 간 담임교수별 노하우(know-how) 공유

나) 중견리더과정 분임지도 교관의 역할과 권한

다) ’21년 후반기 교육운영 및 ’22년도 교육과정 배분

라) ’21년 후반기 워크숍 및 예규 개정 소요

마) 직무교육 관련 개선 및 군무원 교육연계성 강화

다다.. 추추진진결결과과

가) 하계 및 동계 직무교육 공한기(’21.7.19.∼8.24. 3회/’21.9.13∼

11.12./4회)를 이용하여 주 1회 Brainstorming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Brainstorming 내용 및 개선사항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비비 고고

중견리더과정

분임지도교수 운영(안)

입교이후 3주차부터 6주차까지 매주

1개 과제, 7주차이후 2∼3주 1개 과제

총 6개 과제

온라인

화상토의

’21년 후반기 교육계획

및 ’22년 교수 운영(안)

후반기 교육운영상 제한 사항(대체

공휴일 포함과정 등) 교육과정 조정

교수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위자 필요

전체 교육과목을 대상으로 강의소요를

파악하여 기준 정립 필요

국방부

교육훈련

정책과

(1주 2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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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내내 용용 비비 고고

후반기 교육 및

국방직무교육발전

워크숍 계획 토의

코로나19 확산 대비 교육인원 축소 및

취소 사전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외부

강의실 사전 협조

’21년 국방직무발전 워크숍 계획

- 1부: 외부 전문가 초빙강의

- 2부: 군무원 보수교육 연계성 강화 및

’22년 교육계획(안) 토의

-

군무원 교육 연계성

강화

군무원 보수교육 연계성 강화

- 신규임용자 과정 : 건전한 공직가

치를 이해하고, 국방조직 적응에

필요한 관계역량과 공통 직무역량

- 실무자 기본과정 : 군무원의 직무수

행 역량 강화와 실무자로서 요구되

는 창의적 역량(7∼8급)

- 실무자 심화과정 : 공직가치와 리

더십을 이해하고, 직급에 상응하는

직무공통역량(6급)

- 사무관 승진자과정 : 사무관 승진자

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와 직무공통

역량을 이해하고 장차 중간관리자로

서 요구되는 관계역량과 리더십.

- 국방 관리자과정 : 국방관리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국방정책

및 제도를 이해하고 요구되는 조직

관리 및 리더십(4급)

’21년

국방직무교육

발전 워크숍

발표

라라.. 향향후후추추진진

상기 논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 추진과 ’22년에도 하계 및 동계 직

무교육 공한기를 활용하여 직무교육 운영간 노하우 공유와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직무교육발전 Brainstorm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교학학과과 55급급 문문 창창 오오,, ☎☎ 555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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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목구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00-2432-301-003-210-01 교수실무적응연수 286 0

2400-2432-301-003-210-01 국방대초빙강사수당 216,860 173,189

2400-2432-301-003-210-01 국방정보화위탁교육 19,800 9,654

2400-2432-301-003-210-01 중견리더과정 91,021 36,022

2400-2432-301-003-210-01 직무과정 교육재료 6,084 5,955

2400-2432-301-003-210-01 직무과정 국내시찰 6,710 4,680

2400-2432-301-003-210-01 직무과정성적우수자부상품 5,850 5,845

2400-2432-301-003-210-01 직무과정수료증인쇄 2,980 2,979

2400-2432-301-003-210-01 직무과정 워크숍 4,560 4,043

2400-2432-301-003-210-01 행정지원 17,080 10,307

2400-2432-301-003-210-02 원격교육앱사용료 16,710 15,654

2400-2432-301-003-210-07 교수실무적응연수 770 0

2400-2432-301-003-210-07 중견리더과정 13,800 3,800

2400-2432-301-003-210-07 직무과정 현장학습비 39,960 0

2400-2432-301-003-210-16 국방사업관리자격 시험출제 14,030 0

2400-2432-301-003-210-16 중견리더과정 7,020 3,618

2400-2432-301-003-220-01 교수대외활동 2,041 2,012

2400-2432-301-003-220-01 교수실무 적응연수 1,890 0

2400-2432-301-003-220-01 중견리더과정 53,023 24,191

2400-2432-301-003-220-01 직무교육 현장학습비 66,527 0

2400-2432-301-003-220-02 중견리더과정 86,940 0

2400-2432-301-003-240-01 중견리더과정 3,832 0

2400-2432-301-003-240-02 국방직무과정 간담회 4,472 3,701

2400-2432-301-003-240-02 직무과정 워크숍개최 375 375

2400-2432-301-003-240-02 직무교육원외래강사간담회 375 373

2400-2432-301-003-310-03 중견리더과정 1,400 1,400

7100-7111-254-003-003-210-05 직무원 야근식대 1,1600 827

7100-7111-254-020-001-220-01 참모부 국내여비 3,734 3,734

작 성 자 : 교 무 행 정 담 당 8 급  현 수 현 (서명) 현수현
부 서 장 : 직 무 교 육 원 장 대 령  서 석 민 (서명) 서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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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국국제제평평화화활활동동센센터터

ⅠⅠ.. 총총 괄괄

국제평화활동센터(이하 센터)는 ’20년 한 해 동안 센터 본연의 임무

인 해외파병부대 및 개인의 파병교육과 교육체계의 발전, PKO세미나

및 분쟁지역 연구, 다양한 국내·외 PKO 교류협력을 통해 센터의 역량

을 한층 강화하였다. 센터의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ⅡⅡ.. 주주요요활활동동 사사항항

11.. 파파병병교교육육 및및 교교육육체체계계 발발전전

가가.. 개개 요요

1) PKO 교육은 ‘파병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파병요원 육성’이라

는 교육목표 아래 총 13개 과정에 1,54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20년도 센터 성과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과목편성에 대한 필

요성이 제기되어 UN군 옵서버/참모장교 과정, MNF(다국적군) 참모장

교 과정의 개인단위 파병교육과 동명, 한빛, 청해, 아크, 상비부대 선

간부/본대과정의 부대단위 파병교육으로 구분하여 UN 핵심과목

(CPTM) 27개, UN 군사전문가 특별훈련과목(STM) 16개, UN 참모 특

별훈련과목 19개, 센터 지정과목 18개, UNSOC/UNMO 공통과목 5개

로 총 85개 과목을 교육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PKO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과정 확대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

경 조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교수(관) 자질 및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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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결결과과

1) ’21년 한해 총 교육인원은 13개 과정, 18개 학급 1,544명이었으

며 이는 ’20년 시행 대비 4개 과정, 741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2) 분석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다수인원의 집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육군대학(200명), 경찰대학교(40명) 등의 인원들이 센터

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동참하지 못하였으며, ’20년도에 시행한 외부기

관 출강교육인 건양대학교 군사학과(150명), 유엔평화기념관(40명),

KOICA(50명) 등의 교육이 제한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부터 시행하지 못했던 상비부대 교

육과정을 합참과 토의 후, ’21년부터 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으며,

4) 교육 후 감찰에서 실시하는 강의 만족도 평가 결과 전년대비

개인파병교육에 대한 강의만족도는 97. 8%로 6.6%가 향상되었고 부대

파병과정 강의만족도는 89. 2%로 3. 9%가 증가되어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VTC,

ZOOM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대면교육과 함께 조화롭게 시행하였다.

6) PKO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UN 홈페이지, UN 한국대표부

에서 획득한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UN 최신교리·지침·용어 등을 최신

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으며, 개인단위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

기 위해 UN 참모과정과 다국적군 참모장교 과정을 분리시켜 교육을

시행하여 파병지역에 필요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재편성하였다.

7) ’20년 개정된 UNMO STM1) 을 반영하여 최신화된 교육체계

를 정착하였으며, UN에서 강조한 코로나19 e-러닝 과목은 출국전까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e-러닝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8) 전·후반기 센터장 주관 하 IB2)토의를 시행하여 내실있는 교육

준비와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과목체계도 최신화, 임무단별

SOP·ROE3) 최신화, 前 한빛부대 작전과장 등 15명의 파병 유경험자를

초빙하여 파병 실무경험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INSTEX4)/FTX5)

1) UNMO STM(UN Military Observer Special Training Material) : 유엔옵서버 특별훈련교재

2) IB(Instructor's Brainstorming) : 교관 교육준비 토의 

3)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 표준운영절차 / ROE(Rules of Engagement) : 교전규칙

4) INSTEX(Integarted Staff Exercise) : 참모통합훈련

5) FTX(Field Training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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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토의와 협조회의를 정례화하여 교수 및 교관의 수업내용을 통일하

고, 교안을 최신화하는 등 교육성과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9) 코로나19 상황에서 탄력적이고 간단없는 교육 시행을 위해 전

년부터 시행/정착된 e러닝체계는 POTI6)와 협약을 통한 교육자료(pdf

파일, 동영상 등)를 지속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PKO 교

육과정의 CPTM7) 등 주요과목을 e러닝 콘텐츠로 제작하여 센터 홈페

이지(국방망, 인터넷망)에 탑재함으로써 전천후 교육이 가능하게끔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10) UNMO 과정 FTX 훈련은 3박4일 일정으로 체계를 정립하였

으며, 지역지도자 인터뷰, 무장강도 조우 등 UN 임무단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숙달함으로서 교육성과를 제고하였다.

11) 교육개선 소요파악과 피드백 등 교육훈련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교육생 설문 등을 지속 활용하여 교육체계와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교육과정

별 핵심훈련과제(CPTM) 평가체계 보완 및 문제은행 최신화를 실시하였다.

12) 이동소요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제3야전수송교육대의 운전교육을 자운대에 소재

한 육군 군수학교 수송교육단과 협조하여 차량운전 및 정비관련 교육

으로 조정하였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은 세이브센터에서 시행

하고 있는 현지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TCCC8)를 실시함으로써 파병

지역에서 즉각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13) 또한, 대외기관 PKO 교육과정 확대, 센터 위상 제고를 위해

한림대학교 글로벌 협력대학원과 MOU를 맺어 ’22년부터 UN PKO 출

강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14)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임무단에서 실제 업무에 활

용하는 MS-Outlook Express 기반 참모통합 연습을 실시(’21.5.10./’21.8.30.∼

9.2.) 하였으며, UN 임무단 영어문서, E-mail, MS word 작성 등 현지 임무수행

숙달교육을 강화하였다. 예년과 동일하게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서 수학중인 미

국, 우간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등 외국군 장교들을 초빙하여 파병경

험 및 영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비영어권 지역의 영어발음을 체득하고

각국의 생동감있는 파병 know-how를 습득하고자 노력하였다.

6) POTI(Peace Operation Training Institute) : PKO 관련 美 사설 교육연구소

7)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 : 유엔 핵심 파병 전 교육과목

8) TCCC(Tactical Combat Casualty Course) : 전술적 전투부상자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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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또한 국제기구(UNHCR9) 한국대표부, ICRC10) 한국사무소),

UNPOL 인원들이 INSTEX 및 UNMO FTX (’21. 5. 31.∼6. 4, 9. 14.∼

17.)에 동참하여 현장감 있는 통합훈련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였다.

16) 교관(수) 자질 및 능력 함양을 위해 신규 임용교수(2명)과 신규

전입교관(2명)에 대한 충분한 연구강의 준비기간을 부여, 차기 교육여건

을 보장하였으며,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전 교수 및 교관의 영어교육 진

행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교육생 이해가 저조하거나 핵심내용 설명

필요시 한국어를 병용 사용하여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신규

임용교수 및 전입교관 총 4명에 대한 연구강의는 총 22회 시행되었다.

【 ’21년 연구강의 실시현황 】

계계급급 // 성성명명
((전전입입일일))

과과 목목
실실시시

일일
결결 과과

전문교수

권구일

(’20. 8. 1.)

① CPTM 1-3. UN평화유지원칙(1)

② CPTM 1-4. UN평화유지활동 법적기반(1)
1. 12.

합격

③ CPTM 2-1. 위임명령 과업(1)

④ UNSOC 2-1 & 2. 국제법 / UN법·정책(1)
1. 21.

⑤ UNSOC 2-3. 임무단 세부 법적기반(2→ 1)

⑥ UNSOC SD 4. 작전 / 기획참모 소개(1)
2. 2.

⑦ UNMO OD 5. 관측기술(1)

⑧ ROK 5-6. 소말리아/바레인/지부티/美.아프리카사현지정세(3)
2. 16.

전문교수

문진혁

(’20. 8. 1.)

① CPTM 1-3. UN평화유지원칙(1)

② CPTM 1-4. UN평화유지활동 법적기반(1)
1. 12.

합격

③ CPTM 2-1. 위임명령 과업(1)

④ UNSOC 2-1 & 2. 국제법 / UN법·정책(1)
1. 21.

⑤ UNSOC 2-3. 임무단 세부 법적기반(2→ 1)

⑥ UNSOC SD 4. 작전 / 기획참모 소개(1)
2. 2.

⑦ UNMO OD 5. 관측기술(1)

⑧ ROK 5-6. 소말리아/바레인/지부터/美아프리카사현지정세(3)
2. 16.

소령 임성천

(’20. 11. 30.)

① UNMO 3-5. 무기·차량·항공기 식별(1)

② ROK 5. 서부사하라 현지정세(3)
2. 23. 합격

소령 박병하

(’20. 10. 5.)
합격① UNSOC SD 1. UN보병대대 평화유지활동(2) 1. 27.

9) UNHCR(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10)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국제적십자위원회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111- 108 -

【 ’21년 파병교육 과정별 운영현황 】

구구 분분 과과 정정 교교 육육 일일 정정 기기 간간 학학 급급
교교 육육 인인 원원

소소 집집 출출 강강

총 계 13개 과정 - - 18 70 1,544

UN

PKO

(4)

UN 군옵서버및참모장교
과정

4. 12.∼ 6. 11.
7. 26.∼ 9. 17.

9주 2 23 -

 동명부대

25진

先 간부과정 3. 2.∼ 12. 2주 1 - 51

본 대 3. 15.∼ 19. 1주 1 - 221

 동명부대

26진

先 간부과정 11. 1.∼ 12. 2주 1 - 51

본 대 11. 15.∼ 19. 1주 1 - 221

 한빛부대

14진

先 간부과정 6. 14.∼ 25. 2주 1 - 63

본 대 6. 28.∼ 7. 2. 1주 1 - 167

 소 계 - - 8 23 774

MNF

(2)

 MNF 참모장교 과정 4. 12.∼ 6. 11.
7. 26.∼ 8. 12. 3주 2 12 -

 청해부대 36진 4. 26. ∼ 30. 1주 1 15 -

 소 계 - - 3 27 -

국방

협력

(2)

아크부대 18진 2. 4. ∼ 5. 1주 1 - 150

아크부대 19진 6. 13.∼ 17. 1주 1 - 150

 소 계 - - 2 - 300

상비

부대

(1)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
(육·해·공군, 해병대사,

의무사)
12. 13. ∼ 17. 1주 1 20

 소 계 - - 1 20 -

대외

기관

PKO

과정

(4)

육군

대학

PKO 소개교육 1. 25. 1일 1 - 200

군사계획수립절차 1. 28. 1일 1 - 200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3. 25. 1일 1 - 30

경찰대학교 8. 25. ∼ 25. 2일 1 - 40

  소 계 - - 4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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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향향후후추추진진

1) PKO 교육의 ‘질’ 향상 및 외부 교육과정 확대 차원에서 ’22년

UN UNMO 교육인증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UN 교관 교육과정 간

최신교리 및 지침을 반영하여 현장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2) 과목체계 발전을 위해 전·후반기 IB 토의 및 귀국보고서 발표

간 파병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제가 무엇인지 수시로 도출하겠으며,

3) 지속적인 PKO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군 및 유관기관 교육

으로 국방대 직무연수원, 경찰대학교, 기타 UN 유관기관에도 PKO 정

규과목 및 특강을 현행유지하여 PKO 중요성과 센터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4) 코로나 19로 인해 순연되었던 해외 PKO센터 교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착된 교육훈련체계인UNHCR 및 ICRC 등

국제기구 요원교육과, 경찰대학(UNPOL) 동참 하 현지상황과 연계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5) 다(多)문화권 임무수행과 현장 실무토의가 가능한 영어역량 강

화를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권역의 안보대학원

외국군 장교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어민 강사에 의한

영어교육은 9주 교육 간 4회 이상 편성하여 영어로 토의 및 토론에 있

어 자신감을 배양하게 할 것이다.

6) 교수 및 교관의 자질, 능력 함양을 위해 全 교수는 MAPEX11) 과

목의 선행연구를 시행하고, IB 토의간 멘토 평가준비를 점검하며, 파병부대

방문 및 국외 PKO센터 교육연수 결과 등을 파병교육에 반영하여 최신화된

교육체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대외기관 PKO, 안보관련 세

미나 참여를 확대시행하여 교수 및 교관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겠다.

7)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국방부의 교육훈련 지침을 준수하여

기본방역수칙 유지 하 상황평가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원격교

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 및 교관들은 기존의 시행

중인 해외 PKO센터의 원격교육콘텐츠에 지속 참여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8) PKO 교육과정의 e러닝 콘텐츠 최신화를 CPTM위주로 실시하

여 국방망과 인터넷망에 탑재하여 교육생들이 입교 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반효과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PPKKOO 소소령령 문문 경경 보보,, ☎☎ 55772211))

11) MAPEX(Map Exercise) : 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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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연구구 개개발발

가가.. 개개 요요

1) 센터는 PKO 관련 연구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PKO 정

책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가운데 10월에는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17회 PKO 발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 센터 교수/교관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세미나 발표/토론,

PKO 저널 기고를 활성화한 결과 2017년「PKO 저널」이 국제표준연속

간행물번호(ISSN)를 획득하여 학술지로서의 위상이 격상되었다. ’21년

에는 제22호, 23호 PKO 저널 2권을 발간하였으며, UN PKO 뉴스레터

를 매월 발간하여 PKO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3) 귀국보고서 및 파병성과 교훈집 작성을 주도하여 파병복귀인

원의 파병경험을 축적하고 개선사항은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교육에 활

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파병교육인원 교육 효과 향상과 파병인원의 성공적인 임무완

수를 위해 유엔에서 발간한 교육자료 및 현지 임무단에서 사용중인 임

무단 핸드북, 약어집 등 주요 자료를 번역 및 발간하여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빠른 임무단 적응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PKO 발전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책제안 및 학술 연구 활성화

2) 연구활동 강화 및 군 내·외 PKO 활동 홍보를 위한 정기 간행물 발간

3) 교육생 파병교육지원 및 파병지역 정보제공을 위한 서적 번

역 및 발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결결과과

1) 센터는 국방대학교 및 육군회관에서 ‘UN가입 30주년을 맞이

한 대한민국 PKO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방대학교(PKO 센터), 한

국평화활동학회 주관으로 ‘제17회 PKO 발전세미나’를 개최(’21.10.26.)

하였다. 개회식에는 총장(소장 김종철)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평화활동

학회장(숙명여대 교수 홍규덕), 서울 유엔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고위

공무원 서은지)이 인사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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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UN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을

되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아크부대 파병 10

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국방협력파병의 미래를 논의

하는 심도있는 토의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참석이 제한되는 와중에도 국방

부, 호주 대사관, UN 장관회의 T/F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

였으며, 화상회의체계를 활용하여 외국군 주한무관단, 인도 안보문제연구

소 등이 참석하여 국제적 세미나로 발돋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제17회 PKO 발전세미나의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 제16회 PKO 발전세미나 일정 】

시시 간간 내내 용용

09:30∼09:50

개식사 : 국제평화활동센터장

환영사 : 국방대학교 총장

축 사 : 한국평화활동학회장(홍규덕 교수)

서울유엔장관회의 추진단장(고위공무원 서은지)

09:50∼10:00
’21년 서울유엔장관회의 소개

(서울유엔장관회의 추진단 부장 조백인 대령)

10:00∼10:50

#1. 유엔가입 30주년 및 대한민국의 PKO 활동 평가

(PKO센터 문진혁 교수)

* 패널 : 유엔한국협회부회장 박흥순, 서울사이버대 교수 김태업

10:50∼11:40
#2. PKO 여성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방안(호주 부무관 엘레나 조)

* 패널 : 인도 무관 라케쉬, PKO센터 강효경 교수

11:40∼13:10 휴식 / 오찬

13:10∼14:00
#3. 민·관·군 통합의 PKO 참여 방안(국방연구원 이상민 박사)

* 패널 : 서울사이버대 권구순 교수, 한·미협회 사무총장 장삼렬

14:00∼14:50

#4. 국방협력파병 발전방향

(아크부대 파병 10주년 기념)(국방부 평화협력과장)

* 패널 : 한국평화활동학회 부회장 최영범, 대전대 송승종 교수

14:50∼15:00 폐식사 : 국제평화활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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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유일의 PKO 세미나로서 위상 제고 및 세미나 결과

정책반영을 위해 국방부 주최 등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와 세미나

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파병지역 대사급 포함 각계각층의 고위급 전문가

섭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PKO 발전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국외 PKO

교육기관 및 정책부서 인원 초청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규 반

영 요청하여 국제적 수준의 PKO 발전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연 2회 발간되는「PKO저널」은 창간11주년을 맞았으며, 2017

년에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를 획득한, 후 ’20.6월, 12월에 ISSN을 표기한「PKO 저널 제20호」,

「PKO 저널 제21호」를 발간하였고, 배부선을 확대 재조정을 통하여

간행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학술지로의 등재

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특히 ’21년에는 등재 학술지 지정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에서 제시하는 학술지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투고 및 원고 작성양식을

재정립하였으며 논문의 다양성 향상을 위해 외부 투고자의 비중을 높

이고, 심사위원의 전문화, 연구윤리 검토 등 등재 학술지 지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 PKO저널 22호, 23호 수록 내용 】

구구 분분 제제 목목

PKO저널

22호

․다국군 파병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분쟁과 여성폭력의 심화

․카슈미르 분쟁에서 UNMOGIP의 역할과 도전과제

․수단 분쟁해결과 민주체계 전환의 영향요인

․유엔의 기술전략 추진경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평화유지군의 민군작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노력선을 적용한 UN PKO 연합훈련 분석 및 발전방안

PKO저널

23호

․격변의 시대 속 민군사업 개선에 대한 소고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군 해외파병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발전 연구

․유엔 PKO 삼각파트너십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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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제제 목목

PKO저널

23호

․한국의 국제평화활동과 발전방향

․러시아-터키, 새로운 지역 경쟁 구도의 형성과 전망

․유엔평화유지작전 운용개념 변화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

․레바논 UN PKO 활동, 그 특별한 시간들

․개인파병자 임무수행 향상방안

3) 연구개발처에서는 PKO 관련 소식 등을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UN PKO 뉴스레터’를 매월 발행하였다. 매월 국제적으

로 이슈화되는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내용, 주요 UN 임무

단 임무 특이사항 등 국제정세와 관련있는 내용을 주로 게시하여 학술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UN PKO 뉴스레터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배부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도 게시하여 UN PKO 뉴스를 공유하고 PKO센터 활동을 홍보하였다.

4) ’21년에는 파병교육인원에 대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위해 교육

보조자료인 ‘Staff Officers Scenario-Based Exercise’를 외부 전문번역 업

체를 통해 번역 및 발간하였다. 또한 파병인원 임무지 적응을 돕기 위해 기

존에 있던 ‘PKO 약어집’을 임무단 및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하여 성공적인 임무완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5) 파병인원의 파병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개인파병복귀인원 귀

국보고서 및 부대파병복귀인원 파병성과 교훈집은 ’21년에는 귀국보고

서 19회, 파병성과 교훈집 6회 등 총 25회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공

유하였다. 특히, 파병복귀자들의 적극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귀국보

고서 작성 기한을 관련부서인 합참 해파과와 협력하여 2주로 정립하여

파병복귀자들의 귀국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수정, 보완 등의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양질의 귀국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다. ’21년 작

성된 파병성과 교훈집 및 귀국보고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파병성과 교훈집 작성현황 】

구구분분 내내 용용 작작성성기기간간 인인 원원

1 한빛부대 12진 3.22.∼3.26. 육.소령 임성철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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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내내 용용 작작성성기기간간 인인 원원

2 청해부대 33진 4.5.∼4.9. 해.소령 김경영 등 6명

3 아크부대 17진 5.24.∼5.28. 육.대위 정성후 등 4명

4 동명부대 24진 6.7.∼6.11. 육.중령 김유성 등 8명

5 한빛부대 13진 10.25.∼10.29. 육.중령 박병국 등 12명

6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과
해.소령 김희수 등 6명

【 귀국보고서 작성현황 】

구구분분 내내 용용 작작성성기기간간 인인 원원

1 CTF-465 협조장교 1. 4.∼1. 7. 해.소령 김길준

2 CJTF-HOA 협조장교 1.19.∼1.22. 해.소령 강지훈

3 IMSC 협조장교 1.20.∼1.22. 해.소령 김현길 등 2명

4 바레인 해군사령부 참모장교 1.22.∼1.28. 해.소령 한재방 등 3명

5 CJTF-OIR 협조장교 1.25.∼1.28. 중령 정광훈

6 유엔 인도·파키스탄 임무단 1.12.∼1.29. 육.중령 김시환 등 3명

7 UNIFIL사령부 참모장교 4.13.∼4.26. 육.소령 경수진 등 2명

8 미 중부사 협조장교 6.29.∼7. 9. 육.중령 이영석

9 IMSC 협조장교 7. 7.∼7. 9. 해.소령 정범진

10 수단 다푸르 임무단 7.26.∼7.30. 육.중령 김종국

11 CJTF-OIR 협조장교 7.26.∼8. 6. 소령 이광운

12 UNIFIL사령부 참모장교 8. 2.∼8.13. 육.소령 김재훈

13 미 중부사 협조장교 8. 2.∼8.13. 육.대령 박기현

14 미 중부사 협조장교 9. 1.∼9.14. 육.중령 류민구

15 유엔 인도·파키스탄 임무단 10.6.∼10.19. 육.중령 양병진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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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내내 용용 작작성성기기간간 인인 원원

16 유엔 서부사하라 임무단 10.6.∼10.20. 공.중령 안성훈 등 3명

17 유엔 남수단 임무단 11.2.∼11.24. 육.소령 이원문 등 7명

18 UNIFIL사령부 참모장교 11.29.∼12.10. 육.중령 김삼영

19 유엔 인도·파키스탄 임무단 12.6.∼12.17. 육.대위 이수연

라라.. 향향후후추추진진

1) ’22년 PKO 발전세미나는 ’21년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PKO 발전방향, 국가급 PKO 센터 발전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6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2) ‘PKO 저널’의 일반학술지로의 등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UN PKO 뉴스레터를 지속해서 발

간하고 귀국보고서 및 파병 성과 교훈집은 더욱 내실 있게 내용이 작

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를 바탕으로 분쟁지역연구와 연구발표를 진행할 것이며, ‘유엔 교범 번

역사업’ 또한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것이다.

((PPKKOO 소소령령 임임 성성 천천,, ☎☎ 557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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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국··내내외외 PPKKOO 교교류류협협력력

가가.. 개개 요요

1) ’21년에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교류협력이 많이 제한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 및 강의를 통해 해외 PKO 센터

과 교류를 실시하였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2) 국제회의의 경우 AAPTC12)는 ’22년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IAPTC13)는 ‘’21.11.9∼10일 양일 간 화상으로 회의가 실시되었다. 3월

/11월에는 美·인도·태평양사령부GPOI14)(Global Peace Operation Initiative)

가 주관하는 PKO 능력증진 화상워크숍에 12월에는 ADMM Plus PKO

분과회의에 국방부를 대신하여 참석하였다.

3) 해외 PKO 센터와의 교류분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실시하는 외국군 교관 및 수탁생 초청은 작년에 이어 실시하지 못하였

으나, 콜롬비아 PKO 센터(CENCOPEZ)와 8월에 화상회의 통해 향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파키스탄 국립기술과학대학 국

제평화안정센터(CIPS)와도 상호 MOU 체결을 추진하여 ’22년에 전반

기에 서명식을 실시 예정이다. 또한, 10월에는 호주 PKO센터에서 실시

한 UNSOC과정(화상교육)에 센터 교관 및 교수 3명이 참석하였다.

4) 유엔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으로 ’21년에 10월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유엔주관 교육과정은 ’22년으로 연기되었지만, UN 교범

발간사업에 한국 최초로 센터 인원 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5) 국내 PKO 교류로 유엔평화학회, 한국 국방외교협회, 경찰대

학, UNHCR, ICRC, 국내대학 등 국내의 다양한 PKO유관기관 및 대

학들과 연구활동, 교관지원, 상호방문 등의 교류협력을 실시였고, 특히

9.14일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방홍

보원과는 ‘유엔 30주년 국제평화기여 홍보사업’ 공동 기획하고 국방일

보 PKO 관련 연중기획기사 제공, 국방홍보원 주관 PKO 활동 관련 세

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12) AAPTC(Association of Asia-Pacific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ers) : 아-태 PKO센터 협

의회

13) IAPT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ers) : 세계 PKO센터 협의회

14) GPOI(Global Peace Operations Initiative) : 미 국무성 정치·군사 사무소 내 평화작전 능력구축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저개발국가들의 평화작전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임

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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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년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장관회

의 공약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PKO전시관 준비 시 컨텐츠 및 자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PKO 전시관 행사를 지원하는 등 기여공약 준비 및 행

사실시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PKO 교류협력을 통해 국방외교에 기여

2) 아·태 지역 국제 PKO 교류의 중심지로서 센터의 위상을 강화

3) 해외 PKO 센터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4) PKO 연구활동, 민간대학 강좌개설 및 유관기관 PKO 강의

등 PKO 교육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국내 교류협력을 추진

5) ’21년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 지원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결결과과

1) ’21년에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교류협력이 많이 제

한되었으나, e-mail 및 화상회의를 통해 외국군 PKO 센터 및 국내·외

PKO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을 하였다.

2) PKO관련 국제회의 중 아시아 태평양 PKO 센터협의회(AAPTC)

는 ’21.4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2년으로 연기되었으

며, 국제 PKO 센터 협의회(IAPTC)는 10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이틀간「Overcoming training challenges in the 코로나19

ERA-Critical gaps, best practices, hybrid approaches」라는 주제로 화상

회의로 진행(’21.11.9.∼10.)되었다. 센터에서는 계획 및 대외협력장교, 권구

일 교수가 참석하였다. 기존에 하와이에서 열렸던 美·인도·태평양사령부

GPOI(Global Peace Operation Initiative)가 주관하는 PKO 능력증진 워크

숍(PKO CB TWG Workshop)은 올해는 화상회의(’21.1.23∼25./3.9∼10·

16 2회 각 3일간 2회)로 실시되었으며, 센터에서는 교관 및 전문교수(소령

정준성, 교수 임윤갑, 임종권)가 국방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PKO 능력증진을 위한 활동 및 공여계획을 소개하고 ’21년 서울 평화유

지 장관회의 홍보 및 주요일정 등을 발표하였다. 임윤갑 교수가

ADMM Plus PKO분과회의에 국방부를 대신하여 참석하여 발제 및

토의를 실시(’21.12.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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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PKO 센터와의 교류로 외국군 교관 및 수탁생 초청은

미실시하였으나, 온라인으로 많은 교류활성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콜롬비아 PKO 센터(CENCOPEZ)와는 화상회의를 실시(’21.8.11.)하고

향후 센터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파키스탄 국립

기술과학대학 국제평화안정센터(CIPS)와도 상호 MOU를 체결하기 위

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호주 PKO 센터와 협조하여 호주 PKO 센

터 UNSOC과정 화상교육에 센터 교관 및 교수가 참석(’21.10.5.∼19.)하

였다.(소령 정준성, 교수 권구일, 문진혁)

4) 유엔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으로 ’21.10월에 실시하기로 예정

되어 있던 유엔주관 교육과정(UN PKISR워크숍)은 코로나 19 미실시되

었고, 센터의 유엔주관 교육과정은 ’22년∼’26년까지 5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UN교범 발간사업’에 한국 최초로 센터

인원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UN보병대대 교범 발간사업에 김

판영 중령이 UN군 정보·감시·정찰 교범 발간사업에 문진혁 교수가 각

각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교범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우간다 엔테베

UN지역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시범 교육과정에도 참석하였다.(중령 김판

영: ’21.9.4.∼19./교수 문진혁: ’21.9.18.∼27.)

【 센터 연간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 】

내내 용용 국국 가가 기기 간간 예예산산지지원원 대대 상상 자자

해외파병부대
현지방문(동명부대)

레바논 5. 11. ～ 15.　 사업예산 전문교수 권구일

유엔주관 교육과정
참석

(유엔보병대대)
우간다 9. 4. ～ 19.

초청비용
+사업예산

중령 김판영

유엔주관
교육과정 참석

(유엔군정보감시정
찰)

우간다 9. 18. ∼ 27.
초청비용
+사업예산

전문교수 문진혁

해외파병부대
현지방문(동명부대)

레바논
12. 22 ∼

28.
사업예산 전문교수 이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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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PKO 교류분야는 유엔평화학회, 한국 국방외교협회, 경

찰대학, UNHCR, ICRC, 국내대학 등 국내의 다양한 PKO유관기관 및

대학들과 연구활동, 교관지원, 상호방문 등의 교류협력을 실시하였다.

특히,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과 PKO 관련과목 개설 및 센터교

수 강의지원, PKO 관련 학술지 발간 및 세미나 개최 시 참여 등을 내

용으로 MOU를 체결(’21.9.14.)하였으며, 센터장이 화상으로 PKO 소개

교육 실시하였다. 국방홍보원과는 ‘유엔 30주년 국제평화기여 홍보사업’

공동 기획하고 국방일보 PKO 관련 연중 기획기사 제공, 국방홍보원

주관 PKO 활동 관련 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6)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21.12.7.∼8.)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장관회의 공약(스마트 캠프 추진방안 등 6개 과

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 하였고, PKO 전시관 준비에 컨텐츠 및

자문을 실시하고, 실제 전시 행사(’21.12.3.∼7.) 간 센터장 등 3명이 서

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파견되어 행사를 지원하는 등 기여공약 준

비 및 행사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 장관회의 공약 정책연구 】

과과 제제 연연 구구 원원

#1. UN PKO 활동지원 기술 기여를 위한
스마트 캠프 추진 방안

임윤갑 교수
(PKO센터 전문교수)

#2. 대한민국 UN PKO 여성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방안

최윤미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3. UN PKO 민간 / 군 장비 공여방안
정장수 교수

(PKO센터 객원연구원)

#4. K-방역, 의료분야 지원 방안
김혜원 교수

(간호사관학교)

#5. 삼각 파트너십 모델 구축 방안
박상중 교수
(직무연수원)

#6. 한반도 평화프로세서와 연계한 UN 평화활동
기여 방안

장광열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책임연구원 : 전문교수 김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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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향향후후추추진진

1) 센터는 정례적인 국제회의 참가 및 국외 PKO 센터와의 교류

협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특히 외교부, 국방부와 협의하 MIKTA15)

회원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과의 PKO 교류협력 방

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센터는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PKO 센터

현장방문’과 ‘외국군 교환교관 초빙’을 위한 예산증액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PKO 센터와의 MOU 체결을 통해 상호방문

및 외국군 교관초빙, 수탁생 수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온라인

회의 및 교육지원 등 비대면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상

황에 대비하고 물리적 거리에 제약이 없는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

이다.

3) 국내 PKO 센터 유관기관 및 민간대학과의 교류협력 분야에

서는 육군대학「PKO 및 다국적군 활동 연합계획 수립」과목을 지원하

고(육군대학-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간 MOU체결), 경찰대학교 PKO

파견자 수탁교육·교관지원 및 직무교육원(국방부 전입직원 교육) PKO

교육을 지원하며 건양대 등 민간대학에 PKO 강의 및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4) PKO 를 주제로 해외 PKO 센터 및 기관과의 국제교류와 협

력을 증진하고, 특히 UN DPO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및 유지하여

국제적인 PKO 센터로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22～’26년에「유

엔 주관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21년 유엔평화

유지 장관회의 공약에 따라 ’23∼’26년「유엔 여군장교과정16)」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PPKKOO 소소령령 정정 준준 성성,, ☎☎ 55771111))

15) MIKTA :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16) 유엔 여군장교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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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기 타타

가가.. 개개 요요

센터는 ’21년에 현역, 군무원, 전문교수 구성원들의 많은 인사변동이

있었고 ’21년 예산 사용 총괄 현황은 아래표에 명시를 하였다.

나나.. 추추진진 경경과과 및및 결결과과

1) ’21년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 변동이 있었다. 현역 전출

및 전입자로 국제평화활동센터 센터장 대령 김효수는 기계화학교 조종

교육단으로 전출(’21.12.28.)하였고, 기획운영처장 중령 이우진은 전직지

원교육에 입교(’21.10.1.)하였다. 교육훈련처 옵서버담당장교 소령 조용

성은 36사단(’21.9.27.)으로 전직지원교육에 입교(’22.1.1.) 하였다. 전입

자현황으로 김병춘 대령이 국제평화활동센터 센터장(’21.12.30.)으로, 문

경보 소령은 옵서버담당장교(’21.10.6.)로, 박용채 중령이 기획운영처장

(’21.11.18.)으로 각각 전입하였다.

2) 전문교수 인사변동은 임윤갑 교수가 재계약 기간 총 5년이

만료되어 신규채용으로 다시 임용(‘21.2.1.)되었고 기존에 계속 근무하

고 있던 전문교수는 교수 강효경(5년차: ’21.4.1.), 교수 임종권(3년차:

’21.3.1.), 교수 김정필(3년차: ’21.11.1.), 교수 이홍우(3년차: ’21.11.1.), 교

수 문진혁(3년차: ’21.8.1.), 교수 권구일(3년차: ’21.8.1.)이 각각 재계약

을 하였다.

3) 전문교수 채용은 학교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예규(’20.9.1.)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재계약 심의 역시 행정부 인사과에서 모든 심의를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다.

((PPKKOO 66급급 전전 철철 호호,, ☎☎ 557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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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100-2131-307-003-000-430-01 PKO연구개발인건비 228,167 228,166

2400-2432-301-003-000-210-12 PKO연구개발운영복리후생 2,800 2,800

2400-2432-301-003-000-320-09 PKO연구개발고용부담금 43,785 33,353

2400-2432-301-003-000-240-02 PKO운영활동비 2,700 2,700

2400-2432-301-003-000-210-01 PKO홍보물제작 8,780 8,780

2400-2432-301-003-000-210-01 행정지원 30,000 15,585

2400-2432-301-003-000-220-01 국내UN/PKO관련대학및기관관교류 229 229

2400-2432-301-003-000-210-01 PKO전문교환교수교류 1,200 0

2400-2432-301-003-000-220-02 PKO전문교환교수교류 12,416 1,347

2400-2432-301-003-000-220-02 PKO전문교환교수교류 0 0

2400-2432-301-003-000-220-02 해외PKO센터 현장방문 4,145 2,076

2400-2432-301-003-000-220-02 국제PKO발전세미나참가 4,540 0

7100-7111-254-003-001-210-05 야근식대 1,200 59

2400-2432-301-003-000-210-01 PKO학술사업 20,230 18,558

2400-2432-301-003-000-210-01 PKO세미나워크숍 10,134 7,402

2400-2432-301-003-000-210-07 PKO세미나워크숍 3,940 3,940

2400-2432-301-003-000--210-16 PKO세미나워크숍 3,960 1,285

2400-2432-301-003-000-220-01 PKO세미나워크숍 538 0

2400-2432-301-003-000-240-02 PKO세미나워크숍 5,021 3,570

2400-2432-301-003-000-210-01 PKO군사전문가과정야외훈련 2,120 2,120

2400-2432-301-003-000-210-05 PKO군사전문가과정야외훈련 800 800

2400-2432-301-003-000-210-07 PKO군사전문가과정야외훈련 3,614 2,200

2400-2432-301-003-000-210-11 PKO군사전문가과정야외훈련 1,205 1,205

2400-2432-301-003-000-220-01 PKO군사전문가과정야외훈련 9,890 9,890

2400-2432-301-003-000-430-01 PKO군사전문가과정야외훈련 0 0

2400-2432-301-003-000-430-01 PKO군사전문가과정야외훈련 9,000 8,760

2400-2432-301-003-000-210-09 PKO참모통합시스템구축 2,212 2,200

2400-2432-301-003-000-210-01 PKO과정 교육재료비 6,747 6,747

2400-2432-301-003-000-210-01 PKO교재발간비 13,109 11,346

2400-2432-301-003-000-210-01 PKO과정 강사수당 22,603 12,721

2400-2432-301-003-000-210-11 PKO과정 교육보조재료 7,349 7,349

2400-2432-301-003-000-220-01 해외파병부대교육지원 8,592 8,388

2400-2432-301-003-000-240-02 PKO 외래강사간담회 525 525

작 성 자 : 계획및대외협력장교 소 령 정 준 성 (서명) 정준성
부 서 장 : 센 터 장 대 령 김 병 춘 (서명) 김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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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2. 도서관

제2절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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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국국가가안안전전보보장장문문제제연연구구소소

ⅠⅠ.. 총총 괄괄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이하: 연구소) 는 1972.2월 국내 최초의 안

보관련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후 심도 있는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제언

을 통하여 국가안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속

에서 국내·외의 전통 및 비전통 안보환경을 포괄하는 연구주제를 선정

하고, 연구소 간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국내·외

안보전문가를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연구-학술

회의-출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연중 균형되게 연구와 학술회의를 진

행하였다.

연구소는 국방부 기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캠

퍼스 내 국방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여 국방부, 합참 등 정책수요자와

의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관 및 고위정

책담당자에게 적시 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조언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

현안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정책연구센터

개설 후 ‘RINSA 안보포럼’을 통해 안보분야 고위전문가와 국방부, 합

참 등 안보관련 종사자들이 정책현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견을 공유

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연구소의 학술회의 및 세미나는 ’20년 초에 발발한 코로나19를 고려하

여 예년과 달리 소규모의 인원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분산 개최하였

다. ’21년에는 국제안보학술회의 4회, 동북아안보정책포럼 3회, RINSA

안보포럼 5회, 국내학술회의 3회, 국방조찬포럼 1회를 개최하였다. 소규

모의 인원으로 학술회의를 여러 번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진행하여 연구소의 위상을 제고하고 안보분

야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소의 연구 산출물과 학술회의를 홈페이지에 적기에 공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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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연구소 홍보는 물론 연구성과물의 활용도를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수행 교수 등에 대한

교수업적 인정 강화 등의 인센티브 현실화 등이 미흡한 점도 연구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

ⅡⅡ.. 세세부부 사사업업별별 주주요요활활동동

11.. 연연구구과과제제사사업업

가가.. 개개 요요

국방부 및 합참 등 주요 정책부서의 의견을 반영, 연구 주제를 선

정하여 기초연구과제, 군사과학정책연구,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안보학술진흥사업, 정책현안연구, 세계

안보정세분석, ’22년 안보정세전망, 정책 부여과제 등 10개 사업 50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과제별로 내·외부 교수 및 관련 분

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양질의 연구물을 산출하였다.

특히, 일반국민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설문하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사업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

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기초연구과제는 5개 주제별 책자를 통합하는 「안보연구시리즈 제

21집」으로 출간하였으며, 그 외에 단행본으로서 「군사과학정책연구

제14권」,「’21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21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보고서 (일반국민 /군인 ) 」, 「’21 국민 안

보의식 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안보학술논집」, 「미래 국방정책

발전방안」, 「’21 세계안보정세분석」, 「’22년도 안보정세전망」을 각각

출간하여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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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기초연구과제

교내 교수 및 연구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35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 과장급 이상 ( 340여

명 ) 을 대상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주제 검토의견 수

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주제를 19개

과제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기초연구과제 현황 】

주주 제제 과과 제제 명명 연연구구기기관관
연연 구구
책책임임자자

외교/안보와

북한 (5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국방대학교 김영호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국방대학교 김병조

강대국 경쟁부활과 미·러관계 국방대학교 이홍섭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중국의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국방대학교 류동원

미·중경쟁 속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국방대학교 김준섭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4건)

미·중의 다영역 경쟁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방대학교 박창희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박영준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군사전략 및 군구조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노영구

한국의 국방우주력 발전방향 연구
한국국제
정치학회

이성섭

경제안보와

국방관리

(4건)

미·중 경제갈등 전망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국방대학교 권헌철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과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이상목

미래 각 군의 병과/특기체계 개선 연구 국방대학교 노명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수조달 수요예측 알고리즘 개발 국방대학교 문성암

국방과학

기술 (3건)

기술이 안보를 선도하는 시대의 국방과학기술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문호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국방을 위한 국방사업관리
분석기법 연구

국방대학교 조남석

아미타이거 4.0 아키텍처 설계 연구 국방대학교 권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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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제제 과과 제제 명명 연연구구기기관관
연연 구구
책책임임자자

예비전력

정예화 및

미래혁신

( 3건 )

직장 예비군부대 정예화 편성 및 지휘관 선발 개선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곽정근,
윤진영

전·평시 국방 물자 동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박무춘,
노희준

예비전력 정예화와 연계한 국가비상대비체계 발전방안 육군협회
정진섭,
강용구

2) 범국민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범국민 안보의식조사’는 국내 유일의 안보의식조사로서 정책

대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문 내용으로 간부와 병사

간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 국민 1,262명, 군장병 1,270명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대

한 인식,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대북 인식,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국방

정책 및 신뢰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

책적 시사점 발굴 및 향후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

여 안보의식의 변화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지난 31년간(’89

∼’21년)의 자료를 종합 및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국민 안

보의식과 개인 차원의 주요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검

증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통계적 근거자

료를 마련하였다.

【 정책대안연구 현황 】

과과 제제 명명 연연 구구 자자

국민안보의식의 변화와 안보정책에의 함의 홍태영 ( 국방대 )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유상범 ( 국방대 )

국민들의 대북 인식변화 추이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병조 ( 국방대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국방정책 발전방향 이상목 ( 국방대 )

대주변국 국민인식 변화와 외교정책 추진방향 이홍섭 ( 국방대)

3) 군사과학정책연구

군사과학정책 연구사업은 ’11년까지는 교내 교수가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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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는 외부 용역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올해는 연구소 운영위원

회와 국방과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3개 주제를 선정, 공모

를 통해 교내교수 2명, 외부교수 1명이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군사

과학정책연구 제14권」으로 출간하였다.

【 군사과학정책연구 현황 】

과과 제제 명명 연연 구구 자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딥러닝 기술 활용 방안 마정목 (국방대 )

미래 해군을 위한 스마트 해양정보체계 구축 방안 하용훈 (국방대 )

사이버전에서의 머신러닝 기술의 악용 분석과 대응 방안 김영안 (경희대 )

4)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해외 주요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역

량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공동연

구를 통해 안보·국방 관련 분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

젝트를 공모하여 2건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물은「’21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로 출간하여 교내·외에 배포하였다.

【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현황 】

과과 제제 명명 연연구구책책임임자자

Korean Peninsula Conventional and Nuclear
Arms Control Linkages

Jina Kim
( HUFS )

The Analysis and Implication of Israel's
Defense Industry Policy

Youngwan Goo
( Chungbuk University )

5) ’22년도 안보정세전망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

강의 외교전략과 국방정책의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

리나라의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국방부와 각 군

의 대령급 이상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에게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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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안보정세전망 연구 현황】

과과 제제 명명 연연 구구 자자

미 국 정구연 ( 강원대 )

중 국 최용섭 ( 선문대 )

일 본 조은일 ( KIDA )

러 시 아 김선래 ( 한국외대 )

6) 정책 부여과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연구주제를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에 선

제적으로 제안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를 수행

한 후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였다.

【 정책 부여과제 연구 현황 】

과과 제제 명명 연연 구구 자자

미래 한국군 사이버전 수행개념 및 역량 강화방안 연구이수진, 강동수, 조영호, 김영준

남중국해 미·중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상수

미·중 갈등구도 속에서북한 대외전략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수립방향
김영준, 변정욱, 강동수

재래식 전력의 북핵 억제 효과와 역할 손한별, 김은비, 송세찬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비한 국방기획역량강화 방안 조홍제

‘작전통제를 결한 작전지휘’ 권한에 대한 실체적

내용과 범위에 대한 연구
손경호, 손한별, 안준형

4차산업혁명기술과 연계한 부대구조 발전방향 노명화, 마정목, 조영호

군사 우주조직 발전방향 연구 정한범

저궤도전술정찰위성군 발전방향 연구 송세찬, 조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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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보학술논집 (안보학술진흥사업 )

안보학술진흥사업은 1990년부터 안보·국방분야 민간 연구자들

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안보·국방분야의 많은 민간 연구자들에 의해 훌륭한 연구성과가 산출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에도 기여하였다.

연구자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연구주제의 적합성, 학술적 전문성,

연구수행능력 면에서 평가 후 총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

진하였으며 연구결과는「안보학술논집 32집」으로 발간하였다.

【 안보학술진흥사업 연구 현황 】

제제 목목 연연 구구 자자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참여와 EU-미국 대서양동맹
복원 전망

김현정
(동아대학교)

중동 역내 정세 변화와 시아파 무장조직 네트워크의 관계
분석

황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생성배경과 지역 내 정치·안보적 영향력
분석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노르딕 평화·안보협력의 국제정치적 함의: 북유럽 소다자주의
부상을 중심으로

오창룡
(고려대학교)

한반도 정세변화와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보안법 등
안보형사법제의 체계화방안 연구

이성대
(한세대학교)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와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박상혁

(우석대학교)

여군 리더십 발전 방안 연구: 양성적 리더십 개발 모델을
중심으로

박희태
(동아대학교)

MITRE ATT&CK for ICS 기반의 사이버전 다영역 기동
연구

이민우
(아주대학교)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연구물의 대내·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선정 단계부터 국방

부와 합참, 각 군 본부 등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내·외부 교수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물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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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연구소의 역

할을 확대하고 학교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안보·국방정책에 대한 명실상부한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대내외 활용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여 주기별 연구소요를 파악하고, 성과중심의 연구프로

세스에 따라 연구 결과물을 검증하며,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

한 연구성과물을 양산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내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

급 정상화로 교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된 만큼 차별

화된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비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연연구구소소 55급급 기기 필필 수수,, ☎☎ 664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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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주요요 출출판판물물 발발간간

가가.. 개개 요요

국방·안보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출판함으로써 관련 최신

동향과 학술정보를 정책결정자, 실무자, 학자, 학생에게 제공하여 국방·

안보분야의 학술교류 촉진과 관련자들의 국방·안보에 대한 이해 증진

을 도모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학술지「국방연구」와 「KJSA」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의 등재

학술지 유지 등 질적 수준 제고에 힘써, 국방·안보분야 국내·외 학자들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주요 매개체로 육성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국방연구」제64권 1호∼4호, 영문학술지「KJSA」vol.26 NO 1∼2,

「군사과학연구」제14권 1호∼2호, 월간「안보현안분석」175∼186호,

영문판「RINSA FORUM」vol.72∼77호 등 출판물 5종을 발간, 교수

및 전문가들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 국방연구 제64권 제1호 ( 3.30. 발행 )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코로나19의 비전통안보에 대한 영향: 솅겐협약 등
유럽 국경안보를 중심으로

국회입법
조사처

심성은

2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서울대학교 이종철

3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에서 해군력의
유용성과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해군 한종환

4
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 : 토픽

모델링 분석
육군사관학교

김인수
성기은
황원준
조선웅
김호현
조원선

5
경영혁신이론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육군발전
자문위원

정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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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연구 제64권 제2호 ( 6.30. 발행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국방문민화의 본질에 관한 소고 문민통제 vs
국방의 효율성

무소속 전제국

2
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함의
국방감독관 연례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김태산

3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살펴본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전쟁

육군사관학교
신성균

반기현

4 우주전장시대 해군력 발전방향 국방대학교 배학영

【 국방연구 제64권 제3호 ( 9.30. 발행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인식과 한미동맹의 갈등 합동군사대학교 류인석

2 국방 인공지능(AI)생태계 구축 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정두산

3
군 조직에서 리더의 권위주의와 능력이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박준서

손승연

【 국방연구 제64권 제4호 ( 12.30. 발행 )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여단급 KCTC 훈련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투승리요인 분석 방법론 연구 보병대대 공격

작전 분석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이민호
한정욱
작진영
문호석

2
군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국방연구원

신다윗
김영곤

3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의 정치심리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윤광일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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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4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연구: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군사편찬

연구소
이미숙

5 러시아의 군사혁신과 미래전 전략
한국학

중앙연구원
우평균

6
‘ 브랙시트’와 ‘글로벌 브리튼’: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진출 결정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국방대학교

김진원

정한범

7

메콩유역국 통합지뢰대응행동 거버넌스 및

이행체계의 분석과 함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사이버대학교
권구순

8
OR 공법을 이용한 WMD 제거작전 지원 방안:

생물무기를 중심으로

육군지작사

질병관리청

국방연구원

오동환

김성순

천명국

9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분석한 SMART NAVY

정책 성공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천경환

신지혜

백승령

【 영문학술지 KJSA Vol.26 No.1 ( 6.30. 발행 )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Toward Tripartite Civil-Military Relationship:

Public Conf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1982-2018

Penn State
University

국방정신전력
연구원

Hyun
Woo Kim

Sang
Keun Jung

2

Civilian Aid Workers from Venus and Military

from Mars in Humanitarian Response to

Complex Emergencies in DPRK: Perception Gap of

Humanitarian Crisis and Relief Operations

서울사이버
대학교

Goo
soon Kwon

3
Russia’s Defense Capabilities and

Strategy: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상명대학교 Ji

won Yun

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Martial

Law Stability Evaluation System
경남대학교 Hong

seob 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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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학술지 KJSA Vol.26 No.2 ( 12.30. 발행 )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Why do the chinese Popular protests no
progressively lead to regional uproar?: The
cause of non-proliferation chinese resistances
and concession strategy

경남대학교
Jinyong

Kim

2
A study on the space development r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suggestions on how
to develop South Korea's space power

합동

군사대학교

Geunho

Song

3
defeat in Afghanistan: Lession Ignored, The
deeper lesson: the american culture of war

Kansas

University

Lewis

Adrian

4
South Korea's space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Hawai

university

Sumi

Lee

5
Emerging technology is chaning the character of
warfare

US NDU
Hammes

Thomas

【 군사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 6.30. 발행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명시적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붉은별 운영체제

분석방법
국방대학교

박기훈

강동수

2
동시조달 수리부속 적중률 향상을 위한 장비 운용

형태와 특성을 고려한 사례연구
국방대학교

이범열

이상진

3 간소화된 그래픽 문법 기반 데이터 시각화 국방대학교 윤봉규

4
공중탐지체계를 이용한 지·해상 표적에 대한 탐색

효과 분석연구
국방대학교

이문걸

신동인

5 북한 운영체제 붉은별의 응용 소프트웨어 분석 국방대학교
류효진

강동수

6
훈련용 구성 워게임 모델에서 대항군 포병의 사격

발수와 정확도 결정 자동화 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김태성

문호석

7 미·중 컴퓨팅 기술 경쟁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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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 12.30. 발행 ) 】

순순번번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
선형 및 정수계획법을 이용한 불균형한

자원배분에서의 트레이드 최적화 모형 연구
국방대학교

강동길
성낙영
조윤환
최은진
조남석

2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국방대학교
장신동
마정목

3 목표 피해율 달성을 위한 포탄 정확도 산출방안 국방대학교
박민성
김경수

4 음성인식 기반의 상용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분석 국방대학교 홍천호
조영호

【 안보총서발간 ( 12.30. 발행 ) 】

구구분분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30호
군비지출과 글로벌 안보
(Millitary Spending and Global Security)

Armed of
conflicts

Jordi
Calvo

Rufanges

131호
우주전략의 이해
(Understanding Space Strategy)

Falcon
Reserach Inc.

John J.
Klein

132호
러시아와 나머지 세계의 경쟁
(Russia Against the Rest)

Cambridge
Universtiy

Richard
Sakwa

【 안보현안분석 발간 현황 (’21.1.1. ∼ ’21.12.30. ) 】

구구분분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75호

북한 제8차 당대회 분석 통일연구원 김갑식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연세대학교 구성열

176호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정책 핵심질문과 전망 국방대학교 유상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와 국방우주력 국방대학교 정한범
송세찬

177호

문재인 정부 하 한일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국민대학교 최희식

한국형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성과 효용성 국방대학교 정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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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178호

중국의 양회 전후로 구체화된 미중 전략경쟁 인천대학교 조형진

전략적 한미 동맹을 위한 첫걸음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방대학교 김영준

179호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한 미러 관계
진단과 전망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장세호

미얀마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아세안의 역할 국방대학교 이숙연

180호

한미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과제
국제안보

교류협회
한용섭

미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동정책과 JCPoA 국방대학교 김은비

181호

미국은 돌아올 수 있을까? 트럼프 유산, 바이든

정치, 그리고 미국 글로벌 리더십
경희대학교 서정건

상시 우주안보를 위한 공중기반 우주발사체의

효용성과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조태환

182호

재난재해 대응으로 바라본 북한의 신흥안보

인식과 대응변화

국회미래

연구원
김태경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AI-기반 무기체계 개발 국방대학교 강동수

183호

격동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대중 자유동맹 강화

추세와 시사점
계명대학교 이지용

민군협력을 통한 지상 발사체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송세찬

정한범

184호

미중 신냉전과 한국 외교전략 제주대학교 공민석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한국에서의 함의 부경대학교 한희진

185호

포스트 아베 시기의 일본 정치 기시다 내각

출범의 의미
국립외교원 조양현

신냉전의 부상과 유럽 전략적 자율성 고려대학교 오창룡

186호
바이든 미국 우선주의 중앙대학교 이혜정

’2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황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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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RINSA FORUM 발간 현황 ( ’21.1.1. ∼ ’21.12.30. ) 】

구구 분분 제제 목목
저저 자자

소소 속속 성성 명명

Vol.72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a NewApproach to

Denucleariza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oby Dalton

Nuclear Sharing in Europe and the NPT Relevance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Austrian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Frances

Mautner-Ma

rkhof

Vol.73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Kansas University
Adrian R.

Lewis

The Russo-Chinese Alliance and Its International Impact
US Army War

College

Stephen

Blank

Vol.74

The NPT at a Crossroads Why the NPT still matters in

a troubled world

Former High
Representative for
Disarmament and
Und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imWon

So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Key Challenges Ahead Stimson Center Jenny Town

Vol.75

Assessing the Sino-russian west Interaction 2021

Combined Excercise
Hudson Institute

Richard

Weitz

North Korea's Strategy Towards the U.S. and South Korea RAND Corporation Soo Kim

Vol.76

Kishida and Japan's Secur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Eunjung

LIM

The Great Rivalry in the Indo-Pacific The U.S.N.'s Return

to Mahanis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Hackyoung

Bae

Vol.77

Alingning the U.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nd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U.S. Army war

college
Lami Kim

Coivid-19 in North Korea
Kroeger School of

Public Affairs
Sandra Fahy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학술지「국방연구」, 「KJSA」는 각 종 학술회의 시 적극적 홍보

및 관리로 ’21년 등재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 유지 평가를 받음으

로, 국방·안보분야의 대표 학술지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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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술연구와 국방정책 및 군사 전략 개발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선정한 세 권의 도서(Millitary Spending and Global

Security, Understanding Space Strategy, Russia Against the Rest)

를「안보총서」로 발간 배포하여 학술연구와 정책자료로 활용하였다.

월간지「안보현안분석」, 격월간지「RINSA FORUM」을 발간하여 안

보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제공하여 안보관련 공감대 형성에 기

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학술지「국방연구」와 「KJSA」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자격 계속 유

지와 국제 인덱스(SCOPUS, SSCI) 포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월간지「안보현안분석」과 「RINSA FORUM」은 수요자들의 우

수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

이다. 또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외국의 주요서적을 번역 발간하는

「안보총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내 안보 및 국방관련 기관으로 배

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연구구소소 99급급 김김 영영 보보,, ☎☎ 664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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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학술술회회의의 // 세세미미나나 개개최최

가가.. 개개 요요

연구소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급변하는 안보관련 주요 이

슈에 대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국제적 이해증진 및 안

보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수 또는 연구년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학자, 국내대학에 근무 중인 외국인 교수 등을 초청하

여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또 일부 세미나는 청중 동원 제한 극복 및

예산 활용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분산개최하기도 했다.

’21년 학술회의 및 세미나는 국방조찬포럼, 국제안보학술회의 4회, 동

북아안보정책포럼 2회, 국내안보학술회의, 독일 아데나워재단과의 공동

학술회의, 세계안보학대회, 방문학자/저명인사 초청세미나 15회 등 총

25회 개최했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코로나 유행에 따른 전통적인 학술회의 형식을 개선, 화상을 활용

한 새로운 방법의 학술회의/세미나 개최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특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의 공동학술회의 개최로 학술대회의 품격을 한층 높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국방조찬포럼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룸에서 ‘전작권 전환 및 한미동맹 현

안’을 주제로 국방조찬포럼을 개최(’21.3.4.)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였다.

【 국방조찬포럼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국방조찬포럼 주 제 전전작작권권 전전환환 및및 한한미미동동맹맹 현현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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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내내 용용

국방조찬

포럼

사 회 정한범 (연구소 국방정책연구센터장 )

발 표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 론

최우선(국립외교원 교수), 이대근(우석대학교 교수),

김영준(동북아연구센터장 겸 북한문제연구센터장,

김성현(통일부 정책기획과장), 이점호(통일부),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2) 국제안보학술회의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코로나로 인해 4회에 걸쳐 분산 개최하

였다. 1차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반도 안

보’를 주최로 열렸다(’21.5.24.). 2차는 국방대학교-세종연구소를 화상으

로 연결해 ‘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개최(’21.9.13.)하

였다. 3차는 컨벤션텐서 1세미나실에서 ‘6.25전쟁의 기억과 미래안보협

력’을 주제로 개최(’21.9.29.)하였다. 4차는 서울 가든호텔(그랜드볼룸)에

서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렸

다(’21.11.10.).

【 ’21년 1차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김종철(국방대총장 )

환영사 김기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축사 서욱(국방부장관)

제1세션

주 제 동동아아시시아아 전전략략환환경경의의 변변화화와와 한한반반도도((라라운운드드 테테이이블블))

토 론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김기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준형(국립외교원장), 조용근(국방부 대북정책관)

제2세션 주 제 미미중중 전전략략경경쟁쟁 속속의의 한한반반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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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내내 용용

제2세션

사 회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 표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미국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손한별(국방대학교) :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토 론
브렌든 호우(이화여대), 고모다 마유미(고려대학교),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리신(상해사범대학교)

제3세션

주 제 안안보보환환경경의의 변변화화와와 한한반반도도 평평화화체체제제

사 회 유동원(국방대학교)

발 표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하노이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

안준형(국방대학교)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토대

토 론
Balazs Szalontai(고려대학교), 김영준(국방대학교),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피잉떠(산동대학교)

【 ’21년 2차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김종철(국방대총장 )

환영사 이상현(세종연구소장)

축 사 정경두(전 국방부장관)

제1세션

주 제 미미국국 신신행행정정부부 등등장장과과 전전략략환환경경의의 변변화화 ((라라운운드드 테테이이블블))

발 제 정한범(국방대학교)

발 표
이상현(세종연구소장), 고유환(통일연구원장)

조용근(국방부 대북정책국장), 김남국(한국정치학회장)

제2세션

주 제 전전략략경경쟁쟁의의 변변화화와와 동동아아시시아아 질질서서

사 회 이면우(세종연구소)

발 표
한셴동(중국 정법대 교수) : 미중전략 경쟁의 양상과 본질

박창희(국방대학교) : 바이든 시기 미중전략경쟁과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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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내내 용용

제2세션 토 론
유상범(국방대학교), 정재흥(세종연구소)

이대우(세종연구소), 민정훈(국립외교원), 피잉떠(산동대학교)

제3세션

주 제 남남북북미미 관관계계 변변화화와와 군군사사협협력력

사 회 노영구(국방대학교)

발 표
부형욱(국방연구원) : 9.19 군사합의와 남북 군사협력

손한별(국방대학교) : 전작권과 유엔사 그리고 한미동맹의 방향

토 론
안준형(국방대학교), 박종철(경상대학교)

김정섭(세종연구소), 정성장(세종연구소)

【 ’21년 3차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김종철(국방대총장 )

환영사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주한콜롬비아 대사)

제1세션

주 제 66··2255전전쟁쟁과과 한한국국--콜콜롬롬비비아아--미미국국의의 협협력력

사 회 손경호(국방대학교)

발 표
김영준(국방대학교), 카를로스 오스피나 (미국 국방대학교),

캐스린 웨더스비(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토 론
조성훈(전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사무엘 F. 웰스(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

제2세션

주 제 기기후후변변화화가가 안안보보 문문제제에에 미미치치는는 영영향향과과 각각국국의의 대대응응

사 회 윌리암 고메즈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수)

발 표
권원태(APEC 기후센터원장), 카를로스에두아르도코레아(콜롬비아

환경부장관), / J.스콧 하우거 (인도태평양사령관 기후담당 고문)

토 론
노동운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스카 팔마 (엘 로사리오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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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4차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김종철(국방대총장 )

환영사 정한범(한국국방우주학회장)

축 사 민홍철(국회 국방위원장), 서욱(국방부장관)

제1세션

주 제 국국방방우우주주정정책책 발발전전방방향향((라라운운드드 테테이이블블))

사 회 정한범(한국국방우주학회장)

토 론
박영득(한국천문연구원장),
김기근(국과연 국방우주기술센터장),
이상률(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제2세션

주 제 국국방방 우우주주비비전전 및및 추추진진전전략략

사 회 최기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우주과학회장)

발 표

이승용(국방부) : 국방 우주력 발전방향

조태환(국방대) : 우주 SOC(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

전략과 우주전담조직

토 론

곽신웅(국민대학교 교수)

문홍규(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조홍제(국방대학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

Sumi Lee(미국 하와이대학교 교수)

제3세션
(비공개)

주 제 미미래래 국국방방 우우주주력력 건건설설방방향향

사 회 이동규(연세대 ASTI 미래기술센터장)

발 표

이준왕(육군본부) : 미래 육군 우주력 건설방향

최성환(공군본부) : 우주위협 평가 및 공군 우주전력 핵심기술

소요현황

토 론

김종필(LIG-Nex1 위성체계연구소장)

양태호(한화시스템 위성연구소장)

박재필(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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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안보정책포럼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을 코로나로 인해 2회에 걸쳐 분산 개최

하였다. 1차는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9.19 기념 특별세미나’를 주제로

개최(’21.10.6.)하였다. 2차는 이틀에 걸쳐 서울 롯데호텔에서 ’21 KNDU-NDU

1st Joint Seminar’를 주제로 열렸다.(’21.11.30.∼12.1.)

특히, 한국과 미국 현지 이원 연결을 통한 실시간 화상회의(웨비나)

로 진행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 ’21년 1차 동북아안보정책포럼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국방대학교 총장, 세종연구소 이사장, 핵정책학회장

기조연설 최종건(외교부 제1차관)

축 사 윤건영(국회의원), 서욱(국방부장관)

제1세션

주 제 바바이이든든 행행정정부부와와 한한반반도도 평평화화

사 회 김영준(국방대학교)

대담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제2세션

주 제 한한반반도도 평평화화와와 군군비비통통제제

사 회 김영준(국방대학교)

토 론
이상철(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천해성(전 통일부 차관), 조용근(국방부 대북정책관)

제3세션
(비공개)

주 제 한한반반도도 군군비비통통제제 방방안안

사 회 홍현익(국립외교원장)

발 표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 평화체제
김동엽(북학대학교대학원 교수) : 비핵화
부형욱(KIDA 책임연구원) : 군비통제
김원수(전 유엔사무차장) : 한미협력

토 론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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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차 동북아안보정책포럼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김종철(국방대총장)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제1세션

주 제 NNoorrtthh KKoorreeaa NNuucclleeaarr CCoommmmaanndd aanndd CCoonnttrrooll

사 회 김영준(국방대학교)

발 표
Shane Smith(NDU) : North Korea Nuclear Command

and Control
김경수(국방대) : North Korean Missile Capability

토 론
주은식(KRIS 부소장), 권태환(국방외교협회회장),
정성장(세종연구소)

제2세션

주 제 새새로로운운 전전쟁쟁

사 회 Justin Anderson(NDU)

발 표 Thomas Hammes(NDU) : Changing Character of War

토 론
주은식(KRIS 부소장), 권태환(국방외교협회회장),
정성장(세종연구소)

제3세션

주 제 중중국국

사 회 김영준(국방대학교)

발 표
Phil Sanders(NDU) : Challenge by China
하도형(국방대) :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토 론
주은식(KRIS 부소장), 권태환 (국방외교협회회장),
이상현(세종연구소 소장), 전봉근(국립외교원), 김용현(동국대)

제4세션

주 제 중중국국

사 회 Justin Anderson(NDU)

발 표
Diane DiEullis(NDU) : Global Biothreats in the Post-Covid Era
강동수(국방대) : North Korean Software Capability

토 론
주은식(KRIS 부소장), 권태환 (국방외교협회회장),

이상현(세종연구소 소장), 전봉근(국립외교원), 김용현(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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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안보학술회의

국내안보학술회의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인도태평양시

대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개최(’21.10.18.)하였다. 많은 주목을 받았다.

【 ’21년 국내안보학술회의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김종철(국방대총장)

축 사 김병주(국회의원)

기조연설 홍현익(국립외교원장)

제1세션

주 제 인인도도태태평평양양 시시대대 각각국국의의 입입장장과과 전전략략

사 회 김영준(국방대학교)

발 표

최우선(국립외교원) : 인도태평양시대 미국의 입장과 전략

김한권(국립외교원) : 인도태평양시대 중국의 입장과 전략

조양현(국립외교원) : 인도태평양시대 일본의 입장과 전략

조원득(국립외교원) : 인도태평양시대 아세안 입장과 전략

토 론
남성욱(고려대), 홍규덕(숙명여대), 박종철(경상대),

심동현(전 한미연합사)

제2세션

주 제 인인도도태태평평양양 시시대대 안안보보환환경경변변화화와와 한한국국의의 전전략략

사 회 김현억(국립외교원)

발 표

김현욱(국립외교원) : 인도태평양시대 안보환경의 변화

이수진(국방대) : 인도태평양시대 전쟁의 양상 변화

이춘주(국방대) : 인도태평양시대 미래전쟁과 한국의 전략

유상범(국방대) : 인도태평양시대 한미동맹의 미래

토 론
남성욱(고려대), 홍규덕(숙명여대), 박종철(경상대),

심동현(전 한미연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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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獨아데나워재단과의 공동학술세미나

’21년 獨아데나워재단과의 공동세미나를 컨벤션센터 2세미나실

(독일 현지와 화상으로 연결)에서 ‘한국과 독일의 국가안보를 위한 사

이버 위협과 군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21.11.2.)하였다.

【 독일 아데나워재단과의 공동학술세미나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요시무라(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환영사 김종철(국방대총장)

제1세션

주 제 한한국국과과 독독일일의의 사사이이버버안안보보 정정책책

사 회 이춘주(국방대학교)

발 표
존 레이레스(독일 외교부 사이버정책팀장),

최낙중(국방대 교수)

토 론 송태은(국립외교원), 아네그렛 벤디엑(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제2세션

주 제 한한국국과과 독독일일의의 사사이이버버안안보보 아아키키텍텍처처

사 회 요시무라(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

발 표
유리즈 들레르(독일 국방부 사이버/IT담당),

이수진(국방대)

토 론 강동수(국방대)

6)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를 공동세미나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

전환의 시대/변화와 지속(The Era of Great Shift: Changes and Continuities)

을 주제로 개최(’21.11.22.∼2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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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개회식

개회사 Kim, Jongchul(The President, KNDU)

환영사 Seo, Wook(Defense Ministe)

제1세션

주 제 Changes of World Order: Great Powers

사 회 Ra, Jong-il(Former Endowed Chair Professor, KNDU)

발 표

Hammes, Thomas (NDU, US)
Zheng, Jiyong (Fudan University, China)
Katori, Yoshinori (F. Japanese Ambassador to Indonesia)
Lukin, Alexander (Prof. HSE University, Russia)

제2세션

주 제 Korea in an International Community

사 회 Kim,Nam-kook(President, Korea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기조연설 Yun, Joseph(F. Special Representative for N. Korea Policy, US)

발 표
토 론

Kang, Myung-koo(City Univercity of New York)
Kim, Dong-gil(Peking Univercity), Nagasawa, Yuko(Tokyo Univercity)
Lee, Sumi (Univercity of Hawaii), Yoo, Sangbeom(KNDU)
Kim, Sungba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ategy)

제3세션

주 제 A Future of ROK-US Alliance

사 회 Kim, Youngjun (KNDU)

특별대담 Kim, Byeong-joo(Congressman)

발 표
토 론

Hammes, Thomas (NDU, US)
Lewis, Adrian R. (The University of Kansas, US)
Weitz, Richard (Hudson Institute, US)
Snyder, Scot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

제4세션

주 제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사 회 Jeong, Hanbeom (KNDU)

발 표 Yun, Joseph(F. Special Representative for N. Korea Policy, US)

토 론

Koh, Yu-hwan(President, Korea Institute forNational Unification)
Kim Kijung (President,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Kim Yunta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Lukin, Alexander (Prof. HSE University,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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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명인사 (RINSA 안보포럼) 및 방문학자 초청세미나

최신정보 획득 및 연구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각계 저명인사

및 방문학자 초청세미나를 15회 개최하였다.

【 저명인사 ( RINSA 안보포럼 ) 초청세미나 개최 현황 】

일일 자자 주주 제제 발발표표 // 토토론론자자

2 .8.(목). 국방우주정책(우주조직) 발전 방향 오혜 박사(국방연구원)

2.24.(수) 국방 인공지능(AI) 발전 방향 박영욱(한국국방기술학회))

3.24.(수) 민군협력 국방우주력 발전방안
안형준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1.(목) 북한의 최근 미사일 기술진전 권용수(前국방대 교수)

4.14.(수) AI 복잡계와 국방 이상국 박사(한국국방연구원)

4.16.(금) 미중 전략경쟁 속의 한반도 김기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4.30.(금) 한반도 비핵화 : 핵 군비통제
김원수(前 UN사무차장, 前

유엔고위군측대표)

5.13.(목) 미래 한국의 모병제 적용 가능성
이상목(국방대), 안석기(KIDA)

김종대(전국회의원),

5.14.(금)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Peter Hayes(노틸러스연구소소장)

이상현 (한국핵정책학회회장)

Toby Dalton(카네기국제평화재단)

6 .2.(수)
X+AI 세상을 위한 ‘35년 미래상 실현

방안
박상규(ETRI부원장)

6.23.(수)
미사일 지침 폐기와 함의/미사일지침 폐

기에 따른 국방우주력 건설 방안

민정훈 교수(국립외교원)

박종철 교수(경성대학교)

9.30.(목)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안보 중국 국방대 소장

10.6.(수) 디지털 뉴딜과 혁신 성장 문용식(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11.25.(목) Scheduling and it's applications
김은석 교수(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12.6.(월)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방향 정경두(前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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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세미나 현장 사진 】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21년도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조찬포럼

‘전작권 전환 및 한미동맹 현안’을 주제로 개최한 국방 조찬포

럼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안보정세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한반도 평

화정착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전작권 및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국방조찬포럼 (3.4.) 국제안보학술회의 (11.10.)

동북아안보정책포럼 (10.6.) 독일 아데나워재단 (11.2.)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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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안보학술회의

국제안보학술회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학자들의 국제학술회의 초청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 국내거주 또는

체류중인 외국학자들을 초청하여 4회에 걸쳐 분산 시행했다. 방역대책 준

수 및 확산 방지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인원(50인이내)으로 제한했다.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학술회의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소,

콜롬비아대사관 등 권위있는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개최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제한 극복을 위해 줌 및 유튜브를 활용한 화상회의(웨

비나) 개념을 도입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Opinion Leader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형식적인 방식

을 타개하여 학술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고 공동개최 기

관과의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3)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은 국

내외 학계 전문가 위주 초청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1차 포럼의 경

우 현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 9.19 합의를 주제로 진행되

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당시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포럼

의 품격과 성과를 드높였다. 2차 포럼의 경우 미국 국방대와 화상으로

연결해 이틀에 걸쳐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 북한문제에 관해 발표와 날

카로운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

4) 국내안보학술회의

제32회 국내안보학술회의는 ‘인도태평양시대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발표, 토론, 사회 등 필수 참석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외교 안보의 핵심전문가인 국방대와

국립외교원 교수들 간 인도태평양 시대 주변국과 한국의 전략에 관한

생각을 고유하고 토론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외부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느해 보다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5) 아데나워재단 국제공동학술회의

안보문제연구소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의 공동 국제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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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10회)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회의장 편성과 배치, 참석자 규모 제한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세미나는 사이버 문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항력을 진단하고 사이버관련 한·독 양국군의 노

하우에 대한 정보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6) 제 2회 세계안보학대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

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보학

연구의 메카로서 국방대 위상 달성을 위해 행사 준비 전담추진팀을 운

영했고 외국인 초청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의 학자들을 초청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

다. 회의 성과 확대를 위해 발표자료의 연구소 영문등재학술지 게재

추진, 언론 다수 보도 등 유의미한 행사로 평가받았다.

7) 저명인사 ( RINSA안보포럼 ) 초청 세미나

국방부에 대한 정책보좌 강화라는 국방정책연구센터의 신설

취지를 실현하고 홍보하기 위해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한 세미나를 15

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는 물론 새

로 서울캠퍼스 내 신설된 국방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을 홍보하고 국방부

및 합참의 안보관련 종사자들에게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향후 장소와 참석인원에 구애받지 웨비나 형식의 세미나를 확대활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문적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

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연연구구소소 55급급 박박 병병 수수,, ☎☎ 66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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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예예비비전전력력 발발전전 관관련련 연연구구

가가.. 개개 요요

정책부서와 작전사급 이상 야전요구가 반영된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 국가동원 정책과 전략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10대 중점 30개 세부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국가 동원/예비전력 분야 최초로 설립한 예비전력연구센터를 중심으

로 국·내외 예비전력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결결과과

정책부서 연구과제, 각종 등재지 게재 및 세미나 발제 등 연구원 간

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1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과제 수행 현황 】

대대과과제제 과과제제명명 연연구구기기관관
연연구구

책책임임자자

정책부서

연구과제

수행

지역방위 다목적기능부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1.7. 정책연구)

국방대학교 장태동

군수동원지원단 창설에 관한 논리 타당성 연구
(’21.12. 정책연구)

육군본부 장태동

동원훈련 대상자 보상비 현실화 방안 연구(’21. 12) 정부기관 장태동

공군예비군훈련장 권역화·과학화 구축방안 연구
(공군본부 정책용역연구, ’21.11., 공동연구)

화생방방재
연구소

정일성

비전통위협 국방대응체제 발전 연구
(국방부 정책용역연구, ’21.7., 공동연구)

화생방방재
연구소

정일성

미래 예비전력 부대의 구조 및 편성에 관한 연구
( ’21년 육군 용역 연구과제 공동연구)

국방대학교 강용구

예비전력 정예화와 연계한 국방비상대비체계 발전방안
( ’21년 국방대 안보연구소 기초연구과제 공동연구)

국방대학교 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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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과과제제 과과제제명명 연연구구기기관관
연연구구

책책임임자자

등재

(후보지)

게재

’21세기 한국의 동원사상(動員思想) 정립과 구현방향
연구 (軍史硏究, 제151집, ’21.6.30.)

국방대학교 강용구

예비군 자원감소에 대비한 한국 예비전력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제10집 제2권, ’21.12.31.)

국방대학교 강용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1호, ’21.2.28.)

국방대학교 정일성

A Study on How to Expand the Role of MILITARY
Mobilization Forces in the event of a National
Disaster: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Reserve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Affairs Vol.6,
No.2.,(’21.6.30.)

국방대학교 정일성

한국 재난대응에서 동원전력 활용과 동북아
협력안보: 지역예비군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4호, ’21.8.31.)

국방대학교 정일성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Concept of
Reserve Forces as a Total Force in the ROK
MILITARY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Affairs Vol.6,
No.4., ’21.12.30.)

국방대학교 정일성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예비군부대
최적화 운영에 관한 연구
(선진국방연구, 제4권 3호, ’21.12.30.)

국방대학교 양승봉

세미나

발제

과제

발제 : 예비군 자원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정책 발전 방향
(學·軍·硏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21.11.25. )

국방대학교 강용구

기타
’21 세계안보정세 분석
(국방: 대전환기 군경쟁의 심화 공동연구)

국방대학교 양승봉

라라.. 향향후후추추진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부서 및 실제적인 야전부대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연구구소소 77급급 이이 연연 숙숙,, ☎☎ 664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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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예예비비전전력력발발전전 세세미미나나

가가.. 개개 요요

예비전력연구센터 주관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예비전력 분야와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의

‘미래 예비전력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방인력운

영의 혁신을 위한 동원전력 내실화 및 예비역 복무제도 정책·제도의 발

전 방안을 공유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결결과과

1) 학·군·연 세미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

상!’이라는 주제로 ’21년 ‘學·軍·硏 예비전력발전 세미나’를 개최

(’21.11.25.)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병주 더불어민

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동원국, 육·해·공군본부 동원참모부,

동원전력사령부, 지작사, 제2작전사령부 관계관, 상명대 군사학과 재학

생들이 참석했다. KIDA, 미8군 AREC-K(주한 미군 예비군업무 협조 )

등 관계자 등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였다.

예비전력연구센터장(장태동) 사회로 전체 세미나가 진행됐고 개회

사는 국방대학교 김종철 총장, 환영사는 상명대학교 홍성태 총장, 축사

는 서욱 국방장관과 김병주 의원이 맡았다.

【 저명인사 ( RINSA 안보포럼 ) 초청세미나 개최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제1세션
주 제 한한국국민민이이 바바라라는는 예예비비전전력력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과과 바바람람직직한한 역역할할

사 회 윤지원(상명대학교)

제1세션
발 표 구원근(열린사이버대 교수)

토 론 김주환(YTN 기자) , 박창희(국방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161- 158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제2세션

주 제 예예비비군군 자자원원감감소소에에 대대비비한한 예예비비전전력력정정책책 발발전전 방방향향

사 회 윤지원(상명대학교)

발 표 강용구(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연구원)

토 론
유용원(조선일보 기자), 정준오(국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준식(수방사 동원처장)

예비전력 발전세미나 최초로 국방부장관이 참석함으로써 세미나 위

상을 제고했고 한편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었다

또한, 세미나 컨셉이 국민들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 요구사항을

국민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이를 수렴하는 기회였고, 이를 정책부

서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시대적 화두인 인구감소에 따른 예비군 자원감소시 예비전력

정예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조선일보 등 10개 매체에

홍보되었다.

2) 예비전력 발전 소 세미나

제1차 소 세미나는 학교 컨벤션센터 제1세미나실에서 연구소

주관으로 실시(’21.6.24.)되었고, 주요 참석자는 김종철 총장께서 환담

및 개회식을 주관해 주셨고, 1부에서는 정일성 박사가 ‘국가재난에서

동원전력의 역할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상명대 윤지원

교수와 51사단 김효신 중령이 토론해 주었다. 2부에서는 주한 미군 예

비군 지원팀장 넬슨 대령이 ‘재난 및 테러 발생시 미군 예비군 운용실

태’ 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건양대 이세영 교수, 국방대 박상중 교수

가 토론해 주었다.

제2차 소 세미나는 연구소 회의실(213호)에서 우리 연구소(예비전력센

터) 주관으로 실시되었고 강용구 박사의 ‘예비군 자원감소에 대비한 예비전

력정책 발전 연구’ 라는 주제로 발제와 조남인 충남대 교수, 정진섭 원광대

교수, 이환철 예비역 장군이 토론자로 세미나가 진행(’21.10.28.)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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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소 세미나는 연구소 회의실(213호)에서 예비전력연구센터 주

관으로 육군본분 및 작전사 등 정책부서 과장급과 실무자들이 참석하

여 실시(’21.12.7.)되었고, 정책부서와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 우리 예

비전력연구센터에 요청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

약 10여개 과제를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제4차 소 세미나는 연구소 회의실(213호)에서 예비전력연구센터 주

관(’21.12.10.)으로 양승봉 연구원의 ‘미래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예비군 최적화 운영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제하였고, 최성호 37사단

예비군 지휘관, 박종현 대전 과기대 교수, 박종길 전북대 한반도 평화

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에 참가하여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

가하였다.

【 예비전략발전세미나 현장 사진 】

학군연세미나 (11.25.) 1차 小세미나 (6.24.)

2차 小세미나 (10.28.) 4차 小세미나 (12.10.)

라라.. 향향후후추추진진

향후에도 국방부 및 육군본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원 하에

내실 있고 체계적인 세미나 계획을 수립하여 다채로운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연구구소소 77급급 이이 연연 숙숙,, ☎☎ 66448844))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163- 160 -

77.. 예예비비전전력력발발전전 교교류류협협력력 활활동동 및및 연연구구원원 임임용용

가가.. 개개 요요

예비전력발전과 관련한 교류협력 활동 및 연구원 임용 등 ’21년 예

비전력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나나..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결결과과

1) 교류협력 활동

MOU 체결 기관과의 교류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협력 체결기

관인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방문하여 양개 학교간 상호 예비전력

연구 발전과 세미나 공동 개최 방안 등에 대한 논의(’21.10.15.)를 실시

하였다.

2) 방송출연 등 홍보활동

센터장이 국방 Focus에 출연하여 금년도 학·군·연 세미나를

결산(’21.11.30.)하고 비상근예비군제도 확대 운영 등 예비전력분야 국

방현안 관련 대담을 진행하여 센터와 연구소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1.28일에는 강용구 연구원이 국방일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비군훈

련 시행 방안 제언’을 게재하여 현 상황에 맞는 예비군 훈련 방향에

대한 정책의견을 제시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논문 공모대회에 동원 전문연구원 정일성 박사와 예비군 전

문연구원 강용구 박사가 참가하여 가작상을 수상하여 우리 센터의 위

상을 높이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각 종 군내·외 정책 세미나에 19회(군

내 10, 국회 등 외부 9) 참석했다.

3) 군내·외 강의 및 교육지원

국방대 직무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가동원정책 기본 및 심화

과정 교육 교관지원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 현장의 실무자들 직무수

행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교육과정은 연4회 각 1주간 실시하는 교육

으로, 국가동원정책기본과정은 년 3개 기수로(2·3·8월/기수별 25명) 편

성하여 운영하였고, 국가동원정책심화과정은 년 1개 기수로 편성(9월

/25명)하여 국가 비상대비 업무체계에 대한 공감확대와 전문성 및 소

양함양, 그리고 비상대비체계 실상 이해와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교육과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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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강의 활동으로 경기도 남부경찰청 요청으로 비상대비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경찰 테러대응 관련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통합방위

사태하에서의 군·경 협조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하여 예

비전력분야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4) 센터장 및 비상대비 연구원 임용

윤진영 예비전력연구센터장 후임으로 장태동 예비역 대령(육

사#44)이 임용(’21.4.1.)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 구

현’이라는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연구 및 세미나, 교류 및 홍보활

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길 연구원 퇴임(’21.6.1.) 이후 공석이었던 비

상대비 연구원 자리에 양승봉 예비역 소령(학사#35)이 임용되어 야전

에서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성과 있는 연구 활동 및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 예비전력연구센터 각종 활동 사진 】

상명대학교 방문 (10.15.) 국방일보 기고(1.28.)

다다.. 향향후후추추진진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연구원들은 ’22년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예비

전략분야의 관련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우뚝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연구구소소 77급급 이이 연연 숙숙,, ☎☎ 664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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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목구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00-2432-301-003-000-210-01 국방과학연구지 발간 11,100 8,910

2600-2632-305-002-001-210-01,
240-02

예비전력학술세미나 개최 13,077 9,015

7100-7131-313-009-000-210-01 세계안보학대회 159,000 97,807

7100-7131-314-004-000-210-01 국방연구지 발간 33,250 28,018

7100-7131-314-004-000-210-01 출판물 발송봉투 인쇄비 1,750 1,745

7100-7131-314-004-000-210-01 영문학술지 발간 29,882 19,269

7100-7131-314-004-000-210-01 안보연 소개지 발간 4,335 4,335

7100-7131-314-004-000-210-01 월간비 발간비 27,857 9,528

7100-7131-314-004-000-210-01 연구과제 심사비 17,680 15,380

7100-7131-314-004-000-210-01 안보연 간행물 자료 출판비 4,001 4,001

7100-7131-314-004-000-210-01,
220-02 / 314-006-260-01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연구비 25,234 25,234

7100-7131-314-004-000-210-01 안보총서 발간 38,650 7,588

7100-7131-314-004-000-210-01,
260-01

안보학술연구용역비 4,100 4,092

7100-7131-314-004-000-210-01,
314-006-260-01

정기(기초)연구과제 270,414 229,469

7100-7131-314-004-000-210-01,
220-01

정책 및 현안연구과제 16,625 14,923

7100-7131-314-004-000-210-01,
314-004-006-260-01

안보정세 전망 10,500 10,427

7100-7131-314-004-000-210-01 해외연구기관 회원 가입비 1,634 1,665

7100-7131-314-004-000-210-01,
240-02

방문학자/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12,950 11,746

7100-7131-314-004-000-210-01,
240-01

국내안보학술회의 개최 12,755 12,137

7100-7131-314-004-000-210-01,
210-07, 220-02, 240-02

동북아 안보정책 포럼 58,228 22,820

7100-7131-314-004-000-210-01,
210-07, 210-16, 220-02, 240-02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72,633 48,108

7100-7131-314-004-000-210-01,
240-02

국방조찬 포럼 5,513 5,512

7100-7131-314-004-000-210-01,
220-02, 240-02

아데나워제단공동 국제학술회의 5,300 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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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구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7100-7131-314-004-000-210-02 연구소 우송료 14,725 9.343

7100-7131-314-004-000-210-11 연구소 자료 전산관리 재료비 4,000 4,000

7100-7131-314-004-000-210-11 안보연 간행물 재료비 6,750 6,215

7100-7131-314-004-000-220-01 연구자료 수집활동 여비 3,135 3,135

7100-7131-314-004-000-220-02 국제전략문제연구(IISS)
연례회의 참석 17,298 15,015

7100-7131-314-004-000-220-02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4,090 0

7100-7131-314-004-000-220-02 독일 안보정책회의 참석 11,674 10,885

7100-7131-314-004-000-220-02 중국 안보정책회의 참석 3,031 3,031

7100-7131-314-004-000-220-02 샹그릴라 대화 참석 4,715 0

7100-7131-314-004-000-220-01 전문가 자문비 1,580 1,447

7100-7131-314-004-000-240-02 연구과제 편집회의비 2,020 405

7100-7131-314-004-000-260-01 정책대안연구비 17.056 17,000

7100-7131-314-004-000-260-01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용역비 92,440 80,000

작 성 자 : 연 구 행 정 담 당 6 급 박 성 희 (서명) 박성희
부 서 장 : 연 구 기 획 실 장 교 수 김 수 환 (서명) 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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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도도서서관관

ⅠⅠ.. 총총 괄괄

도서관은 국방부·합참, 국직, 각 군 등 75개 기관 (부대)에서 운영

중인 국방전자도서관체계가 노후화됨에 따라 ’20.10월에 고도화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관리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 동 사업을 발주하

여 같은 달에 ㈜퓨쳐누리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

였다. 동 사업은 ’21년에는 전자도서관시스템 全기능 개발이 완료되었

다. 테스트 및 검수를 거쳐 ’22.5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자료획득은 교육·연구를 위한 적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료수집 강화와 국방·안보 분야 전문자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도서

11,172권( 구입도서 8,379권, 기증 도서: 2,793권)과 연속간행물 336종의

다양한 전자자료(전자정보 23종, DVD/BD 192종, 어학컨텐츠, e-book

287종)를 수집하였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

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자자료의 충분한 확보

를 위해 부족 예산분을 연속간행물 구입비에서 충당하여 교수·학생들

이 요구한 전자자료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도서 기증과 상호 나눔의 독서문화행사인 제13회 ‘행복한 책나눔

축제’를 개최(’21.10.22.)되었다. 교직원, 학생,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개인 및 기관이 기증한 5,000여 권의 각종 기증도서를 서로

나누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공감하였다. 올해 기증도서는 해커스 교육

그룹의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기증도서 수집 방식으로 교직

원, 학생 등 개인의 참여와 관심이 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개최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참석자는 QR

인증을 거친 후에 참석이 허용되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공연, 북토

크 등 복합문화행사는 추진되지 못하고 교내 행사로 도서관 정문 앞에

서 추진되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 개최된 문화행사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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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컸다. 향후 행복한 책나눔 축제는 다

양한 나눔도서 수집과 문화예술행사 등 다채롭게 추진하여 독서문화 확

산과 참석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도서정보협의회는 국방학술정보 이슈를 공유하고 대·내외 학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워크숍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협의회 워크숍은 ‘도서관의 AI 융합 서비스 전략

과 발전과제’의 주제를 가지고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21.7.8.)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외부 참석인원은 30명 이내로 제한하였

으며, 워크숍 내내 참석자간 거리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지침이 준수

되었다. 워크숍의 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선진도서관 사

례발표, AI 로봇시연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번 워크숍은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의 중간보고회가 병행되

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체계 운영기관과 사업기관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도서관 환경변화에 걸맞는 워크숍 주제 선정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방전자도서관 운영전략과 국방학술정보 협력 네

트워크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최적 열람환경 조성을 위해 안보과정 학

생들을 위한 개인 스터디룸(28실)을 분기별 장기 제공하여 학생들의

연구‧ 학습환경을 개선하였다. 분야별 주제를 선정 후 분기별로 ‘테마코

너’를 4회 운영하여 이용자 우선의 특성화 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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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세세부부 사사업업별별 주주요요활활동동

11.. 자자료료획획득득

가가.. 개개 요요

국방·안보 분야 전문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교수 및 학생의 교

육 연구 활동 보장 및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교직원·학생 대상으로 분기별 소요 파악 및 수시 필요도서 접

수를 통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

2) 교과관련 도서 및 안보·국방 관련자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국내·외 학술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여 교수 ·학생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2)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희망도서 및

교육참고도서 2,755권(33%), 테마 및 신간도서 5,474권(65%), 안보· 군

사 관련기관 협력 자료 150권 ( 2% )을 구입했다.

【 도서구입현황 (입수일은 국외서 기준으로 산정 ) 】

구구입입차차수수 예예산산 종종//권권수수 집집행행액액 입입수수일일

1차 80,000,000 1,136/1,955 71,246,790 ’21.4.20

2차 80,000,000 1,099/1,713 71,259,770 ’21.6.23

3차(수시)
90,000,000

666/1,055 18,141,890 ’21.7.26

4차 1,033/1,708 62,858,620 ’21.10.25

5차 49,974,000 561/986 45,650,000 ’21.12.17

6차(계약잔액) (+28,326,680) 631/962 17,414,730 (’21.12.23)

총계 299,974,000 5,126 / 8,379 286,5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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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국방·안보 분야 우수도서 확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기관

및 출판사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2) 이용자들에게 우수도서를 추천 받은 후 분기별로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3) 교직원·외국군 학생 희망도서 및 강의계획서 사전 조사 실시

로 수시구입(2회)을 통해서 교육참고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22년도에는 국내외 서적구입비가 전년(299,974천원→ 338,477

천원)대비 증액(38,503천원)으로 다양한 교양 도서 및 테마도서의 구입

수량을 증가 시킬 계획이다.

2) 안보·국방관련 국내외 학술전문 도서 또한 구입량을 늘려 교

수 및 학생의 교육,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55급급 안안 영영 선선,, ☎ 665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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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단행행본본 정정리리업업무무

가가.. 개개 요요

수집한 단행본을 도서관리시스템(LAS)에 등록 및 정리(분류·목

록·RFID 태깅 등)하여 이용자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신규 입수자료(국내·외 단행본 및 교육지원자료 등)의 신속한

정리

2) 자료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다양한 키워드 생성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구입·기증 단행본 7,323종 10,637권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이

용자들에게 적시에 서비스하였다.

2) 오분류 수정 및 유사주제의 분류 일원화로 자료정리의 정확

성을 제고 하였다.

3) 특수자료 재분류를 통해 등록대장과 도서관리시스템(LAS)의

서지정보를 일치시키고 목록을 최신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단행본 정리 현황 】

구구 분분 ’’2200년년도도 (( 종종 // 권권 )) ’’2211년년도도 (( 종종 // 권권 )) 증증 감감 (( 권권 ))

계 7,703종 / 10,441권 7,323종 / 10,637권 (+) 196권

동 양 서 5,789종 / 8,110권 5,523종 / 8,610권 (+) 500권

서 양 서 1,257종 / 1,415권 1,248종 / 1,331권 (-) 84권

논 문 443종 / 443권 452종 / 452권 (+) 9권

교리문헌자료 99종 / 217권 65종 / 132권 (-) 85권

국방대발간물 115종 / 256권 35종 / 112권 (-) 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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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구입도서 정리를 위해 전용북트럭을 구비하고 자료입수순서를

분야별에서 가나다순으로 변경하여 등록시간을 40% 단축(6분→ 4분)하

였고, 정리량이 전년(10,441권) 대비 2%(196권) 증가하였다.

2) 우선정리제도를 도입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이용자와 소통하여 요청도서를 즉시 정리·제공함으로써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신규 입수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등록 및 정리를 통해 적

시에 교육·연구 분야를 지원해갈 계획이다.

2) 지속적인 장서 DB 수정과 통계유지로 장서관리 최적화를 도

모해 나갈 것이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77급급 주주 민민 정정,, ☎☎ 665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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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연속속간간행행물물 정정리리업업무무

가가.. 개개 요요

도서관 이용자들이 전자도서관을 통해 연속간행물을 편리하게 검색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최신 학술지/연속간행물을 빠르게 입수 및 정리하여 이용자에

게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

2) 다양한 기사색인 작성으로 전자도서관 검색 정확성 향상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발간과 입수 시기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최신자료를 신속히 입

수 하였다.

2) 도서관리시스템 (LAS)을 통해 다양한 기사색인을 생성하여 전

자도서관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편리한 자료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구입 연속간행물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수 지연 등이 해소되어

작년 대비 총 8종 13권이 증가하였다. 입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정리하

여 서비스하였다.

2) 빠른 결호 요청과 다양한 기사색인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적시에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연속간행물 정리 현황 】

구구 분분 ’’2200년년도도 (( 종종 // 권권 )) ’’2211년년도도 (( 종종 // 권권 )) 증증 감감 (( 권권 ))

계 328종 / 2,673권 336종 / 2,686권 ( + ) 13권

국내 간행물 231종 / 2,107권 246종 / 2,243권 ( + ) 136권

국외 간행물 86종 / 464권 79종 / 345권 ( - ) 119권

일본 간행물 11종 / 102권 11종 / 98권 ( - )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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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연속간행물 자료의 다양한 기사색인 입력으로, 전자도서관에서의

편리한 검색 및 자료이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44.. 도도서서관관 열열람람환환경경 개개선선

가가.. 개개 요요

교내 연구 및 교육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용자 편의 중심의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로 테마코너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관심

및 흥미를 유도

2) 안보과정 학생들에게 스터디룸을 장기 배정하여 논문작성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

3) 불용도서 폐기로 도서관 장서 최신성 유지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특성화 독서 테마코너 ‘자기계발 관련 주제(1.4.∼3.31./427권)’,

‘국내외 문학상 수상작(4.7.∼6. 30./1,009권 )’, ‘건강 및 스포츠(7. 5∼ 9.30./

353권)’, ‘4차산업혁명 시대와 인간의 미래(10. 5.∼12.30./ 550권)’ 4개의

주제로 운영하였다.

2) 스터디룸 28개실을 분기별로 장기 배정함으로써 안보과정 학

생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였다.

3) 자료의 이용률 및 보존상태가 떨어지는 불용 연속간행물

16,803권을 선별하여 폐기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테마코너에 분기별로 새로운 주제의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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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관심확대를 유도해 폭넓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2) 안보과정 스터디룸 분기별 장기 배정으로 학생들의 연구 및

논문작성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3) 불용 연속간행물 폐기로 자료 보존공간 확보 및 최신 자료를

유지하여 도서관 장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테마코너에 분기별로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이용자들의

관심확대를 유도하며, 정기적인 불용자료 폐기 계획을 추진하여 도서

관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55급급 김김 원원 근근,, ☎☎ 665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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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독독서서문문화화진진흥흥((행행복복한한 책책나나눔눔)) 행행사사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도서 기증과 상호 교환을 통한 독서문화행사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

뿐만아니라 코로나로 지친 교직원, 학생에게 힐링, 화합 및 소통의 장

을 제공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교직원 대상의 기증도서 연중 수집 등 교직원, 학생, 용사 등

국방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대학 독서문화축제로 실시

2) 지속되는 펜데믹 상황으로 외부인 참석없이 철저한 방역 속

에 교내 행사로 추진되었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도서관은 학교의 대표적인 독서문화행사인 제13회 행복한 책

나눔 축제를 개최(’21.10.22.)하였다. 책나눔 기증도서는 한 해 동안

5,000여권이 수집되었으며, 이번 기증도서는 해커스 교육그룹의 ㈜챔프

스터디에서 1,850권과 교직원, 학생에 의한 연중 상시 기증 방식도 병

행하여 1,650여권의 기증도서 수집에 참여하였다.

2) 행사에는 교직원, 학생, 용사,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종 기증 도서를 나누면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서로 달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예쁜 다용도 에코백이 지급

되었다.

3) 이번 행사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속에 개최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행사 장소를 도서관 정문 앞 실외에서 추진되

었고, 모든 참가자에게 QR 인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 행사 참석이 허용

되었다.

4) 행사 참가자에 대한 음료는 Take out용 교환권으로 제공되었

으며, 당일에 사용 못한 음료권은 한 달의 유효기간내 사용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5) 코로나 때문에 지역문화예술공연, 북토크와 같은 복합문화행

사는 아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교내행사로 시행되었으나, 코로나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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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심신을 달래고 서로 반가운 인사와 소통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행복한 책나눔 축제 내용 】

구구분분 시시간간 행행 사사 내내 용용 비비고고

책나눔
11:30

∼15:00

� 개 회 사 : 도서관장

� 축 사 : 총 장

� 나눔도서 오픈 및 기념품 배부

에코백

& 다과

제공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올해 행사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 철저를 가장 중시하면

서 대내행사로 안전하게 개최되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

개최된 문화행사여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받았다.

2) 나눔 도서는 작년 6,000여권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개인

기증도서는 작년 770권에서 올해는 1,650권으로 기증도서 수집에 개인

들의 참여와 관심이 컸다. 행사 후 남은 도서는 당일 행사 참석이 여

의치 못했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3) 올해 행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역주민, 지역문화기관, 문

화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지역 복합문화축제로 열리지 못하여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직원의 참여와 호응이 커지고 있는 등 국방

대 시그니처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제13회 행복한 책나눔 축제 주요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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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내년에는 코로나 펜데믹이 진정될 예정이어서 지역과 함께하

는 복합문화행사로 확대하여 다채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2) 국방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인, 지역주민, 지역학교

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담은 지역문화축

제로 추진 될 것이다.

3) 또한 책나눔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개인들의 기증도서를 더

많이 수집하고, 여러 분야의 도서기증 전문기관들의 참여 확대로 연중

우수도서 확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4) 행복한 책나눔 축제를 국방대 주관의 문화행사를 넘어 지역사

회와 융합하는 독서문화행사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44급급 장장 옥옥 란란,, ☎☎ 665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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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국방방전전자자도도서서관관체체계계 고고도도화화 사사업업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우리 도서관은 ’09년에 개발된 국방전자도서관 체계를 사용해 왔으

나 동 체계가 노후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최신 시스

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은 ’20.10월에 시작되었는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회계

연도 예산과 ’21∼’25 중기사업 예산에 반영한 것에 이어 사업관리기관

인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였고, ’20.10월에 ㈜퓨쳐누리를

수행업체로 선정하여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21년은 실질적인 시스템 개발단계로, 도서관리자동화업무 전반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다.

나나.. 추추진진 중중점점

1) 시스템 개발시 운영기관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편리하고 기능적인 시스템 개발

2)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국방정보 포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다다.. 추추진진 내내용용

1) 현 체계 DB변환을 위한 69개 기관별 데이터 정제 후 이관 준비

2) 체계와의 연동기관을 대상으로한 연동합의 및 연동통제 절차 수행

【【 연동기관별 연동내역 】

구구 분분 연연 동동 내내 역역

연동기관

( 6개 )

#1. 전군 사용자정보통합관리체계 : 사용자명 등 6종

#2. 한국국방연구원 전자도서관체계 : 서지사항 등

#3. 국방기술품질원 전자도서관체계 : 서지사항 등

#4.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 : 서지사항 등

#5. 군사자료관체계 : 서지사항 등

#6.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국방방-인터넷망 간 : 서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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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개발 완료 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실시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운영 서버 설치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21년은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사업 2차 년도인 설계확정

및 개발단계로, 우리 도서관은 운용기관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계속

함과 동시에 기존데이터에 대한 이관계획에 따라 소장데이터 정제와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다.

2) 6개 연동 기관과의 연동합의서 작성, 연동 통제문서를 통해 체

계간의 필요데이터 연동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을 실시하였다.

3)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자체 테스트 중이며, 통합테스트 이후

’22년 베타버전으로 기관별 테스트를 실시 할 예정이다.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운영 서버 설치 완료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본 사업은 ’22.5월까지 개발 완료예정으로 테스트 및 검수 절차를

거쳐 전력화될 예정이다.

1) 국방전자도서관 체계고도화사업 결과보고회 (’22.5월 예정)

2) 국방전자도서관 체계 사용자 교육 (’22.4.∼6월 예정)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55급급 김김 미미 란란,, ☎☎ 665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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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실실 자자료료··장장비비 확확충충 및및 서서비비스스 확확대대

가가.. 개개 요요

정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최신 시청각기자재 구매와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용 콘텐츠, 비도서 구매 등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시청각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시설이용 증대를 위

해 최신장비 도입 등 최적화된 교육 환경 조성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이용자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선호도가 높은 어학 및 IT 전문

과정의 강좌를 구성하였고, 문화/교양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콘텐츠를

확충하여 주력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 향상을 위해 사이

버학습관 이벤트 행사를 시행하였다.

2) 국방·역사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비도서 자료를 확보하였고,

’22년 예산편성 시「비도서자료구입」으로 사업명 변경과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였다.

3) 비도서(블루레이 Disc, DVD 등)의 구입신청 증대로 새로운

매체의 운용지원이 가능한 장비구매의 필요성 증대로 구매를 추진하였다.

【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  

과과 제제 명명 세세부부 추추진진내내용용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충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교육용 강좌(VOD) 구성으로 자료 추진

◦새로운 구독형 오디오북(Audio-Book)을 도입하여 인
터넷/모바일 서비스 개시

사이버학습관 설문 조사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이벤트 행사시행

◦이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구입계획을 추진하고자 사

이버학습관 설문 조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구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

◦사이버학습관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이벤트 행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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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사이버학습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어학(영어, TOEIC)>IT 정보화 교육>문화/교양 순으로 콘텐츠 확충하

여 사이버학습관의 이용률을 제고하였고, 또한,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

하기 위해 오디오북 서비스 새롭게 시행하였다.

2) ’22년 세출예산반영 시「비도서자료구입」으로 사업명이 변경

되었고, 예산은 대폭 증액(5,000천원→ 12,225천원/145%↑)되었다.

3) 최신 장비구매(Blu-ray Player 15대)로 다양한 매체(블루레이

Disc, DVD 등)를 재생할 수 있어 영상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장비 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가져왔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사이버학습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어학(영어, TOEIC)>IT 정보화 교육>문화/교양 순으로 콘텐츠를 확충

하여 사이버학습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

적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충과 다양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구매할 계획이다.

2) 실질적 교육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 분야의 비도서 자료

와 BBC 다큐멘터리 등 대작 시리즈 형태의 자료를 구매할 계획이다.

3) 도서관 시설의 이용향상을 위해 최신 시청각 교육 장비 도입

과 다양한 매체의 지원이 가능한 기기 교체 구매할 계획이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66급급 임임 보보 연연,, ☎☎ 66551155))

과과 제제 명명 세세부부 추추진진내내용용

비도서(DVD/BD) 자료

확충

◦최근 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구입희망을

반영하여 비도서 (DVD/BD) 자료 구매 추진

시청각기자재 구입 ◦ 새로운 매체의 운용지원이 가능한 장비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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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국내내··외외 전전자자정정보보 가가입입 // 구구독독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인지도 높은 최신 학술정보와 전문화된 연구자료를 학술데이터베이

스, 전자저널, 전자책 등 온라인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국내·외 안보·군사 관련 분야 특화된 신규 자원 발굴 및 인쇄형 학·

협회 학술지를 전자저널로 전환하는 등 교육 및 연구지원을 위한 학술

DB 가입을 확대하였고, 자료의 접근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중점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국내·외 학술 전자정보 23종(국내 8종, 국외 15종) 가입유지

와 인쇄저널을 전자저널로 전환한 19종 구독으로 양질의 전문 연구자

료 및 최신정보를 제공했다.

2) 국내 전자책을 구매 추진하는 데 있어, 인쇄자료와의 중복을

최소화하였고, 일반/교양 자료로 구입 추진하였다.

【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 전문자료와 국내·외 전자

정보 21종(국내 7종, 국외 14종)을 가입·구독하였다.

2) 정치·외교·군사·행정·국방정보체계 등 제 분야의 학술 전문자

료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전자저널(e-Journal) 19

과과 제제 명명 세세부부 추추진진내내용용

국내·외 학술

전자정보 가입/구독

◦ 국내학술 전자정보 8종 가입/구독

◦ 국외학술 전자정보 15종 가입/구독

전자저널 구독 및

전자책 구입

◦ 국외 전자저널(e-Journal) 19종 구독

◦ 국내 전자책 287종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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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구독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전자정보 가입·구독 시 전공별 균등한 배분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연구 활용에 필요한 양질의 학술정보와 전문화된

연구자료의 계속적 지원을 위해 예산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2) 인쇄자료를 전자자료(e-Journal, e-Book)로의 자료형태의 점

진적 전환을 위해 예산확보 및 구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66급급 임임 보보 연연,, ☎☎ 665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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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제99회회 국국방방도도서서정정보보협협의의회회 워워크크숍숍 개개최최

가가.. 개개 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지능형 도서관 구축전략과 국방전자

도서관 고도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대내·외 도서

관 간 국방학술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모색하는 국방도

서정보협의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올해는 국방전자도서관 체계 고도

화사업 중간보고회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전문가 강연을 통한 도서관 미래환경 변화 인식과 발전과제

를 도출

2) AI 도서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공지능 도서관으로 변

혁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3)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의 중간보고 병행으로 운영

기관과 사업기간 간 소통 채널의 역할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국방도서정보협의회는 국방학술정보의 공유와 대·내외 도서

관 간 학술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워크숍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2) 올해 협의회는 ‘도서관의 AI 융합 서비스 전략과 발전과제’

주제를 가지고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21.7.8.)되었다.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

회, AI 로봇 시연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지능형 도서관으로의 변혁이

전 세계 도서관의 중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워크숍이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

어 워크숍은 참석자들이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의 중간보고

회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3) 올해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인원 제한으로 해

군사관학교 도서관장 등 24개 기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

요 참석 관계자들은 국방전자도서관 운영기관 실무자, 국방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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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고도화 사업관리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원장 등 4명), 고도화사업

개발업체인 ㈜퓨처누리(PM 등 3명), PMO기관인 ㈜KCA, 국방대도서

관 담당자들로 구성되었다.

4) 세션 종료 후에는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사업의 최적 설

계와 개발을 위한 T/F 기관과 개발업체 간의 요구사항을 검토·협의하

는 시간을 갖고 종료하였다.

【 국방도서정보협의회 워크숍 주요 내용 】

【 제9회 국방도서정보협의회 워크숍 주요사진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세션Ⅰ

주제/사례발표
10:40∼13:00

ㆍ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적용방안

* 최성필 교수 /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ㆍ비대면시대, 국립중앙도서관의 AI 융합 서비스

* 김혜련 사무관 / 국립중앙도서관

세션Ⅱ

고도화사업

중간보고회

14:00∼15:00
ㆍ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

* 국방전산정보원 / ㈜퓨처누리 / ㈜KCA

세션Ⅲ

AI 로봇 소개
15:00∼15:20

ㆍAI 로봇「따르고」소개 및 시연

* ㈜트위니 / 고영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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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올해 워크숍 주제 「도서관의 AI 융합 서비스 전략과 발전과

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사례발표를 통해 전자도서관 운영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AI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범 운영중인 ‘인공지능 검색 서비

스’는 소장중인 장서 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주목을 받

는 서비스로 우리 학교 교수 및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또한 현재 정상 진행중인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를 통해 국

방전자도서관 운영기관 담당자들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스템

개발 및 구현을 위한 유익한 의견을 모았다.

4) AI 로봇 시연회는 로봇 ‘따르고’의 작동원리를 소개하고 무거

운 책을 지능적으로 나르고 전달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참석자 간에

실제 도서관 환경에 로봇 ‘따르고’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의와 응답

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5)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에 T/F요원으로 참여한 공군

교육사 라혜정 주무관과 고도화 사업관리 실무자인 국방전산정보원의

김혁 주무관을 유공자로 선정하여 총장 표장을 수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협의회는 도서관 환경변화에 걸맞는 워크숍 주제 선정 및 전

문가를 초빙하여 국방전자도서관 운영전략과 국방학술정보 협력 네트

워크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 또한 워크숍을 운영기관과의 합동 개최를 통해 협력 및 소통

추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학학술술정정보보운운영영과과 44급급 장장 옥옥 란란,, ☎☎ 665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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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 단위 : 천원)

항목구분 사업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00-2432-301-003-000-430-01 국내외서적구입비 299,974 286,571

7100-7111-254-003-005-210-01 연속간행물구입비 71,460 35,960

7100-7111-254-003-005-210-01 도서관리재료비 6,600 6,596

7100-7111-254-003-001-430-01 도서관 비품 4,620 4,354

7100-7111-254-003-005-210-01 도서관 서고방역비 3,928 3,896

2400-2435-301-012-000-210-01 독서문화진흥행사 4,200 4,200

2400-2435-301-012-000-210-16 독서문화진흥행사 1,500 1,500

2400-2432-301-003-000-430-01 도서관 시청각기자재 구입 42,500 41,860

7100-7111-254-003-001-210-01 시청각실 재료비 5,000 4,999

7100-7111-254-003-005-210-01 전자정보가입비 253,222 253,222

2400-2435-301-012-000-210-01 국방도서정보협의회워크숍 2,700 2,700

2400-2435-301-012-000-210-16 국방도서정보협의회워크숍 200 200

2400-2435-301-012-000-240-01 국방도서정보협의회워크숍 2,200 1,500

작 성 자 : 도 서 관 7급 김유리
부 서 장 : 도 서 관 장 교수 류동원

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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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수부

3-2. 기획조정실

3-3. 대외협력실

3-4. 행정지원부

3-5. 감찰실

3-6. 근무지원대

3-7. 산학협력단

제3절  참모/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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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교교수수부부

ⅠⅠ.. 총총 괄괄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정세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

화에 맞춰 학칙과 예규를 정비함으로써 교수의 연구·학술 활동과 교육

생의 학습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방부, 합참,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회 등 외교·안보 관련 부서의 현역

(대령급 이상), 공무원(4급 이상), 언론인(부장급 이상) 등 관리자를 대

상으로 제3기 재경지역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와 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또한,「KNDU 국제안보교육과정」을 진행하여 글로벌 교육과정 정

착시키고, 국제관계 속 안보 정세에 대한 차별화된 강의를 통해 한반

도 국방·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국방정책 전문가 양

성에 기여하고, 국방대학교의 국내·외적 역할을 확대 하였다.

안보·국방 분야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우수인

원을 선발하기 위해 국방부, 각 군과 활발한 소통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육·해·공군 및 3사관학교 방문, 육사생도 초청 등은

실시하지 못하였고, 계룡대와 자운대 민원실에 포스터 부착, 전국 학군

단에 리플릿 비치와 홍보물의 우편 송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생 선발

내용을 홍보하였다.

교수 인사관리를 통한 우수한 인원 확보, 전임직 교수 충원율 향상을

위한 교수 선발업무 추진, 다양한 인력풀(Pool)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해

공정하고 적시적인 교수 인사 업무를 실시하였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 총 5,047명의 교육생을 대상으

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에 맞춰 교수법 전문가를 초청하여교

내 신임 교수 대상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교내 교수 전

원에게 교수법 도서를 지원하였다.

또한 교직원과 교육생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어학강좌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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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토익 특별시험을 실시하였다.

’21년은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19년 개념연구(ISP) 사업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한 해였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

하여 예산과 보안관리, 일정관리 등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ⅡⅡ.. 세세부부 사사업업별별 주주요요활활동동

11.. 교교육육제제도도 개개선선

가가.. 개개 요요

박사과정 연구 수업(Directed Study) 도입, 외국군 수탁생의 어학

능력에 대한 조항 신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박사과정의 현 개설 교과과정을 넘어서 학생이 원하는 연구 주제로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외국군의 어학 실력부족

으로 교수진과 동급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될 경우 제한 사항을 신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관리대학원 교육운영 예규」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조조항항 신신설설 >>

• 제제77조조의의22 ((박박사사과과정정 지지도도 연연구구))

① 전공 필수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 평점이 A⁰ 이상인 박사

과정 학생에 한해 지도 연구(Directed Study)과목 개설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교수진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과목당 3학점으로 간주한다.

② 지도 연구(Directed study) 수업은 한 학기당 3학점 이하로 제한하며

다음 학기에도 지도 연구 수업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직전학기 연구

성과물 사본을 지도 신청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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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도 연구(Directed study)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 신청

기간 시작 한 달 전까지 지도 연구 신청서와 강의 계획서를 신청 교수

와 함께 작성 완료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교학처는 학사심의 통과 시

과목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이 수강 신

청 기간에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도 연구(Directed study ) 강의 계획서에는 교육 목적, 교육 목표,

교육방법, 수업 준비 사항, 교재, 과제 및 평가 방법 및 요소, 주

차차별 세부 교육 계획[현장학습(실습):선택사항]이 모두 열거되

어야 한다.

<< 근근거거 마마련련 >>

• 제제3311조조((학학생생의의 의의무무))

① ～ ⑦ (생략)

⑧ 외국군 수탁생은 외국군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7조에 의거 입학

전 TOPIK 3급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조건부

입학한 경우 주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서약한 어학 실력을 달성

하지 못한 경우 해당국의 해당학생을 N번째 입학생으로 볼 때

차후(N+2번째) 입교 인원에 대한 정원을 감원을 해당국 무관부에

통보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다.

라라.. 추추진진 결결과과

교수의 학술·연구활동 보장 및 교육생의 만족도 높은 학습 여건 마

련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마마.. 향향후후 추추진진

융·복합 학문 추세를 반영하여 학과 내 협동과정 신설·폐지가 자유

롭도록 협동과정 운영 및 폐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 목표로 추진할 예

정이다.

((교교수수부부 66급급 황황 선선 미미,, ☎☎ 33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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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특별별교교육육 과과정정 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국방부, 합참,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정책부서

관리자(대령급/4급 이상), 언론인(부장급) 등을 대상으로 제3기「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방정책 수립 및 안보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주한 미군 내 한국군 전입 장교, 주한 외국 대사관 및 주요우

방국의 외교관, 국방무관, 외신 기자 등을 대상으로 제3기 「국제안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 차별화된 교

육 운영을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국방대학교

의 국내·외적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는 ‘국가안보의 인문학’이라는 주

제를통해 국방 정책·안보 관련 도서 저자의 직강을 실시하여 교육 만

족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하였고,

2)「KNDU 국제 안보교육과정」은 정치·외교·역사·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안보를 강의하여 외국군 교육생에게 국제관계에서의 한반도

정세와 미래를 이해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는 ’19년도 재경지역에 개설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박영준 주임 교수가

국방일보, 국방TV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방부,

합참, 국회 등 교육생 31명이 접수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시

스템을 통해 김종철 총장 주관으로 비대면 입교식을 진행하였다.

입교식 후, 화상시스템인을 통해 박영준 교수의 ‘한국 국가안보 전

략의 전개와 과제’ 강의를 시작으로 국방대교수와 이상철 전쟁기념사

업회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12주간(’21.9.3.∼

11.26.) 매주 금요일 오후에 강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잦아

들면서 4주간(’21.11.5.∼26.)의 교육은 서울캠퍼스 중회의실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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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실

시하였다.

민·관·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신분의 교육생이 참여 하는 안

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2)「KNDU 국제안보교육과정」은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김영준 주임교수의 총괄 하에 주한 미군 전입 장교, 주한 외국 대사관

및 우방국 외교관·국방무관과 외신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 58명을

모집하여, 11주간(’21.9.29.∼12.9.) 매주 목요일 오후에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 과정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

여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였다. 문정인 석좌교수

의 ‘문재인 정부의 평화 이니셔 티브와 한반도의 미래’ 강의를 시작으

로 국방대 교수진뿐만 아니라 김원수 여시재 국제협력위원장, 선승혜

대전시립미술 관장 등 외교·안보·역사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였

다. 국제관계 중 대한민국의 위치와 정세에 대한 이해를 심화 하고 군

사·외교적 협력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과정별 교육 목표·기간 ·대상 】

구구 분분
KKNNDDUU 미미래래안안보보아아카카데데미미

(( 재재경경지지역역// 서서울울캠캠퍼퍼스스··온온라라인인병병행행))

KKNNDDUU 국국제제안안보보교교육육과과정정

(( 온온라라인인 ))

목 표

수도권 정책 부서(국방부, 합참 등)

관리자에게 국가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학습 및 상호 토의를 통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주한미군 內 한국 전입 장교 및 각

국의 주한 대사관 직원, 국방 무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 6·25전쟁, 한미

동맹, 안보정책 등에 대한 이해 심화

기 간
’21. 9. 4.∼ 12. 4.

* 매주 금요일 주 1회, 19:00∼21:30

’21. 9. 29.∼ 12. 9.

* 매주 목요일 주 1회, 19:00∼22:00

대 상

대령급 · 4급 이상 외교·안보 부처

관리자, 언론사 부장급 언론인, 외신

기자 등

* 수강 인원 /수료 : 31명 / 24명

주한미군 전입장교, 주한 외국 대사관

직원·외교관·국방무관, 외신 기자 등

* 수강 인원 /수료 : 58명 /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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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DU 미래안보아카데미」강의 편성(재경지역) 】

구구 분분 주주 제제 강강 사사 비비 고고

9. 3.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 교수 박영준 -

9. 10. 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 교수 황병무 -

9. 24. 손자병법 교수 박창희 -

10. 1. 국민국가를 넘어서 교수 홍태영 -

10. 8. 현대의 전쟁과 전략 교수 노영구 -

10. 15. 우리 국방의 논리 교수 한용섭 -

10. 22.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교수 이근욱 서강대학교

10. 29. 미·중 간 전략, 패권경쟁의 심화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11. 5.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회장 이상철 전쟁기념사업회

11. 1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 교수 김상배 서울대학교

11. 19. 안보전략으로서의 다자외교 교수 이신화 고려대학교

【「KNDU 국제안보교육과정」강의 편성 * 영어 강의 】

구구 분분 주주 제제 강강 사사 비비 고고

9. 29. 문재인 정부의평화 이니셔티브와 한반도의 미래 교수 문정인 -

10. 7. 한국의 외교 위원장 김원수
여시재

국제협력위

10. 14. 한반도 비핵화 교수 김준형 한동대학교

10. 21. 북한의 경제 교수 남성욱 고려대학교

10. 28. 한국의 국방개혁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11. 4. 북한의 정치외교 교수 김영준 -

11. 11. 한미동맹 쟁점 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11. 18. 한국의 공공외교와 예술문화 관장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

11. 25.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교수 이춘주 -

12. 2. 정전체제와 남북관계 교수 박태균 서울대학교

12. 9.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미래 교수 손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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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결결과과

1) 재경지역「KNDU 미래안보아카데미」과정은 현 합동참모본부

차장인 윤의철 육군중장을 포함한 교육생 설문 조사 결과 한국 안보

이해도(95.7점), 교육전반 만족도(96.46점), 국내·외 정세 이해도(95.79

점), 안보정책 수립 기여도(94.96점)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하여 높

은 만족도를 보였다.

2)「KNDU 국제안보교육과정」은 주한 중국 대사관 국방무관

Wang Jingguo 소장과 콜롬비아 대사관 로빈슨(Robinson) 소장을 포함

한 58명의 교육생 중 42명이 수료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와 「KNDU국제안보교육과정」은 ’21

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을 위하여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생의 토론의 장과 교류 기회가 제한되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강의 주제

를 선정하고, 국내·외 안보전문가를 섭외하여 국방대학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교수수부부 88급급 이이 지지 숙숙,, ☎☎ 33111155))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197- 194 -

33.. 공공정정한한 교교수수 인인사사관관리리

가가.. 개개 요요

교육·연구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력을 신규로 채용

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수 인사업무를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규정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 교수를 확보

노력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결결과과

1) 군 전임직 교수 충원

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에 각각 2명의 우수한 군

전임직 교수를 충원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수업 선택의 폭을 확대 시킬

수 있으며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전임직 교수 임용 현황 】

구구 분분 채채용용학학과과 성성명명 계계급급 임임용용일일 비비고고

안보대학원

안보정책 이숙연 해병소령 ’21.3.1. 해사#57

군사전략 배학영 해군중령 ’21.3.1. 해사#55

관리대학원

국방관리 오동진 육군소령 ’21.3.1. 육사#64

국방과학 이두열 공군중령 ’21.3.1. 공사#50

2) 비전임 교수 충원 확대 운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신 안보 관련 이슈를 교육할 뿐만아

니라 현업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원을 채용하였다. 비전임직

교수 활용을 통해 교육생들의 역량 향상은 물론 비전임직 교수들이 소

속된 부대나 기관의 업무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3) 스타 교수 및 우수 교수 선발

교수 업적평가 결과, 점수 우수 및 학교 위상 제고자 중 스타



2021년도 국방대학교 史  

198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195 -

교수 4명, 강의 우수교수 2명, 연구 우수교수 4명, 우수교수 2명을 각각

선발하였다.

강의·연구 우수 교수는 기관(부서)별 추천을 받아 교수업적 평가위

원회를 통해 선발하였다. 선발된 교수에게는 국방 대학교총장 표창 수

상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4) 안보/관리대 통합 교수 워크숍 개최

올해 교수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기초하여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미래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등 6개 과제가 도출되었고 이

를 검토할 수 있게 된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었다. 교수부에서는 코로

나 종식 이후 야간석사 원격수업 운영방안 검토 등 2건, 안전보장대학

원은 선택과목 수강인원 제한 해제 1건이 도출되었다. 국방관리대학원

은 ‘미래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1건이 도출되었으며, 기획조정실은 자

료교환체계 승인절차 개선 1건, 행정지원부는 정보통신환경 개선 1건

이 도출되었다. 과제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 발전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스타 · 우수 교수 선발 현황 】

구구 분분 선선 발발 인인 원원

스타 교수 ( 4명 ) 김은비, 김영준, 손승연, 강동수 교수

강의 우수 ( 2명 ) 안준형 교수 (안보과정 ), 노명화 교수 (학위과정 )

연구 우수 ( 4명 )
정한범 교수 (안보정책 ), 박창희 교수 (군사전략 )
손승연 교수 (국방관리 ), 마정목 교수 (국방과학 )

직무교육원
우수교수 ( 1명 )

신희래 교수

국제평화활동센터
우수교수 ( 1명 )

임윤갑 교수

5) 교수 승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반기에는 안전보장대학원 안

보정책학과 정한범 교수, 군사전략학과 김태현 교수,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백승령 교수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안전보장대학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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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책학과 김은비 교수,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과학학과 조영호 교수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하였다.

후반기에는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이문걸 교수를 부교수에

서 정교수로 승진·임용하였다.

라라..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도에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교수 자리를 신속하게 채용하여

다양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교육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 분

야의 우수 인력에 대한 교수 채용과 적시적인 공석 충원을 실시하겠다.

((교교수수부부 55급급 곽곽 종종 현현,, ☎☎ 33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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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우우수수한한 교교육육생생 선선발발

가가.. 개개 요요

국방·안보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

정별 교육 목표와 특성에 부합하는 민·관·군의 우수한 인원 선발을 통

해 인재 육성에 매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및 각 군 본부 인재개발교육과 등 교육담당

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학생선발을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안보과정 교육생은 졸업 후 활용성이 높은 대령 및 대령 진

급 예정자와 국장급(3급, 경무관)을 우선 추천하도록 하였다.

2)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방·안보 연관성과 기관의 성격, 안보과

정 성적 등을 기준으로 안보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

였으며, 올해는 54개 공공기관이 입교하였다.

3) 주간 학위과정은 각 군에 위임하여 석사과정 123명(육군73명,

해군 18명, 공군 22명, 해병 10명), 박사과정 6명(육군 4명, 공군 1명,

해군, 1명), 일반인 주간석사 6명, 주간박사 4명을 선발하였다. 박사학

위 주말 과정에 5명을 추가 선발(군사전략 3명, 리더십 2명)하였고, 석

사과정 외국군 수탁생은 4명을 선발하였다.

4) 야간 학위과정은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본교와서

울캠퍼스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50명(재입교생 포함)을 선

발하였다. 면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21년 과정별 선발 현황 】

구구분분 선선발발인인원원 ((명명)) 교교 육육 대대 상상

학위과정

( 398명 )

박사 15 � 주간 : 현역,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인
(NSL ) * 외국군 포함

� 야간 : 현역, 군무원,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인

주간석사 133

야간석사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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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선선발발인인원원 ((명명)) 교교 육육 대대 상상

안보과정

( 213명 )

현역 88 � 현역 : 대령(진 ) 이상의 장교
* 외국군 포함

� 3급 이상 군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공공기관 : 부장급 이상

공무원 68

공공기관 64

연구원 /군무원 3

* 야간 학위과정 : 1년에 2회 모집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국방부, 각 군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석사학위 123명, 박

사학위 1명이 증원된 6명의 위탁 교육생을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박사학위 주말 과정은 ’20년부터 신규로 과정을 개설(군사전

략, 리더십)하였고, ‘주말박사’에서 ‘박사학위 주말과정’으로 명칭을 변

경(학칙개정 ’21.1.5.)하였고, ‘리더십’에서 ‘인력조직’으로 전공명을 변경

(학칙개정 ’21.1.5.)하였다.

3) 해가 갈수록 박사학위 주말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지원

자 72명 중 5명 선발) 정원과 수업 방식에 대한 고심을 해야 하는시점

에 다달았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와 박사학위 주말 과정에 대한 정원증

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피력하고

2) 박사학위 주말 과정 수업 방식(토요일)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

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교교수수부부 66급급 이이 현현 선선,, ☎☎ 33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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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우우수수교교육육생생 선선발발 홍홍보보 강강화화

가가.. 개개 요요

우수 교육생 선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군인,

군무원, 공무원, 연구원 등 다양한 신분이 지원하여 국방 관련 학문

정진을 유도하고 안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국방대학교 비전에

부응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각 군 사관학교 등 학교 기관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대

학교를 홍보하고, 훈련간 국방대학교 방문을 추진 홍보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홍보가 제한되어 우편

송부, 홍보지 부착 등 비대면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홍보활동은 주

로 계룡대 민원실, 자운대 민원실, 계룡역 등 주요 TMO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홍보로 대체하였다.

【 계룡역 홍보, 학위과정 국방일보 홍보 및 TMO 홍보 】

2) 국방일보에 4회에 걸쳐 교육생 모집을 홍보하였고, 주요 기차

역 TMO(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서대전역, 계룡역 등)에 교육생 모집

리플릿을 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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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국방일보홍보 및 TMO 홍보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기 간 ’21. 5. ∼ ’21. 11.

장 소 대전 ·충청 및 서울 ·경기 지역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매년 학위과정에 많은 교육생이 지원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여 불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국방대학교의 위상이 점점

비상하고 있음을 느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야간학위 과정별 정원이 없어 학생선발 모집 공고 시 정원에 0명으

로 공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생선발 모집 공고 시 정원을 수 있도록

야간학위 과정별 정원을 확정하여 예규에 반영 할 것이다.

((교교수수부부 66급급 이이 현현 선선,, ☎☎ 33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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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원격격교교육육 내내실실화화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 부응을 위해

군내 안보·국방 관련 맞춤형 원격 교육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지침을 반영한 단계별 On&Off-Line 병

행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시험을 도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원거리 학습권 보장과 원격수업의 뉴노멀화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

에 맞춰 원격(e-러닝)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

교 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습 관리시스템(LMS)

체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

자수 증가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시험을 최초

로 시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관리대 석사과정 30개 과목을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운영하였고, 실시간 원격강의와 병행하여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원격

수업에만 치중되었던 예년에 비하여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이 다소 줄

어들었다.

반면,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관리대 야간학위 비대면 온라인 시험

이 최초로 시행(’21.7.31.)되었다. 야간학위 종합·졸업시험(82명), 재시험

(’21.10.16./17명)을 원격수업 학습관리시스템(LMS) 체계를 활용하여 온

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치렀다. 향후에도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을 확장시키게 되었다.

【 최근 5년 간 e-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과목(차시)) 】

구구 분분 계계 야야간간석석사사 직직무무과과정정 PPKKOO과과정정

’17년 5 ( 15 )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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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계계 야야간간석석사사 직직무무과과정정 PPKKOO과과정정

’18년 2 ( 15 ) 2 - -

’19년 4 ( 34 ) 4 - -

’20년 41 ( 786 ) 36 4 1

’21년 30 (563) 30 - -

합 계 77 ( 1,027 ) 58 11 1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 부서의 지

침과 협조 하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교육’이라는 본 기관 임

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軍 최고 교육기관으로써 위상을 강화하였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

기가 강화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이 병행되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비대면 온라인 시험을 통해 교육

평가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향후 원격교육 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는 큰 발전을 이루는 한해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내실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오래(3년 경과)된 콘텐츠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여 콘텐츠 유지·폐기·재제작 등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교수수부부 77급급 손손 혜혜 진진,, ☎☎ 33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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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어어학학프프로로그그램램 운운영영 및및 학학습습 지지원원 내내실실화화

가가.. 개개 요요

어학 강좌와 특별시험 등을 통해 교직원·교육생의 어학능력을 상승

시키고, 교수법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지원 내실화를 선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어학능력 향상 동기 부여

2)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경쟁력 향상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어학강좌 운영

교직원과 교육생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전반기에 4개 강좌

(’21.3.∼6월), 후반기에 4개 강좌(’21.8.∼12월)를 개설하였다. 또한 지속

적인 어학 강좌 운영을 위해 우수한 업체와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였다.

출석률 제고를 위한 수강료 환불,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전·사

후 테스트 의무화와 QR코드를 이용한 강좌 신청을 수강생에게 제공하

였고, 원어민 1대1 회화 시간을 확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

해 전 과목을 원격 화상 수업으로 운영하였다.

【 강좌별 개설 현황 】

전전반반기기 (( 6644명명 ))

강강 좌좌 명명 수수 업업 일일 강강 사사 수수강강인인원원 (( 명명 ))

토익-초급 월, 수 김기호 8

토익-중급 화, 목 김기호 8

원어민회화-초급 화, 목 Jonathan 29

원어민회화-중급 월, 수 Jonatha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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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반반기기 (( 7744명명 ))

강강 좌좌 명명 수수 업업 일일 강강 사사 수수강강인인원원 (( 명명 ))

토익-초급 월, 수 김기호 20

토익-중급 화, 목 김기호 15

원어민회화-초급 화, 목 Jonathan 23

원어민회화-중급 월, 수 Jonathan 18

2) TOEIC 특별시험 실시

어학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위과정 교육생의 졸업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연간 총 6회의 TOEIC 특별시험을 실시하였다.

【 TOEIC 특별시험 실시 및 응시 현황 】

구구 분분 11차차 22차차 33차차 44차차 55차차 66차차
계계

시시험험일일 22.. 1199.. 33.. 1122.. 44.. 2233.. 55.. 77.. 1100.. 88.. 1111.. 1122..

응응시시인인원원 30명 24명 15명 14명 26명 24명 133명

3)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수의 교수법 향상 및 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16년에 처음

도입한 마이크로티칭 프로그램을 올해 전반기에도 운용하였다. ‘마이크

로티칭’은 대상 교수가 일정 분량의 강의 시연을 한 후 스스로 강의를

진단해보고 동료 및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수업 방식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스

스로 강의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수 5명이 전문가와

1대1 코칭을 진행하였다. 후반기에는 교수법 도서 3종을 선정하여 교

내 교수 총 68명에게 1인 1권을 지원하였다.

【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실시 현황 】

구구 분분 전전반반기기 후후반반기기

추진기간 3월 ∼ 5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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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전전반반기기 후후반반기기

내 용 마이크로티칭 실시 교수법 도서 지원

대 상
전반기

․ 신임교수 : 이숙연, 배학영 교수 ( 안보대 ),
오동진, 이두열 교수 (관리대 ),
강응태 교수 (직무원 )

후반기 ․ 교내 교수 ( 안보대, 관리대, 국평센터, 직무원 )

외부 전문가 ․ 서울대 교육공학 박사 김윤정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어학 강좌 운영, TOEIC 특별시험 실시를 통해 교직원·교육생의외

국어능력 향상과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전·후반기 어학 강좌

만족도는 8개 과정 통합 90% 이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교육생의 수요에 맞는 어학강좌 개설/운영, 어학 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국방대학

교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어학강좌 운영 및 TOEIC 특별시험 실시

’22년에는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전반기에는 원격수업 운영 후

반기에는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반기에는 ’21년과 동일

하게 4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기 일상회복 단계가 되면 생활회화

수업(중국어, 일본어)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8회 TOEIC 특별시험을 지원하여 학위과정 졸업 요건을 지

원할 예정이다.

【 ’22년 어학강좌 운영 계획 】

전전반반기기
⦁운영기간 : 3 ∼ 6월

⦁개설강좌 : 원어민회화 ( 초 /중급 ), 토익 (초 /중급 )

후후반반기기

⦁운영기간 : 8 ∼ 11월

⦁개설강좌 : 원어민 회화 ( 초 /중급 ), 토익 (초 / 중급 ),

중국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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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신임 및 희망 교수를 대상으로 실

시할 예정이며, 기존의 마이크로 티칭과 더불어 코칭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코칭이란 강의 시연 없이 전문가와 교수법 피드백을 진행하는 프로그

램으로 기존의 강의시연에 부담을 느꼈다면 부담없는 참여가 가능하다.

((교교수수부부 88급급 신신 은은 비비,, ☎☎ 331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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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교교육육학학술술 // 참참고고서서지지 발발간간

가가.. 개개 요요

국방·안보 분야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여

전파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활동의 활성화와 학문적 발전을 도모

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산학협력단을 통한 용역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발간 연구사업

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추진

2) 앞서가는 시대에 맞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연구용역 과제는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미래 안보 전망과

국방 과목 발전방향’ 으로 결정했다. 입찰경쟁 및 연구위원회 심의(’21.

5.4.)를 거쳐 1개 기관을 연구 용역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

방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 후 6개월간(’21.6.∼12월) 학술연구를

진행하였다.

【 교육학술 연구과제 사진 / 목차 】

미미래래 안안보보 전전망망과과 국국방방 과과목목 발발전전방방향향 (( 손손경경호호,, 김김영영호호,, 이이춘춘주주 ))

Ⅰ. 머리말

1. 안보환경의 변화와 교과 체계 개편

방향

2. 과학기술의 변화와 교과 체계

3. 전쟁의 변화와 교과 체계

Ⅱ.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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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국방·안보 교육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교재로 발간 함으로

써 교내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했고 대외적으로 국방·안보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써 전문성 발휘와 위상 제고에 기여 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한 용역 공고를 진행하여

외부적으로도 개방된 교육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교수수부부 임임기기제제 88호호 신신 미미 경경,, ☎☎ 33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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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학학사사관관리리시시스스템템 고고도도화화 사사업업

가가.. 개개 요요

현재 학사관리시스템의 노후화(’09년 구축)와 유지보수의 한계도달

등으로 시작된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기반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9년 완료된 개념연구(ISP)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시스템

개선 소요 도출, ’21년 사업 수행사 선정 및 개발이 본격 착수되었으며,

’22년 말까지 구축·안정화하여 ’23.1월 신 체계를 오픈할 예정이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신 학사관리시스템은 국방망 사용이 제한되는 민간인 학생 등도사

용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기반 체계로 구축되며, 전자정부의 프레임워

크 등 최신 I/T기술과 표준이 적용되어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

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교육환경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업 관리 측면에

서는 보안, 기술, 일정 관리 등 사업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용역

(PMO, ’21.4월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위험 관리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사업 발주 단계(∼’21.10월)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용역

(PMO)사업을 공고하였고,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케이씨에이’와

PMO 용역 계약을 체결(’21.4.27.) 하였다.

본사업(체계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보고(총장)를

완료(’21.6.24.) 하였으며,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 및 운용하기 위한 방안

도 보고서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 작성, 일상감사 및 법무검토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타 기관(행정안전부, 군사안보지

원사령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하여

조달청 위탁 계약을 통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213- 210 -

【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조직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재정과를 통해 조달청에 사업을 발주(’21.7.23.)

하였고, 입찰공고 결과 대전에 소재한 주식회사 ‘커뮤’라는 단일업체가

응찰하였다.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21.9.29.) 하였고, 적합 판정에

따라 기술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21.10.26.) 하였다.

2) 사업 착수 단계(’21.11월∼)

용역계약 체결 후 영내(샤인홀 2층 직원휴게실)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용역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사업수행계획서 등 착수를 위한

산출물 작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반작업을 바탕으로 국방대 컨벤

션센터에서 총장 주관의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21.11.24.)하였다. 착수 보고회는 사업 일반현황 보고, 수행계획 보

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전체 차원의 사업내용

공유와 의견 개진의 기회가 되었다.

용역계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시작되었고, 개발사

업 수행사의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협의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소요 검토 심의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

발사업에 대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사업을 발주·공고하였

으며, 단일업체 응찰로 인하여 제안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쳐 ‘한국정

보기술단’과 계약을 체결(’21.12.20.)하였다. 감리는 ’22년부터 총 세 차례

(요구정의단계-설계단계-종료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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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과 서류 작성 등 행정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22년 예정된 시스템 개발과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마.. 향향후후 추추진진

시스템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22.2월), 설계 및 개발(∼’22.9월),

안정화 및 구동 테스트(∼’22.11월)를 거쳐 ’22년내 사용자 중심의 인터

넷 기반 신 학사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용역(PMO) 사업과 감리/개인 정보영향평

가 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본사업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이다.

체계 개발에 따라 개선되는 실무 프로세스에 맞게 학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23.1월 신 학사관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교교수수부부 88급급 고고 재재 찬찬,, ☎☎ 33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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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100-2131-302-007-260-01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450,000 305,493
* 사고이월

2100-2131-302-007-430-01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100,200
0

* 사고이월

2100-2131-302-008-210-15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740 23,740

2400-2432-301-003-110-03,
210-12, 320-09

비전임교수 45,036 41,059

2400-2432-301-003-110-04 겸임교수 수당 9,600 7,200

2400-2432-301-003-110-04, 320-09 외래강사료(시간강사) 24,762 0

2400-2432-301-003-210-01 e-러닝 강의콘텐츠 제작 4,500 4,150

2400-2432-301-003-210-01,
210-07, 220-01

교수실무 적응연수 10,478 10,478

2400-2432-301-003-210-01 교수전공심사위원회 심사 3,000 2,317

2400-2432-301-003-210-01, 310-03
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개발
/운영

4,490 2,484

2400-2432-301-003-210-01, 260-01 교육학술/참고서지발간연구 10,400 10,400

2400-2432-301-003-210-01 대학교육 개발협회 1,390 840

2400-2432-301-003-210-01 우수학생선발 홍보물제작 9,480 9,480

2400-2432-301-003-210-01, 210-16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6,868 5,453

2400-2432-301-003-210-01 참고교재 인쇄 46,000 45,589

2400-2432-301-003-210-01
학술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도입

7,000 5,390

2400-2432-301-003-210-01 학적부 인쇄 3,210 3,210

2400-2432-301-003-210-01 행정지원 30,000 29,970

2400-2432-301-003-210-07 e-러닝시스템 구축 122,893 122,539

2400-2432-301-003-210-09 e-러닝시스템 구축 유지비 16,065 13,829

2400-2432-301-003-210-11 교육자료 재료 2,500 2,500

2400-2432-301-003-210-14 외국어 강사수당 강사료 47,500 4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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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00-2432-301-003-210-15 e-러닝시스템 구축 유지비 34,997 29,286

2400-2432-301-003-210-16,
240-02 교수부 주관 위원회 지원 2,318 2,315

2400-2432-301-003-240-02 연구활동지원 400 40

2400-2432-301-003-240-02 학위과정 입학시험 지원 282 282

2400-2432-301-003-310-03 스타교수 특별장려금 6,000 6,000

2400-2432-301-003-430-01 교수학습지원 제작장비 990 935

7100-7111-254-001-001-201-210-
01 교수용품 지원 5,600 5,600

7100-7111-254-003-001-210-01 교수 신규채용 공고 5,500 0

7100-7111-254-003-001-210-01 졸업장인쇄 3,440 3,440

7100-7111-254-003-002-210-02 온라인 증명서발급 본인
확인 수수료 802 793

7100-7111-254-022-008-201-210-
02 직책별 특정업무비 118,120 84,900

7100-7111-314-004-001-210-01 교수연구 논문집발간 7,728 4,230

7100-7131-314-004-001-210-01,
210-07, 220-01 과정별워크숍 6,891 6,891

7100-7131-314-004-220-01 교육자료수집 활동여비 4,437 3,420

7100-7131-314-004-310-03 특정직교수 교육연구보조비 504,192 416,823

7100-7131-314-004-310-03 특정직교수 성과급 101,952 90,818

7100-7131-314-004-310-03 교수연구조성비 91,320 90,619

작 성 자 : 교 육 운 영 담 당 8 급 이 지 숙 (서명) 이지숙
부 서 장 : 교 수 부 장 대 령 손 경 호 (서명) 손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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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기기획획조조정정실실

ⅠⅠ.. 총총 괄괄

기획분야는 대내‧ 외 안보·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21년「국방대학교

비전 2040」 개념 연구 결과 및 국방대 확대개편 추진과 연계한 총장

지휘중점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별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기

술하여 효과·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기관/부서별 대면회의

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학교의 중‧ 장기 발전 방향 검토 등

미래지향적인 임무 수행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국방부 기관업무평가에 대비하여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국방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① 급변하는 안보환경

에 대비한 안보교육 확대/강화, ②연구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자의 활

용성 제고를 선정, 추진하여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국회 요구자료는 총108건을 기한 내 처리하였으며, ’21.10.5.∼21일까

지 실시된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학교 현안업무에 대한 예상 쟁점 및

참고자료를 사전 준비하고, 감사 기간 중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한

결과 별도의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다.

한편「정책자문회의, 국방대학교 발전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상

황 악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방대학교 발전 방향 2040’

등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중‧ 장기 발전

방향 에 관한 고견 및 기획에 참고·반영하였다.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교내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동아리 활

동을 장려했다. ① 국방군사제안연구회, ② 국가안보콜로키엄, ③국방전

쟁사연구회, ④ 국방대오케스트라연구회 등 총 4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직원 상호간의 화합·단결을 도

모하기 위해 교직원 워크숍 및 각 기관·부서별 워크숍을 병행 추진하

였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있었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

극적으로 추진해 학교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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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주

민 지원 및 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등

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직 분야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비전투분야 현역직위 군무원

전환 지침에 따라 인사과장을 중령에서 4급으로 안전보장대학원 순환

직교수를 대령에서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으로 정보통신과 병 2명을 9급

1명으로 조정하였다. 이전사업 후속조치 및 ‘체력단련장 조성’ 업무 추

진을 위한 한시조직인 이전사업팀과 서울캠퍼스 운영을 위한 한시편제

인 교육진행담당 2명을 기한 연장(’22.12.31.)하였다. 그 외 학교 정원

범위 내 직렬 변경, 직책명칭 변경, 직급 상호 조정이 반영되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개정은 국방대학교 확대 개편에 따른 통합기관

명시, 총장 직위 민간개방 등이 반영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1.2.26.)

하였으나, 국회 의견 상충으로 개정이 지연되어 우선 개정이 시급한

직무연수부장 신분 전환 등이 반영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개

정안을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에 개정 건의(’21.12.20.)하였다.

국방대학교 예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과 임무수행에 통

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기에 25건, 후반기에 17건을 개정하였다. 특

히, 학교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심의위원회를 재정립하여 예규에 반영하

였고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오탈자 정정, 변경된 직제 반영,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예규 개정 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학

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예산편성/중기계획 분야는 ’22년도 예산편성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학교 임무수행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최첨단 新 캠퍼스 운영을 위한 예산을 구체화하였다.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국방부에 요구하였다.

’22년도는 최종적으로 266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4%를 증액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상용SW구매 등

13개 사업 (4.2억) 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12개 주요사업

의 예산 76.4억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학교 임무 수행을 위한 적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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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1～’26 중기계획은 ’21～’25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 신규사업, 비전 2030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반

영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였다.

예산집행 결산분야는 ’21회계연도 세출예산 161.6억원을 수령하여

134.7억원을 적시적으로 집행, 83.4%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예산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반기 국방부 목

표액 19.9억원 대비 21.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06.4%로 목표액을 초

과 달성함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에 부응하였다.

국가재정의체계적, 종합적관리를 위한 재무결산은 거래유형별(재고조

정, 유상·무상취득 등) 시스템 입력값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물자, 장비,

시설, 통신 등 시스템운영 담당자들의 자산거래 입력 오류 방지대책을 수

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재무회계담당에 의한 주기적인 회계전표 모니

터링을 통하여 즉시 오류자료를 수정한 결과 전년도보다 신뢰성이 향

상된 재무제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회계질서 확립 및 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전·후반기 국방대학교

어린이집 통합 지도방문, 매월 각 기관 및 참모부서의 부대운영비,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결산결과 검토와 지도를 통해 업무노하우 전수와 결함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육군자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고

액출금현황, 인증서 관리, 심야시간 카드사용 등)을 강화하는 등 기관의

금전사고 제로화에 기여하였다.

급여 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군무원 인건비 93억원, 교육

공무원 인건비 2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사

고속보 등을 조치함으로써 과오급여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급여에 대한

교직원 문의사항은 신속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특정직 교수

급여 통합 이체 서비스, 찾아가는 연말정산 서비스 등 급여지원 서비스

의 적극 실시로 교직원 급여 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

니라, 업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력관계 구축으로 정확

한 급여 및 수당을 산출하고 지급하는 등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하였다.



2021년도 국방대학교 史  

220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217 -

ⅡⅡ.. 주주요요활활동동 사사항항

11.. 업업무무 성성과과관관리리

가가.. 개개 요요

1) 국방부의 ’21년 기관업무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도 평가결과

를 분석, 환류하고 미흡 부분을 보완하고자 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인 상

명대학교 김미경 교수를 초빙하여 개선방향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나아가

중점과제 선정 등을 위해 매 주·월간회의 시 기관·부서별 성과의제(안)를

발표 추진함으로써 기관 평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2) 학교 논산 이전 후 국내 안보를 선도하는 최고 안보종합대학

교로서의 양적·질적 성장을 입증하기 위한 중점과제 (2개) 및 성과지표

( 3개 )를 선정, 성과계획서를 작성 추진하여 국방부로 제출(’21.5.28.)하

였다.

3) 성과보고서 작성 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고 기관·부서별 성과

보고서를 종합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21.12.24.)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논산 이전을 계기로 ’25년까지 국방대학교의 발전 청사진을 제

시하고, 분야별 추진방향을 설정

2)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국방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

하여 장관지침, 창조 국방 추진, 총장 학교운영 복안과 발전과제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게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국방정책·목표와 연계한 국방대학교의 임무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등에 명시된 ‘안보정책, 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 연구‧ 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육성한

다’를 적시하였다. 비전은 「국방대학교 비전 2025」 선포식에서 채택한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국방대학교’로 명시(’15.10.13.)하였으며,

’19년「국방대학교 비전 22003300」 개념 연구 결과에 따른 총장 지휘중점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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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및 중점‧ 일반과제 현황 】

전전략략목목표표 과과 제제 비비고고

1. 안보전략·정책의

최고 전문교육기관

으로 발전 한다

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안보교육 확대/강화 중점

② 미래형 국방 전문인재 교육개발 선도 일반

2. 안보전략‧ 정책 특화

연구를 확산하여

발전한다

① 연구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자의 활용성 제고 중점

②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정책연구 내실화 일반

3. 국내·외 국방교류

협력의 허브로 발전

한다

① 국내 교류활동 내실화를 통한 학술기반 구축 일반

② 국제 교류활동 심화를 통한 국방외교 기여 일반

이어서 기관‧ 부서별 성과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

(’21.5.28.)하였으며, 후반기부터 기관‧ 부서별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종합

하여 국방부로 제출(’21.12.24.)하였다.

【 성과계획서 주요 내용】 (단위 : % )

순순

번번
중중점점과과제제 가가중중치치 성성과과지지표표 가가중중치치 목목표표치치 지지표표

1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한

안보교육

확대/강화

70

군무원 신규임용 교육대상자

확대율 및 교육만족도
30 55 산출

교육소요에 부합하는교육

과정 개편 및 교육만족도
70 91 결과

2

연구사업확대

를

통한 수요자의

활용성 제고

30
연구사업 추진실적/

활용도
100

38건 산출

88점 과정

계계 110000

’21년 국방기관 업무평가는 3개 소위원회 중 제3소위로 국방대학교

는 KIDA 등 8개 기관과 함께 ‘연구발전’ 소위에 편성되었다.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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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점과제 70%, 기관역량 30%로 평가항목 개편을 통한 정성평가를

강화하였고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강화하였다.

【 국방기관업무 평가지표 총괄표 】
(단위 : % )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국방기관 업무평가의 중요성과 활용가치를 인식하여 지표 설계방법

등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 성과관리를 추진하여 중점과제 부문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부부 문문 평평가가항항목목··지지표표 배배점점

중점과제

부문

(70%)

①이행노력 25점

②목표달성도 20점

③정책효과 25점

[가·감점]

- 중점과제 외 기관 주요 성과 반영

- 협업 성과 창출 여부

- 성과관리의 성실성

- 타부처·부서 및 대외기관의 평가결과 반영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여부

(+3점)

(+3점)

(-2점)

(+0.5점)

(+0.5점)

기관역량

부문

(30%)

①정부혁신 동참노력

정부혁신 가치 구현 3점

적극행정 이행도 3점

청 렴 도 5점

②리더십 비전/실행전략/소통 10점

③성과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노력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실현 3점

성과 중심의 조직·인사 운영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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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달성도 현황 】                        ( 단위 : % )

연연번번 중중점점과과제제명명 성성과과지지표표
목목표표치치

((건건,,%%,,점점))

실실적적치치
((건건,,%%,,점점))

목목표표
달달성성도도비비중중 비비중중

합계 100%

1

급변하는

안보환경

에 대비한

안보교육

확대/강화

70%

군무원

신규임용

교육대상자

확대율 및

교육만족도

30% 55% 58.4% 100%

교육소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만족도

70%

90% 97.8%

100%

92% 94.4%

2

연구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자의

활용성

제고

30%

연구사업

추진실적 /

활용도

100%

38건 38건

100%

88점 88.1점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회의체를 통한 모니터링 점검 반영, 협업내용 강화, 통계 및 의견수

렴을 반영한 목표치 설명 등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종합분석

및 환류로 추진을 독려 할 예정이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55급급 최최 병병 하하,, ☎☎ 33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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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22년년도도 연연도도부부대대계계획획

가가.. 개개 요요

’22년도 연도부대계획은 기관/부서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학교 역

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방부 지침 및 관련 근거에 따른 부대계획 작성

가) ’22～’26 중기부대계획 국방부 검토결과 반영

나) 학교 정원 범위 내 부서별 인력조정

2) 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기능 및 편제 보강

3) 인력 순증은 ’23～’27 중기부대계획에 반영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22년도 연도부대계획은 ’22～’26 중기부대계획으로 반영된 인

사과장을 육.중령에서 행정4급으로 안전보장대학원 교학처 순환직교수

를 육.대령에서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으로 정보통신과 병 2명(네트워크

관제병, 정보보호관제병)을 전산9급(사이버관제담당)으로 반영 건의하

였다. 한시조직인 이전사업팀의 존속 기한을 ’22.12.31일까지 1년 연장

하고 교수부 학사관리과의 서울캠퍼스 인원(2명)은 정식편제 반영 건

의하였다. 정원 범위 내에서 감찰실 1개 직위 직책명칭 변경, 기획조정

실 기획총괄과 무인감시시스템모니터병과 근무지원대 경계병 인원 상

호 조정, 교수부 교육기획처 1개 직위 직책명칭 변경, 안전보장대학원

교학과 1개 직위 직책명칭 변경, 국방관리대학원 교학과 주간교육운영

담당과 직무연수부 교학과 장기교육담당 직급 상호 조정, 근무지원대

시설반 1개 직위 직렬 및 직책명칭 변경, 근무지원대 시설반 1개 직위

직책명칭 변경 건의하였다.

2) ’23～’27 중기부대계획은 한시조직인 이전사업팀의 존속기한

을 ’24년까지 연장하고, 교수부 학사관리과의 서울캠퍼스 인원(2명)은

’23년에 정식편제 반영 건의하였다. 직무연수부는 군무원 교육체계 개

선 및 조직 확대를 위해 ’24년에 반영된 교관(전문군무경력관 가군)

2명을 ’23년으로 조정하고 교관(전문군무경력관 가군) 2명과 전산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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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추가 증원, 현역교수 5명을 군무원교수로 전환 건의하였고, 연구소

는 연구센터별 연구인력 보강을 위한 인원 증원(전문군무경력관 8명)

을 건의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22～’26 중기부대계획으로 반영된 인사과장은 행정4급, 안전보장대

학원 교학처 순환직교수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학생관리/운영담당)으

로 전환되었고, 정보통신과 병 2명은 삭감 및 전산9급(사이버관제담당)

이 신편되었다. 한시조직인 이전사업팀과 교수부 학사관리과 교육진행

담당(서울캠퍼스) 2명은 ’22.12.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감찰실 교육평

가담당(행정6급)은 교육평가/조사담당으로 직책명칭 변경되었고, 기획

조정실 기획총괄과 무인감시시스템 모니터병은 4명에서 10명으로 근무

지원대 경계병은 19명에서 13명으로 상호 조정되었다. 교수부 교육기

획처 교육예산/행정담당(행정8급)은 교육협력담당으로 안전보장대학원

교학과 현장학습/강사섭외담당(행정7급)은 강사섭외/논문지원담당으로

직책명칭 변경되었고, 국방관리대학원 교학과 주간교육운영담당은 행

정7급에서 행정6급으로 직무연수부 교학과 장기교육담당은 행정6급에

서 행정7급으로 직급 상호 조정되었다. 근무지원대 시설반 기계설비담

당(시설8급)은 건축담당(건축8급)으로 직책명칭 및 직렬이 변경되었고,

용역담당(시설7급)은 영선설비담당으로 직책명칭 변경되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에는 학교 자체 내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간 인력 편성의 유기

적 조합과 적재적소의 조직 편성을 부대계획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조직직법법규규담담당당관관 55급급 배배 병병 오오,, ☎☎ 333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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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국국방방대대학학교교 설설치치법법」」및및 같같은은 법법 시시행행령령 개개정정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국방대학교와 3개 기관(합동참모대학, 국방어학원, 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의 통합과 총장직위 민간개방 등을 반영한 「국방대학교 설치

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총장직위 민간개방(현역+군무원+공무원)

2) 국방대 확대개편에 따른 통합기관 반영

3) 직무연수부를 국방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4) 국제평화활동센터를 참모부서에서 교육기관으로 조정

5) 일반인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징수 근거 마련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국방대학교 설치법」개정은 ’20.6월부터 추진하여 법제처 검

토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21.2.26.)하였으나, 총장직위 민간개방

등에 대한 의견 상충으로 계류 중에 있다.

2) 한편,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에서는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서 특정직 교수의 징계 관련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교육공무원법」은 징계위원회를 해당 대학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과 상충되어 「국방대학교 설

치법 시행령」에서 징계조항을 삭제하고 국방대학교 예규로 규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보고(’21.2.1.)하여, 개정 추진하였다.

3)「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 지연에 따라 「국방대학교 설치

법 시행령 개정」도 지연되어 우선 개정이 시급한 ’21년 연도부대계획

에 반영된 직무연수부장 신분을 공군 대령에서 군무원 3급 전환 반영

과 참모조직에서 누락된 대외협력실 반영, 특정직 교수에게 지급되는

교육·연구비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에 개정 건의(’21.12.2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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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징계 조항을 삭제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은 일부 발

령(’21.7.27.)되었고, 직무연수부장 신분 전환 등을 반영한 개정안은 국

방부 교육훈련정책과에서 검토하여 개정 추진 예정이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은 국회 진행경과 확인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도 개정 진행할 계

획이다.

((조조직직법법규규담담당당관관 55급급 배배 병병 오오,, ☎☎ 333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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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학교교 예예규규 제제··개개정정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효율적이고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재정립이 필요한 예규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임무수행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

한 예규를 개정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학교에서 운영 중인 모든 위원회 재정립

2) 예규 개정절차 효율화 검토 및 개선

3) 상위 법령 및 다른 예규와의 상호 관련성 정비

4) 예규 제‧ 개정 사항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충분한 의견 수렴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전반기에 25건을 개정 추진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회 편성, 임무,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재정립하여 위원회 및 회의운영에 관한 예규와 각 기관/부서 개별예규

에 반영하였다.

【 전반기 예규 개정 현황 】

예예규규 개개정정 사사항항별별 분분류류 건건수수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8건

•합리적인 학교 운영 및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 정비 17건

2) 후반기에는 총 17건을 개정 추진하였다. 특히,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근거한 법무장교 편성기관으로 국방부의 승인을 득하여 오탈자

정정, 변경된 직제 반영,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예규 개정 시 규정예고,

심의, 국방부 심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규 제·개정 절차 및 관리

예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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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예규 제·개정 현황 】

예예규규 제제 ‧‧ 개개정정 사사항항별별 분분류류 건건수수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6건

•합리적인 학교 운영 및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 정비 11건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전반기(’21. 5. 28.부 / ’21. 9. 1.부 발령) : 개정 25건

【 전반기 예규 추진결과 】

구구분분 예예 규규 명명

개정

(2건)
①국방대 업무분장 예규, ②군수지원 예규

개정

(23건)

①국방대 업무분장 예규, ②위원회 및 회의운영에 관한 예규,

③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④보안 예규, ⑤대학교 교육운영 예규,

⑥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예규, ⑦안보대학원 교육운영 예규,

⑧관리대학원 교육운영 예규, ⑨직무과정 교육운영 예규,

⑩국제평화활동센터 운영 예규, ⑪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운영 예규,

⑫연구과제처리 예규, ⑬인사관리 예규, ⑭인사근무 예규,

⑮복지업무 운영 예규, ⑯ 국방대 어린이집 운영 예규,

⑰정보통신운영 예규, ⑱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예규,

⑲국방대학교 주거시설 운영 예규, ⑳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예규,

◯21 국외현장학습에 관한 예규, ◯22 도서관 운영 예규, ◯23 감찰활동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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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반기(’22. 1월 발령 예정) : 개정 17건

【 후반기 예규 추진결과 】

구구분분 예예 규규 명명

개정

(17건)

①국방대 업무분장 예규, ②예규 제·개정 절차 및 관리 예규,

③위원회 및 회의운영에 관한 예규, ④대학교 교육운영 예규,

⑤교수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예규, ⑥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예규,

⑦학위과정 입학시험에 관한 예규, ⑧학술용 인터넷 운영 및 관리 예규,

⑨관리대학원 교육운영 예규, ⑩직무과정 교육운영 예규,

⑪인사관리 예규, ⑫인사근무 예규, ⑬공문서 처리 및 위임전결에 관한 예규,

⑭정보통신운영 예규, ⑮ 국방대학교 주거시설 운영 예규,

⑯대학교 홍보 예규, ◯17 도서관 운영 예규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에는 예규의 잦은 개정에 따른 교직원 및 학생들의 혼선 초래

로 예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1회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수시 개

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조직직법법규규담담당당관관 55급급 배배 병병 오오,, ☎☎ 333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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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22년년도도 예예산산편편성성

가가.. 개개 요요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 학교에 부여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적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2.0 소요를 최우선 반영

2) 한국판 뉴딜 소요를 프로그램별로 적극 식별하고, 적정 예산

을 편성(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 정책과 예산이 일치하는 목표 지향적 예산 편성 실시

4) 계속사업 중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중

점 분석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Zero-Base에서 재검토

5) 신규 사업은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자체 점검

6) 연례적으로 부족 편성되어온 예산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22년 예산편성은 총 266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다. 교육 및 연구 관련 사업비를 증액한 결과이

며 예산 승인을 위해 3월부터 국방부 사업국․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을 하였다. 국방부를 주 2∼3회 방문함과 동시에 적정 예산 획득을 위

해 사업국․실 및 예산편성관실 사업설명 결과를 공유하고 심의단계별

사업부서 협업 노력을 강화하였다.

【 ’22년 예산편성 요구 (안 ) 】 (단위 : 백만원)

’’2211년년 예예산산
’’2222년년

예예산산편편성성 요요구구
증증 감감 증증감감율율 (( %% ))

25,671 33,023 7,35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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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업·국 / 실 사업설명 담당 부서 】

정정보보화화
기기획획관관실실

교교육육훈훈련련
정정책책과과

인인적적자자원원
개개발발과과

장장비비
관관리리과과

건건설설
관관리리과과

정보화 분야
(정통과)

교육훈련
분야

(기조실 및
교육부서)

외국군
수탁생
(협력실)

수송 및
장비유지
(군수과)

시설관리
용역/소규모
보수비(군수과)

2) 국방부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전 방문설명을 통한 학교 핵심사

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방부 확정(안) 은 266억 9천 5백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 (121억) 를 제외한 사업비는 148억원으로 기재부에

최종 요구하였다.

【 ’22년 국방부 ( 안 ) 】 (단위 : 백만원)

’’2211년년 예예산산 ’’2222년년 국국방방부부(( 안안 )) 증증 감감 증증감감율율((%%))

25,671 26,899 +1,228 4.8

3) 기획재정부 주 2∼3회 방문을 통해 국방대학교 사업의 당위

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예산획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4) ’22년 예산편성(안) 기획재정부 반영결과는 266억 9천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천 4만 원이 증액되었고, ’21.9∼10월에 ‘22년

예산안 관련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였다.

【 ’22년 예산 ( 안 ) 기획재정부 반영결과 】
(단위 : 백만원)

’’2211년년

예예산산

’’2222년년

국국방방부부 (( 안안 ))

’’2211년년

기기재재부부 반반영영

증증감감액액

국국방방부부 (( 안안 )) 대대비비 ‘‘2211년년 대대비비

25,671 26,899 26,695 -204( -0.8% ) +1,02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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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학사관리시스템고도화 예산과 학교 시설관리 예산을 우선 반

영하였다. ’22년 예산편성 확정안은 266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천 4만원이 증액됐고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 41억 6천 2백만

원이 승인되었다.

2) 주요 증액 사업은 총 13개 사업, 76.4억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범정부적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증액이 필요했

던 국외여비, 관서업무비 등의 소모성 경비의 예산 획득이 제한된 점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22년 예산편성 확정안 】 (단위 : 백만원)

’’2211년년 예예산산 ’’2222년년 예예산산 증증 감감 증증감감율율 (( %% ))

25,671 26,695 1,024 4

【 신규사업 / 증액사업 반영 현황 】

신신 규규 사사 업업 증증액액사사업업

․상용SW구매( 0.97억 ) ․원격교육플랫폼사용수수료( 0.08억 )

․LED등기구교체( 0.64억 )․건물외부유리창청소( 0.11억 )

․건설폐기물처리비( 0.05억 ) ․공무원책임보험료( 0.001억)

․교육생숙소청소용역( 0.31억) ․군어린이집교재교구비( 0.01억)

․냉난방기세관(0.43억 ) ․복사기토너구매( 0.015억 )

․승강기 부속교체( 14.26억 ) ․인사과 초빙강사수당( 0.016억 )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0.01억 )

․학사관리고도화

등 12개사업

(13.1억)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4년 예산편성 시에는 ’23년 편성에서 미반영 되었거나 삭감된 사업

의 예산을 재판단하여 반영을 추진할 것이다. 원활한 교육·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추가 신규/증액 소요를 도출하여 반영할 것이다.

((예예산산편편성성담담당당 55급급 편편 재재 준준,, ☎☎ 333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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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233∼∼’’2277년년도도 중중기기계계획획

가가.. 개개 요요

’23～’27년 중기계획 작성을 통해 신규·계속 사업의 예산배분 소요

를 도출하고 ’23년도 사업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방개혁 2.0 소요 최우선 반영 등 정책 연계

2) 경직성 경비 우선 배분 및 소요재원의 원점(Zero-base) 재검토

3) 재정개혁을 통한 국방예산의 가치 극대화 노력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중기계획 작성방향에 대한 학교 자체 추진계획을 7월에 수립

한 후 실무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부서별로 제출한 내용을 참모부 계선별 (중복성, 타

당성, 필요성 ) 검토를 실시한 후 ’23∼’27년 중기계획 요구안에 반영하

였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1.10.29.) 를 거쳐 ’21.11.5일 국방부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였다.

【 ’22 ～ ’26년 중기계획 요구현황 】 (단위 : 억원)

구구 분분 ’’2222∼∼’’2266 재재원원 ’’2233∼∼’’2277 요요구구 증증감감액액 증증감감률률 (( %% ))

계 1,851 2,696 845 45.6

인 건 비 671 671 - -

사 업 비 750 1,292 845 71.6

「’23～’27 중기계획」은 국방부에서 조정 중이며 신규사업·주요 사

업의 요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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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7년 신규사업현황 】

사사 업업 명명 요요 구구 액액

계 ( 35건 ) 1,165억

① 박사과정 실무해외연수 1.47억

② 온라인 원격교육플랫폼사용료 0.93억

③ 직무교육 교직원 전문역량강화 0.18억

④ 전자도서관 SMS발송 0.6억

⑤ 국제예비전력세미나 개최 11.34억

⑥ 연구소기념품제작 0.1억

⑦ 연구소정책자문회의 0.33억

⑧ 저작물이용보상금 0.07억

⑨ 국방대생태보전지역복원 9.39억

⑩ LED전광판 교체 2.85억

⑪ UPS배터리교체 2.98억

⑫ 건물외부유리창청소 0.69억

⑬ 냉난방기세관 4.7억

⑭ 비점오염저감시설 여과재 교체 0.66억

⑮ 승강기부속교체 1.43억

⑯ 시설/설비관리 31.63억

⑰ 조경관리 8.85억

⑱ 주거시설도장 16.88억

⑲ 지진가속도계측기교체 0.88억

⑳ 청소관리 36.28억

◯21 학교 보급창고 신축 2.09억

◯22 학교시설도장 9.43억

◯23 공무직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0.1억

◯24 교내외주차시설 신축 715.4억

◯25 교육생간부숙소 신축 24.40억

◯26 우수교직원 표창/부상 4.5억

◯27 책임보험료 0.05억

◯28 CBT교육 AV장비교체 39.12억

◯29 CBT교육 LAN 교체 1.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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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업업 명명 요요 구구 액액

◯30 CBT교육 동시통역장비 교체 1.47억

◯31 브리핑시스템 장비유지보수 0.75억

◯32 CBT교육 빔프로젝트 교체 7.23억

◯33 CBT교육 전자교탁 교체 9.76억

◯34 CBT교육 전자칠판 교체 0.88억

◯35 화상회의시스템 장비교체 0.29억

【 주요사업현황 】

사사 업업 명명 ’’2233∼∼’’2277 요요구구액액

계 ( 25건) 259.7억

① 국외위탁교육(미해대원) 9.61억

② 분교강사/교직원 출장 4.5억

③ 학위과정 국외시찰 14.81억

④ 고위과정 국외시찰여비/활동비 22.86억

⑤ 안보과정 국내시찰여비 2.75억

⑥ 안보과정 국외시찰여비/활동비 29.25억

⑦ 안보과정현장학습비(승선료) 3.23억

⑧ 중견리더과정 16.18억

⑨ 직무과정 현장학습 여비 4.18억

⑩ 도서관비품 2.83억

⑪ 전자정보가입비 14.37억

⑫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용역비 5.01억

⑬ 세계안보학대회 7.18억

⑭교수학습지원 제작장비 /물자구입 6.79억

⑮국방대 초빙강사수당 31.88억

⑯ 국외교수 교환강의지원 1.97억

⑰ 외국군학생교육비 13.8억

⑱ 외국군학생 홈커밍초청행사 10.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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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업업 명명 ’’2233∼∼’’2277 요요구구액액

⑲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 1.63억

⑳ 교육비품 8.71억

◯21 독신자 숙소 비품 10.53억

◯22 상용차량 획득 7.08억

◯23 일반비품 5.64억

◯24 교육기재장비 유지보수 17.46억

◯25 브리핑시스템 장비 교체 7.32억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국방개혁 2.0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2～’26년 중기계획에 미

반영된 신규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논리를 보완하는 등 교육여건 안정

화를 위해 기 반영소요 재검토 및 추가 소요를 발굴하였다.

2) 특히 제출한 사업을 참모부 계선별로 사전 (중복성, 타당성, 필

요성 등)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의 중기계획(안) 작성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 및 통·폐합 하였다. 이를 통

해 집행실적과 재정개혁 성과를 반영하는 pay-go 원칙을 정립하였다.

3) 중기계획 수립 시 국방부의 예산편성 추진 방향과 지침 하달

지연으로 인해 사업설명서 검증 및 보완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

으로 남는다.

마마.. 향향후후 추추진진

’24∼’28년중기계획시에는 ’23∼’27 중기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삭감된 사업의 예산을 재판단하여 반영을 추진할 것이다. 원활한 교육·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학교발전의 밑거름이 될 필수 사업 소요를 식별

하여 반영할 것이다.

((예예산산편편성성담담당당 55급급 편편 재재 준준,, ☎☎ 333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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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예예산산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연간 사업계획에 기초한 세출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조기집행

목표달성,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연간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세출예산

재배정 시 규정에 입각한 재배정

2) 과도한 집행계획 변경 및 사업조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에 대

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우선 검토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예산운영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월 (분기) 단위 예산운영평가회의

를 실시하였고 62개의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여 연간 일정표에 의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 상황하 에서도 조기집행 사업의 목

표액 달성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학교의 제반 예산사업의 집행계획

과 집행실적을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

여 불용예상 사업은 조기에 식별하여 재투자 및 반납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였으며, 현안

사업의 예산부족 조치 건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치하였다. 17건의

당겨배정 (5.9억원) 과 25건 (3.6억원)의 위탁 재배정, 81건 (12.6억원) 전

군지원예산 재배정, 자체 예산 조정권한 범위 내에서 117개 사업 (7.3억

원 )을 집행계획 변경 등 사업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율 향상에 기여

하였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기 식별하여 재투자 사업 발굴 및 국방

부에 반납 (야근식대 등 55개 사업 4.8억원)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 등 계약사업 잔액 발생, 공석직

위로 인한 인건비 분야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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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집행실적은 다소 저조(83.3%)하였다.

마마.. 향향후후 추추진진

적절하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변경 및 사업조정을 유도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기에 식별하여 재투자 및 국방부 반납을 통하여 예

산집행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

((예예산산운운영영담담당당 77급급 서서 형형 배배,, ☎☎ 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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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효효율율적적인인 예예산산 집집행행 // 결결산산

가가.. 개개 요요

국방부 및 각군에서 재배정된 예산을 사업 소관 참모부서(대)의 집행

계획에 의거 적기 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각 기관 및 부서의 운영과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예산 조기집행 정책」적극 추진

2) 적기·적법한 자금지원

3)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경기부양을 위한「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국방부

목표 19.9억원 대비 21.2억원 집행하여 106.4%를 초과 달성하였다. 조기

집행 실적 및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1년 전반기 조기집행 실적 단위 : 억원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 목표대비
(%) (%) (%)

40.5 19.9 49.1 21.2 52.4 ▲ 1.3 110066..44

나)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부진사업 관리

다)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라) 월간회의 (3회) 및 예산운영평가회의 (4회) 실시

마) 계약사업 기성대가 및 선금 (최대 70%) 최대 집행

2) 적기·적법한 자금지원을 통해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였다. 회계별 자금지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구 분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집행률(%)

금 액(천원) 4,785,110 4,785,11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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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기금 집행 현황

구 분 편성예산 집 행 액 집행률 여유자금 예치(전년대비)

금액 (천원) 536,531 186,684 34% 244,817(-35,257)

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현황

구 분 전년이월 수 입 액 집 행 액 잔 액

금액(천원) 416,203 3,846,053 3,720,496 541,760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법과 규정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다.

가) ’21년 계약추진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계 사업종결

’21년 계속소요 사업

소 계 수의계약 조달청

건수 161건 157 건 4건 1건 3건

금액 51억 6,049 45억 9,885 5억 6,164 3,390 5억 2,774

나) 추정가격 2,000 만원 이상 사업은 경쟁 및 전자공개 수의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계약업무 수행

다) 사업부서 산출자료를 근거로 물가정보지, 인터넷 및 타

기관 납품사례 가격 등을 확인 후 적정가격 산정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예산운영평가회의 및 월간회의 간 중점관리사업과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독려하여 예산집행률을 향상시켰고, 그 결과 전반기

예산 조기집행사업은 집행률 106.4%로 국방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내

수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시책을 적극 구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

황이 지속되어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국외시찰 외 8개 사업 등 주요 사

업이 취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예산 24.5억원이 발생하였다. ’21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및 주요 추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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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1년 세출예산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 산 액 집 행 액
%

잔 액

이 월 불 용

’21년 161.6 134.7 83.4 2.4 24.5

’20년 139.8 122.4 87.5 0.6 16.8

증감 ▲ 21.8 ▲ 12.3 ▼ 4.1 ▲ 1.8 ▲ 7.7

*사고이월 : 계속비 사업(2년) 교수부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2) 법과 규정에 입각한 계약업무 수행

가) 계약의뢰 접수시 가용예산, 산출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여 착오기재 사항 및 필수기재사항이 누락 된 것은 없는지 꼼꼼

하게 사전 점검하고 계약목적 및 대상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을 결정하였다.

나) 사업부서 산출자료를 근거로 물가정보지, 인터넷 및 타

기관 납품사례 등을 확인하여 적정가격을 산정/계약한 결과 국고예산

약 2.6억원을 절감 (계약잔액/준공잔액 등)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국가 경기부양책인 ’22년 전반기 조기집행 적극 추진

2) 9월 중간결산을 실시하여 사고이월 가능사업 사전 식별, 사업

목표 달성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재사용 또는 조기에 반납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예산운영/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다.

((계계약약관관 상상사사 최최 종종 석석 ☎☎ 33335522))

((급급여여담담당당 77급급 최최 성성 구구 ☎☎ 33335544))

((예예산산담담당당 88급급 이이 다다 인인 ☎☎ 33335555))

((재재무무회회계계담담당당 88급급 정정 선선 희희 ☎☎ 333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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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국가가재재정정의의 체체계계적적·· 종종합합적적 관관리리((재재무무결결산산))

가가.. 개개 요요

국가회계법에 따라, 자산·부채 변동사항과 비용·수익 발생 현황을

재무제표로 작성·분석하여 지휘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자산의

효율적 사용 유도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적시·적법한 자산 등재/관리체계 정착

2) 재무제표의 신뢰 확보 노력 경주 (선급금·미지급금 등 오류 계

정 원인 분석 및 소거)

3)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국방대 건물·토지 변동사항 검증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20년 발생한 회계전표 35,738건을 검증하여 군수·전산체계와

연계하여 발생한 선급금, 미지급금 등의 오류를 식별하고 관련 사업담

당자에게 통보하여 적시에 자산 등재 및 오류사항을 소거하도록 지도

하였다.

2)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 변동에 대해

군수과 및 관련 유관기관 (충청시설단 등)과 협조하여 자산증감 사항을

검증하였다.

3) ’20회계연도 재정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19년말 ’20년말 증감

자 산 계 3,084 3,056 ▼ 28

1. 유동자산 19 23 ▲ 4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 1.2 ▼ 1

2) 단기금융상품 2.5 2.8 ▲ .3

3) 미수채권 1 0.7 ▼ 0.3

4) 기타유동자산 13.3 18.3 ▲ 5

① 소모성군수품 10 18.2 ▲ 8.2

② 선급금 3.3 0.1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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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1199년년말말 ’’2200년년말말 증증감감

자자 산산 계계 3,084 33,,005566 ▼▼ 2288

22.. 일일반반유유형형자자산산 3,058 33,,002266 ▼▼ 3322

1) 토지 367.5 440055..55 ▲▲ 3388

2) 건물 2,534.5 22,,446666..88 ▼▼ 6677..77

3) 구축물 7 66 ▼▼ 11

4) 기계장치 17 8822..11 ▲▲ 55..11

5)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130 6633..99 ▼▼ 6666..11

6)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 1 11 --

7) 전비품 1 00..77 ▼▼ 00..33

33.. 무무형형자자산산 7 77 --

1) 소프트웨어 7 77 --

부부 채채 계계 24 2211 ▼▼ 33

11.. 유유동동부부채채 4 22..88 ▼▼ 22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 22..44 ▲▲ 00..44

2) 기타유동부채 2 00..44 ▼▼ 11..66

22.. 장장기기차차입입부부채채 18 1166..22 ▼▼ 11..88

1) 정부내장기차입금 13 1133 --

2) 금융리스부채 5 33..22 ▼▼ 11..88

33.. 장장기기충충당당부부채채 2 22 --

1) 퇴직급여충당부채 2 22 --

순순 자자 산산 계계 ((자자산산 -- 부부채채)) 3,060 33,,003355 ▼▼ 2255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국방대 논산 이전 관련(혁특회계) 자산 등재 오류 소거(통신자산 23억)

2) 자산 등재 지연으로 ’14년부터 이월되어 온 전산 자산 선급금

잔액 1억 등 선급금 오류계정 잔액 총 3.2억을 제거 하였다.

3) ’20.9월 충청시설단에서 국방대학교 누락재산(토지)을 국방시

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발생한 129.5억원의 자산 증가를 확인 하였다.

4) 대표계정과목 착오 선택 46건을 경정 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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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국가 재정보고서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인 대표계정

과목 오류의 정확한 식별과 실무자 지도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겠다.

2) 군수·전산 실무자들이 자원관리체계에 자산 정보를 적시에 올

바르게 입력하여 등재/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재무무회회계계담담당당 88급급 정정 선선 희희 ☎☎ 333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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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회회계계질질서서 확확립립 및및 금금전전사사고고 예예방방활활동동 강강화화

가가.. 개개 요요

법과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재정업무 지도를 통하여 회계질서를 확립

하였고, 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금전사고 제로화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재정분야 지도방문을 통한 실무지도 (각 기관/예하부대 등)

2) 세출예산/기타자금 회계심사 정례화

3) 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부대운영에 기여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재정분야 지도방문을 통한 실무 노하우 전수, 회계 결함 및

미흡사항에 대한 현장교육를 통해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결산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가) 국방대 어린이집 반기 1회, 인사과, 감찰실 통합근무지도

나) 주택관리공단 월 1회, 수시 교육 (유선/소집)

2) 세출예산 및 기타자금의 회계심사를 참모부 운영비 및 복지/

편의시설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목적외 사용, 착오

집행, 회계적 결함사항 등을 식별하여 지도함으로써 법과 규정에 의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였다.

가) 부대운영비(지휘부/참모부) 점검 확대 실시(총장님 구두 지시)

나) 안보과정 직책별특정업무비 개인별 계좌/카드 발급

다) 복지/편의시설 기타자금 결산서 점검 및 지도 정례화

3) 금전사고 예방활동을 아래와 같이 강화/정례화하여 추진한

결과 ’21년 국방대 금전사고 제로화 달성에 기여하였다.

가) 불필요계좌 식별 및 해지

*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등 불필요계좌 5개 해지, 2,154원 국고불입

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체계 강화 : 제출기관, 유효기간, 발급

용도 명시

다) 육군 자금관리시스템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1) 주간 50만원 이상 고액출금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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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중복 PC사용, 심야시간 카드사용 내역 조회

(3) 결산담당자 본인 계좌이체 내역 조회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회계 증빙서류 심사를 확대/강화하여 시행한 결과 부대 자체

복지 및 편의시설의 회계증빙 누락/보완 소요가 현저히 줄었으며, 결산서

및 관련 서류 유지상태가 양호했다.

가) 회계증빙 생략가능 서류 지도로 행정 간소화

나) 카드매출전표 서명 및 사용내역 누락 건 감소

2) 안보과정 직책별 특정업무비의 경우 증거서류 지연제출로 적시

적인 심사가 제한되었으며, 목별 집행지침 미준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및 휴일 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이 다수 발생하여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동일 지적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되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회계서류 심사/지도, 각 기관 및 예하부대 지도방문, 고액 출금

현황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회계질서 확립 및 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2) 은행과 협조하여 국방대학교 명의 발급된 계좌 및 카드현황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가) 불필요 및 미사용계좌 일괄해지

나) 마일리지 적립현황을 파악하여 조치 (국고불입 등)

3) 재원별 (운영비, 기타자금) 결산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겠으며, ’22년부터 안보과정 직책별특정업무비 증빙서류 검토 및 심사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보대학원 자체 심사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이다.

((지지출출장장교교 대대위위 김김 은은 순순 ☎☎ 33335511))

((출출납납담담당당 66급급 이이 윤윤 정정 ☎☎ 333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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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급급여여지지원원 서서비비스스 확확대대로로 복복지지 체체감감 만만족족도도 향향상상

가가.. 개개 요요

법과 규정에 따라 급여 업무를 처리하되, 급여에 대한 교직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활발한 의사소통과 급여 업무 서비스

확대로 교직원 급여 복지 체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급여 및 수당의 적시적이고 정확한 지급

2) 교직원·학생 편익 증진을 위한 급여업무 서비스

3) 신분에 따른 교직원 소득세 연말정산 추진

4) 급여업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매월 발생하는 교직원(현역, 군무원)의 급여 변동자료를 확인하

고, 추진일정에 맞춰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DIPIS)에 반영시킴으로써,

급여 및 수당을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DIPIS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은 특정직 교수들의 급여지급을 위해 별도의 급여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급여 및 수당을 산출, 적시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전문

교수 및 석좌교수, 공무직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차질없이 급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가) 급여 변동자료 연간 총 582회 입력

(전속/파견여비 469회, 가족부임여비 113회)

나) 희망송금 입력 총 33건, 퇴직연금 재정 승인 연간 총 9회

다)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

(1) 국군재정관리단, 국세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등

* 교직원의 정확한 급여/수당 산출, 연말 소득세 정산 등 연계

2)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교직원들의 문의에 신속한 답변과 급여

관련 불편사항 접수 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 특정직 교수 봉급 및 수당 일시 지급요청에 따른 민원처리

* 봉급과 각종 수당이 각각 분리하여 지급하던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활용하여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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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계좌 관리·유지

* ’21년도 2억원 정기예금 예치

다) ’20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추진

(1) 학생 및 교직원 등 669명의 연말정산 서류 심사를 실시

하여 공제누락 및 착오입력 제로화 (책권 총9권 재정과 문서고 보관 중)

(2) 현역·군무원은 재정단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맞춰 추진

(3) 특정직 교수와 공무직 근로자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

산’을 통해 추진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급여

변동사항 발생 시 적시 처리함으로써 과오급여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신분별 급여 지원연황은 아래와 같다.

가) 군무원 월별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천원)

나) 특정직 교수 월별 지급 현황 (단위:천원)

2) 교직원 및 학생들의 ’20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연말정산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양한 방법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유선 안내 등)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컴퓨터나 모바

일이 익숙지 않아 연말정산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여분야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총총계계 11월월 22월월 33월월 44월월 55월월 66월월

9,309,652

778,384 825,559 1,069,009 735,850 721,827 832,952

77월월 88월월 99월월 1100월월 1111월월 1122월월

698,098 693,386 848,741 696,413 710,920 698,513

총총계계 11월월 22월월 33월월 44월월 55월월 66월월

2,312,958

245,001 258,950 173,058 173,284 173,498 173,823

77월월 88월월 99월월 1100월월 1111월월 1122월월

157,775 170,308 240,781 169,655 169,695 207,130



2021년도 국방대학교 史  

250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247 -

3)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적립, 대여상환액 납부 등 군인공제회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정직 교수들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조 하 지원하여 급여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정확한 법령과 절차에 따라 급여 업무를 처리하고, 교직원과

학생 중심의 편익과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 더불어 급여 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인과 관련업무 담당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2) 교직원 신분에 따른 소득세 연말정산을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직원에게 제공하겠다. 또한, ’22년에 처음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겠다.

3) 급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직원의 급여 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급급여여담담당당 77급급 최최 성성 구구,, ☎☎ 333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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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대대 국국회회 업업무무

가가.. 개개 요요

정기국회는 100일간 개최(’21.9.1.∼12.9.)되었으며, 국정감사는 3주간

실시(’21.10.1.∼21.)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주요현안에 대한 국회

요구자료를 적시에 제출 ‧ 답변하기 위해 국회일정과 연계하여 대응태세

를 유지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회 요구 자료는 적시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기한

내 모두 제출

2) 국정감사 준비 및 실시 간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등 준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국회 국방위 소속 신원식 의원 등으로부터 총 108건의 국회 요구자

료를 접수 받아 각 기관‧ 부서장급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답변자료를

제출하였다.

【 국회 요구자료 총괄 현황 】

구구분분 계계 11월월 22월월 33월월 44월월 55월월 66월월 77월월 88월월 99월월 1100월월 1111월월 1122월월

건수 108 1 4 8 5 8 4 13 10 33 18 1 3

【 국회 요구자료 세부 내용 】

주주 제제 요요구구//질질의의 내내용용 의의원원명명 일일자자

교수 수당및

업적평가

∙교수대상 수당 종류 및 최근 3년간 지급현황 신원식 4.21.

∙최근 4년간 교수별 SCI급 논문실적 현황 신원식 4.21.

∙교수별 전문학술지 및 학술서적 출판현황 신원식 5. 6.

∙특정직교수 성과급 지급현황 신원식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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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제제 요요구구//질질의의 내내용용 의의원원명명 일일자자

교수 수당

및

업적평가

∙특정직교수 교육연구보조비 평가결과표 제출 신원식 5.12.

∙최근 5년간 군교수(군인, 군무원, 특정직)
등재지, 등재후보지, SSCI급 학술지 논문실적

기동민 9.27.

학교 교육

∙국방대 교육과정 전체 커리큘럼
설훈
조명희

9. 1.
9.15.

∙안보과정 입교 인원, 기관, 경쟁률 안규백 8.27.

교수 정원 및
인사관련

∙연도별 특정직교수 현황 및 기준 현원 민홍철 9.14.

∙최근 5년간 연도별 교수 정원 현황 조명희 9.27.

∙국방대 교수 겸직허가 신고현황 및
관련규정

김용판
조명희

9.11.
9.16.

∙최근 10년간 국방대 군교수 재임용 심사탈락 현황 기동민 9.27.

∙최근 5년간 군교수 징계현황, 징계사유 및
후속조치

기동민 9.27.

∙국방대학교의 군인인 군교수의 민간인 전환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기동민 9.27.

교수 성비위
관련

∙국방대학교 교수 3명 성비위 관련 현황
윤주경
조명희

7.23.
9.10.

∙육군중령 3명이 수행한 주요 업무내용 김미애 6.24.

∙육군중령 3명이 국방대 재직전에 다른
곳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조명희 9.16.

외부
연구용역

∙최근 5년간 군교수(군인, 군무원, 특정직)
외부용역 수주실적

기동민 9.27.

기타

∙’20년∼’21년 국방대 총장 임면내역 김민기 9.23.

∙해외파병 전 청렴교육 포함 여부 설훈 9.1.

∙특정직교수 교육연구보조비 관련 신원식 9.29.

∙안보과정 교육인원 현황 등 윤호중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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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9월부터 대응팀을 편성 운영하여 준비

하였으며 국방대학교 감사는 국방부 대회의실(’21.10.5.)에서, 종합감사

는 국회 국방위 회의실(’21.10.21)에서 실시되었다.

【 국정감사 수감 주요 준비사항 】

◦ 업무보고 작성(일반현황, 기관별 주요업무 추진 등) 및 배포( 150부, 국회‧ 국방부)

◦ 주요 예상쟁점 및 답변자료 작성(교수 업적평가 및 수당 등 10개 의제)

* ’21년 국회요구자료 분석, 국방부 주요현안 중 국방대 관련사항 등

◦ 총장 선서문 등 작성 사전 제출

◦ 자체 대응팀 편성, 실시간 대기태세 유지(기조실장 통제 하 기관‧ 부서별 처‧ 과장급)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21년도 국회 운영일정에 따라 연중 국회에서 요구한 108건의 자료

를 1건의 누락 없이 적시에 제출·답변하였다.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학

교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예상쟁점 및 참고자료를 사전 준비하는 등

치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별도의 시정 요구사항은 없었다.

특히 특정직 교수 업적평가 및 수당 관련, 석좌교수 임명과 관련, 국회

신원식 의원실을 방문하여 명확한 대면설명을 통해 추가적인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대비하여 기관/부서별 국정감사 대응팀을

편성하고 사전에 예상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겠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55급급 최최 병병 하하,, ☎☎ 33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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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완완벽벽한한 군군사사보보안안 및및 경경계계태태세세 확확립립

가가.. 개개 요요

연중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보안활동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의 개인

보안수준을 향상시켜 완벽한 군사보안태세를 확립하고, 주둔지 출입통

제체계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CCTV)을 통한 24시간 경계태세 및 대비

테세를 확립하였다.

나나.. 추추진진 중중점점

1) 기관·부서장 중심의 보안교육을 통해 개인 보안의식 고취를

통한 정신 보안활동 강화와 보안 취약요소 현장확인을 통한 보안사고

예방

2)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살아있는 지휘통제실 운

영을 통한 대비태세를 확립

다다.. 추추진진 내내용용

1) 상시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위주 개인별 1:1 맞춤식 자체

보안 지도방문(4회)을 실시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보완하였

으며, 350안보지원부대의 보안컨설팅(2회)을 통해 미흡분야를 식별 및

보완함으로 군사자료 유출방지와 보안사고 예방에 주력하였다.

2) 보안감사 우수 수검을 위해 자체 보안감사 Road-Map과 감사

중점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차원의 보안감사 준비와 전 교

직원의 노력으로 ’21년 보안감사를 우수하게 수검받았으며, 후속조치과

제(14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3)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분임 및 학교 보안담당관에 의한

보안성검토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자료교환체계 2차 승인(1차 : 부서장

/2차 보안담당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승인과 1차 승인으로 인한

무분별한 군사자료 유출을 차단하였다.

4) 주 단위 주기적인 보안순찰(기획총괄과, 근무지원대)을 통해

외곽 울타리 및 취약지역을 확인/점검하였으며, RFID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과 신분별 출입증 발급 (교직원, 교직원 가족, 명예출입자, 고정출

입자 등) 및 회수를 통해 시설·인원 통제대책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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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 경량화를 위해 보유중인 비밀 4건에 대해 예고문을 단

축/파기 하였으며, 열람 필요 시 해당 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

하였다.

6) CCTV 감시병 인원조정(4명→ 10명)과 3중 감시체계 확립

(지휘통제실 -통합방제실 -근지대 상황실)을 통해 학교 경계테세를 확

립하였다.

【 보안감사 후속조치 과제 】

구구 분분 과과 제제 명명

융합

분야

( 6개 )

#1.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간 보안대책 수립 긴요

1-1. 종합정보시스템 화면캡처 미통제

1-2.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강구

1-3. 보안대책검토 미완료

#2. 명예출입증 유효기간 ( 1년 ) 경과자 미회수

#3. 교육생, 전역·전출자 보안점검 일부인원 누락

#4. 교범대출 관련 신분별 통제규정 미유지

#5. 보안확인관 제도 미운영

#6. 기록물 관리실 內 보존기간 만료비밀 미조치

ICT

분야

( 8개 )

#7. 인터넷 PC에 DRM 설치후 사용법 미인지

#8. DRM 관리자 복호화 권한 과다부여

#9. DRM 관리부서 운용통제 및 보안관리 미흡

#10. 교육생 노트북 외부반출 관련 보안대책 미강구

#11. 비밀용역사업 수행 후 최종파일 PC 휴지통에 방치

#12. 비밀보관용 USB 윈도우10 전환간 복호화 미실시

#13. 인터넷 PC 사용간 일반 군사자료 저장

#14. 자료교환체계 자동승인권자 확인점검체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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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코로나19와 학교 보안담당 인원부족(편제인원 2명)으로 인해

학교 전체에 대한 보안활동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 보안지도방문: 4회/보안점검: 3회

2) 상시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기관·부서장에 의한 수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상급부대 및 보

안부서 강조사항을 지속 강조 및 교육하였다.

3) 비밀 및 군사자료 유출과 보안위규자 색출 등 적극적인 보안

활동을 통해 위규자 5명을 식별하였으며,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규정

에 의해 처리하였다.

* 위규자 보안심사위원회: 2회, 보안경고: 5명, 보안표창·상장

: 11명

4) 보안일일결산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은 다소 형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행정업무체계상 비밀과 실제 비밀수량이 미일치하

여 보안감사 전 비밀수량 일치작업을 완료하였다.

5) 지역 책임부대(32사단 99여단 4대대)와 유관기관(논산경찰서)

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상급부대 훈련과 연계한 상황조

치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을 위한 실제 훈련은 미흡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군사보안태세 확립과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반기단위 전 교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규정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학위과정 교

육생을 대상으로 최근 보안사고사례 및 준수사항을 교육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시행할 것이다.

2) 학교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근무지원대와 지속적인 울타리

순찰을 통해 취약지역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경계 시범식교육

및 상급부대 훈련과 연계한 상황조치훈련을 통해 유형별 상황조치 매

뉴얼을 정립하며, 초동조치 임무수행 능력구비를 위해 집중 숙달한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소소령령 이이 지지 훈훈,, ☎☎ 333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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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교교육육훈훈련련체체계계 정정립립

가가.. 개개 요요

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21년 부대훈련지침」을 수립하여

전파하였으며, 교직원의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교

육훈련체계를 정립하였다.

나나.. 추추진진 중중점점

1) 학교 임무와 특성에 부합된 실질적인 교육훈련 정착

2) 5대 우선숙달과목 위주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학교 임무와 특성,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훈련을 통해 기본

임무 수행 지원과 전시 전환절차 숙달을 중점으로 훈련하였으며, 민간

인력, 공무직 근로자 등 인력체계 변화 등을 고려한 교육훈련지침을

전면 수정·보완하였다.

2) 근무지원대 교육훈련은 5대 우선숙달과목(정신전력, 사격, 체

력단련, 화생방, 구급법)을 우선적으로 숙달하였으며, 근무지원대장이

훈련방법, 반복주기를 판단하여 시행하였다.

3) 간부 교육훈련은 평시 해 직책수행을 위한 임무수행능력 배

양과 전시 전환절차 숙달을 위해 신분별 훈련내용을 구체화하였다.

4) 상급 및 지역책임부대(32사단) 훈련과 연계한 작계시행훈련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전시전환절차 숙달을 위해 차량편성 및 이동계획

을 구체화하여 FTX로 실시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장병 기본훈련은 실습위주 특정식 합격제 훈련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진급측정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진급대상자들은 월1회 이상

평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불합격자는 보충교육을 통해 요망수준에 도

달하도록 하였다.

2) 학교 임무 특성에 따라 훈련 참석률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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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로 인해 사격장 사용 협조가 제한되어 개인화기 사격 및 간부

사격 실시율이 저조하였다. 간부사격 참석률은 20년 대비 6% 감소한

82%이며, 합격률은 67%를 기록하였다.

3) 주둔지 방호훈련은 상급부대 주요훈련 및 32사단 작계시행훈

련과 연계하여 4회 실시하였으며, 근무지원대 자체 상황조치훈련을 통

해 초동조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4) 교직원 전시전환절차 훈련은 단계별 조치사항 숙지하고, 차량

편성과 탑승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성과있는 훈련을 진행하였

다. 다만 개인별 전환부대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개인화기 사격훈련은 관리대 및 안보대의 방학기간에 훈련을

편성하고, 사전에 일정을 공지하여 참석률을 향상시키고, 훈련 참석률

과 결과를 기관·부서별 업무성과에 반영한다.

2) 전시 임무수행을 위해 개인별 전환부대와 직책수행을 확인하

고, 계획된 차량확인과 이동절차를 훈련한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소소령령 이이 지지 훈훈,, ☎☎ 333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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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국국방방대대학학교교 발발전전자자문문위위원원회회

가가.. 개개 요요

학교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현직 주요직위자들로 구성

된 자문위원회에서는「국방대학교 발전방향 2040」등에 대한 자문위원

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향후 학교 조직 확대개편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

2) 「국방대학교 발전방향 2040」 개념 등 중·장기 학교 발전방

향 수립을 위해 분야별 현직 전문가의 실질적인 다양한 조언 청취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고위공무원 배성근(대구광역시 부교육감)등 13의 자문위원들의「국방

대학교 발전방향 2040」개념 등에 관한 다양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였다.

【 학교발전 발전자문위원 (총 13명 ) 현황 】

소소속속// 직직위위 성성 명명 소소속속// 직직위위 성성 명명 소소속속// 직직위위 성성 명명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배성근

(’13안보과정)

골드워터

코리다 /

대표

김형수

( ’17안보과정)

한국생산성

본부 /

대학&글로벌

센터장

문중성

교원소청

상임위원

박영숙

(’16안보과정)

국토교통부 /

교통물류실장

김채규

( ’14안보과정)

건국대학교 /

행정학교수
이향수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임 환

(’15안보과정)

논산시 /미래

발전사업단장
임승택

각군인재개발관련차장

(당연직 3명)
대구광역시 /

행정부시장

채홍호

(’15안보과정)

충남대학교 /

문헌정보학

교수

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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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학교발전자문위원들은 「국방대학교 비전 2040」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학교발전의 개념 및 수립과 관련하여 국방대만의 차별화된 비

전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1년에는 현 자문위원의 임기가 도래되어 ’22년부터는 새로운 위원

진으로 재구성을 추진할 것이며, 각 기관·부서와 분야별 자문위원 간

수시자문을 활성화하여 국방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적시적

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것이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66급급 김김 경경 선선,, ☎☎ 333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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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역역대대총총장장 정정책책자자문문회회의의

가가.. 개개 요요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국방대학교의 현안업무 추진방향과 미래 지향

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자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학교 주요 추진업무 및 「국방대학교 발전방향 2040」 자문내용 청취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서면대체)으로 학교의 주요 현안

업무 등을 보고하고 학교의 중‧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

를 하였다.

학교에서는 역대총장 25명을 대상으로 학교 주요 추진업무 및 「국

방대학교 발전방향 2040」 등을 보고하였다.

【 참석대상 자문위원( 24명 ) 현황 】

구구 분분 성성 명명 구구 분분 성성 명명 구구 분분 성성 명명

20대 총장 최 문 규 30대 총장 김 희 상 39대 총장 이 성 호

21대 총장 전 종 배 32대 총장 황 규 식 40대 총장 심 용 식

23대 총장 정 만 길 33대 총장 권 영 기 42대 총장 위 승 호

24대 총장 정 인 균 34대 총장 이 상 태 43대 총장 김 해 석

26대 총장 장 석 린 35대 총장 정 동 한 44대 총장 김 성 진

27대 총장 한 광 덕 36대 총장 방 효 복 45대 총장 이 석 구

28대 총장 이 유 수 37대 총장 박 창 명 46대 총장 김 성 일

29대 총장 이 호 승 38대 총장 임 관 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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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자문위원들은 국가안보 위기상황 대처 매뉴

얼 수립과 안보문제연구소의 현안연구 개념정립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방대 2040 발전방향」 세부적인 수립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방

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치하하였다.

【 정책자문회의 주요 내용 】

구구 분분 주주 요요 내내 용용

1 • 안보과정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연습 프로그램 업데이트

2 • 안보문제연구소 현안연구와 미래안보위협연구 개념정리

3 • 국방대 설치법 개정 재추진 및 총장 민간직위 개방 재검토

4 • 겸임교수 및 연구교수 역할 확대

5 • 북한 통일연구 관련 연구기관 설치 및 전문인력 배양

6 • 안보과정 졸업 외국군 후속 관리방안

7 • 국방대 발전방향 2040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제 수립 치하

8 • 특정직 교수 연구여건 보장을 위해 수당 / 인센티브 확대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역대총장 정책제언을 각 기관·부서에 전파하고 기능별로 검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55급급 최최 병병 하하,, ☎☎ 33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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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학학습습동동아아리리

가가.. 개개 요요

창의적, 적극적 업무수행을 통한 업무성과 극대화를 유도하고 조직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군사 제안제도 운영, 학습 동아리운영

등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국방.군사 제안제도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 학교문화 개선과 발전에 중점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제안제도 시행

전 교수 및 교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학교발전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21년도 국방·군사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

립 시행하였으나 전반기에는 접수 안건이 없었으며 후반기에 16건을

접수하였다.

2) 학습동아리 운영

전 교직원 및 학생의 창의적, 혁신적, 자율적 학습활동을 유도하

여 국방대의 학습 조직화 및 학교발전을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 및 활

동계획서를 수립, 국방군사제안연구회, 국가안보콜로키엄, 전쟁사연구

회, 국방대오케스트라 등 4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다.

【 학습동아리별 활동 현황 】

구구 분분 활활 동동 내내 용용

① 국방군사제안

연구회

‧ 국방군사제안동아리 화상회의 ( 10. 14. )

‧ 국방군사제안 개인별 제출안 최종 점검 /간담회 (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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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활활 동동 내내 용용

① 국방군사제안

연구회

※※ 제제안안 응응모모 현현황황 :: 1144건건 (( 최최우우수수,, 우우수수,, 장장려려 수수상상 ))

제안 내용
제안자
(소속)

비고

AI기술을활용한상륙작전탑재모의포로그램개발
소령(진)김기범

(관리대)

간부숙소 운영관련 훈령 개정 필요 제안
대위 김수민

(관리대)

군 스미싱/피싱체계 대응훈련 자동화체계 구축
대위 김자운

(관리대)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VDI 도입 제안
대위김찬혁

外1 (관리대)
최우
수

美 해병대의 전투 호송 시뮬레이터 도입
대위 윤도경

(관리대)

민간중고차량플렛폼활용한상용기동장비
획득비용절감

소령(진)윤정현

(관리대)

“증강현실(AR)"를 활용한 도시지역작전
훈련 개선

대위 이수익

(관리대)

격오지 무인 배송시스템 및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

대위 지무현

(관리대)

부대 內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제안
소령 윤동준

(관리대)

포병대대전술통제기(BTCS) 기상통보문
자동변환 기능 개발

소령 최재언

(관리대)

국방대아파트 커뮤니트
“당신의 근처의 국방대 마켓”

소령 홍천호

(관리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분야 개선방안
소령(진)김선재

外1(관리대)
우수

군종별 공역분리와 근접항공지원의 주체 변경
일반인임철균

(관리대)

전투요원 “전투지속 안전보장 이너웨어
(전장 이너웨어)” 제작

중령(진)이진기

(관리대)
장려

② 국가안보콜로

키엄 연구회

‧ 동아리 주최 ‘해양안보의 현안과제’ 세미나 ( 3.26. )

‧ 동아리 주최 ‘국방정책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 ( 6. 23. )

‧ 동아리 주최 ‘북콘서트’ ( 10. 1.)

‧ 동아리 주최 ‘군사전략 연구과제’ 결과 발표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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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활활 동동 내내 용용

③ 전쟁사

연구회

‧ 동아리 주최 ‘9.11테러 및 아프간 전쟁 연구’ 분임 활동 (9.13. )

‧ 동아리 주최 ‘두계지구 전투 연구’ 분임 활동 ( 9.28. )

‧ 동아리 주최 ‘논산(구 강경)경찰서 전투 연구’ 분임 활동 ( 9.29 )

‧ 동아리 주최 ‘병촌성결교회 학살사건 연구’ 분임활동 ( 10.6. )

④ 국방대

오케스트라

연구회

‧ 동아리 사업계획 발표 및 간담회 (4. 20. )

‧ 무주 적상산일대 현장답사 ( 6. 23. )

‧ 대전 청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참관 ( 11. 30. )

‧ 대전예술의 전당 연주회 참관 ( 12. 16. )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국방군사제안 접수안건 16건 중 제안 최우수상은 관리대 대

위 김찬혁 외1 제안한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VDI 도입 제안’가 선정

되었고, 우수상엔 관리대 소령(진) 김선재 외1 제안한 ‘메타버스를 활

용한 교육/훈련분야 개선방안’이 장려상엔 관리대 중령(진) 이진기 제

안한 ‘전투요원 ‘전투지속 안전보장 이너웨어(전장 이너웨어)’ 제작‘과

행정부 8급 박진선 제안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부합된<사무용 복합

기> 사용을 위한 개선‘이 공동 선정되었다.

2) 학습동아리는 국가안보콜로키엄(회의 4회) 세미나 및 연구과제

결과발표를, 전쟁사연구회는(분임토의 2회) 견학 2회를 실시하였고, 오케

스트라동호회(간담회 및 현장답사 2회) 연주회 2회 참관을 실시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국방부 주관 하 실시중인 국방·군사 제안제도와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

보활동을 강화하겠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학교분위기

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66급급 김김 경경 선선,, ☎☎ 333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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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학학교교발발전전 워워크크숍숍

가가.. 개개 요요

국방대 비젼 실현을 위한 전 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직원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부서별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학교 비전 실현 및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교직원 상호

간 의사소통 활성화로 화합·단결 증진 및 함계 하는 조직문화 도모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각 기관·부서 및 전체 교직원 상호간 의사소통 활성화로 화합.단결

을 증진하고 국방대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학교발

전 워크숍을 코로나로 인해 후반기로 순연 실시하였다.

2) 워크숍 장소는 지역과 상생하는 친근한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급적 충청지역을 권장하였다.

3) 후반기에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 워크숍 일정과 계획을 총장보고

후 각 기관/부서에서 편성 예산 범위 내 지원받아 시행하였다.

【 기관·부서별 워크숍 실시 현황 】

비서실

12.8(수)

안보대

12.8(수)

협력실

12.17(금)

행정부

11.23(화)˞25(목)

관리대

11.16(화)

도서관

11.25(목)

국평센터

11.11(목)

교수부

12.8(수)

감찰실

11.22(월)∼23(화)

기조실

11.4(목)˞5(금)

근지대(A/B)

12.14(화)/12.16(목)
11개 부서 실시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기관·부서별 워크숍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게 자체 시행하였다.

2)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1차 워크숍만 실시하였고 지역과 연

계한 교육·연구 관련 개선방향 등 다양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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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방안, 성과창출

을 위한 부서원 단합 및 소통방안 등은 각 기관·부서별 업무 발전의 촉

매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함께 하는 국방대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학교발전 워크숍의 지속 추진을 통해 전 교직원의 화합.단결을 도

모하고 학교발전을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신 캠퍼스

조직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기기획획총총괄괄과과 66급급 김김 경경 선선,, ☎☎ 333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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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체체력력단단련련장장 조조성성

가가.. 개개 요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은 국방대의 논산이전 추진 결정

후 혁신도시특별법에 의거하여 충청남도가 자발적으로 발의한 사업이

다. 충청남도는 국방대학교와 최초로 협의(’09.7.15.)한「국방대 논산이

전 지원계획」과 당시의 국토해양부에 제출(’10.10.13.)하여 최초로 명문

화된 지원계획인「국방대학교 이전지원계획」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을 이전지원 과제로 지속 반영하였다. ’20년에는

사업착수를 위한 충청남도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및 추경예산 편성

을 실시하였고, 충청남도·논산시·국방대학교·(재)국방대발전기금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통한 각 기관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21년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비’ 확보

2) 문화재 조사 완료(시굴 및 표번조사, 정밀발굴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5) 환경/재해영향 평가 착수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21년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비’ 확보

충청남도 보조금은 총 2,217,760천원이 배정이 되었으나 연초

충청남도의 내부사정으로 2회에 걸쳐 보조비를 지급 받았다.

(1차: 1,000,000천원(’21.1.19.) / 2차: 1,217,760천원(’21.2.10.))

2) 문화재 조사 완료

가)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21.1.20.∼7.19.)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는 조사구역 내 수목 제거(’21.4.30.

∼6.28.) 한 후 진행되었다. 조사종료 후 학술자문회의 결과로 구역 내

일부를 정밀발굴 조사(80,289㎡)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21.8.18.∼ 12 19.)

기존 시굴 및 표본업체에서 진행하였고, 진행결과 조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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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없었으며, 조사구역은 과거 공동

묘지자리 형상으로 정말발굴조사간 46기의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발견

된 인골에 대해선 장사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3)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총장님 주관 하 기본계획 설명 및 레이아웃(안) 선정(’21.7.30.)

을 위해 토의하였는데 레이아웃 3개안 중 1안으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안에서도 2가지 보완사항이 있었다. 보완사항은 첫 번째 원그린을 투

그린으로 반영, 두 번째 산책로 개설사항으로 검토결과 투그린은 반영

하였고, 산책로 개설은 검토 중이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도식관리계획 변경 승인(’21.9.15.) 소요기간이 최초 6개월로 예

상하였으나 기간 단축을 위해 논산시의 실무부서인 도시정책과의 행복

도시국장, 과장, 팀장과 협의를 통해 최초 예상한 기간보다 2개월을 단

축하였다. 협의 간 마을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사업설명회를 개최(’21.11.2.)

되었는데, 사업설명회는 사업계획 뿐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의구심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그 이후 19개 부서에 사업에 대한 설명 후 의문점에 대한 부분을

보완 후 도시변경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의 결과는 ’21.1월 한 나올 것

으로 예상된다.

5) 환경/재해영향 평가 착수

환경영향평가 변경(’21.8.17.∼’22.1.22.)과 재해영향평가(’21.11.1.

∼’22.4.4.)를 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의 조속

한 업무진행을 위해 논산시안전총괄과 재난재해팀을 방문하여 사전 컨

설팅을 받아(’21.11.19.) 현재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21년도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추진된 성과는 충청남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재조사를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확정받아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운영기관이 선정되

지 않아 조속히 운영기관이 선정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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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 체력단련장 운영기관 선정

3) 체력단련장 조성 공사착공

2200.. 전전원원마마을을 조조성성

가가.. 개개 요요

전원마을의 조성목적은 논산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교직원의 정주

여건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논산 시민으

로의 동질감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논산시는 ’1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마을만들기 공모를 통

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신규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나, ’20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규모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전원마을 조성 부지확보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논산시 담당 부서 신설(’21.1.1.부)

친절행정국 국방협력과 국방시설지원팀이 신설되어 전원마을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2) 전원마을 조성 부지 확보 / 후보지 선호도 조사

후보지는 논산시로부터 추천(’20.11.17.)받은 10개 장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선호지역 3개 장소를 선정하고 ’21.5월이 되기까지 부지

매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인과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선정하지 못했다.

’21.8월 경 논산시에서 연무읍 부근 적합한 부지에 대한 대상지에

대해 함께 현장확인 후 ’21.10.8.까지 후보지 설명 및 선호도 조사결과

사업추진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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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년 입주희망자 조사

’21.5.27.∼6.3.입주희망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산시와 협의시

활용할 목적으로 설문결과를 실시하였다. 국방대 교직원 322명 중

193명이 참여한 설문결과에서 희망 인원이 75명이였으며, 그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5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논산시에서 협력부서가 지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똑같이 사업 목적

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회의와 진행적 상황에서도 협

업이 미흡하여 성과가 논산시 일방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 만

족할 만한 성과는 가지고 오지 못했다. 차후에도 과거에도 그랬듯 실

무자의 변경을 대비하여 관련근거는 문서로 남겨 결과를 유지하겠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전원마을 기본계획 수립

2) 입주희망자 설명회/입주자 선정

((이이전전사사업업팀팀 소소령령 정정 인인 호호,, ☎☎ 3333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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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

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100-2131-307-003-000-000-430-01 간부휴대전화보안통제체계 3,590 3,583

2400-2432-301-003-000-000-210-01 행정지원(토너 등) 1,048 1048

2400-2432-301-003-000-000-210-01 군사자료파쇄 517 517

7100-7111-254-001-001-201-210-01 정책자문회의 4,650 3,458

7100-7111-254-001-002-201-210-01 학교발전자문위원회 3,750 2,549

7100-7111-254-001-002-201-210-01 혁신업무학습활동 600 300

7100-7111-254-001-001-201-240-01 정책자문회의행사 627 0

7100-7111-254-001-002-201-240-01 학교발전자문위원회행사 1,548 0

2100-2131-307-003-000-000-430-01 간부휴대전화보안통제체계 3,590 3,583

2400-2432-301-003-000-000-210-01 행정지원(토너 등) 1,048 1048

2400-2432-301-003-000-000-210-01 군사자료파쇄 517 517

7100-7111-254-001-001-201-210-01 정책자문회의 4,650 3,458

7100-7111-254-001-002-201-210-01 학교발전자문위원회 3,750 2,549

7100-7111-254-001-002-201-210-01 혁신업무학습활동 600 300

7100-7111-254-001-001-201-240-01 정책자문회의행사 627 0

7100-7111-254-001-002-201-240-01 학교발전자문위원회행사 1,548 0

7100-7111-254-001-002-201-240-02 혁신업무학습활동 2,502 2,502

7100-7111-254-001-002-201-310-03 혁신업무포상금 1,400 1,400

7100-7111-254-003-001-000-210-01 당직실운영 1,800 1,800

7100-7111-254-003-001-000-210-01 출입증제작 2,410 2,410

7100-7111-254-003-001-000-210-01 보안활동 100 100

7100-7111-254-003-001-000-210-05 훈련연습식대 2,000 1,000

7100-7111-254-003-003-000-210-05 야근식대 481 334

7100-7111-254-003-003-001-220-01 보안활동여비 684 180

7100-7111-254-003-003-001-240-01 보안활동비 190 190

7100-7111-254-003-003-001-240-02 회의지원비 550 550

7100-7111-254-003-003-001-240-02 대외기관업무활동 200 168

7100-7131-314-004-000-000-210-01 학교사업관리지원 250 200

7100-7131-314-004-000-000-210-16 학교사업관리지원 1,400 0

7100-7131-314-004-000-000-220-01 학교사업관리지원 2,895 65

7100-7131-315-009-000-000-210-01 학교발전워크숍 71 49

7100-7131-315-009-000-000-210-07 학교발전워크숍 109 0

7100-7131-315-009-000-000-220-01 학교발전워크숍 1,100 586

7100-7131-315-009-000-000-240-01 학교발전워크숍 146 144

작 성 자 : 기 획 행 정 담 당 6 급 김 경 선 (서명) 김경선
부 서 장 : 기 총 과 장 중 령 이 규 철 (서명)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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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대대외외협협력력실실

ⅠⅠ.. 총총 괄괄

’21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교류협력 활

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NATO 국방대총장 회의 대면 참석, ARF 국방

대총장 회의 온라인 참석,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콜롬비아 전쟁대

학·호주 전쟁대학·중국 국방대학교와 화상 토의 및 화상 세미나 개최, 영

국 국방아카데미 지휘참모대학·주한 멕시코·주한 콜롬비아 대사 등 세

계 주요국가들과의 활발한 군사 및 학술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교류에 있어서도 학생·교직원에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활발한 학술과 연구활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계룡시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등 4개 지자체 및 교육·연구기관과의 MOU를 체

결하였다.

올해에는 외국군 수탁생 16명이 문화 차이와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안보·학위과정을 졸업하였다. 특히, 외국군 수탁생과

가족들이 언어와 풍습, 음식, 생활습관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

록증, 의료, 숙소관리 등 생활지원과 더불어 ADEX ’21 등 6건의 현장학

습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친한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홍보 활동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속되고, 언론환경의 변

화에 발맞춰 기존 홍보 방식 이외에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

한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신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학교 보도 기사

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교직원의 기고문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학교

내·외부에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국방대 소식지(KNDU), 홍보 책자,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 소식과 활동상을 외국군 졸업생 및 대내·외에 홍보하여

동문과의 결속력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며, 유튜브를 통해 세미나 등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콘텐츠관리 시스템을 활용, 총 26.5만 점의 사진·영상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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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화하여 학교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미술품 대여·전시, 국립공원 사진 전시회, 서각 전시회, 뮤지컬 공연 등 다

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였고, 더불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증명사

진 촬영·인화 서비스 등 개인 복지혜택에도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ⅡⅡ.. 세세부부 사사업업별별 주주요요활활동동

11.. 외외국국 국국방방대대 및및 기기관관과과의의 화화상상 교교류류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국외출장 및 내방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연구역량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및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기존 협력해왔던 국외 국방대 및 기관과

의 학술교류를 지속 유지하고, 평소 교류가 부족했던 다양한 국외 기

관과 학술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화상 교류를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콜롬비아 전쟁대학,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 호주 전쟁대학, 중

국 국방대와의 화상회의 및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 ’21년 화상회의 및 세미나 】

구구분분 국국가가 // 기기관관 일일 자자 인인원원 참참석석인인원원

1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
4. 15. 10명

우즈벡 부교장 등 5명,

대외협력실장, 교수진 등 5명

2 콜롬비아 전쟁대학 4. 22. 8명
콜롬비아 전쟁대 연구소장 등 4명,

대외협력실장, 교수진 등 4명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275- 272 -

구구분분 국국가가 // 기기관관 일일 자자 인인원원 참참석석인인원원

3 콜롬비아 전쟁대학 5. 20. 8명
콜롬비아 전쟁대 연구소장 등 4명,
대외협력실장, 교수진 등 4명

4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

6. 17. 18명
우즈벡 부교장 등 8명,
대외협력실장, 교수진 등 10명

5 콜롬비아 전쟁대학 7. 16. 50명
콜롬비아 전쟁대 연구소장 등 30명,
대외협력실장, 교수진, 학생 등 20명

6 호주 전쟁대학 9. 8. 75명
호주 전쟁대 교수진, 학생 등 52명,
교수부장, 교수진, 학생 등 23명

7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9. 29. 90명

주한 콜롬비아 대사 등 30명
총장, 교수진, 학생 등 60명

8 중국 국방대학교 9. 30. 49명
중국 국방대 총장, 교수진 등 40명,
총장, 교수부장, 교수진 등 9명

【사진 : 외국 국방대 및 기관과의 화상회의】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 - 국방대학교 간 화상세미나 ( 6. 17. )

콜롬비아 전쟁대학 - 국방대학교 간 화상세미나 (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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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 국방대학교 간 화상세미나 ( 9. 29. )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화상회의를 통해 교수 교환방문, 공동 연구, 공동 세미나, 학생 상호

방문,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방안에 대한 로드맵 토의 등 다양한 전략

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교류를 지속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화상세미나를 통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국제적인 전통적·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출장 및 화상 세미

나 형태를 병행 실시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국외 국방대 및 기관과 상호방문을 통한 대면 학술교류 협력과 화

상 교류를 통한 비대면 학술교류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시간·공간·경제 측면에서 학술교류 협력이 어려운 국외 기관과의

화상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 학술교류 협력 기반을 강

화해 나가겠다.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대대위위 임임 태태 빈빈,, ☎☎ 66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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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외국국 국국방방대대 및및 안안보보기기관관 내내방방

가가.. 개개 요요

군사 및 교육, 연구, 조직문화 교류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방행사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코로나 상황하 온라인 화상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의 다변화 및 활성화

2) 국가별 맞춤형 내방행사를 통한 국방외교 실질적 기여 확대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3개국 3개 기관에서 19명이 방문한 내방 행사가 국방외교활

동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

과과 제제 명명 세세부부 추추진진 내내용용

외국기관 내방

행사

◦ 주한 멕시코 대사

- 일자 : 3. 12.

- 인원 : 대사 브루노 피게로아 피셔 등 6명

- 목적 : 초빙강연 (6. 25 전쟁 당시 멕시코의 역할)

◦ 주한 콜롬비아 대사

- 일자 : 6. 8. / 9. 29.

- 인원 : 대사 후안 까를로스 등 10명

- 목적 : 국제안보학술회의(6. 25 전쟁의 기억과 미래안보협력)

◦ 영국 국방아카데미 지휘참모대학

- 일자 : 11. 24.

- 인원 : 준장 맷 잭슨 등 3명

- 목적 : 총장 예방 및 학교소개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방문기관 목적과 관심 분야에 부합하는 행사 프로그램 마련

으로 효과와 만족도 극대화

2) 상호 안보 상황에 관련된 토의, 강연 등을 통해 군사 학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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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를 형성하여 양 기관의 협력관계 강화

3) 원활한 토의 및 강연을 위해 통역 장비를 활용

4) 기호에 맞는 식사 준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함으로써

방문국에게 감동을 선사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교수 및 학생들의 학술토의 참여 유도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하겠

고 방문측 관심분야 확인 후 행사 진행을 하겠다.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중중사사 김김 원원 일일,, ☎☎ 663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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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외국국군군 수수탁탁교교육육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및 PCR 검사 등 코로나 방역 수준을 보장한 가운데, 한국

어 교육, 역사 및 문화체험을 실시함으로써 知韓·親韓 활동을 보다

강화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출입국, 건강보험, 숙소 업무 등 생활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

원을 통해 안정적인 면학 여건을 조성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지

역탐방 및 지자체 주관행사 참석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2) 한국문화 및 산업현장 체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

제친선교류의 밤 행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으로 대한민국

에 대한 애정을 고취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외국군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총장 주관으로 다양한 외국군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다.

’21.2.10일 학교 대회의실에서 ‘외국군 학생 명절 간담회’를 외국군 학

생, 부서장 등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계백관에서 한복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21.9.6.)하는 시간을 갖고, 본

관에서 ‘외국군 학생 명절 간담회’ 를 외국군 학생 (안보/석사) , 대외협

력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또한 ’21.9.17일 한국효문화진흥

원에서 외국군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효문화 소개 및 한복체

험, 전통공예 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국제친선교류의 밤 행사’도 샤인홀에서 외국군 학생 및 가족, 부서

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21.11.29.)했다.

또한 의료, 숙소관리(비품수리) , 자녀 학교 입학안내 등 생활지원을 하였고,

안보대 국내현장학습 실시에 따른 예산집행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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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장학습 현황 】

구구 분분 내내 용용 일일 자자 주주관관기기관관

1 전통문화체험 9. 17. 한국효문화진흥원

2 서울ADEX 2021 10. 20. 국방부, 방위사업청

3 국립공원 탐방 10. 25. ∼ 27. 국립공원공단

4 M&S 국제학술대회 11. 2. 육군본부

5 바이네르 초청행사 11. 4. 주) 바이네르

6 육군력포럼 11. 18. 육군본부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각종 행사 참석 및 지역

탐방 등이 활성화되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국제친선교류의 밤 행사 뿐만 아니라 명절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고취시켰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업여건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

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親韓인사 육성 및 국방외

교활동을 위해 외국군 홈커밍행사 및 주기적인 무관전문 의뢰 등을 통

해 졸업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외국군 수탁생 현황 】

구구분분 국국가가 // 계계급급 사사진진 성성 명명

안보

과정
( 12명 )

파키스탄 육군준장 파왓 FAWAD HMAD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준장

와릿 ALMUZANI WALEED ALI F

인도네시아 해병대령 토로 SUNGATIJAN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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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국국가가 // 계계급급 사사진진 성성 명명

안보

과정

( 12명)

브라질 육군대령
벤투라 DE OLIVEIRA VENTURA

NEWMAR

미얀마 육군대령 민코코 MIN KO KO

미국 육군대령 석상민 SOK SANG MIN

우간다 육군대령
루쿤도 RUKUNDO JUSTUS

RWABYARIRE

태국 육군대령 나타윗 MENAKANIT NATAVIT

키르기스스탄

육군대령
샤이르벡 BAKIROV SHAIIRBEK

캄보디아 육군대령 썸낭 SUENG SAMNANG

에콰도르 해군중령
게레로 GUERRERO ROMERO

GONZALO NAPOLEON

몽골 육군중령 서드빌렉 BURENBAYAR SODBILEG

학위

과정

(4명)

몽골 육군대위 얀자 YANJINLKHAM TSERENDUG

베트남 육군대위 응웬탕 DUC THANG NGUYEN

미얀마 육군대위 코코 NYEIN KO KO

캄보디아 육군대위 소피아 SOPHEA HOUN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66급급 오오 세세 희희 ,, ☎☎ 66331144))



2021년도 국방대학교 史  

282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279 -

44.. 국국내내··외외 학학술술교교류류

가가.. 개개 요요

국내 대학 및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상호교환강의, 세미나 참석 등 학술교류 협력관계 증진과 함께

발간물 등을 교환했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방대학교의 국제 교류협력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교육 인

프라 구축, 연구역량 발전,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인접지역 기관 및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기

존 재경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 지속 유지

2) 안보분야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위상 강화를 위한 실질

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총 4건의 MOU (자치단체1, 연구소1, 기타2 )를 체결하였다.

계룡시청 (’21.1.26. )과 MOU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국방대 교육생의 편

익증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해 증진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21. 4. 7.), 전쟁기념사업회 (’21.6. 25.)와는

학술, 연구인력 교류, 시설 제공 등 국방관련 기술 분야 연구 등에 대

한 MOU를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효문화진흥원 MOU과는 국방대 교직원 및 가족, 특

히 외국군 수탁장교를 위한 한국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확

대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시너지 창출을 협약 (’21.10.19.)하였다.

【 ’21년 MOU체결현황 】

기기관관명명 체체결결 내내용용 체체결결일일

계룡시청

1. 계룡시-국방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 및 협력 증진

가. 지역주민·국방대 교육생의 교통 및 편익증진

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해 증진 등 공동 관심사업 참여 및 협업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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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국내 유수 기관과의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계룡시청(’21.1.26.),

전쟁기념관(’21.6.25.) 등과 4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효문화진흥원과의 협약 이후 효문화 프로그램, 효문화국제학술대

회 등 외국군 수탁생 및 가족들의 현장학습 여건을 향상시켰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는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기기관관명명 체체결결 내내용용 체체결결일일

계룡시청

2. 양 기관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국제적 브랜드 가치 증진 활동

3. 계룡시 문화�관광 자원 및 국방 안보문화에 대한 협력·교류

4.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1. 26.

한국해양

전략

연구소

(KIMS)

1. 국방대학교 교수(연구원) 및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전문가)의

상호교류

2. 국방대학교 주관 교수(연구원)의 학술·정책 연구 지원

3.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관 연구원(전문가) 초청 특강 지원

4. 양 기관이 주관하는 학술행사(세미나, 토론회 등) 참가 및 지원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항

4. 7.

전쟁기념

사업회

1. 안보, 전쟁, 군사분야 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 및 국제평화유지

활동 자료 제공

2. 연구 및 학술회의 참여, 연구보고서 및 정기 간행물의 제공

3. 연구·전시 시설 및 장비 등의 제공

4. 국방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전시,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

5.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

6. 25.

한국

효문화

진흥원

1. 국내·외 효문화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학술대회 지원

2. 충·효 및 인문학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추진

3. 연구·전시 시설 및 장비 등의 제공

4. 출판물, 학술 및 교육 자료 상호 교환

5. 국방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학생, 기간병에 대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유료 프로그램 할인 제공

6.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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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총장 국외출장 및 국외 국방대 및 기관 내방행사, 그리고 다양한

학술교류 협력과 연계하여 국외 국방대 및 기관과 MOU 체결을 추진

해 나가겠다.

기존 재경지역 대학/기관/지자체의 주요 행사 및 정기 간행물을 파

악하여 학술 교류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행사에 외국

군 수탁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충청지역 지방행정기관과 충남·대전권 MOU 체결 대학의 특성을 고려

해 맞춤형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양대‧ 대전대 군사학과 저

명 교수(국방부 고위직 업무 경험자, 예비역 장성 등) 초청 교육을 추

진해 나가겠다.

또한, 중부권 대학의 우수 특성화 교과를 검토해 학생들의 수업 교

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88급급 김김 현현 정정,, ☎☎ 663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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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NNAATTOO 국국방방대대총총장장회회의의 참참가가

가가.. 개개 요요

제50차 NATO 국방대 총장회의에 참가하여 회원국들과의 공통 관

심사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 교류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

고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NATO 국방대총장회의 연례 참석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국방대와 교

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다른 국가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덴마크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50차 NATO 국방대총장회의(’21.10.11.

∼10.16./6일)에 세계 44개국(92명)의 국방대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

다. 대한민국 국방대 대표로는 김종철 총장, 손한별 교수 2명이 참석

하였다. NATO 국방대총장회의 의제는 ‘미래 전쟁에 부합하는 전투원

양성을 위한 군사전문가 교육’ 1세션은 ‘미래전쟁’을 주제로, 2세션은

‘미래 전투원들의 능력’, 3세션은 ‘전문군사교육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

제로 역내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나토 국방대총장, 덴마크 국방

대총장, 대만 국방대총장, 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브라질·포르투갈·스

페인 등 다양한 참가국 대표와의 환담, 일본 방위연구소장, 미국 전쟁대

학장, 덴마크 차관 및 주덴마크 대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군사외교 발

전을 위한 우리나라 국방대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TO 국방대총장회의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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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21년 제50차 덴마크 NATO 국방대총장회의 참석을 통해 NATO 국

방대총장회의 참가국(44개국 92명) 간 상호이해가 증진되었고, 한국 국

방대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 국방외교 및 군사교육의 세계화에 기여

하였다. 아울러 국방대 교육내용 및 체계, 학교 운영 관련 전반적인 내

용에 대한 상호 토론과 각국 국방대학교의 다양한 노하우 상호 공유

등 NATO 참가국 간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NATO 및 NATO 국방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 및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게 되었다.

1) NATO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 안보 위협으로 러시아, 중동,

북극을 둘러싼 러시아 및 중국의 진출에 대한 위협 인식을 이해하고,

2) NATO 동맹국 내부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 민족주의,

지역주의, 외국인 혐오 등 다양한 위협 양상에 대한 이해하고,

3) 무인자율무기체계 등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문군사교육

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및 리더십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4)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NATO의 역할과 전문군사교육

발전 측면에서의 중급, 고급 리더십 교육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NATO 국방대총장회의 환담사진 】

일일본본 방방위위연연구구소소장장 양양자자회회동동 주주덴덴마마크크대대사사 양양자자회회동동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제50차 NATO 국방대총장회의 결과보고서와 각국 발표자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수집‧ 활용하여 ’22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제51차 NATO

국방대총장회의 시 NATO 국방대 파트너 국가들을 위한 소개시간이

필요하며, 파트너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등) 각자 안보이슈에 대한 브

리핑 시간을 일정에 정식 포함할 수 있도록 제의하여, 대한민국 국방외

교를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55급급 김김 은은 정정,, ☎☎ 663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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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ARRFF 국국방방대대총총장장회회의의 참참가가((온온라라인인))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4차 ARF 국방대총장회의

(ASEAN Regional Forum : ARF)에 참가하여 회원국들과의 공통 관

심사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 교류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

고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ARF 국방대총장회의 연례 참석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국방대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다른 국가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파키스탄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4차 ARF 국방대총장회의(’21.10.4.∼

10.7./4일)에 세계 24개국(80여명)의 국방대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대 대표로는 이춘주 국방관리대원장이

대리 참석하였다. ARF 국방대총장회의 의제는 ‘평화를 위한 탐색 속에

-인식을 뛰어넘어 바라보기’이며, 1세션은 ‘평화기술 : 변화하는 국제적

갈등과 위협 인식’을 주제로, 2세션은 ‘군 리더십과 평화 구축’, 3세션은

‘평화를 위한 협업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역내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우리측 발표는 ‘기술적 혁신과 군사 훈련을 연결시키는 국

방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춘주 교수가 진행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일본, 파키스탄,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베트남 국방대학교 총장들의 발표 후

상호토론을 실시하였다.

【 ARF 국방대총장회의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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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21년 제24차 파키스탄 ARF국방대총장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태

평양지역 위기예방에 대한 다자간 안보 교류협력 강화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

ARF 국방대총장회의 참가국(24개국 80여명)간 상호이해가 증진되었고,

한국 국방대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 국방외교 및 군사교육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방대 교육내용 및 체계, 학교 운영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호 토론과 각국 국방대학교의 다양한 노하우 상호 공유 등

ARF 회원국 간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ARF 국가들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

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

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제24차 ARF 국방대총장회의 결과보고서와 각국 발표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개최(’22.9.∼10월)되는 제25차

ARF 국방대총장회의가 대한민국 국방외교를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55급급 김김 은은 정정,, ☎☎ 663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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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전전략략적적 홍홍보보활활동동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학술·연구 중심의 국방대학교 특성이

부각된 교육·세미나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 외에도 미담 사례 발굴,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를 함과 동시에 교수·교직원·학생의 언론출연과 기고

를 지원하고 홍보하여 학교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환경 조성 등 전통적인 언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이용한 홍보와 국내·외 주요 안보 현안 및 정부 시책에 대

한 교수 및 연구원들의 언론 기고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언

론매체와의 유대활동, 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홍보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과정별 입·졸업식, 안보세미나 등 학교 주요행사 65회, 교수의

방송 출연 및 기고 70회, 광고·기타 보도내용 11회 등 총 146건의 학

교 관련 기사가 중앙 및 지방, 인터넷, 군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특히 변화하는 언론 환경을 고려하여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학교 홍보

를 실시하였다.

【 내용별 언론보도 현황 】 (단위 : 보도건수)

구구 분분 계계 학학교교 주주요요행행사사 출출연연 ‧‧ 기기고고··인인터터뷰뷰 광광고고··기기타타

건 수 146 65 7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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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보도내용 】

<안보과정 졸업식> <군무원 중견리더과정 개설>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시민 구조 미담 사례>

2) 국내·외 주요 안보 현안 발생 시 안보전문가로서 학교 교수 및

연구원의 TV 출연과 기고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올해 역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기고문 게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교수 ·교직원 인터뷰, 기고 등 언론 활동 】

<국방대 교수 출연_연합뉴스> <국방대 교수 기고_국방일보>

<국방대 교직원 기고_국방일보> <국방대 학생 기고_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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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로 학교 관련 언론 보도사항을 확인하여 스크랩하고 있으

며, 매일 아침 국방 관련 주요 언론 보도 요약자료를 지휘부와 주요부

서장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전파하였다. 또한,

전국종합일간 주요 매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저작권 문제없이 보도

내용을 교내 교직원과 공유하였다.

4) 교수·교직원에게 보도절차를 주기적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공보상황 발생 시 관계부서와 적극 대응하였고, 업무 유관기관·언론매

체와의 유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21년에는 총 146건의 언론 보도로 ’20년 대비 약 2% 증가하

였다.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홍보 등

대외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 및 교직원, 학생의

언론 출연·기고·인터뷰가 활발하였고, 시민 구조 등 미담 사례를 발굴

하여 홍보함으로써 보도 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이용하여 학교 소식 및 다양한 학술 대회를 직접 홍보함으로

써 학교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2) ’20년부터 사용한 신문 모니터링시스템의 예산이 ’22년에는

삭감이 되어 기존 10개 주요 신문의 저작권 계약이 8건으로 줄게 되었

다. 이는 학교 보도기사를 교직원과 공유하고 신속한 언론 대응에 제

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22년에는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성화하여 홍보

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학교 주요 행사 뿐만아니라 세계 안

보학대회, 세계 안보학대회, 국내·외 안보전문가 세미나와 교수·교직원

의 언론기고문을 공유하는 등 안보 관련 수준 높은 콘텐츠를 외부 전

문가 및 관련 인원에게 공유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을 재생산할 뿐만 아

니라, 학교 위상 제고에도 기여 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현장 취재 활성화와 지역 언론매체와의 유대관계 강화활동을

추진하여 학교 주요 행사 홍보가 보다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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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보도기사에 대한 교직원과의 자유로운 공유와 신속한

언론 대응을 위해 언론모니터링시스템(스크랩마스터)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되도록 ’23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언

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

((홍홍보보과과 77급급 박박 희희 연연,, 77급급 최최 성성 구구,, ☎☎ 66333311,, 663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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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학학교교 홍홍보보물물 제제작작

가가.. 개개 요요

국방대 소식지 (KNDU), 학교 홍보책자, 달력 등 다양한 홍보물 제

작을 통해 학교 소식과 활동상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국방대학교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국방대 소식지는 격월(짝수월)로 발간하며, 홍보책자는 기존책자를

활용하되 보완소요를 도출하여 제작한다. 달력은 벽걸이와 탁상용으로

나누어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학교 동문과 대·내외 기관에 학교 소식

을 상세하게 전달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국방대 소식지 (KNDU )는 1월 52호 발행을 시작으로 12월 57호

발행까지 총 6회 발간하였다. 기존 홀수월로 격월 발행하던 것을 6월

부터 짝수월 발행으로 변경하였다. 1회 발간 시 2,000부를 발행하며, 구

체적으로는 1,700부는 졸업 동문, 국방부 및 각 군, 교류협력기관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학교 소식을 전하고 있고, 300부는 교내에 비치하

여 교직원 및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식지는 주요 안보이슈에 대한 정세전망을 분석하는 ‘안보정세전

망’ 국방대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는 ‘KNDU 뉴스레터’ 졸업생의 근황

과 외국군 수탁생을 소개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을 찾아서’와 ‘외국군을

소개합니다’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국방대 소식지 ( KNDU ) 】

<국방대 52호> <국방대 53호> <국방대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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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55호> <국방대 56호> <국방대 57호>

2) 홍보책자는 ’20.11월 최신화하여 학교 대·내외 행사에 사용하

였으나, 졸업생 현황 및 국내·외 교류협력 등 자료 최신화의 시기 조정

이 필요하여 ’22.3월 중 수정·제작 예정이다.

’22년 학교 달력(벽걸이 1,000부/탁상용 3,000부) 은 주요 행사에 중점

을 두고 제작하였던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논산 캠퍼스의 숨겨

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으며, 디자인 및 지류의 품질을 향상시켜

교직원 및 학생, 대외기관·지역주민, 졸업생과 역대 총장 등에게 배부하

여 학교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하였다.

【 홍보책자와 달력 】

<홍보책자> <달력>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국방대 소식지(KNDU)는 학교 주요 소식을 동문과 대외기관에 전달

하며, 특히 동문의 소식을 다른 동문에게도 전달하여 유대감을 강화시

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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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보책자와 달력을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학교를 대내외에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학교 소식지는 ‘학술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안보현안

에 대한 교수·연구원의 기고문 탑재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사회 각

계각층에 있는 동문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함으로써 유대관계 강화에

힘쓰겠다.

2) 홍보책자와 달력은 민간 기관의 우수 자료를 벤치마킹함과 동

시에 가독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 변경, 도표 활용 등 양질의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홍홍보보과과 77급급 박박 희희 연연,, 77급급 최최 성성 구구,, ☎☎ 66333311,, 663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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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문문화화공공연연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정부미술품 대여·전시, 국립공원 사진 전시

회, 서각 전시회, 뮤지컬 공연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추진으로 교

직원과 학생, 가족들의 문화적 소외 해소, 욕구충족 및 복무의욕 고취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를 활성화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와 학교간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해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섭

외활동 및 유대활동 강화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문화적 소외를 해소 할 수 있는 국방부

문화예술공연지원「’21 장병 문화예술 M.공감」예산(8백만원) 획득으로

뮤지컬 ‘국화꽃 향기’ 공연(’21.11.25./컨벤션센터)을 추진하였다.

【 뮤지컬 ‘국화꽃 향기’ 공연 】

<포스터> <리플릿>

<공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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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공원공단 사진 전시회(2회: ’21.1.25.∼2.5. 2주, 5.11.∼17, 1

주/도서관 1층) 개최로 타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

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전시문화를 추진하였다.

3) 논산시에서 활동중인 연산 서각회와 협업으로 지역민과의 상

생을 실천, 국방대학교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서각전시회(’21.6.21.∼

7.2. 2주/도서관 1층)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

【 국립공원공단 사진 전시회, 연산 서각 전시회 】

<국립공원공단 사진 전시회> <연산 서각 전시회>

4) 국립현대미술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정부미술품 무료 대부사

업을 통해 교내 갤러리(본관 2층, 샤인홀, 도서관 1층 다목적홀 ) 조성에

기여하였다.

* 전시작품 (한국화, 서양화, 사진, 판화, 조각, 공예 등) 총 34점

* 대여 기간 1년 연장(∼’22.3.)/반납 12점/신규 9점 (도서관)

【 정부미술은행 작품 전시현황 】

<샤인홀 1층> <본관 2층> <도서관 1층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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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로비>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들이 문화예술

을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과 국립공원 사진전, 서각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교직원과 가족,

학생, 용사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부미술품 전시와 ‘해군 바다 사진’ 입상작

전시를 통해 학교 본관 및 샤인홀, 도서관, 교육 부서 (3개 기관) 의 환

경을 개선하였으며, 조직의 분위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교직원, 가족, 학생들의 문화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마련하기 위해 ’22년 사업예산편성 시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정부 미술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하여

대여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다양한 미술작품 대여 및

전시도 추진해 나가겠다.

(홍보과 7급 박 희 연, ☎ 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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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사사진진··영영상상 촬촬영영 및및 제제작작,, 역역사사자자료료 생생산산

가가.. 개개 요요

교내 사진·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촬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

하여 국방대학교 홍보자료 및 역사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교직원 및

가족, 학생들의 증명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향상에 기

여했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행사의 성격 및 의도를 파악하여 적시적인 언론보도 활동을 지원하

고 교내다양한 모습을 촬영, 제작하여 홍보자료의 품질 향상과 국방대

위상 제고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제

한 등으로 외부 방문인원이 제한되고, 교내 행사 등이 취소 또는 화상

전환 되는 등 촬영 건수는 평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 사진 분야는

신년 대전 현충원 참배 등 총 193건을 촬영하였고, 영상 분야는 유튜

브 및 관리대 졸업식 등 총 75건을 촬영했다. 성과분석영상 및 창설기

념영상 등 총 71건의 영상 편집 작업을 하였고, 교수부의 이러닝 수업

촬영, 편집 지원을 통하여 학교 수업 정상화에 집중했다.

【 ’21년 사진촬영 현황 】

구구 분분 촬촬 영영 내내 용용 촬촬영영건건수수

1월 군무원 신규임용 신고 등 14

2월 안보과정 화상 입교식 등 12

3월 안보과정 특강 강사 접겹 등 12

4월 RINSA 안보포럼 등 24

5월 학교 풍경 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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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영상촬영 현황 】

2) 영상편집은 언론보도자료제공, 학교주요학교행사 및 이러닝

수업 등 총 71건을 제작했다.

구구 분분 촬촬 영영 내내 용용 촬촬영영건건수수

6월 장교 진급신고 등 22

7월 군무원 임용,승진,전보 신고 등 10

8월 근속 30주년 휘장 수여식 등 9

9월 교수부장 임명 및 교수 승진 신고 등 17

10월 동북아안보정책포럼 등 12

11월 아데나워재단 공동학술세미나 등 30

12월 월간 국방대 취재지원 등 15

계 193

구구 분분 촬촬 영영 내내 용용 촬촬영영건건수수

1월 관리대 학위수여식 등 9

2월 외국군 수탁생 명절간담회 등 4

3월 군무원 중견리더과정 입교식 등 3

4월 RINSA 안보포럼 등 5

5월 통일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등 5

6월 주한 콤롬비아대사 내방 등 2

7월 교내학교 항공촬영 등 3

8월 외국군 코로나 예방 특별교육 격려영상 2

9월 국방대-세종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등 6

10월 동북아안보정책포럼 등 6

11월 아데나워재단 공동학술세미나 등 24

12월 동북아안보정책포럼 등 6

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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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영상편집 및 제작 현황 】

구구 분분 제제작작영영상상 건건 수수

1월 관리대 학위수여식 등 8

2월 외국군 수탁생 명절간담회 등 3

3월 군무원 중견리더과정 입교식 등 2

4월 RINSA 안보포럼 등 5

5월 통일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등 7

6월 주한 콤롬비아대사 내방 등 2

7월 전반기 성과분석영상제작 등 2

8월 창설 66주년 기념영상제작 등 2

9월 국방대-세종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등 6

10월 제13회 행복한 책나눔 축제 등 5

11월 아데나워재단 공동학술세미나 등 11

12월 제48대 국방대총장 취임식 등 2

수시 유튜브 및 이러닝 수업편집 지원 등 16

계 71

3) 사진, 영상 자료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콘텐츠관리시스템

을 활용하였고, 총 26.5만점의 자료를 DB화 했다. ’02∼’21년까지 생산

한 자료가 백업되었고,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납품업체인 ‘디지털 홍일’

에서 월 단위 유지보수를 실시했다.

증명사진 촬영/인화 서비스는 전화 예약을 통해 다양한 포맷의 사진 파

일과 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직원·학생·가족을 대상으로 총 207명을

지원하였고, 인화에 필요한 재료비는 학교 복지기금에서 집행했다.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음악방송은 교직원들의 신청곡을 참고

하여 출근시간(월∼목요일: 활기찬 클래식, 금요일: 군가) 10분, 점심시

간(클래식) 40분, 퇴근시간(팝송, 가요) 5분으로 방송하였으며, 총 12회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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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부 학사지원과의 제작지원 협조에 따라 이러닝 교육 영상 제작

에 참여하여 총 26건의 촬영, 편집 및 기술지원을 했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요 행사들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

행되었다. 홍보과에서는 올 한해 국방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운영 다양

한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며 대중들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특히 코

로나19로 인해 참가 인원수가 제한된 여러 학술 세미나들은 국방대 유

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방송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인화

서비스, 학교 음악방송 제작으로 활기찬 대학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역사자료 생산과 언론보도 대응을 위한 사진·영상 촬영지원을 계속

하며, 콘텐츠의 품질향상을 위한 카메라 및 편집장비 교체 작업을 추

진하고, SNS의 활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신장비 도입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홍홍보보과과 66급급 이이 정정 철철,, 77급급 박박 세세 원원,, ☎☎ 66333322,, 66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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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학학교교 역역사사관관 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군대표단, 초빙강사,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역

사관 견학을 통해 학교의 역사를 알리고 발전상을 홍보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학교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가진 역사자료의 지속적인 추가발굴과

전시된 자료의 수정, 보완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학교 역사에 대한 이

해를 증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행사가 축소되었으며, 내방객 또한 많이

줄어 주한 멕시코대사 일행 및 교육생 등 165명이 학교 역사관을 관

람하였다. 역사관 안내 시에는 대상과 관람 시간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 보유하여 맞춤형 안내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의 발전상

과 역사를 대내·외에 홍보하였다.

또한, 학교 변화에 맞춰 역사관 내 전시자료도 지속적으로 보완하

였다. 기관 주요활동사진, 현 지휘관 프로필 (제47대, 48대), 역대총장

기념동판 (제46대, 47대), 키오스크 탑재 콘텐츠 보완 등 전시물품을

보완 ‧ 최신화하였다. 특히, 내방객들에게 사진 촬영으로 학교를 추억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기념으로 사진 콘테스트를 시도하

여 우수 작품상을 받은 외국군학생과 용사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

하였다.

또한 ‘대통령 부대표창코너’의 오래되어 낡은 수치를 복원하여 액

자 설치로 전시환경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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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관 환경 개선 및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품 】

<포토존 설치 및 교내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품> <대통령부대표창 코너>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역사관 내 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국방대 포토존 설치로 학교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교내 사진 콘테스트로 교직원들이 단합하는 즐거운 시너지 효과가 있

었다. 또한 학교 창설 시부터 수장고에 보관되어있던 기록물을 정리

하여 역사자료를 이관·보존했고 국방대 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그동

안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학교 역사자료를 추가 발굴하고전시자료의 최신화 작업은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역사관 방문인원‧ 기관성격에 맞는 맞춤식 안내요원을 임명

하여 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역사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대대외외협협력력과과 대대위위 임임 태태 빈빈,, ☎☎ 663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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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7100-7131-314-004-210-01

외국인사 초청협력비

1,028 979

7100-7131-314-004-220-01 1,044 0

7100-7131-314-004-240-01 3,173 1,121

7100-7111-254-015-210-01 외국인사 방한선물비 3,150 2,490

7100-7131-314-004-240-01 외국국방대생방한접대비 9,808 941

2400-2432-301-002-210-01 외국군학생교육비 8,360 8,360

2400-2432-301-002-210-07 외국군학생교육비임차료 14,425 12,595

2400-2432-301-002-210-15 외국군숙소청소용역비 5,775 5,445

2400-2432-301-002-220-01 외국군학생교육 여비 10,183 5,673

2400-2432-301-002-240-01 외국군학생교육비 8,227 8,225,000

2400-2432-301-002-310-04 외국군학생교육비 165,500 160,528

2400-2432-301-002-210-07
외국군학생홈커밍
초청행사

3,500 -

2400-2432-301-002-220-02 95,771 -

2400-2432-301-002-240-01 6,893 -

2400-2432-301-003-110-03
한국어전담교육강사

33,783 33,500

2400-2432-301-003-320-09 6,483 6,291

7100-7131-314-004-240-01 학술교류협력비 2,674 1,002

7100-7131-314-004-210-01 학술교류협력비 1,440 1,440

7100-7131-314-004-220-01 학술교류협력비 1,296 30,000

7100-7111-254-0031-210-01 역사관운영유지비 4,250 4,250

7100-7131-314-004-220-02 NATO 국방대총장회의 22,595 8,569

7100-7131-314-004-240-01 NATO 국방대총장회의 2,868 1,545

2400-2432-301-003-220-02 ARF 국방대총장회의 9,374 7,391

2400-2439-303-001-240-01 ARF 국방대총장회의 1,122 1,121

7100-7111-254-0031-240-02 홍보활동관서업무비 3,512 3,512

7100-7111-254-003-210-11 사진재료비 9,000 9,000

2400-2432-301-003-210-15
영상촬영/편집
스튜디오 구축유지비

6,317 6,168

작 성 자 : 국외교류협력담당 5급 김 은 정 김은정

부 서 장 : 대외협력실장 중령 이 수 진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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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행행정정지지원원부부

ⅠⅠ.. 총총 괄괄

행정지원부는 다양한 신분별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적시 인원 충원, 전보를 통한 인사관리체계

정착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반을

편성하고 행동메뉴얼 및 학교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였다.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용체계를 개선하였다. 특히, 일하는 문화 개선 및 초과

근무수당 지급목적에 부합한 제도 시행으로 국방부 재정운영 관리실태

감사 결과 전군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21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

급자는 Zero화를 달성하였다.

군수 분야는 학교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발휘를 위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군수지원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구비하였다.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추진했으며, 사이버보안태세 확립을 통하여 통합보안관

제 환경을 개선하였다. 특히 중앙보안감사 시 단 1건의 문제도 없이

학교 정보보호시스템 보호 및 관리분야에 대해 우수하게 수검받았다.

ⅡⅡ.. 세세부부 사사업업별별 주주요요활활동동

11.. 교교직직원원 인인사사관관리리

가가.. 개개 요요

1) 장교 및 부사관 인사관리는 각 군 본부의 규정 및 지침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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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가운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보직하고 진급 및 평정관리

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만족하는 인사관리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2) 병 인사관리는 연간 균형된 병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육군

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손실병력 100% 보충 및 최초 부여된 보직으로

전역시까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복무부적응자에 대

한 조기 식별을 통해 지휘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상근예비

역은 32사단과 협조하여 인가대비 100% 보직율을 상시 유지하였다.

3) 군무원 인사관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연간채용계획에 의한 우수 인력 선발과 적시 충원, 전보를

통한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였다. 각 기관/부서 간 순환보직체계 확

립 등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정착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장교 및 부사관 인사관리는 공석 직위 및 신규 편제 반영 직

위에 대한 보직, 분기별 계획인사 대상자 선정, 정원외 파견직위 운용,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기록변경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2) 군무원 채용은 ’21년도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시달

된 국방부 업무 지침에 따라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위원 구성 시 외부

민간위원을 1/2 이상 위촉하는 등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향상

3) 군무원 보직은 각 기관 및 부서의 관련 직무 연계성 유지를

위해 필수소요를 판단하고 승진·공석과 인사교류·개편 직위 및 위규 직

위 등 공석직위의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4) 군무원 전보는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대상자 경력 등을 고

려하여 동일직위 3년 이상 장기보직자 및 기관/부서 간 순환보직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후 전보를 단행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장교 및 부사관 인사관리는 분기별 계획인사를 통해 각 군

본부와 협조하여 공석 및 계획인사 대상자의 부대분류 및 공석 충원을

실시하였다. 장교의 경우 전직지원교육 입교에 따라 발생한 공석직위

의 충원에 중점을 기울였으며, 4분기 계획인사는 근무지원대장 및 기

획총괄과장의 내부이동을 고려하고, 국제평화활동센터 및 직무연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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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정책연구장교의 충원에는 각군 본부에서 추천하는

국방·군사전문가로 보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2) 부사관은 편제에 의한 보직관리 추진으로 편제불일치자 6명

에 대해 각 군 재분류 및 보직조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보급담당(육군상사)

· 행정보급담당(육군중사)

· 외국인사방한담당(육군중사)

· 체육/복지시설관리담당(육군상사)

· 정보/작전근무담당(육군중사)

3) 군무원 채용은 ’21년 국방부 군무원 채용지침에 따라 공석 및 예

상손실 직위(정년·명예퇴직)에 대한 연간 군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4) 군무원 승진관련 공석판단 기준은 ’21년말 공석직위를 기준으

로 공개경쟁채용 공석을 판단하였고, 공석직위에 대한 충원방식과 인

사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 직위를 판단하였다. 결원 수는

채용유형별로 기준연도 말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및 파견·휴직·공로

연수 등에 따른 공석 직위 수를 모두 합한 결과로 산정하였다.

5) 군무원 일반 공개경쟁채용과 5급 이상 군무원에 대한 채용은

임용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가 주관하여 경쟁채용을 진행하였고, 임기

제 6급 이하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국방대학교 주관으로 채용 공고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최종 선발, 적기에 임용하였다.

6) ’21년 군무원 정기 전보심의를 위해 공석 직위와 승진 직위, 인

사교류 직위, 조직개편 직위 등을 사전 검토하였고, 장기 보직자, 위규 보

직자, 신규임용자, 기타 희망자 및 전보 요청자 등을 선별하여 전보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군무원 편제 직위(142개) 중 연도부대

계획(2개) , 승진(5개), 고충 (1개), 장기보직 (11개) , 위규보직 (6개) , 기타

개인희망 및 전보 요청 직위 (3개) 등 전보심의 계획에 반영된 28개 직위

에 대한 심의(’22.1.20.) 를 개최하였다. 전보심의 간 집중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대상자의 업무능력과 보직 경력, 부서 구성원과의 화합 및 부서

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보직이동이 과다한 부서는 일부

직위에 대해 부서 내 보직만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최우선

으로 기관/부서별 순환보직 원칙에 충실하여 전보심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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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장교 및 부사관의 보직률은 95%이상 유지하였으며, 공석인

행정지원부 군수장교의 보직은 ’22년 전반기에 교환보직, 전투병과 군

수업무 유경험자 등으로 확대하여 보직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교수특기의 영관장교 진급 결과 ‘소령→중령’ 진급은 총 2명 중 1

명 선발(50%)되었으며, ‘중령→대령’ 진급은 총 6명 중 1명 선발(16%)되었다.

3) 부사관의 진급 결과 ‘상사→원사’ 진급은 총 5명 중 1명 선발(20%)

되었으며, ‘중사→상사’ 진급은 총 4명 중 1명이 근속진급으로 선발(25%)되었다.

4) ’21년 신규임용 군무원은 총 12명 (행정3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산6급 1명, 행정9급 3명, 조리9급 1명, 한시임기제 2명) 으

로 퇴직·공로연수 등 연간 예상손실인원에 대한 사전 판단 및 채용계

획에 따라 업무 공백 없이 적기 충원을 실시하였다.

5) ’21년 정기 전보심의에서는 학교 군무원 편제 직위 (142개) 중

연도부대계획 (2개) , 승진(5개), 고충 (1개), 장기보직 (11개) , 위규보직

(6개) , 기타 개인희망 및 전보 요청 직위 (3개) 등 전보심의에서 결정

된 28개 직위를 대상으로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22.2.4.∼3.4.까지 순차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장교 및 부사관의 공석발생시 각 군 본부와 유기적인 업무협

조를 통해 외부충원을 추진하며, 특히 편제 및 인력운영으로 제한될

경우 교환보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2) 군무원 채용은 채용업무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강화된 국방

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연간 채용계획 일정에 따라 우수한

인력이 적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군무원 전보는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대상자 경력 등을 고

려,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근무기피 직위와 선호직위 및 교육기관 (안보

대, 관리대, 국평센터)과 참모부의 순환보직체계 확립, 편제계급 준수

등 공정한 군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인인사사과과 소소령령 윤윤 영영 철철,, ☎☎ 33551111))

((인인사사과과 원원사사 조조 승승 종종,, ☎☎ 33552211))

((인인사사과과 55급급 손손 석석 근근,, ☎☎ 335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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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코로로나나1199 감감염염병병 확확산산방방지지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해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와 국방부의

부대 관리지침을 적용한 학교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대응체계에 중점을

두었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학교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기관(부서)별 방역대책반을 편성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행동메뉴얼을 수립 및 전파

3) 국방부 부대관리지침을 기본으로 교육방법 및 기타 부대시설

운영계획 마련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국방부 부대관리 지침에 맞춰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방역대책본부가 주관하는 회의(매주 화·금요일 15시)를 통해 기관(부

서)별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개인 및 기관(부서)의 방역을 위해

교직원 및 교육생 개인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기관(부서)로는

손세정제 및 소독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장소 및 공공장소에 비치하도

록 조치하였으며, 학교 인근지역 내 상업시설의 방역을 위해 논산시청,

논산경찰서와 협업을 추진하였다.

2) 교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검사 진행에 소요되는 검사배지,

레벨D 보호의, 수송용기 등 물자 구매를 위해 국방부로 예산을 요청하

고 1,500만원을 재배정받아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

자를 확보하고 방역과 격리시설 지원을 위한 물자 확보를 위해 3차례

에 걸쳐 예산을 재배정 요청하여 872만원을 확보하였다. 예방적 격리

자 발생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체 격리시설(30개소)에 대해서는

격리시설 입소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렌지, 커피포트, 청소기 등을 비

치하였고, 12가지의 품목(생수, 컵라면,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생존키

트를 1회성으로 제공하는 등 격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격리실별로 손소독제와 손살균제, 살균물티슈를 제공함으로써 격리실

내에서도 개인방역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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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였고, 예방적 격리자에 대한 자가

격리지시서를 발부하여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통제하였으며, 격리실

태점검을 감찰실과 협업하여 수시 점검,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안

정적인 예방적 격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학교 환경에 부합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n차 감염

에 의해 5차례 확진사례가 발생하고 가족을 포함하여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의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및 교육

생, 가족을 포함한 전 인원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

하도록 강조 하였고, 주거시설과 종합운동장 등 실외공간에서도 방역수

칙을 준수하도록 통합방송 등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메너리즘 차단을 위해 방역(보건)당

국의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강조 및 교육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

역대책을 수립·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청정한 국방대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인사사과과 66급급 김김 효효 진진,, ☎☎ 335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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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군군 숙숙소소 관관리리

가가.. 개개 요요

국방부「군·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원칙으로 국방대학교의

특성과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군인복지기본

법」,「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

설을 고려한 신분별 군숙소 배정기준을 정립하였고, 퇴거지연관리비

부과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규정에 근거한 주거지원으로 임의적인 업

무처리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국방부 훈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방대학교의 특성

을 고려한 배정기준을 마련

2) 장기보직자인 군무원과 교육공무원(교수) 및 어린이집 교사를

배정하는 등 안정적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 군 숙소 관리체계를 확립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군 숙소 입주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본인을 포함하여 군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을 포함한다)으로서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

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사람,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

으로 정립하였다.

2) 입주조건 충족 시 면적별 입주기준에 따라 희망 동과 호수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군숙소

입주 순위는 긴급대응(조치)조와 초기 대응·위기조치반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재직하는자를 우선입주자로 선정하고 해외파병(근무파견) 대기

중인 자 또는 해외파병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선정하고 「장애인복지법」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배려대상으로 배정하였다.

3) 교육생 배정은 랜덤식으로 동·호수을 배정하였다. 입주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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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생 시 대기자 명부를 게시 및 유지, 공세대 발생 시 기준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시설 퇴거에 관한 퇴거 유예기한 운영에 노력하였다.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퇴거 유예기한 】

퇴퇴 거거 유유 예예 사사 유유 퇴퇴거거 유유예예 기기한한

․ 관리부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관리부대 변경 시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전속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거주 관사(민간주택임대

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단, 간부숙소 이중지원은 불가)

- 다만, 출·퇴근 가능거리는 반경 30㎞ 이내를 원칙(동일 시·군 지역은

거리 무관)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부대에서

숙소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명령일로부터

3년

ㆍ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

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등) 등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명령일기준당해연도중ㆍ고등학교2·3학년(당해연도진급예정자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중·고등학교 3학년 진급

예정자녀가있는경우(이때에는새로운전속또는파견명령을요하지아니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이 명령일 기준에 포함될 시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졸업년도

2월말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군숙소 입주 대상자 공통사항으로 논산·계룡지역에 자가 미

보유자로서 아파트는 현역군인 기혼 장교와 부사관, 간부숙소는 미혼

장교와 부사관, 기혼 단독거주 장교와 부사관이 입주토록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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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수혜를 받는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

사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입주 대상자는 교직원 (군무원, 국방대

교수,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고용인력) , 민간학생 (외국군 학생 포함

교육기간 중 지원: 공가 발생 시)에 대해 군숙소를 지원하였다.

2) 기타 입주 희망자는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의결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군숙소 면적별 입주기준은 아파트와 간부숙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입주 대상자는 우선입주자와 일반

입주자로 구분하고 우선입주자는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장 및 증원

요원하고 군인 중 다자녀(3인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족

부양 가정, 거동이 불편한 부모봉양 가정 등 배려대상자, 군인 순이며,

일반입주자는 우선입주자를 제외한 입주자로 교육직공무원, 군무원(임

기제, 전문경력관 등 포함), 학교에서 계약한 민간인력(전문교수 등),

석·박사과정에 입교한 민간학생, 국방대학교 어린이집 교사, 기타 관사

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자로 하였다.

【 아파트 면적별 입주기준 】

면면적적 (( 평평형형 )) 입입 주주 자자 격격

126㎡ ( 38평형 ) 대령이상(근속 26년이상) 또는 동거가족 6인 이상

106㎡ ( 32평형 ) 원사, 중령∼대령(근속 21∼25년) 또는 동거가족 5인 이상

93㎡ ( 28평형 ) 상사, 대위∼소령(근속 16∼20년) 또는 동거가족 4인 이상

79㎡ ( 24평형 ) 대위 및 중사이하(근속 10∼15년) 또는 동거가족 3인 이하

【 간부숙소 면적별 입주기준 】

면면적적 (( 평평형형 )) 입입 주주 자자 격격

23㎡ ( 7평형 ) 단기과정 교육생(직무연수부 및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생)

43㎡ ( 13평형 ) 현역소령 이하, 합참대 고급과정 및 관리대 학위과정 학생

50㎡ ( 15평형 ) 현역중령 이상, 안보과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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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교육원과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과정

등 단기과정의 생활관(201동) 침구류 지원으로 국방대 교육의 안정적

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4) 국방대학교 주거시설 운영 예규는 상위규정을 반영하고 예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개정하였다. 따라서 간부숙소 퇴거기한을 훈

령과 일치시키고 예규의 적용 대상에 현역 이외 대상을 반영하여 주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5) 코로나19로 인해 귀국 비행기 미편성으로 귀국 일정이 불투

명한 외국군(몽골)에 대한 관리비 지원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종료된

학생에 대한 군숙소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6) 논산시와 연계하여 버들원 주변 모정(정자)를 설치하여 아파

트 주민 및 국방대 교육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야외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공익형 시니어

클럽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7) 소규모 보수를 통해 109동 분리수거장 포화상태 해결을 위해

분리수거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분리수거장 혼잡 방지

및 주거시설 환경을 개선하였다.

8) 여성교육생 증가에 따른 여성전용 숙소 중간출입문을 201～

203동 7개소에 설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독신자숙소 자동문 비상 탈출용 망치 보관함을 설치하여 비

상상황에 대비하였다.

9) 생활관 격리시설 통제를 위한 가림막 설치로 심리적 불안요

소를 제거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군

숙소 관리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교직

원 (군무원, 교수) 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지원을 허

용하고 교육생 및 현역 입주소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겠

으며, 주거지원 관리위원회에 합동군사대학교 실무자를 위원으로 하여

합동대의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201동 생활

관 배정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교육생들의 입소간 불편함을 최소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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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기간 중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그리고 교육생

을 위한 간부숙소 주거시설 기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간부숙소

(202∼203동) 내부청소·소독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간부숙소(202∼

203동) 다수 이용자와 장기간 사용으로 미세먼지와 세균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 살균소독 및

청소용역을 실시하겠다.

논산시와 연계하여 버들원 주변 모정(정자)을 추가 설치하여 아파

트 주민 및 국방대 교육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으

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추가설치가 되도록 논산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으며, 또한, 공익형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 계

속 추진하겠다. 아파트 놀이터의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어린이들과 가족

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생 간부숙소 신축사업을 위해 ’23년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

비 등을 요구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

                                         ((인인사사과과 55급급 이이 종종 선선,, ☎☎ 335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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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어린린이이집집 운운용용

가가.. 개개 요요

국방부「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을 원칙으로 보육업무 수행

과 관련된 국방대학교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

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관련 법규와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방대 어린이집 특

성을 고려한 원아모집 기준 마련

2) 국방대 교직원 및 교육생 자녀의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안정

적 근무여건을 조성하였고, 교육생들의 교육여건 향상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정되고 개방된 보육환경을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님께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어린이집

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 영유아가 행복한 최적의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

유아의 부모가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행사, 봉사활동, 운영위원회(의

사결정자/평가자)로서 참여하여 선정요건인 개방성, 자발성과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활성화함으로 열린 어린이집을 실현하고자 노력

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지속되는 코로나19를 뛰어넘어 보다 나은 보육환경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바

이러스 공기살균기(세스코)를 설치하였고, 현관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

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커튼을 설치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와 취사부 조리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 위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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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해 식판 렌탈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부모참

여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반별 활동과 행사

등을 현관 모니터를 설치함으로 부모님들에게 등·하원시 영상을 통하

여 영유아의 어린이집 활동을 부모님께 제공할 수 있었다.

【 바이러스 공기살균기 및 에어커튼 설치 】

2) 논산시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꼬마농부텃밭 가꾸

기」사업에서 연속 2년째 우수상을 수상 하였고, 논산시 우수 급식시

설로 선정되었으며 적극적인 급식, 안전, 위생,건강에 관한 자체부모모니

터링과 어린이집 운영전반의 평가제 자체점검 보고서를 부모참여로 진

행하여 국방대학교 어린이집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1년 논산시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 논산시 열린어린이집 선정 】

3) 코로나19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줄어드는 시기 원내에서의 활

동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유아반들과 함께한 법무부 청소

년 범죄 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어린이집 헌법만들기 공

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UCC공모전에

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특성상 전출인원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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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루어지면서 원아 이동이 많아 2월에 있는 졸업식을 운영위원회

를 통해 12월에 졸업식을 진행했는데 유아와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

았고 2층 테라스에 우천시 물이 고여 테라스의 화단시설을 철거해 영

유아의 활동시 안전한 환경이 확보되었다.

【 사진: 체험활동 】

4) 모든 운영의 기본인 준법경영을 토대로 투명한 회계관리와

도덕적 윤리 관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논산시 지자체에서 상하

반기 지도점검과 국방대학교에서 반기별 예산운영실태와 점검 및 감사

와 킨더슐레 보육 경영연구소와 협업하여 월 단위 결산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교사의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교사를 매년 선발하여 국방대학

교 총장과 자체 어린이집 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 사진: 회계관리 】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상반기에 진행될 평가제 대비 어린이집 평가제 기준 교구·교재를

재정비하고 시설의 안전 부분을 점검하여 노후로 인한 안전상태를 살

피고, 넓은 강당이나 유희실의 공간이 없고 영유아가 뛰어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협소하여 2층 테라스를 이용한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

로 노후화가 이루어지는 테라스 원목 의자를 철거할 예정이며, 노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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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재질의 의자로 교체하고 테라스 영유아 세면대 교체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소통

을 통해 안정되고 개방된 보육환경을 제공하며 개방성, 자발성과 참여

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활성화함으로 2년 연속으로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 받도록 하겠으며, ’22년 운영위원 선발 및 학부모 의견수렴/설문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운영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

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자 유아반 축구왕 슛돌이 체육교실과

학습능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해력 향상에 필요한 특성화 프

로그램을 확장해 초등연계 기초학습능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

정이다. 또한 논산시 청년 농부학교 친 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 선정

어린이집으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농산물을 체험하고 텃밭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받아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

획이다.

어린이집 교사 복지 향상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성을 고려해

대체인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수요조사, 국방

대학교 학사일정을 참고한 상하반기 교직원 집중 휴가 기간을 각 일주

일씩 편성하여 평소 연차로 인한 반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

록 원활한 교직원의 연차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인사사과과 55급급 이이 종종 선선,, ☎☎ 335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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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기본본복복지지시시설설 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수요자 중심의 기본복지시설(계백관, 샤인홀,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투명한 자금관리·집행을 통하여 교직원/교육생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기본복지시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2조

2호에 따라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샤인홀, 게스트하우스는 코로나19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교직

원 등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2) 계백관은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샤인홀 식당의 밀

접도 완화 조치(테이블 띄우기, 칸막이, 의자 배치, 시간 분리 등)를 유

지하고, 이발소 고객에게 1회용 마스크 제공하고, 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20년에 수립한 방역대책을 보강·준수하였다.

2) 예규개정을 추진하여 자금 지출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

여 소액집행은 시설운영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소요를 간

소화하였고, 또 자금 통합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지출 불균형이

심한 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교직원·교육생 복지향상을 위한 식당 질 개선을 위해 수제

조리 비율을 점검하여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4) 코로나19로 외출·휴가가 제한된 교직원/교육생들을 위해 힐링

캠프장을 운영하여 ’21년에는 500여 팀이 이용하였다.

5) 코로나19 상황 완화시 계백관의 정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

항 점검으로 현 근무자의 민간인력 전환시의 비용문제를 검토하여 인

건비 확보를 위해 계백관의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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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기본복지시설 운영에 적절한 방역대책을 적용하여 교직원 등이 안

심하고 기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라 지연된 민간인력 채용을 계백관 정상

운영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민간인력 대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수영장 운영 방안, 계백관 회원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샤인홀 식당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메뉴회의로 교

직원/교육생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겠다.

((인인사사과과 88급급 문문 화화 성성,, ☎☎ 335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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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복복지지시시설설 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국방대학교 복지시설은 골프연습장과 영외복지관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생하는 영외복지관 조성과 원활한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 복지시설 :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2조

1호에 따라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복지운영위원회 활성화(월 1회)를 통해 교직원/교육생, 가족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골프연습장, 영외복지관) 운영

에 중점

갱 신 입 찰

중식당, 분식점, 음악미술학원 호프, 세탁/군장점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교직원/교육생과 가족들의 의견을 복지운영위원회에 상정·심

의하여, 복지시설운영 개선과 안정적인 복지기금 조성에 노력하였다.

2) 영외복지관 사용수익허가시설 만료에 따라 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식당, 분식점, 음악학원을 재계약하였고, 호프점 및 세탁

/군장점을 유치·계약하였다.

3)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수익

업체와 고통을 분담하였다. (연간 사용료 : 1억여원→ 실 수납 사용료 :

1천4백여원, 86% 감면)

4)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교직원/교육생 및 가족 이용시간

분리 등) 실행으로 수요자 안전보장에 힘썼으며,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

여 영외복지관 화장실 조명 교체, 객실 이불 교체, 객실 콘센트 추가설

치하는 등 복지시설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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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영외복지관 입점업체 사용허가 갱신, 입찰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

였다. 코로나19 에도 업체들이 무사히 영업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

하하여 업체를 이용하는 교직원/교육생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시

설유지보수와 이불 교체, 콘세트 설치 등을 통한 시설 개선으로 교직

원/교육생이 쾌적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끊임없는 의견 청취를 통해 영외복지관 환경개선을 하여 입점업체

들과 이용하는 교직원/교육생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입점업

체 일부가 사용허가를 포기함에 따라 이상없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포기업체 영업 정리를 확실히 하겠다. 또한, 입점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노력하겠다. 골프연습장 시설이 점점 노

후화됨에 따라 예방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대규모 보수를 대비

한 여유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22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숙박시설 근무자가 1명임 따라 인력 공백이 쉽게 발생(병가·육아휴직

등)할 수 있는 취약점 개선을 위해 계백관 관리원이 숙박시설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 삽입 등)

((인인사사과과 88급급 문문 화화 성성,, ☎☎ 335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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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복복지지기기금금 운운용용

가가.. 개개 요요

영외복지관과 골프연습장 운영을 통해 조성된 복지기금을 복지시설

운영, 부대시설 운영지원, 장병격려에 사용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저하 고려하여 복지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교직원/교육생 및 가족들의 의견을 복지운영위원회에 상정·심

의하여 복지시설 운영으로 조성된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1년에 복지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수시 심의를 추가로 2회 개최하였다.

2) ’21년은 코로나19로 정부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해주어 1억여원으로 예상되었던 사용허가 수입이 1천

4백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부대시설 운영에

2천여만원을 계획하였으나 9십여만원만 지출하였고, 장병격려사업은

6천2백여만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2천9백여만원으로 축소하여 지

출하였다.

【 ’21년 복지기금 수입·지출 】 (단위 : 원)

구구 분분 수수 입입 지지 출출

계 133,491,940 156,487,980

복 지 시 설 운 영
(골프연습장, 영외복지관)

129,307,640 127,014,430

부 대 시 설 운 영 지 원 - 869,000

장 병 격 려 사 업 - 28,604,550

기타(이자, 입찰보증금, 보험금) 4,18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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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복지시설운영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병격려사업으로 혹서기 단체 티셔츠를 제공하

여 교직원의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각종 행사(신고, 격려)

및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교직원/교육생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직원/교육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

결산을 통해 집행내용을 점검하여 복지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2년에도 코로나19로 복지기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주기적

인 점검을 통해 지출 최소화에 힘써 장병격려사업 등 교직원 등의 복

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사용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합동 군

사대학교, 국방어학원 등 부대개편(확장)을 대비하여 ’23년 복지기금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인사사과과 88급급 문문 화화 성성,, ☎☎ 335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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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시시설설 유유지지관관리리 // 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학교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발휘를 위한 적정한 시설예산 확보(’22

년 예산 편성 및 ’23～’27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

리‧ 점검, 소규모보수, 공공요금 집행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시설규모에 적정한 예산 편성 및 계획 수립

2) 관련법에 따른 주기적인 시설물 검사 및 유지관리

3)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교육/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추진

4) 안정기에 접어든 시설(장비)의 노후도를 고려한 중･ 장기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22년 시설예산(40억원) 편성 및 ’23∼’27년 국방중기계획 수

립 시 학교 시설(53개동, 140천m2) 및 부지(697천m2) 면적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시설 기능발휘와 운영 및 향후 발생가능한 보수

소요를 사전 예측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였

다. 또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국방부)에 따라 시설물 수선주기별 예

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용과 기능발휘를 위한 각종 시설물검사

(도시가스, 승강기 등 11건 2.0억원)와 환경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폐

수처리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3건 0.3억원)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안정화에 노력하였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소규모보수공

사 107건, 3.6억원을 집행하였다.

4) 이전 후 시설의 노후도를 고려한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저하 방지와 성능향상을 위한 연간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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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설점검 및 보수 현황 】

기계설비 점검 비상전력설비 점검 제어설비 점검 전기안전검사

변압기 점검 소화가스 밸브 정비 도시가스 점검 태양광설비 점검

승강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소방펌프 정비 동파방지기 점검

토양오염도검사 본관 바닥재 보수 강당 벽체누수 보수 오수관로 보수

【 중 ･ 장기 유지관리 계획 검토】

학교 시설물 중･ 장기 유지관리 계획(보고) / ’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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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22년 시설예산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약 12.7% 증액

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3∼’27년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국방부 훈령에

따른 군 시설물 수선주기를 검토하여 ’22∼’26년 중기계획 요구대비 신규사

업 13건/53.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불용예산 최소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 수립으로 ’21년 시설예

산 35.3억 중 32.4억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성능개선을 위한 각종 검사와 점

검 및 소모품 교체, 107건의 소규모보수 및 자체 직영공사를 적기에 실시하

여 단 한 건의 안전·재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1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와 국방지리정보시스템(국방 GIS)을 적극 활

용하였고,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으로 연간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기틀

을 마련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보유 시설물의 수선주기를 고려하여 ’23년 예산편성 시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며, 기계설비법 개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소요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정상적인 시설물 기능 발

휘에 만전을 기하겠다.

                                            ((군군수수과과 55급급 석석 태태 규규,, ☎ 335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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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보보급급··수수송송지지원원 등등 군군수수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화된 학교 군수지원체계 유지

를 위해 군수 자산 일치화와 소요 비품(장비) 구매 보급 및 검수 등을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적극적인 수송지원으로 교육환경 여건 보장

2) 군수통합정보체계와 연동되는 군수품 관리 추진

3) 안정적인 교육·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물품구매, 보급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수송지원 분야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장거리 출타 소

요를 최소화 하고, 업무연락 버스(논산∼서울) 또한 운행을 일시 중단

하였다.

2) ’21년에는 노후 상용차량 구매조달을 통하여 친환경 소형승용

차 , 중형승용차, 중형버스 등 총 3대 1.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량보험

은 탑승자 상해보험 및 긴급견인 출동거리(30km→ 50km)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보험개선으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3) 전・출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단독이사 135건, 가족이사 104

건에 대한 이사화물수송임 적기 지급하였으며, 부족예산 0.8억원 확보

로 신청서 접수 건에 대하여 100% 집행 완료하였다.

4) ’20년 학교 비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통합정보체계 대

비 실보유량 부족분에 대하여 1분기에 재물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인사

과 등 11개 부서 재고증가(약 952여 점), 감찰실 등 12개 부서 재고감

소(약 284여 점) 조치하였다.

5) 비품예산 0.9억원을 집행하여 각 기관/부서에 77종 406점을

구매·보급하였으며, 특히 국방정책연구센터, 인턴연구원 연구실에 사무

비품 보급을 통해 연구환경을 개선 및 구축하였다. 또한 격리장병 식

사지원에 따른 조리병 업무경감을 위해 전기오븐 등 10종 34점을 구

매·보급함으로써 병 취사환경을 개선하였고, 장병들의 혹서기 근무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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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위해 쇼케이스 냉장고 2대를 보급함으로써 장병들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6) 이전 후 교내 소유 각종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관·관리와 도

난·망실·훼손 방지를 위해 미술품 전수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7) 실 구매물품에 대한 명확한 검수로 예산목적 외 사용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840건, 36.2억원 검수를 실시하였다.

8) 노후 및 파손 물자(비품)의 수명연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근

지대 냉장고 수리 등 24건, 10,342천원을 집행하였다

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내 집단감염 사전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비접촉 열화상카메라 8대를 도입함으로

써 전자 발열체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격리대상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레인지 등 3종

90점을 격리생활관에 구매·보급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학교 군수품, 미술품의 전수조사 및 비품 실셈 조사를 통해 군수통

합정보체계와 실보유 재산의 일치화함으로써 국방자산의 신뢰성을 확

보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22

년 적정 예산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 시책에 따른 친환경 차량

구매 등 노후 상용차량을 적기 교체하여 교육 및 근무환경 조성과 장

비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이전 후 군수지원 체계를 보다 안정화 시키고 재산관리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월별 군수품 실셈조사로 효율적인 군수품 보존·관리상

태 확인 및 수시 재물조정으로 ’22년 전군 군수품 조사 시 누락(부족)

소요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

보할 계획이며, ’22년에는 노후교체 상용차량(소형버스 1대)을 조기에

구매·보급하여 학교 수송지원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군군수수과과 55급급 석석 태태 규규,, ☎☎ 335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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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재재난난대대응응체체계계 구구비비

가가.. 개개 요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학교 자체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최근 자연재난(집중호우, 태풍, 폭설, 한파) 대비 재난대비계획 보완

2) 재난대응체계 운영 검증을 위한 재난대응 훈련 실시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난발생 유형을 선정 및 재난대응

process 검증으로 재난대응 체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2) 하계 폭염주의보 발령 간 기온 급상승 시 복사열에 의한 피

해 최소화 위해 업무(작업) 일시중단 등 조치를 취하였다.

3) 기온 급상승 시 개인 열피로 예방용을 위해 병사용 제빙기

구매 보급하였으며, 외부 활동인원(시설직, 공무직 등)에게 대피장소를

제공하여 인원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4) 폭염대비 차량 에어컨 및 타이어의 정기점검 및 학교시설 전

기 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수시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

5)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21년 법정 의무 공공기관 소방합

동훈련을 비대면 재난대응 훈련(동영상 등)으로 전환 시행하여 개인행

동요령 숙지 및 재난대책반 운영 점검을 실시하였다.

6) 재난대비계획 구축을 위해 ’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자 중심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일반시설(건물 53개동)

과 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휘관 및 부서장

주관 하 취약시설 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

다. 또한, 비구조 안전분야 점검으로 법령·제도 정비와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개선·보완하였다.

7) 동계 대설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시적인 제설 차량 운용으

로 영내외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직원, 학생, 주거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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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학교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재난대응계획을 확인·점검하

여 재난 상황별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실 행

동훈련은 할 수 없었으나 비대면 재난대응 온라인 교육을 전, 후반기

2회 진행하여 재난발생 시 개인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였다. 또한, 자율

안전점검 정착을 위해 매월 시설물 통합점검 회의로 내실있는 시설관

리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도 계획된 국가안전대진단,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 등 각종 재

난·재해대비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 피

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교직원·학생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22년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

여 국방분야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이행을 위해 안전담당관 지정·

운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민간 위탁사업(용역)에 대

한 안전성 확보 및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본관, 도서관, 어린

이집)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내에서 업무(작업) 간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군군수수과과 55급급 석석 태태 규규,, ☎☎ 335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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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정정보보통통신신시시스스템템 발발전전 및및 안안정정적적 운운용용

가가.. 개개 요요

정보통신기술 기반 하 세계 일류 국방대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

환경 여건 조성과 대학 정보통신망 무중단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

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교육·학술여건 보장을 위한 무선LAN 기반의 학술용 인터넷

망 기반 마련

2) 교수 , 학생 연구 ·학술활동 시 정보통신분야 애로사항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교육의 경쟁력과 자유로운 학술·연구 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무선 LAN 기반의 학술용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교부수와 협업하

여 국방부 재투자 예산 4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 보고(’21.6.1.)

를하였으며, 계약(’21.9.6.)하여 11월까지 기반 환경을 구축하였다. 컨벤

션 대강당에서 총장 주관 완료 보고를 실시(’21.11.24.)하였으며, 안보지

원사 보안측정 실시(’21.12.13)하였다.

2) ’14년도 도입 PC 100대와 ’11년도 도입 모니터 269대 교체 구

매사업을 통해 각 기관 및 부서에 교체하였으며, 임대프린터 사업을

추진하여 ’20년 193대에서 ’21년은 300대로 108대를 추가 보급하였다.

3) 기존 업무용 PC 화면보호기에서 플래시 보안 취약점 사고가

우려되어 대학 특성에 맞는 보안 강조 및 준수사항으로 제작하여 전면

교체하였다.

4) 교수 , 학생 연구·학술 활동시 정보통신 분야 애로사항 의견

수렴을 1월과 4월에 실시하여 노후된 PC·모니터 교체 및 e-mail 사용

에 대한 불편 등 12건이 접수되어 조치하였으며, 연구·학술 여건 개선

을 위해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법 전파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5) 홈페이지 콘텐츠 및 메뉴별 담당자를 3월과 9월에 최신화하여

정보통신운영예규에 반영하였으며 93건의 콘텐츠 최신화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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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프린터/모니터 납품 및 학술용 인터넷망 구축 완료 보고 】

학술용 인터넷망 구축 완료 보고 모니터 교체 임대프린터 납품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교수·학생의 학술교류 및 연구여건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수, 재학생, 교직원이 애로사항을

확인 및 보완 조치함으로써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2) 노후된 PC 100대와 모니터 269대를 교체하였으며, 임대프린터 300

대 보급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정보통신장비 전수조사를 2∼5월까지 추진하여 잉여 장비는 32사단

등 인접부대 및 정보사 등 국직부대에 관리전환을 추진하였고, 장비 실수량을

반영한 연도예산 편성시 12백만원 절감/학교 재산관리 시스템을 재정립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학술용 인터넷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구축과 및 민·관 교육시

스템 구축 우수사례 발굴 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하

여 정보통신 선진화를 위해 추진 예정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

통신 지원 개선 소요를 지속 발굴하며, 정보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

해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및 예방 정비, 초소 통신망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 기반과 무선LAN 교육환경 개선 등 사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수, 재학생,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 연구실별 프린터

추가 등 정보통신 지원을 위한 개선 소요를 지속 발굴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정정보보통통신신과과 55급급 이이 경경 연연,, ☎☎ 3355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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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국국방방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 보보호호 관관리리 및및 운운용용 체체계계 확확립립

가가.. 개개 요요

사이버보안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보안관제 환경을 개선하여 일일

단위 관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주기적인 사이버정보 분석 및

평가, 정보 시스템 대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대학 침해사고 예방

에 기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대학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2) 교직원의 사이버 보안의식 향상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노력

3) 바이러스 박멸과 해킹 재발방지 조치과제 이행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방호과와 협업하여 IPS와 DDoS공

격 방지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통합위협관리체계(UTM)를 10월에 구

축함으로써 국방대학교 사이버 방호체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2) 학술용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제 장비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어 10월에 국방부 정보화기획실로 건

의하여 재투자 예산 9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학술망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 능력을 강화하였다.

3)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 업체 및 안보대 정보통신 보

안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사용자 전산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자

스스로 점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보안생활화 진단 8개 과제 및 개인

PC점검요령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파하였다.

4) 국방정보체계 취약점 분석·평가 실무지침서를 활용한 자체

취약점 점검과 국군통신사령부에서 국방대학교 정보체계 취약점 분석·

평가를 2월에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체계 운영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

해 추진하였다.

5) 매월 대학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평가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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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과 취약분야 보강, 대응요령을 전파하였으며, 국방망, 인터넷,

단독망 PC 등에 대한 바이러스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보안사고 예방 활동 및 사이버관제실 체계 개선 】

화면보호기 보안생활화 진단과제 사이버관제 체계 개선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국방정보체계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정보체계 및 서버, 네

트워크별 취약점 점검하여 총 61건의 후속조치과제를 식별하였고, 연

내에 모두 조치 완료하였다.

2) 대학 사이버방호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을 2월

에 수립하여 전파함으로써 침해사고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3) 대학 사이버 위협에 대한 침해시도, 해킹메일 수신 및 내부

사용자 침해 시도에 대한 분석·평가와 사이버 관제실 환경개선을 실시

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 관제와 사이버 보안태세 확립에 기

여하였으며, 특히 중앙보안감사 시 단 1건의 문제도 없이 학교 정보보

호시스템 보호 및 관리분야에 대해 우수하게 수검받았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전 PC와 저장매체에 대한 바

이러스 정밀검사를 지속 시행하여 잠재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예정이며,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국직 사이버작전센타와 연계하여 24

시간 관제 지원을 하며, 안정적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효율적인 관

제 근무 여건을 위해 개선소요를 지속 발굴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정정보보통통신신과과 55급급 이이 경경 연연,, ☎☎ 3355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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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400-2439-306-003 군무원 채용시험 수당 1,670 1,670

2400-2439-306-003 인사위원회 운영비 270 270

7100-7111-254-022 직책별 특정업무비(군무원) 21,000 20,280

7100-7111-254-003 인사위원회 운영비 2,130 2,130

2200-2242-302-001 어린이집위탁사업비 568,000 568,000

2400-2432-301-003 교육원생 생활관 침구교체수선비 34,680 23,239

2400-2432-301-003 교육원생 생활관 침구교체구매 3,900 3,900

7100-7111-254-003 공무원책임보험료 38 38

2300-2331-301-002 상용차량 93,500 93,328

2300-2332-302-017 일반비품 33,209 33,180

2300-2332-305-004 정수기임차료 14,664 14,592

2300-2336-301-001 이사화물수송임 235,380 235,380

2400-2432-301-003 교육비품 27,735 27,558

2500-2536-301-011 시설물검사 197,981 197,981

2500-2536-301-013 환경시설운영 26,509 26,352

2500-2536-301-014 소규모보수비 363,959 363,959

2100-2131-301-003 학술용 인터넷망 구축 사업 448,119 439,300

2300-2333-309-004 교육장비 유지보수 등 245,773 209,920

2100-2131-301-001 기반체계 구축 538,030 480,202

2100-2131-301-003 정보통신 운영 80,800 69,595

2100-2131-304-002 통신요금 138,556 138,556

2100-2131-307-001 사이버방호체계 개선 93,500 93,328

2100-2131-307-001 정 보 보 호 32,175 27,587

작 성 자 : 인 사 장 교 소 령 윤 영 철 윤 영 철

부 서 장 : 행 정 지 원 부 장 3 급 손 동 희 손 동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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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감감찰찰실실

ⅠⅠ.. 총총 괄괄

‘21년 감찰실은 공정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국

방대학교 교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에 기

여하였다. 또한 안보과정・학위과정・직무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만족도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ⅡⅡ.. 세세부부 사사업업별별 주주요요활활동동

11.. 직직무무감감찰찰활활동동 추추진진

가가.. 개개 요요

국방대학교 교직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체복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사후 처벌보다 사고예방 위주의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을 실시하였

으며,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으로 교직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함과 더

불어 공직 윤리 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국방대학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지원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추진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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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활동 현황 】

순순번번 기기간간 활활 동동 내내 용용 처처분분건건의의

1 ’20.12.22.∼ 1.4.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개선 3건,
통보 3건

2 ’20.12.28.∼ 1.15. 기본복지시설(간부식당, 이발소) 운영실태 감사
개선 7건,
권고 3건

3 1. 19.∼ 2. 1. 명예교수의 위탁연구과제 수행 관련 조사 개선 1건

4 2. 1.∼ 2. 10. 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점검
개선 1건,
통보 3건

5 2. 23.∼ 3. 15. 초과근무수당 환수 부당 관련 조사 통보 1건

6 3. 9. 기본복지시설(간부식당, 이발소) 확인 감사 -

7 5. 1.∼ 5. 12. 홍보물품 구매 점검
개선 2건,
권고 2건

8 5. 1.∼ 6. 4. 교수직위 수행 제한자에 대한 조치방안 검토 통보 1건

9 6. 21.∼ 6. 22. 전반기 국방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

10 7. 26.∼ 8. 8.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개선 5건,
통보 2건

11 8. 11.∼ 8. 20.
3분기 군무원 인사교류 선정 심의에 대한
고충 청구 관련 조사

통보 2건

12 9. 10.∼ 9. 24. 추석 계기 공직기강 확립 점검
개선 3건,
통보 1건

13 9. 27.∼ 10. 8. 군무원 근속승진 및 채용업무 관련 조사
개선 2건,
통보 1건

14 9. 30.∼ 10. 19. 병사 대상 부조리 행위 신고 관련 조사
징계 1건,
주의 1건
통보 1건

15 10. 5.∼ 10. 12. 후반기 예산회계 운영실태 점검 -

16 10. 12.∼ 10. 19. 병사 대상 성희롱 등 신고 관련 조사
수사의뢰

1건

17 11. 1.∼ 11. 12. 서울캠퍼스 교직원 복무실태 점검
수사의뢰

1건
통보 1건

18 11. 17.∼ 12. 3. 체력검정 간 부정행위 의심 제보 관련 조사
개선 1건,
통보 1건

19 12. 13.∼ ’22.1.3. 미승인 겸직 수행 관련 조사
주의 6건,
개선 1건

20 12. 17. 후반기 국방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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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취약시기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과 비위 사실에 대한 엄

정한 감찰조사를 통해 국방대학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사후 처벌보다 사고예방 위주의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교직원의 비위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 조사를 실시하여 지

휘관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다.

((감감찰찰실실 소소령령 유유 승승 열열,, ☎☎ 660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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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회계계감감사사 활활동동

가가.. 개개 요요

’21년 회계감사 활동은 자체 회계감사 활동과 더불어 검수입회, 일

상감사, 정부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운영 관련

감사 활동 등을 통해서 취약점을 사전 식별하여 회계사고 및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선 위주의 감사 활동으로 추진하

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21년 회계감사 활동은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및 예산 비목별 사용

지침 준수 여부 확인, 계약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확인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

다. 또한 사후 지적보다는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

선에 중점을 두었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학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매 분기별 예방

적 회계감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계감찰활동 현황 】

구구 분분 주주 요요 내내 용용

1/4분기

1월

∙기본복지시설(식당·이발소) 운영실태 점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PMO 등 4건

∙물품 검수입회

- 출입증 제작 등 11건

∙ 21-1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2월

∙설 명절기간 공직기강 점검(초과근무 및 매식비)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국내외 도서 및 특수자료 구매계약 등 2건

∙물품 검수입회

- 학적부 인쇄 등 10건

∙ 21-2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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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주주 요요 내내 용용

1/4분기 3월

∙기본복지시설(식당·이발소) 운영실태 확인 점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교육재료비 구매 등 2건

∙물품 검수입회

- 국방대신문 발간비 등 15건

∙정부구매카드 모니터링

- 지침위반 의심사례 14건에 대해 소명자료 확인

∙ 21-3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2/4분기

4월

∙ ’20년 전반기(홍보물품 구매) 예산 운영실태 점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국제안보학술대회 등 2건

∙물품 검수입회

- 국방연구지 발간 등 34건

∙ 21-4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5월

∙전반기 국방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열화상 카메라 구매 등 3건

∙물품 검수입회

- 청소관리 재료비 등 18건

∙ 21-5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6월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상용SW 유지비 등 2건

∙물품 검수입회

- 부대의약품 구매 등 44건

∙정부구매카드 모니터링

- 지침위반 의심사례 14건에 대해 소명자료 확인

3/4분기

7월

∙물품 검수입회

- 독신자 숙소 비품 구매 등 10건

∙ 21-6·7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8월

∙국방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 신규(시설) 공사 시 건물 안전 및 인명사고에 대비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사진재료비 구매 등 21건

∙물품 검수입회

- 보수자재 구매 등 10건

∙ 21-8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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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분분 주주 요요 내내 용용

3/4분 9월

∙추석계기 공직기강 확립 활동(초과근무 및 매식비)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2021년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등 3건

∙물품 검수입회

- 상용차량 구매 등 10건

∙정부구매카드 모니터링

- 지침위반 의심사례 19건에 대해 소명자료 확인

4/4분기

10월

∙ ’20년 후반기 예산 운영실태 점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2021년 2차 세계안보학대회 등 6건

∙물품 검수입회

- 독서문화 진흥행사 등 24건

∙ 21-9·10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11월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6건

∙물품 검수입회

- 안보학술회의 개최 등 28건

∙ 21-11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12월

∙후반기 국방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연말 공직기강 확립 점검(초과근무 및 매식비)

∙ ’20년 주요집행사업 예산 운영실태 점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 2022년 어학강좌 위탁용역 등 2건

∙물품 검수입회

-사이버방호 체계개선 사업 등 52건

∙정부구매카드 모니터링

- 지침위반 50건에 대해 소명자료 확인

∙ 21-12차 복지심의/관사관리위원회 참석

【 일상감사 및 검수입회 실시 현황 】

구구 분분 총총 계계
일일상상

감감사사

검검 수수 입입 회회

소소 계계 물물품품((비비품품)) 소소규규모모보보수수
공공사사 유유지지관관리리용용역역

건 수 309 32 277 219 4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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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자체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활동을 통하여 사업목

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회계 질서

확립 및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검수 입회를 통해 규정과 지침에

맞는 예산 집행을 확인함으로써 학교의 회계투명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22년에는 예방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예산회계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업부서의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감찰찰실실 55급급 김김 신신 영영,, ☎ 66003322))



2021년도 국방대학교 史  

346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343 -

33.. 과과정정별별 교교육육만만족족도도 평평가가

가가.. 개개 요요

과정별 교육주기에 따라 교육만족도 설문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각 대학원장 및 교수부장, 해당 교수에게 각각 제공하여 차기 교육준

비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및 학생 만족도 증진에 기

여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과정별 연간 교육만족도 설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과정별 교육만족도 제고 및 환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과정별 교육만족도 설문 추진계획에 따라 안보과정, 학위과정, 직무

과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안보과정 및 직무과정은 구글 설문조

사 폼을 활용하여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위과정은 종합

정보시스템 상 메뉴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안보과정 교육만족도 설문 결과 】
(단위 : %)

교교 과과 명명 기기 간간

평평균균

만만족족

도도

내내부부 교교수수 외외부부 교교수수

과과목목
만만족족

도도
과과목목

만만족족

도도

공

통

교

과

1교과
(국가안전보장이론)

2.15.∼ 3.12. 93.91 7 94.38 7 93.43

2교과
(국제안보정세분석)

3.15.∼ 4.23. 93.84 13 95.89 14 91.95

3교과
(북한정세/통일정책)

4.26.∼ 5.14. 95.81 4 95.53 8 95.94

4교과
(국내정세 분석)

5.17.∼ 6.18. 91.85 7 91.76 9 91.92

5교과
(국방과 군사분석)

6.21.∼ 7.16. 94.01 6 93.49 6 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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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 과과 명명 기기간간
평평균균

만만족족도도

내내부부 교교수수 외외부부 교교수수

과과목목 만만족족도도 과과목목 만만족족도도

공통

교과

6교과
(국가위기관리)

8.16.∼ 9.3. 94.20 1 91.34 9 94.52

7교과
(국가미래전략)

9.6.∼ 10.8. 95.01 2 94.40 7 95.19

선택교과(1차) 4.30.∼ 5.28. 96.99 7 96.21 8 97.67

선택교과(2차) 6.11.∼ 7.9. 95.21 7 96.22 14 94.71

선택교과(3차) 8.27.∼ 9.24. 94.02 6 97.98 8 91.06

【 학위과정 교육만족도 설문 결과 】 (단위 : 점)

구구 분분
주주 간간 과과 정정 야야 간간 과과 정정

전전반반기기 후후반반기기 전전반반기기 후후반반기기

강의만족도 4.89 4.87 4.69 4.69

【 직무과정 교육만족도 설문 결과 】 (단위 : %)

과과정정명명 교교과과 기기간간 과과목목수수 평평균균 만만족족도도

군무원

중견리더과정

1교과 3. 1.∼5.21. 35 88.27

2교과 5.24.∼8.27. 29 86.04

3교과 8.30.∼11.26. 19 89.81

군무원 5급 승진자 과정 2주 교육으로 설문 미실시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과정별 교육만족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차기 교육준비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학생과 교수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

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설문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감감찰찰실실 66급급 김김 혜혜 림림,, ☎☎ 660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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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민원원 업업무무

가가.. 개개 요요

국민신문고, 국방부 홈페이지, 서신 등을 통해 제기된 47건의 민원

을 접수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배정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처리로 대군 신뢰도를 증진하고 지역 친화

적인 국방대학교의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인 부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위탁 연구과제 관련 민원 등 총 47건의 민원

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하였으며, 2021년 민원처리 현

황은 다음과 같다.

【 ‘21년 민원처리 현황 】

순순번번 접접수수일일자자 민민 원원 내내 용용 처처 리리 결결 과과

1 ’21. 1. 8.
석사학위과정 학위수여증명
서 발급 요구

민원인 주소지로 학위수여증명서 등
기우편으로 발송

2 ’21. 1. 8.
석사학위과정 학위수여증명
서 발급 요구

민원인 주소지로 학위수여증명서 등
기우편으로 발송

3 ’21. 1. 19.
무기체계 정보체계 사업관
리 교육과정 문의

관련교육 시행기관이 방위사업청 방
위사업교육원으로 변경되어 해당기
관 담당자 안내

4 ’21. 1. 20.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위탁
연구과제 관련 질의

위탁 연구과제 책임연구관 선임 간
문제점 없었음을 답변

5 ’21. 1. 26.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위탁
연구과제 관련 추가 질의

위탁 연구과제 책임연구관 선임 간
문제점 없었음을 답변

6 ’21. 2. 23.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요청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자격증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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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번번 접접수수일일자자 민민 원원 내내 용용 처처 리리 결결 과과

7 ’21. 3. 10. 군무원 공로연수 기간 확인
민원인 요청에 따라 질의 회신서를
민원인 인터넷 메일로 발송

8 ’21. 3. 11.
프린터 임차용역 선정 관련

문제제기 및 사실확인 요구

프린터 임차용역 낙찰업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실확인 요구에 대해

관련법령 등 안내

9 ’21. 4. 2.
인사자력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증명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

10 ’21. 5. 4.
석사학위과정 학위수여증명

서 발급 신청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증명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

11 ’21. 5. 10.
석사학위과정 학위수여증명

서 발급 신청

민원인 인터넷 메일로 해당 증명서

발송

12 ’21. 5. 18.
군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신

청

민원인 요청에 따라 학교 위병소를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

13 ’21. 5. 22.
골프연습장 운영시간 준수

등 요구

관리자에게 운영 시간 준수 및 고객

에 대해 친절 응대토록 강조 교육

및 감독 실시

14 ’21. 6. 13.
관사지역 유해류 구제조치

요구

유해류 퇴치 전문업체 의뢰하여 퇴

치기 및 약품 매설 등 조치

15 ’21. 6. 16.
관사지역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피신고자 신원 확인 후 엄중 조치예

정 및 방역지침 준수토록 교육 및

안내방송을 지속 실시할 것임을 안

내

16 ’21. 7. 1.
종합운동장지역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위반자 특정 제한에 따라 증거사진

첨부 등 적극적인 공익신고 안내

17 ’21. 7. 30.
야간 종합운동장지역 마스

크 미착용자 신고

위반자 특정 제한에 따라 증거사진

첨부 등 적극적인 공익신고 안내

18 ’21. 9. 5.
골프연습장 사용통제 재고

요청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임을 안내

19 ’21. 9. 9.
자녀 수술로 인한 군관사

퇴거 유예 요청

국방부 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

사 퇴거 유예 재심의 미실시는 적법

한 조치임을 안내

20 ’21. 9. 13.
학술용 인터넷망 구축사업

구매 사업 관련 이의 제기

구축사업 중 NMS 불공정 납품에 대

한 이의제기에 대해 관련법령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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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번번 접접수수일일자자 민민 원원 내내 용용 처처 리리 결결 과과

21 ’21. 9. 17.
임기제군무원 채용공고 관
련 소극행정 신고

응시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채용공
고 수정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조
교육하였음을 안내

22 ’21. 10. 5.
어린이집 수두전염 관련 등
원금지 등 조치 요구

논산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및 전
문의 소견에 따른 조치였음을 안내

23 ’21. 10. 9.
총장님, 담임교수님께 감사
의 글 올림

각종 인센티브 등 민원인의 건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안내

24 ’21. 11. 3. 성정증명서 요청
민원인 주소지로 성적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25 ’21. 11. 19.
프린터 임차 용역 입찰 관
련 민원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26 ’21. 11. 21.
프린터 임차 용역 관련 문
의

프린터 요구성능의 경우 교직원 의
견수렴에 따른 결과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27 ’21. 11. 21.
프린터 임차 용역 관련 문
의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28 ’21. 11. 21.
프린터 임차사업 입찰에 대
한 문제제기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29 ’21. 11. 22.
프린터 임차용역사업에 대
한 문제점 제기

프린터 요구성능의 경우 교직원 의
견수렴에 따른 결과이며 특정회사
제품 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도 적합
한 제품이 있음을 안내

30 ’21. 11. 22.
무한잉크 및 프린터 임차
용역사업 입찰에 대한 문제
점

프린터 요구성능의 경우 학교의 특
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특정회사 제
품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도 적합한
제품이 있음을 안내

31 ’21. 11. 22.
프린터 임차용역 공개입찰
에 관한 독소조항 재검토
요청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이며 특정회사 제품 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도 적합한 제품이 있음을

안내

32 ’21. 11. 22.
국방대학교 총동창회 유무
문의

총동창회는 없으며 학생회가 운영되
고 있음을 안내

33 ’21. 11. 22. 공무원 입학관련 문의 일반 공무원의 장관 추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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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1. 11. 25.
프린터 임대 사업 적격심사
관련 민원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35 ’21. 11. 25.
프린터 임차 사업 적격심사
관련 민원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36 ’21. 11. 25. 도서 구입 요청
구매계획에 기 반영된 사항임을 안
내

37 ’21. 11. 25.
무한잉크 및 프린터 임차용
역 관련 민원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38 ’21. 12. 7.
교육기재장비 유지보수 용
역사업 관련 이의제기

법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검토
후 별도로 답변드릴 것을 안내

39 ’21. 11. 29.
성폭력 공익제보 관련 보호
조치 요청

민원인 요청에따라 인사조치 예정임
을 안내

40 ’21. 12. 8.
무한잉크 및 프린터 임차
용역사업 관련 민원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

41 ’21. 12. 9. 서울캠퍼스 박사과정 문의
박사학위 주말과정 학기 수 및
커리큘럼 등 안내

42 ’21. 12. 9. 서울캠퍼스 박사과정 문의 선발횟수 및 신분별 선발인원 안내

43 ’21. 12. 9. 서울캠퍼스 박사과정 문의 선발횟수 및 신분별 선발인원 안내

44 ’21. 12. 10. 서울캠퍼스 박사과정 문의 선발횟수 및 신분별 선발인원 안내

45 ’21. 12. 16.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증명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

46 ’21. 12. 21.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민원인 요청에 따라 학교 위병소를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

47 ’21. 12. 27.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증명서를 등
기우편으로 발송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수요자 중심의 적시적인 민원 처리로 대군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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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 추추진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대군신뢰도를 증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대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감감찰찰실실 소소령령 유유 승승 열열,, ☎☎ 66003311))

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7100-7111-254-003-001-220-01 감사활동여비 798 798

7100-7111-254-003-001-240-02 감찰실운영활동비 2,558 2,510

7100-7111-254-022-006-250-03 감사활동비 2,880 2,880

작작 성성 자자 :: 교교육육평평가가//조조사사담담당당 66 급급 김김 혜혜 림림 (서명) 김김혜혜림림

부부 서서 장장 :: 감감 찰찰 실실 장장 33 급급 김김 정정 섬섬 (서명) 김김정정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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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근근무무지지원원대대

ⅠⅠ.. 총총 괄괄

근무지원대는 이용자 중심의 시설운영과 근무 지원을 통해 최상의

근무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 학교방역, 격리자

지원 등 적극적인 근무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특성을 고려한

핵심과목 위주 교육훈련과 자율과 책임이 확립된 병영환경 조성을 통

해 인권이 보장된 밝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안정적인 부대 운

영에 기여하였다.

ⅡⅡ.. 주주요요 활활동동사사항항

11.. 방방역역수수칙칙을을 준준수수한한 코코로로나나1199 근근무무지지원원체체계계 확확립립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학교방역, 격리자 지원, 장병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 장병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근무지원을 시행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 건물 전체 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중점을 기하며, 장병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전입신병 백

신접종 현황 관리, 휴가자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강조교육, 복귀 후 예방적

격리, 예방적 관찰 등 코로나19 유입방지에 중점을 두고 근무지원체계 추진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1.1월부터 일일 단위 학교 건물 전체 소독

을 시행하였고 각종 행사 진행 전·후 방역을 실시 하였다. 정기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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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역 지원 외 긴급방역팀 ( 3개조 )을 편성하여 주·야간 빈틈없는 방

역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격리자들

의 편의를 위해 식사 지원, 생필품 지원 등 격리자 격리여건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근무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장병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 하였

으며, ’21.9월부로 With 코로나로 접어듬에 따라 백신 접종 면회객에

한하여 장병 면회를 실시 하였으며, 외출, 평일 외출 또한 지역내 확진

자 발생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였다. 개인 방역을 위하여 주 4

회 마스크 불출, 병영식당 좌석별 가림막 설치, 흡연장 공간 분리, 휴가

자 복귀 후 예방적 격리·관찰 등 장병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학교 방역 활동 】

건물별 출입구 소독 건물 내부 소독 행사 전 소독

【 장병 코로나19 예방활동 】

용사식당 식탁 가림막 설치 흡연장 공간 분리 격리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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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적극적인 방역·소독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

내 추가 격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장병 코로나

19 예방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부대활동 및 근무지원으로 학교 정상화

에 기여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코로나19가 예방을 위하여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하여 방역 소독에 최선

을 다하겠으며, 출타 장병관리, 전입 신병 백신접종 여건보장 등 장병에

의한 코로나19 유입 ZERO화를 목표로 학교 근무지원체계에 만전을 기하

겠다.

22 교교육육훈훈련련 체체계계 정정립립

가가.. 개개 요요

간부 및 병 교육훈련은 코로나19 상황 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학

교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 및 과제를 정립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병 기본훈련 5개 핵심과목 숙달을 중점으로 군인으로써 자질을 항상

겸비하며, 병 기본훈련 자율학습을 통하여 병 진급측정을 실시하였다. 또

한 국지도발 및 전시 임무를 대비하여 간부교육훈련을 추진하였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병 기본훈련은 7개 핵심과목 (정신전력, 사격, 체력관련, 화생법,구

급법)을 선정하여 월 단위 병 진급측정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병 기

본훈련은 자율학습여건 보장을 위해 ‘병 기본 훈련 자율학습실’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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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족한 과목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간

부교육훈련은 국지도발 및 전시 임무를 고려 주둔지 통합방호 훈련,

전시전환절차 훈련, 개인화기사격을 상급부대 훈련통제계획과 연계하

여(기획조정실) 실시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병 기본훈련은 측정식 합격제로 성과위주의 훈련을 실시하고 계급

별 요망수준을 차등하여 이를 진급에 반영하여 엄격한 신상필벌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병 기본훈련 자율학습을 통하여 진급 누락 인원

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하 자율적 체력단련을 목표로 장병 개인별 수

준에 맞는 체력단련을 실시하여 체력단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

율성을 보장하여 장병 체력증진에 힘썼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지속적인 병 기본훈련 5개 핵심과목 숙달 및 무도장 개설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태권도 단증 취득, 각종 무술 습득 및 체력단련 붐을 조성, 문무

를 겸비하기 위한 장병 교육훈련 체계를 정립하겠다.

33.. 자자율율과과 책책임임이이 확확립립된된 병병영영환환경경 조조성성

가가.. 개개 요요

근무지원대 용사들의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

운 근무지원대 병영환경을 조성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부조리·악 폐습을 척결을 위한 ‘병영생활 룰’을 개선하여, 자율과 책임

이 확립된 병영환경과 각종 행사를 통하여 인화단결된 병영환경 조성



Ⅱ. 본       문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357- 354 -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자율과 책임이 확립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월 단위 ‘병영생활 룰’

개선토의를 통해 부대 내 잔존하는 부조리·악폐습을 척결하였으며 마

음의 편지 접수, 또래상담병 운용 등을 통하여 병영갈등을 최소화하였

다. 또한, 주기적인 인성검사와 월 단위 군 기강 확립교육, 병력결산

(월 1회), 자체 부대진단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행하

였다. 특히 전입신병 환영행사, 분기단위「소대의 날」, T-Ball 리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병 스트레스 해소

및 부대 단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였다.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인권이 보장된 밝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사고예방활동을 시행한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의

악성사고가 근절되었으며, 각종 이벤트 활동 (전입신병 환영행사, 생일

자 파티 등) 을 통해 활기찬 병영문화가 조성되었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여, 앞으로 힘차게 내딛을 수 있는 디

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건보장 및 안내교육을

통하여, 국방대학교에서 군복무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겠다.

((행행정정보보급급담담당당 ((육육))중중사사 조조 한한 결결 ☎☎ 337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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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복복지지 및및 체체육육시시설설 운운영영

가가.. 개개 요요

모든 복지 및 체육시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직원 및

학생, 가족들의 복지여건을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상급기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용시간 분리, 주기적인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계백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폐쇄(’20.12.16.)하였다가 재개장(’21.2.3.)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목욕탕과 수영장은 운영

중지하였으며, 현재 헬스장 및 실내체육관 만 운영 중이다. 골프연습장

은 완전폐쇄(’21.12.1.)하였다가 재개장(’21.2.3.)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

기 단계 격상(’21.7.12.)에 따라 지역주민·예비역·타 부대 간부는 사용을

통제하고, 교직원(가족포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교내식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사시간 분리, 출입구 손

소독제 비치, 좌석별 가림막 설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출입

게이트를 설치하여 카드결제로 계산과 입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여건

을 개선하였다. 또한 근무지원대장 주관으로 월 1회 메뉴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선호메뉴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여 식단의 ‘질’을 높이는데 주

력하였다. 이발소는 개별계산기, 빗 소독기 설치 등을 통하여 사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 하였다.

【 샤인홀 / 간부이발소】

스피드 게이트 설치 손 소독제 비치 식탁 칸막이 설치 빗 소독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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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계백관 폐쇄에 따라 기존에 구매한 회원권 환불 조치를 진행하여

환불 대상자 637명 중 546명 ( 37,431,790원 )에 대한 금액을 환불 완료

하였다. 계백관ㆍ골프장 공무직 근무자 7명은 폐쇄기간 동안 학교 내

부 방역 활동과 주요시설물 미화/조경환경에 참가하였으며, 코로나19

단계 하향시 즉각적으로 재개장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시험가동 등 철

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재개장(’21.2.3.)에 따라 해당 직책에 복귀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상급기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예방활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최대한 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유지하겠다. 최근 문의가 많은 수영장 개장에 대해 검토 중이며,

’22.3월 재개장을 목표로 안전요원 선발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헬

스장의 노후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겠다.

((체체육육//복복지지시시설설관관리리관관 ((육육))상상사사 홍홍 성성 주주,, ☎☎ 3377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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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수송송지지원원

가가.. 개개 요요

현장학습 및 학교 행사, 행정지원업무 등 수송지원 소요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계절변화에 대비한 사고예방교육과 코로

나19 확산 예방을 실시하여 안전운행과 방역수칙을 도모하였다. 또한

사용연수가 도래한 기동장비 교체와 예방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

인 수송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교직원 워크숍과 학생현

장학습 및 업무용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수송지원을 실시하였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수송지원 요청 시 적시에 차량을 지원하고 사고예방활동과 운전병

교육을 통한 안전운전여건 보장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예방정

비 실시와 노후차량 교체를 실시하여 기동장비의 100% 가동상태를 유

지하였으며, 교직원 워크숍, 학생현장학습 및 업무용 셔틀버스 지원을

통하여 이용자 만족 향상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차량내부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마스크 착용 준수, 차량 탑승시 창가쪽 한줄앉

기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송지원체계와 방역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수송지원 요청에 대한 원활한 차량지원을 위해 배차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운전병들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

하였다. 또한 노후된 기동장비 교체와 예방정비를 통해 만반의 수송지

원 태세를 확립하였다. 특히 교직원 워크숍, 업무용 셔틀버스 지원, 주

말 전세객차 수송지원과 학생 현장학습지원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수

송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

역체계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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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가용차량 범위 내에서 학교행사 등 수송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차

량운행을 지원하였다.

【 수송지원 실적 현황 】 (단위 : 대)

구구분분 계계 승승 용용 차차 버버 스스 화화 물물

가용차량 33 15 13 5

지원실적 2,740 1,293 1,300 147

최근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사고예방 교육과 급제동 및 급가속 금지

와 올바른 제동기 조작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거리 운전병

증식비를 획득하고 혹서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졸음방지용 귀걸이와

감미료(사탕, 껌 등) 지급 및 동계 차량 체인설치교육과 계절 / 상황별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무사고 부대육성에 기여하

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차량 내부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과 마

스크 착용 의무화 차량탑승시 창가쪽 한줄앉기, 운행복귀후 차량내부

소독을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으며, 주기적인 예방 및 계획정

비를 실시하여 기동장비 가동율 향상과 상시 기동장비 관리를 위한 세

차장 운용을 통해 기동장비 노화를 방지하였다.

‘21년 수송지원 결과 승용 차량은 논산지역 대중교통체계가 원활하

지 않아 은행업무, 물품구매등으로 운행소요가 증가하였고, 주말 전세

객차 수송지원 과 업무용 셔틀버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후반기 지원

소요가 감소하였고, 화물 차량은 영내지역 물품운반과 부식(1종)추진

보급으로 인하여 운행 소요는 전년과 비슷하였다.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사례 교육 등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거리 운행 시 운전병 피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면 보장과



2021년도 국방대학교 史  

362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359 -

보조운전병을 임명하여 교대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혹서기

졸음운전예방을 위해 미료 및 졸음방지용 귀걸이를 지급하고 혹한기

차량관리요령과 체인설치 방법을 모든 인원이 숙달하도록 철저히 교육

을 실시하겠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차량

을 사용하는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

으며, 주기적인 예방 및 계획정비를 실시하여 기동장비 고장발생 억제

와 가동율 향상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겠다.

((수수송송반반장장 ((육육))상상사사 전전 연연 구구,, ☎☎ 337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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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적적극극적적인인 의의무무지지원원

가가.. 개개 요요

코로나19 예방 및 교내유입 차단을 위해 임시 진료소를 설치 운영

하였다. 개인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진료를 실시

하였다. 교내 수질검사를 통해 교직원 및 학생, 용사들의 질병 조기발

견과 치료 등 적극적인 의무지원을 펼쳤다.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코로나19 상황에 앞서 교내유입 및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각종

의무지원 및 교직원 및 학생, 용사들의 건강 증진 업무에 임하였으며,

또한 학교 방역대책 본부와 협업하여 각종 행사 및 강의전 분무소독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주기적 PCR검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교내 유입 차단 및 조기 발견하여 교직원 및 학

생, 용사들의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내 생활 및 방역체계

획립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진료소를 의무반 설치하여 문진/체온측

정 지원을 통한 교직원 및 학생에 drive-through방식 PCR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에 주력하였다. 특히 논산시 관계부서

와 업무협조를 통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의료지원태세

를 확립하였다.

라라.. 추추진진 결결과과

근무지원대 용사는 상병 정례신검 63명, 전입신병 건강상담 49명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직원과 장병들의 주기적인 응급처치 교육 등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군의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총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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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검사 실적 현황 】

검검사사일일정정 급급수수원원명명 검검사사구구분분 검검사사결결과과

‘21.02.25.(목) 교내정수기 15개소 간이수질검사 총대장균군 불검출

‘21.07.19.(월) 교내정수기 45개소 간이수질검사 총대장균군 불검출

【 독감예방접종현황 】 (단위 : 명)

구구분분 접접종종대대상상 접접종종인인원원 접접종종률률

지원실적 397 370 93%

【 진료지원 실적현황 】○ 일반 진료

구구 분분 내내 과과 외외 과과 피피부부과과 정정형형외외과과 안안 과과
이이비비인인
후후과과

신신경경외외과과 치치 과과 합합 계계

인원(명) 186 24 117 203 34 78 32 14 688

○ PCR 검사지원

구구분분 PPCCRR검검사사 간간부부 병병

지원실적 49회 437명 160명

【 방역활동 현황 】 (단위 : 회)

구구분분 연연막막방방역역 분분무무방방역역

지원실적 4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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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될 때 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교직원 및 학생, 용사들이 감

염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적절한 의약품 구매를 통한 의료의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또한 각종 신체검사 및 예방의무 활동을 통하여 모든 교직원 및

학생, 용사들의 개인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ⅢⅢ.. 예예산산사사용용 결결과과 (단위 : 천원)  

항 목 구 분 사 업 명 예산총액 지출총계

2300-2332-305-002-210-01 코로나19 방역지원 2,381 2,381

2300-2333-305-001-210-09 차량선박비(유지비) 27,867 27,867

의약품구입 12 12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1 1

작 성 자 : 행 정 보 급 담 당 중 사   이  치  권 (서명) 조한결
부 서 장 : 근 무 지 원 대 장 중 령   이  석  구 (서명)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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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산산학학협협력력단단

ⅠⅠ.. 총총 괄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기본 및 특별

과정 학칙 제40조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사단법인)으로 설립(’11.11.15.)

된 산학협력단은 외부 연구과제의 계약 당사자로서 안보, 국방, 위기관

리 및 4차산업혁명 관련 국방AI,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 정보

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 체결과 이행사항 점검, 연구

과제 수행 지원 및 연구비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ⅡⅡ.. 주주요요활활동동 사사항항

11.. 산산학학협협력력 연연구구활활동동

가가.. 개개 요요

’21년에는 국방부 및 예하 부대, 방위사업청, 외교부, 청와대 및 국

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 총 36개 연구과제에 대해 계약 체결을 주

관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면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특히 ’16년 말부터 국방대학교와 산학협력단 간 적법한 연구용역 계

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국방대 부속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발주하

는 연구과제는 ‘국방과학기술’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과제수행을 지원하였음

나나.. 추추진진중중점점

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정에 맞게 연구비 및 간접비 운용

2) 대학의 연구활동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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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단 위상 제고

4) 외부 연구과제 수주 및 지원을 독려하여 국방대학교의 위상

제고 및 결과물 활용 모색

다다.. 추추진진내내용용

1) 산학협력단 ’21년도 예산안 작성 및 교육부 보고

2) 연구자의 과제 입찰 지원 및 공고문 안내

3)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21.1.1.)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시스템

안내

4) 사내 유보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하 ‘준비금’)을 이용하여

기획조정실과 협조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 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

한 소요를 파악하여 대학의 연구 시설 및 운영과 목적에 맞는 사업지

원 추진함

라라.. 추추진진결결과과

1) ’21년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을 지원한

총 36개 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2) 준비금을 이용하여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

3) 혁신법에 따라 계약된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및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대해 GAIA(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활용 지원

【 연구용역 과제 수행 현황 】

책책 임임
연연구구원원 계계약약기기간간 발발주주기기관관 연연 구구 과과 제제 명명

손경호
’21.2.8.
∼’21.5.31.

국방부
’50년 미래전 양상과 합동작전 수행개념
연구

마정목
’21.2.26.
∼’21.05.25.

외교부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기술적 ·안
보적 함의

박창희 ’21.3.11.
∼’21.9.10.

국방부 장기 비전투부대 구조 효율화 방안 연구

문호석 ’21.3.31.
∼’21.9.30.

국방부 국방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인력관리방
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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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책 임임
연연구구원원 계계약약기기간간 발발주주기기관관 연연 구구 과과 제제 명명

조남석
’21.2.9.
∼’21.12.31.

한국과학기술원
(위탁)개인휴대 전투드론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구체화

문성암
’21.4.26.
∼’21.7.26.

육군본부
신남방국가 군수품 수출증진 및
조달기반 조성 연구

기세찬
’21.5.6.
∼’21.11.30.

현대로뎀(주) 차륜형장갑차 소요량증대 연구

마정목
하용훈

’21.5.11.
∼’21.9.1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년 군사과학정책 연구용역 2건

최경환
’21.5.12.
∼’21.10.12.

방위사업청
국외구매사업 추진시 국내업체 참여강화
강안

손경호
’21.5.16.

-’21.11.14.
국방대학교
(교수부)

미래 안보전망과 국방과목 발전방향
연구용역

문호석
조남석
권태욱

’21.5.21.
∼’21.10.5.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과학기술 연구용역 3건

권헌철
이상목
노명화
문성암

’21.5.21.
∼’21.10.5.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경제안보와 국방관리 연구용역 4건

김영호
김병조
이홍섭
류동원
김준섭

’21.5.21.
∼’21.10.5.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외교/안보와 북한 연구용역 5건

박창희
박영준
노영구

’21.5.21.
∼’21.10.5.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연구용역 3건

하용훈
’21.5.17.
∼’22.12.6.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뢰매몰률 조사방법 및 검증기법에
대한 발전방안 용역

정한범
’21.5.18.
∼’21.12.31.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전략 평가

박영준
’21.5.24.

-’21.12.20.
국방부

주변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미래
군사전략 분석을 통한 한국의 중장기
국방정책방향 수립

이문걸
’21.5.24.

-’21.12.31.
방위산업기술
진흥연구소

체공형대공제압유도무기-Ⅱ 선행연구
조사 분석

손한별
’21.5.1.
∼’23.4.30.

한국연구재단
핵무기 개발과 국가행위의 변화: 공세적
강압, 외교적 타협, 선택적 자립(’21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강동수
’21.5.31.
∼’21.12.10.

합동참모본부
인공지능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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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책 임임
연연구구원원 계계약약기기간간 발발주주기기관관 연연 구구 과과 제제 명명

김영준
’21.6.10.
∼’21.12.24.

국방부 ’21년 한미공동연구

기세찬
’21.6.15.
∼’21.12.15.

(주)현대로뎀 수소에너지 군 운용방안 정책 연구

이수진
’21.7.1.
∼’21.11.30.

육군본부
지상군 사이버 전자전 작전수행절차
정립방안 연구

손한별
’21.7.5.
∼’21.11.12.

합동참모본부 ’21년 개별연구 용역(비문)

박창희
’21.7.1.
∼’26.6.30.

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사상과
독립전쟁:혁명전쟁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2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조홍제
’21.7.1.
∼’23.6.30.

한국연구재단
아시아의 인간안보 강화를 위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연구(202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김경수
’21.7.22.
∼’21.12.21.

공군본부
극초음속 비행체 대응 미사일방어체계
확보방안 연구(비문)

이춘주
’21.7.26.
-’22.7.25.

국방과학
연구소

이종다중 무인로봇체계의 확장가능
협업업무 및 시나리오 연구

최윤미
’21.8.1.
∼’21.10.31.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유럽 협력 방안

손한별
'21.10.20.
∼'21.12.3.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년 세계안보정세분석 연구용역

김영준
’21.11.4.
∼’21.12.23.

통일부
’21년 화해 모의연습 시나리오 작성 및
운영

김영준
’21.11.16.
∼’21.12.17.

대통령비서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박영준
'21.11.1.
∼'21.12.15. 외교부

핵보유국의 핵교리, 핵태세 및 핵전력
변화 양상 연구

이홍섭
김병조
유상범
이상목
홍태영

’21.11.12.
∼’21.12.11.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
연구용역 5건

김영준
’21.11.12.
∼’21.12.11.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1년 정책 현안 연구용역

문성암
’21.11.24.
∼’22.4.25.

육군본부 (21F166-1) 스마트 물류 정책연구 용역

마마.. 향향후후추추진진

1) 산학협력단 ’22년도 예산안 작성 및 교육부 보고와

2) 연구자의 과제 입찰 지원 및 공고문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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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21.1.1.)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시스템

안내하고

4) 사내 유보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하 ‘준비금’)을 이용하여기

획조정실과 협조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 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 목적에 맞는 실질적 사업지원 추진토록 하겠다.

5) 산학협력연구교수 임용을 통해 다양한 국방 분야의 과제를

적극 수주하여 국방대 위상제고 및 더 많은 사업준비금 확보노록 추진

하겠다.

((산산학학협협력력지지원원담담당당 문문영영옥옥,, ☎☎ 6633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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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사진 목록/동영상 자료

    : 별첨(CD 1 / DVD 2)

2. 지휘관/참모 인적사항 

3. 편집진(인적사항)

Ⅲ.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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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역사사사사진진 목목록록

○ 군무원 신규임용 신고 : 9급 문순옥 (1.4)

○ 군무원 승진신고 : 8급 현수현 등 4명 (1.4)

○ 연구·객원직 교수 임명장 수여: 김성일 등 3명 (1.4)

○ 장교 전입신고: 중령 정두산 등 2명 (1.5)

○ 학위과정 상장수여 (1.5)

○ 학교 풍경 (1.7)

○ 장교 전입신고: 소령 이숙연 (1.11)

○ 해군장교 근속 30년 휘장증 수여: 대령 안규혁 등 3명 (1.12)

○ 초빙직교수 접견: 박한기 교수 등 2명 (1.18)

○ 육군장교 근속 30주년 휘장증 수여: 대령 임광현 등 8명 (1.19)

○ 군무원 보직변경 신고: 5급 장우식 등 17명 (1.25)

○ 국립공원 사진 전시회 관람 (1.25)

○ 전직지원입교 신고: 중령 신동수 (1.27)

○ ’21년 발전기금 정기이사회 (1.27)

○ 공군장교 근속 30년 휘장증 수여 (2.1)

○ ’’21년도 안보과정 화상 입교식 (2.1)

○ 부사관 전입신고: 상사 박철수 (2.3)

○ 군무원 퇴직신고: 3급 윤진영 (2.10)

○ 외국군 학생 명절 간담회 (2.10)

○ 부사관 전출신고: 상사 신재영 (2.15)

○ 월간국방대 취재지원 (2.19)

○ 월간국방대 취재지원 (2.23)

○ 임기제 군무원 계약연장 심의 (2.24)

○ 관리대 학위과정 화상 입학식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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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 학생 진급신고 (2.26)

○ 장교 전직지원교육 입교 및 전입 신고 (2.26)

○ 안보과정 특강 강사 접견 및 강의: 인요한 교수 (3.2)

○ 장교 근속30년 휘장증 수여: 대령 김현 (3.2)

○ 전임직교수 승진 및 임용신고: 중령 백승령 등 10명 (3.2)

○ ’21년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 (3.2)

○ 국방조찬포럼 (3.4)

○ 월간국방대 취재지원: 외국군 학생 파왓 준장 (3.5)

○ 연구소 프로필 촬영 (3.9)

○ 주한 멕시코대사 초빙 강연 (3.12)

○ 양성평등 담당관 임명식 (3.16)

○ 연구소 프로필 촬영 (3.16)

○ 군무원 보직변경 신고 (3.19)

○ 제1차 국가안보 콜로키엄 (3.26)

○ 군무원 신규임용 및 보직신고: 3급 장태동 등 3명 (4.1)

○ 제3차 RINSA 안보포럼 (4.1)

○ 안보과정 특강강사 접견 및 강의: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4.2)

○ 군무원 신규임용: 행정 8호 김지은 (4.5)

○ 터키국방무관 안보대 방문 (4.6)

○ 사진공모전 수상자 기념촬영 (4.7)

○ 육군장교 근속 30년 휘장수여식 (4.7)

○ 안보과정학생 기념식수 (4.7)

○ 부사관 전입 및 전출신고: 원사 김춘효 등 2명 (4.12)

○ UN 군 옵저버, 참모과정 기념촬영 (4.13)

○ 국평센터 객원연구원 위촉장 수여 (4.14)

○ 제2차 저명인사 세미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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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풍경 (4.14)

○ 월간국방대 취재지원: 중견리더과정 학생 (4.15)

○ 제4차 RINSA 안보포럼 개최 (4.16)

○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방문 (4.20)

○ 직무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4.20)

○ 우즈벡 군사아카데미와 화상회의 (4.21)

○ 콜롬비아 전쟁대학 화상회의 (4.22)

○ ICRC 한국사무소 대표접견 (4.23)

○ 문정인 석좌교수 강연 (4.23)

○ 월간국방대 인터뷰: 외국군수탁생 와릿 준장 (4.27)

○ 제5차 RINSA 안보포럼 개최 (4.30)

○ 군무원 퇴직 신고 (4.30)

○ 연구소 홍보책자발간을 위한 프로필 사진촬영 (5.4)

○ 군사편찬연구소장 접견 (5.4)

○ 주한 콜롬비아대사 접견 (5.6)

○ 중견리더과정 제1교과 세미나수업 (5.7)

○ 국립공원 사진전 관람 (5.11)

○ 안보과정 특강 강사 접견: 이인영 통일부장관 (5.12)

○ 제6차 RINSA 안보포럼 개최 (5.13)

○ RINSA-세종연구소 공동 국제세미나 (5.13)

○ 국제안보학술회의 (5.24)

○ 한시임기제 군무원 퇴임신고 (5.24)

○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PMO사업 착수보고회 (5.25)

○ 국방부 정책실장 방역관리 현장방문 (5.26)

○ 학위과정 대전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 (5.28)

○ 교수워크숍 (5.28)

○ 장교 전직지원교육 입교신고: 육군소령 김용범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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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지스틱스학회춘계학술대회최우수논문선정기념: 공군대위이승범(5. 31)

○ 군무원 신규임용 신고: 전문경력관 가군 양순봉 (6.1)

○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6.1)

○ 장교진급신고: 육군중령 최혜은 등 3명 (6.1)

○ 장교 및 부사관 전입신고: 육군대위 남기현 등 2명(6.2)

○ 제3차 저명인사초청세미나 (6.2)

○ 대전 현충원 참배 (6.4)

○ 주한 콜롬비아대사 내방 (6.7)

○ 인턴 연구원 임명장 수여 (6.9)

○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6.10)

○ 군무원 공로연수 신고: 4급 김용주등 3명 (6.15)

○ 최홍묵 계룡시장 접견 (6.16)

○ 부사관 보직신고: 육군중사 김원일 (6.16)

○ 우즈벡 군사아카데미 화상세미나 (6.17)

○ 한정애 환경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6.17)

○ 부사관 보직신고: 육군상사 홍성주 (6.21)

○ 국방대 소식지 인터뷰: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6.23)

○ 예비전력발전 세미나 (6.24)

○ 연구소 인턴연구원 국방대 소식지 인터뷰 (6.24)

○ 군무원 전출신고: 5급 임경호 등 2명 (6.25)

○ ’21년 제2차 국가안보 콜로키엄 (6.25)

○ 서각전시회 관람 (6.25)

○ 장교전역 및 군무원 퇴직전입신고 공군중령 표현상등 4명 (6.30)

○ 군무원 임용/승진/전보신고 (7.1)

○ 해군참모총장 안보과정 특강 (7.5)

○ 육군 물류혁신 세미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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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전,출입 신고: 해군중령 강대식, 해군소령 유승열 (7.6)

○ 제9회 국방도서정보협의회 워크숍 (7.8)

○ 국방대 소식지 인터뷰(토로 대령) (7.9)

○ 안보과정 5교과 세미나 (7.14)

○ 콜롬비아 전쟁대학 화상세미나 (7.16)

○ 군무원 퇴직신고: 6급 손문성 (7.19)

○ 관리대 김남수 해군소령 국방대 소식지 촬영 (7.29)

○ 외국군학생 부채 전달 (8.3)

○ 육군 부사관 근속30주년 휘장 수여식: 상사 전연구 (8.5)

○ 스웨덴 이·부임 국방무관 접견: 요한 라르손 등 3명 (8.5)

○ 근무지원대 PCR검사 지원 (8.6)

○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 및 경품 추첨 (8.12)

○ 군무원 근속 30년 휘장수여식: 7급 한수련 (8.18)

○ 학교 풍경 (8.26)

○ 장교 전직지원교육 입교 신고 (8.31)

○ ’21-2기 UN군 옵서버 / 참모과정 및 후반기 MNF과정 기념사진 (8.31)

○ 군무원 신규 임용 및 보직 신고: 사서 7호 김유리(9.1)

○ 교수부장 임명 및 전임직 교수 승진 신고: 대령 손경호 등 2명 (9.1)

○ 장교 전입 신고: 소령 정명훈 (9.2)

○ 미래안보교육과정 화상 입교식 (9.3)

○ 호주 전쟁대학교와 화상세미나 (9.8)

○ 학교 풍경 (9.9)

○ 국방대학교와 세종연구소 공동 국제안보학술회의(화상) (9.13)

○ 초빙직교수 간담회: 교수 이백순 (9.15)

○ 추석맞이 외국군 간담회 및 예절교육 (9.16)

○ 대외협력실장 보직신고: 교수 이수진 (9.27)

○ 장교 전출 신고: 소령 조용성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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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전입 신고: 대위 김은순 (9.27)

○ 전원마을 부지 항공촬영 (9.27)

○ 국제안보교육과정 화상 입교식 (9.29)

○ 한-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9.29)

○ 국군의날 포상·진급·-승진신고 (9.30)

○ 월간 국방대 취재지원 (9.30)

○ 동북아안보정책포럼 (10.6)

○ 장교 전입 신고: 소령 문경보 (10.7)

○ 월간 국방대 인터뷰 지원: 브라질 대령 벤투라 등 3명 (10.7)

○ 장교 전출 신고: 중령 최혜은 (10.14)

○ 국내안보학술회의 (10.18)

○ 국방대와 한국효문화진흥원 MOU 체결 (10.19)

○ 외국군 학생 ADEX참관 (10.20)

○ 학교 풍경 (10.20)

○ 제13회「행복한 책나눔 축제」(10.22)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접견 (10.25)

○ 제17회 PKO 발전 세미나 (10.26)

○ RINSA DAY 정기기초과제 발표 (10.27)

○ 신규 군무원 임용 및 보직신고 (11.1)

○ 장교 진급 신고 (중령 마정목) (11.1)

○ 체력단련장 사업 주민설명회 (11.2)

○ 국방대-아데나워재단 공동학술세미나 (11.2)

○ ’21년 평화유지장관회의 청년피스키퍼, 명예기자단 방문 (11.4)

○ 부사관 전출신고: 상사 송치욱 (11.5)

○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 접견 (11.9)

○ 제4차 국제안보학술회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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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11.11)

○ 장교 전출신고: 중령 조태환 (11.12)

○ 국방직무교육발전 세미나 기념촬영 (11.12)

○ 외국군 학생 가족 동아리 활동 (11.12)

○ 국방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및 석사과정 학생 간담회 (11.15)

○ 군무원 신규 임용 및 보직 신고: 전산6급 김태경등 2명 (11.16)

○ 장교 전입신고: 대령(진) 조철희등 3명 (11.16)

○ 장교 전출·입 및 보직변경 신고: 중령 송세찬 등 4명 (11.18)

○ 안보학술세미나 (11.18)

○ 근무지원대장 보직교대 신고 (11.18)

○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11.22)

○ 영국 국방아카데미 내방행사 (11.24)

○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착수보고회 (11.24)

○ ’21년 學·軍·硏 예비전력발전 세미나 (11.25)

○ 뮤지컬 국화꽃향기 공연 (11.25)

○ 중견리더과정 식목행사 (11.26)

○ ’21년「KNDU 미래안보아카데미」수료식 (11.26)

○ ’21년「국제 친선교류의 밤」행사 (11.29)

○ 장교 전입 신고: 소령 이지훈 (11.29)

○ 국방대 총장 이임 및 전역식: 김종철 육군 소장 (11.30)

○ ’21년도 안보과정 졸업식 (11.30)

○ ’21년도 안보과정 학생 동판 개막식 및 진급신고 (11.30)

○ 월간 국방대 취재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황병용 (12.6)

○ 월간 국방대 취재지원: 관리대 박영준 교수, 이진기 학생 (12.7)

○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내방 (12.8)

○ 논산시 부시장 외국군학생 명예시민증 수여 및 접견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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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성과분석회의 표창수여: 중령 유명준 등 10명 (12.17)

○ 제48대 국방대총장 취임식 (12.20)

○ 군무원 전입신고: 시설 9급 임채영 (12.20)

○ 고위정책결정자과정 특강 강사 접견 (12.20)

○ 고위정책결정자과정 특강 강사 접견: 소장 김갑진 (12.21)

○ 군무원 전출 및 보직 신고: 6급 김정남 등 2명 (12.23)

○ 고위정책결정자과정 특강 강사 접견: 예)대장 김영식 (12.23)

○ ’21년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식 (12.24)

○ 국평센터 단체기념사진 (12.27)

○ 장교 전출·입 및 군무원 보직변경 신고 (12.28)

○ 군무원 퇴직신고: 사서9급 김가은 등 2명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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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동영영상상 자자료료

○ 관리대 학위수여식 관리대원장 축사 (1.5)

○ 관리대 학위수여식 수상자 인터뷰 (1.5)

○ 관리대 학위수여식 총장님 축사 (1.5)

○ 관리대 학위수여식 (1.5)

○ 학교겨울전경 (1.7)

○ 국립공원 사지전시회 (1.25)

○ 국방대 발전기금 정기이사회 (1.27)

○ 안보대 입교식 총장님 환영사 (1.28)

○ 외국군 수탁생 명절간담회 (2.10)

○ 관리대 입학식 총장님 환영사 (2.19)

○ 관리대 학위과정 입학식 (2.24)

○ 제1기 군무원 중견리더과정 입교식 (3.2)

○ 주한 멕시코대사 초빙강연 (3.12)

○ RINSA 안보포럼 (4.1)

○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안보과정 강의 (4.2)

○ 직무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4.21)

○ 학교 체력단련장 부지 항공촬영 (4.21)

○ RINSA 안보포럼 국제세미나 (4.30)

○ 국립공원 사진전 관람 (5.11)

○ 통일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5.12)

○ RINSA 안보포럼 (5.13)

○ RINSA 세종연구소 공동국제세미나 (5.14)

○ 국제안보학술회의 1 (5.24)

○ 국제안보학술회의 2 (5.24)

○ 국제안보학술회의 3 (5.24)

○ 주한 콜롬비아대사 내방 (6.8)

○ 이상목 교수 교양수업 강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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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보보과과 66급급 이이 정정 철철,, 77급급 박박 세세 원원,, ☎☎ 66333322,, 66333333))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전경영상 (7.1)

○ ’21년 전반기 성과분석회의 제작영상 (7.8)

○ 창설 제66주년 기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8.12)

○ 창설 제66주년 기념영상 (8.12)

○ 체력단련장 항공촬영 (9.9)

○ 국방대학교-세종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9.13)

○ 외국군 명절 간담회 (9.16)

○ 논산 전원마을 (9.27)

○ 한·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9.29)

○ 국군의날 포상·진금·승진 신고 (9.30)

○ 동북아안보정책포럼 (10.7)

○ 제13회 행복한 책나눔 축제 (10.22)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접견 (10.25)

○ 제17회 PKO 발전 세미나 (10.26)

○ RINSA 기초과제 발표회 (10.27)

○ 아데나워재단 공동학술세미나 (11.2)

○ 제4차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11.10)

○ 안보과정 특강(국방부장관) (11.15)

○ 안보학술세미나 (11.18)

○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11.22∼23)

○ 영국 국방아카데미 내방행사 (11.24)

○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 수료식 (11.26)

○ 국제친선교류의 밤 행사 (11.29)

○ 김종철 총장 이임 및 전역행사 (11.30)

○ 제66회 안보과정 졸업식 (11.30)

○ 제48대 국방대총장 취임식 (12.20)

○ ’21년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수료식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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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지휘휘관관 // 참참모모 인인적적사사항항

구구 분분 // 직직 위위 계계((직직))급급 성성명명 출출신신구구분분 보보 직직 일일

지 휘 부

총장
육군소장 김종철 육사#44 ’20. 12. 14.

육군소장 정해일 육사#46 ’21. 12. 20.

교 수 이석수 미.캔터키주립대 ’20. 3. 1.부총장

비서실장
육군중령 조남석 육사#58 ’20. 12. 28.

육군중령(진) 김영준 육사#59 ’21. 12. 28.

3 급 김정섭 경희대 ’20. 12 . 7.감 찰 실 감찰실장

교 수 하도형 중.북경대 ’20. 11. 16.

안전보장

대 학 원

대학원장

교학처장
육군중령 기세찬 육사#50 ’21. 1. 14.

육군대령 유상범 육사#50 ’21. 7. 19.

4 급 문대원 공예고 ’21. 7. 1.교학과장

육군대령 이춘주 육사#47 ’20. 3. 2.

국방관리

대 학 원

대학원장

공군중령 이문걸 공사#43 ’21. 1. 1.교학처장

4 급 김용주 성균관대 ’20. 1. 17.
교학과장

4 급 배경훈 서울디지털대 ’21. 7. 1.

공군대령 서석민 공사#37 ’18. 12. 26.

직 무

교 육 원

직무교육원장

4 급 김종진 한국체육대 ’21. 7. 1.교학과장

공군중령 표현상 공사#43 ’20. 3. 2.

교육운영실장 육군중령 윤홍규 3사#28 ’21. 3. 2.

해군중령 이창석 해사#48 ’21. 7. 1.

육군대령 김병춘 학군#29 ’22. 1. 3.

국제평화

활동센터

국제평화활동센터장

육군중령 박용채 육사#51 ’19. 11. 20.기획운영처장

해병중령 정춘오 해사#47 ’19. 11. 19.연구개발처장

육군중령 유명준 육사#51 ’19. 11. 27.교육훈련처장

교 수 김준섭 일.히로시마대 ’18. 10. 29.
국가안전

보장문제

연 구 소

연구소장

육군중령 김수환 육사#52 ’20. 1. 1.연구기획실장

육군대령 유상범 육사#50 ’19. 2. 14.안보전략연구센터장

육군중령 박민형 육사#52 ’19. 1. 15.군사전략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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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

보장문제

연 구 소

국방관리연구센터장 교수 문성암 연세대 ’19. 1. 1.

군사과학연구센터장 해군중령 강동수 해사#51 ’19. 8. 12.

동북아연구센터장 육군중령 김태현 육사#54 ’18. 1. 1.

북한문제연구센터장 교수 안경모 서울대 ’17. 1. 1.

예비전력연구센터장 3급 윤진영 조선대 ’18. 5. 1.

도 서 관
도서관장

교 수 신용도 미.콜롬비아대 ’17. 8. 1.

교 수 유동원 중.북경대 ’20. 3. 1.

학술정보운영과장 3급 최형기 고려대 ’20. 12. 7.

교 수 부

교수부장
교수 손경호 미.오하이오 ’21. 9. 1.

교수 노영구 서울대 ’20. 3. 1.

교육기획처장 육군중령 백승령 육사#51 ’20. 1. 1.

학사관리과장
3급 김정섭 경희대 ’16. 4. 1.

3급 손대성 국방대 ’20. 12. 7.

기 조 실

기획조정실장 육군대령 김금수 육사#46 ’20. 12. 30.

기획총괄과장
육군중령 박용채 육사#51 ’19. 11. 20.

육군중령 이규철 학사#21 ‘21. 11. 20

조직예산과장
3급 손동희 대구대 ’18. 6. 1.

4급 한상우 경기대 ’21. 12. 28.

재정과장 육군중령 김인섭 육사#48 ’19. 8. 7.

이전사업팀장 육군중령 백호기 학사#21 ’18. 12. 4.

행 정 부

행정지원부장
육군대령 김 현 학군#31 ’20. 12. 30.

3급 손동희 대구대 ’21. 12. 28.

인사과장 육군중령 박상기 학군#30 ’18. 12. 20.

군 수 과 장
4급 문대원 공예고 ’19. 7. 15.

4급 김수영 서울보건대 ’21. 7. 1.

정보통신과장 육군중령 한효섭 학사#23 ’19. 12. 5.

대외협력실

대외협력실장
육군대령 손경호 육사#49 ’20. 3. 1.

육군대령 이수진 육사#48 ’21. 9. 27.

대외협력과장 육군중령 신동조 학군#34 ’20. 11. 30.

홍보과장 육군중령 박재선 육사#49 ’19. 11. 28.

근무지원대장
육군중령 이규철 학사#21 ’19. 12. 9.

육군중령 이석구 육사#51 ’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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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편집집진진 (( 인인적적사사항항 ))               

구구 분분 부부 서서 직직 책책 계계 급급 성성 명명

편집위원장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육군대령 김금수

편집주간 기획조정실 기획총괄과장 육군중령 이규철

편집간사 기획조정실 기획행정담당 6급 박병수

편집위원

안전보장대학원
교육진행담당 5급 최경철

교육운영담당 6급 김명자

국방관리대학원
교육계획진행담당관 5급 김범섭

교무운영담당 8급 허윤아

직무교육원
교육진행담당 5급 문창오

과정평가담당 6급 김순홍

국제평화활동센터
지역연구담당관 5급 장우식

예산/행정담당 6급 전철호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기획담당관 4급 배경훈

연구행정담당 7급 박성희

도서관
기획제도담당관 4급 장옥란

전자도서관운영담당 7급 박혜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5급 최병하

정작장교 육군소령 이지훈

대외협력실
행사계획담당 8급 김현정

문화홍보담당 7급 박희연

교수부 교육운영담당 8급 이지숙

행정지원부 인사장교 육군소령 윤영철

감찰실 교육평가담당 6급 곽종현

근무지원대 본부중대장 육군대위 남기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담당 7급 문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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