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2021. 10. 국방대 56호
www.kndu.ac.kr

KNDU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가안보 정책 · 전략의 중심 국방대학교

국방대

2021. 10.
Vol. 56

04

KNDU 뉴스레터

09

학교 주요일정

10

특별기고
– 김효수 대령(국제평화활동센터장)

12

INSIDE KNDU

14

자랑스러운 동문을 찾아서
- 김영욱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17 안보과정)

18

외국군을 소개합니다
-브
 라질 벤투라(Ventura) 육군대령,
우간다 루쿤도(Rukundo) 육군대령,
키르기스스탄 샤이르벡(Shairbek)
육군대령

22

국방대 人
- 임철균(박사과정/군사전략),
김건우(석사과정/안보정책)

22

KNDU ISSUE

24

명예기자 기고
- SBS 이주형 부장('21 안보과정)

26

국방대 트래블
- 제주도

28

KNDU 쉼터

30

GLOBAL KNDU

발 행 인 김종철

편집주간 류동원

편집간사 박재선

편집담당 최성구

발

행 국방대학교 대외협력실 홍보과
Tel. 041-831-6331

3302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디자인·인쇄 휴먼스토리

KNDU 뉴스레터

외국군 수탁생
전통문화 체험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방대학교 외국군
수탁생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한복의 美에 대한 강연과 외국군 수탁생과
가족이 한복을 직접 입어보며 서로 절하기 등의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한국 효 문화진흥원을 방문해 효
문화 프로그램과 전통공예를 체험하면서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대-세종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세종연구소는 9월 13일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경쟁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모
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학술회의는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 한셴동 중국 정법대
교수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저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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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6·25 전쟁의 기억과 미래안보협력”
9월 29일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한-콜-미 국제
안보학술회의를 실시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
후 실시된 학술회의로 그 의미를 더했으며, 카이사 주
한 콜롬비아 대사가 학술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반기
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한-콜-미 국
제안보학술회의는 1세션에서 6·25 전쟁에서의 한국과
콜롬비아, 미국의 협력을 평가하며 혈맹의 기원을 찾아
봤고, 2세션에서는 미래에 대한 공동 대응, 특히 기후변
화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김종철 국방대 총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미국은 자유민주
주의 수호를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이라면서,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안보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도출할 뿐 아니라
서로의 우의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기념 특별 세미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10월 6일 서울웨
스틴 조선호텔에서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
회와 공동으로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을 개최했
다. 이번 포럼은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
합의 3주년을 맞이하여 ’9.19기념 특별 세미나
로 진행됐다. 9.19 평양공동선언 당시 대북특사
를 지낸 윤건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과 남북군사합의를 담당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남북군사협상에 참여
한 이상철 전쟁기념사업회장 등 9.19의 주역들이 참여한 이번 안보포럼에서는 9.19 정신의 교훈과 의미를 공유하고
미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9.19 3주년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 9.19의 주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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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수) 교수부장 임명 및 교수 승진신고

9월 8일(수) 호주전쟁대학 화상세미나

(교수부장: 교수 손경호 / 승진: 중령 이문걸)

9월 27일(월) 대외협력실장 보직신고(교수 이수진)

9월 30일(목) 국군의 날 포상·진급·승진신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키네마스터
스마트폰 전용 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 시대인만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학교 주요일정
(10 - 11월)

멋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전용 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 키네마스터』의 저자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효중 지음 | 행복에너지

김효중 박사는 ‘유튜브를 통한 제2의 삶 개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국방대 직무교육원에
서 강의하고 있으며, 15년여 동안의 기업체,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집대성
하여 이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을 통해 키네마스터를 활용한 영상편집 기술을 익힌다면, 스
마트폰으로 야외활동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편집하여 SNS를 통해 지
인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가 국방대학교에서 강의하는 학습 내용을 독자들이 간접 경험해 볼 수도 있다. 현장 강의의

안보문제연구소
· 아데나워재단 공동세미나(11.2.),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11.22.~23.)
안전보장대학원
· 안보학술세미나(11.18.)
국방관리대학원
·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11.11.)
국제평화활동센터 '21년 PKO발전 세미나(10.26.)

시간 제약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 보완한다면 더욱 알찬 영상편집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키네마스터 어플이 업그레이드 될 경우를 대비해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악기연주&지식나눔스튜디오’와 네

교수부 '21년 재경지역 미래안보아카데미 수료식(11.26.)

이버 밴드 ‘김효중의 KineMaster 동영상 편집 Academy’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니 구독자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역시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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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엔가입
30주년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3

3

_ 김효수 대령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장

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와 유엔과의 인연은

두 번째는 PKO참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세계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평화 애호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1993년에 최초로 유엔

세 번째는 적극적인 PKO활동은 PKO 참여국 간에 우호를 증진하고 국가안보의 외연을 확대하여 유사시

올

PKO부대를 소말리아에 파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30년이 지난
올해는 오는 12월에 서울에서 「2021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주최한다. 세계
PKO활동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해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과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
네 번째는 PKO부대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장비나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방산 장비 수출 등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국제현안 문제에 대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유엔 PKO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 위주의 PKO활동을 다양한

안보리 논의를 선도하였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UN PKO)에도 지금까지 16개국에 1만 7천여명을

대상과 범위로 확대하고 동시에 유엔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파병하며 적극 참여하였고, 현재도 레바논 동명부대나 남수단 한빛부대를 포함하여 5개 임무단에

파병부대의 성공적인 활동이 국가이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PKO 제반요소를

총 600여명을 파병하고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34위의 병력 공여 수준이다. 유엔 분담금은 11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국가급 PKO센터를 설립하는 등 앞으로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며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듯 PKO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최대 수혜국으로 UN PKO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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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이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PKO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PKO활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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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래안보아카데미’와
INTRODUCE

1

‘국제안보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미래안보아카데미
Q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국방대는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1

 강자들의 대부분이 정부와 군의 고위간부, 중견 법조인과 언론인,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의뿐만
A 수
아니라 활발한 질의 토론, 그리고 수강자들에 의한 자체 세미나 개최를 통해 수평적인 의견 공유 및 친밀한

‘미래안보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줌
교육플랫폼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매주 금요일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12회 교육이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 완료
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Q 올해 수업을 듣는 교육생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대면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의 강화, 미·중간 전략경쟁의
A 지
심화 등 중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나 고위 공직자들이라면

‘ 미래안보아 카데미’는 2 019년 처음으 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국가안보 관련 정책 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보현안 및 국방정책에

이러한 국가안보에 가해지는 위기와 도전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식견을 가져야

대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 합참, 연합사, 국회, 주요 언론사 및

할 것이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방안을

기업체 임원 20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올해도 총 42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2021 ‘미래안보아카데미’는 박영준·박창희·홍태영·노영구 국방대 교수와 황병무·한용섭

위해 미래안보아카데미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국방대 명예교수, 김상배·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근욱 서강대 교수, 이신화 고려대 교수, 이상철

잘 활용해 다양한 견해의 소통과 정책대안 강구에 활용

전쟁기념사업회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참석자들은 국내·외 안보 현안 및 안보정책 방향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전문가그룹-국가안보 관련 부서 관리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박영준 교수와의 interview
Q 국방대학교에서 ‘미래안보아카데미’ 과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대학교는 1955년 창설 이래 70여년간 군의 고급간부와 정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A 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캠퍼스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안보과정에 입교하지 못한 재경 지역
안보정책 관련 정부 공직자 및 군 간부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생겼고 그런

INTRODUCE

2

국제안보교육과정
국제안보교육과정은 주한 미군 및 주한 우방국
대사관 직원, 외신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취지에서 일종의 특별과정으로 본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6·25 전쟁, 한미동맹 안보정책에 대한

Q ‘미래안보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2019년에

 해 실시하는 미래안보아카데미는 <국가안보의 인문학>이라는 부제 하에 국가안보 관련 주제로 주목할
A 올
만한 저서를 발행한 국내 연구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저서에 대한 소개 및 국가안보정책에의 함의를

처음으로 개설했으며, 올해는 9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강생들은 전쟁이나 국제관계, 국가안보 주제에 대한 최신의

교육 이 실시되며 김원수 전 유엔사 무차장,

저서들의 저자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수강하면서 견식을 넓히고 수강생들 상호 간의 토의와 교류를 통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등 외교 안보

국가안보 네트워크도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국제안보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안보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과 토론으로 우방국간 이해 증진 및 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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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동문을 찾아서

또한, LX공사는 국가지점번호 검증기관으로서, 각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부여한 위치표지판 표시방식을
통일함으로써 구조 사각지대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국방대를 응원합니다

디지털트윈은 가상세계를 현실과 똑같이 만드는 디지털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LX공사는 최근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제주, 인천 등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디지털트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간정보사업을 발굴·확대하고 민간이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작년 11월 제주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제주 출신이기도 하셔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취임 1주년이 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2년의 타지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기쁘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의 선후배님들과 주위 분들께서 축하 인사를 많이 건네주셨고, 귀한 말씀들을 토대로 하루하루 성실히

_ 김영욱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17안보과정)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사해서 본부장까지 취임한 직원
가운데 제주 출신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함께했던

Q

선·후 배님들의 응 원과 어려움 에도

Q

현재, 동문님께서 계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불평 없이 내조를 해준 아내의 도움이

LX공사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도움을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동문과 가족 여러분.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입니다. 쉽게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에 감사함과

2017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졸업한 김영욱

말해 지적은 땅의 주민등록증과도 같다고 볼 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입니다. 우선 학교 소식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있는데요. LX공사가 추진하는 국토정보사업은

고향에서 마무리하게 된 만큼 내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지적재조사, 국가지점번호 구축, 디지털트윈 등

머무는 이곳이 최고의 일터가 될 수

당시의 첫 마음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공사가 오랫동안 구축한 위치정보 데이터에 디지털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술을 결합해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기 위한

Q

 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국방대 가족들을
안
위해 인터뷰 에 응 해 주 셔서 감사 합 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방 대학교 안보 과정을 졸업하고 L X
한 국 국토정보공사 (이하 L X공사) 디지털지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처장,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국토정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 축하 는 ‘지적재조사’는

교육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0년 11월

110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위해

말 제주지역본 부 장으 로 부임했습니다. 스마트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LX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공사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서 2012년

자리매김하기 위해 ‘通하는 제주 탐나는 국토정보

부터 지적도면과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땅을 정확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국토를 만들고 디지털트윈

하게 측량하여 이웃 간 토지 소유권 분쟁을 줄이고

모델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정보의 디지털화에 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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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쉽지 않았을

 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땅 인데요. 아름다운 땅
천
제주도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주도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많은 곳이 세계자연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경관과 희귀 생물 및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연구의 중요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제주지역본부는 한라산과 자연동굴 천연보호 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안전,
세계자연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진지동굴과 일제가 남긴 군사 유적지로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등의 군사시설도
있습니다.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 사료가치가 높아 시·도 문화재 등재를 위하여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지상과
지하의 안정성 검토와 변화를 예측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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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에 제출하는 논문을 준비하였고 주말에는
박사과정 논 문 을 준 비하느라 어떻게 시간 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2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지요. 안보과정 졸업을 앞둔 11월 말,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뚱뚱한
몸이지만 물구나무서기 등 국선도 시범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쾌하게 ‘고향역’을 드럼으로
연주하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받던 것도 좋은
추억거리고요. 안보과정을 다니면서 정부, 지방,
공공기관 국장님들과 국방부 등 다양한 분야의

Q

앞 으로 제주지역본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국토교통부와 LX공사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략 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중 한 곳으로 제주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 보존관리 방안인 비닐하우스관리시스템에
디지털트윈을 접목해 E SG경영에 일조하고 자
합니다. 더 나 아가 제주지역본 부 는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건강한 공간정보산업계와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지역본 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머무는 이곳이 최고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 중하 는 삶을 위해 일과 가정에서 워라벨을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쓸 생각입니다.

Q

 방대 안보과정 재학 중 기억에 남는 에피
국
소드나 추억이 있으신지요?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oundation

분들과 교류하며 뜻깊은 인간관계를 넓힌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Q

 방대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또는 당부
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존립을 매스컴이나 지면을
통해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과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안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국방대학교발전기금
국가안보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관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는 최신 안보 연구와 최상의 교육, 민간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 중심축이자,
세계의 안보 허브로 성장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전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루가 늦는다면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는 두 발 늦게 다가 올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국방대학교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국방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다양하게 했으면 합니다. 또한, 지방으로

당신의 작은 정성이

이전하면서 상당수 동 문들이 국방대 인재풀이

큰학교(國防大),

좁아졌다고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들 이 발로 뛰어야

큰나라(大韓民國)의

하겠습니다. 저 역시 국방대 안보 교육의 발전을

울타리(國家安保)가 됩니다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국방대 가는 길이 시원하게

2017년 국방대 안보과정 입학은 처음의 연속

뻥 뚫어져 있습니다. 국방대도 큰 길을 내는 것처럼

이었습니다. 서울 수색캠퍼스에서의 마지막 입학생

도전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뻗어 나아갔으면

이었고, 논산캠퍼스에서의 첫 졸업생이었기 때문

합니다.

입니다. 캠퍼스 가 충남 논 산으 로 이전하면서
자연과 함께하 는 시간 을 보냈고 방학 기간이
길어져 논문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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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을 소개합니다

Q

자기소개를 한다면?

한국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점이 한국으로부터

벤투라 대령_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벤투라입니다. 1990년 임관 이후 정보작전과 공보

공부하는 것은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사고력을 한

분 야 에서 근 무하였고 , 한 국으 로 오 기 전에는

단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 기술에 중점을 둔 군사 교육기관인

벤투라 대령_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알면서부터

‘브라질 육군 e-러닝센터’를 지휘했습니다. 저희는 군

한 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훌륭한 직업군인이셨고,

동안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죠. 그 후

여동생은 현역 공군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나 문화, 뛰어난 제품 등이 세계에

저는 이 점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지면서 한국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루 쿤도 대령_ 안녕하십니까. 우 간다 에서 온

커졌습니다. 한 국은 수십 년 만에 지구 촌에서

루쿤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급격히 위상을 바꾼 나라입니다. 마침 해외에서

두고 있는데 같이 한 국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고, 주저 없이

그래서 늘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한국에 오기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에는 우 간 다 육 군 본 부 이념훈련 개발부 서

벤투라 육군대령

(Ideological Training and Development)의
책임자로 근무했고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에서
국방전략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샤이르벡 대령_ 반갑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공부하러 온 샤이르벡입니다. 1998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국방대에 오기 전까지 여러 부대의
다양한 직책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같이 오지
못해서 늘 아쉬워요. 특히 제 아 들 Bectur는

세 친구의 우정
_ 브라질 벤투라(Ventura) 육군대령, 우간다 루쿤도(Rukundo) 육군대령,
키르기스스탄 샤이르벡(Shairbek) 육군대령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작년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 보러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 좋겠네요.

Q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에 입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루쿤도 대령_ 2016년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에서
세계 최대의 축제인 리우 카니발과 삼바 축구로 유명한 브라질. 풍부한 동식물 자원이 있고 고릴라 트래킹을 할

공부할 때 그곳에서 사귄 많은 장교들과 ‘한국의

수 있는 우간다. 산과 하천에 의한 지형변화가 많은 산악국으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르기스스탄. 멀고도 먼 세 나라의 장교가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에서 만나 우정을 쌓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한국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 어떻게

생활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브라질 벤투라 대령과 우간다 루쿤도 대령,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샤이르벡 대령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다.

18

샤이르벡 대령_ 키르기스스탄의 군사위협 경계는
국방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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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디테일한 기술은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샤이르벡 대령_ 가족과 떨어져 먼 나라에서

저와 같이 한 국 에 사 는 외국인들 에게는 정말

바다도 볼 수 있고 특히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데

생활한다는 것은 늘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가보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몇 달

것은 역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한국에

싶은 곳입니다.

동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정이

도착한 이후 제가 무언가 어려움 을 겪고 있을

샤이르벡 대령_ 한국은 산과 강, 바다의 아름다운

많은 한국인들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고, 이제는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한국사람들은 항상 저를

자연경관이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왔다면 이곳저곳

매운 음식도 곧잘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본

많이 여행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 장 좋 은 점은 이곳 에서 다 른 나 라의 많은

미소와 친절한 설명, 끈기와 인내심은 저에게 가장

키르기스 스탄에는 바다가 없어서 가족 모두가

장교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의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곳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봤으면 참

생활이 여전히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는 그들과

언어적인 어려움과 생활방식의 차이, 코로나19라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훗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 구하고 다양 한 문화 를

반드시 다시 방문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를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는 것을 알고

여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벤투라 대령_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으로 안전하면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루쿤도 대령_ 2020년 2월 국방어학원에 입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경험을

루쿤도 육군대령

루 쿤도 대령 _ 우 간 다 에서는 올 해 처음

으 로 국 방 아 카 데 미( N a t i o n a l D e f e n c e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친구가 말했듯이 한국의

Academy)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국가안보과정

가장 큰 매력은 한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의 교육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마 치 고 우 간 다로 돌 아가 면 국 방 아 카 데 미에

도움을 줬어요. 덕분에 재밌는 한국 생활을 보내고

들어가 대한 민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있고 요. 간단한 의사소통 은 가 능할 정도 로 제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간다와 한국은

한국어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58년간의 수교를 이어왔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도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인이 보여준 친절과 우정

있었지만, 양국의 노력 끝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때문에 계속 한국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교류 역시

샤이르벡 육군대령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네 명의

벤투라 대령_ 제 고향인 리우데자네이루로 돌아

한국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우간다 고위장교들이 한국의 여러 곳에서 군사

가서 육군 교육문화부(Army`s Department of

교육과정을 밟고 있죠. 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Education and Culture)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벤투라 대령_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산업, 기술에

군사 기술과 언어 능력, 문화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접했던 문화와 기술을 이곳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이 알려주려고 해요. 특히 한 국에서 만났던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혁신 프로세스에

마찬가지로 두 나라가 지금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노력할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 하 는

루쿤도 대령_ 코로나 상황이 진전된다면 DMZ와

샤이르벡 대령_ 국방대에서 수많은 안보 이슈에

부분이죠. 아!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부산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DMZ에 가서 세계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만나지 못했던 제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있습니다.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이곳에서의

생각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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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보과정 졸업 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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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人

Q

민간인 신분의 학생이 말하는
국방대학교

반대로, 공부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김_ 아무래도 학교가 도심과는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고 교통이 불편한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_ 임철균 박사과정/군사전략, 김건우 석사과정/안보정책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해서인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_ 방대학교 학생이 현역 장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인
신분의 학생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BK21’이라는
학술사업을 통해서 석, 박사 학생들의 장학금부터 연구실적
관리, 향후 진로까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학술사업을 진행하거나
포닥(대학교나 학술전문연구기관에서 박사 취득 후 특정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제도를 운영하는데 국방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Q

국방대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할까요?
김_ 국방대는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교육기관이지만, 군부대

라는 특성상 민간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민간 영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국방대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홍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방대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Q

임_ 국방대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술사업과 교류를
 무래도 일반 대학과 는 다른 점이 있을
아
텐데요. 민간인 학생으로서 느끼는 국방대
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행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대만의

그때 교수님들께 깊은 감명을 받았고 수업이 제게는

임_ 다른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세계적 석학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포닥 제도의 활성화와도 연결이 될

힐링이 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후 군사전략

과의 교류입니다. 수킴, 토비 달튼과 같은 세계적인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학자들과의 교류, 그리고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

고민 끝에 국방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학술 교류는 다른 일반 대학에서는

임철균(이하 임)_ 지금은 전역했지만, 현역

장교 시절에 국방대 야간 석사과정을 다녔었습니다.

김건우(이하 김)_ 평소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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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없는 국방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입니다. 이점을 잘 살려서 안보 학술사업을 더욱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대를 졸업하는 양질의 석박사 자원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Q

앞으로 국방대에 입학하게 될 후배 민간인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임_ 제가 생각하기에 국방대학교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국내 최고의 안보 전문 대학원으로 세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정말 재미있다는

김_ 안보 분야에 대한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적인 석학과의 교류나 교수님들의 학문적 수준은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반면, 타 대학과의 학술 교류사업은

생 각 을 했 습 니 다. 그 러 다가

있다는 점과 최고의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국방대학교보다 더 좋은 안보 전문

국방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해서 현역 군인분들과

교육기관은 없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곳에서 배워보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있다는 점 역시 국방대만의 장점이고요.

김_ 학교 특성상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방대학교에서 성장하실 모든 민간인 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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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기고

오랜 취미인 야구(배팅)를 잘하고 싶다고 트레이너에게 밝혔다. 그렇게 만들어진
속성 프로그램은 역시 코어, 코어, 코어였다. 스쿼트와 불가리안 스윙, 역도 등
프로그램 대부분이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을 코어(core) 근육을 통해 최대한
손실 없이 팔과 다리로 전달해 운동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스윙은 하체로 만든 수직 운동에너지를 코어의 회전을 통해 수평 운동에너지로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였다. 코어가 그만큼 단단해야 하지만 온몸이 뻣뻣할
정도로 힘을 넣은 채로는 제대로 스윙할 수 없으므로,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머리와 몸으로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평소에는 부드럽다가 힘을 써야 할 때는 뾰족하게. 바로 서예에서 붓이 움직이는
법과 닮았다. 이사 온 집 근처에 요즘 구경하기 어려운 서예원이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PT와 달리 뚜렷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관심이 많았고(지금은 폰트에 대해 그렇다),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글씨체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해두자.
야무진 꿈이었다. 내가 한 달 내내 한 것이라고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선
긋기와 원 그리기가 사실상 전부였다. 학창 시절에는 글씨 좀 쓴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막상 해보니 선 긋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손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낭창낭창하게 붓을 나아가다가 획의 마디마디에서 “붓모가

글쓰기와
몸쓰기

목의 ‘글쓰기’는 작문(writing)이 아니라, 서예(calli-

제

휘청하도록” 붓끝으로 종이를 “찌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뜻조차 이해가

graphy)를 가리킨다. 한자문화 권에서 서예의 역사는

잘 안됐다. 그런데 하다 보니 붓끝으로 종이를 “찌르는” 순간이 바로 하체에서

길고도 길지만, 우리가 서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

만들어진 힘이 코어를 거쳐 공을 던지고, 스윙으로 공을 타격하는 순간이었다.

고작 70년 남짓한 세월이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일본에서

또 큰 종이에 붓글씨를 쓸 때는 팔도 크게 휘둘러야 했는데, 그때도 몸의 중심-

되가져온 일로도 유명한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이 이 말을

코어-은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극과 극에 있다고 여겼던 정적인 서예와 동적인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T가 같은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쓰는 대로 ‘서도’(書道)라고 불렀다.

뿐만 아니었다. 내가 선 긋는데 몰두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생님은

중국에서는 ‘서법’(書法)이라 한다. 예(藝)든, 도(道)든, 법(法)이든

그만하라고 했다. 그렇게 한번에 몰아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험

뜻의 무게가 만만찮다. 그래서일까. 뭐든 가볍고 기동성 있어야

많아 보이는 PT 트레이너도 내가 반복해도 잘 안되는 동작이 있으면, 일단 멈추고

하는 요즘, 서예는 학교 교육에서 거의 사라졌다.

다른 동작을 연습시켰다. 안되는 걸 무리하게 붙들고 있지 말고 다음에 다시

육체미(肉體美). 듣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이 번질 거리는
이 단어도 한물갔다. 한물간 정도가 아니라 사어(死語)가 됐다.

_ 이주형 부장(SBS)
2021 안보과정

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요즘 각광 받는 말은 PT이다. 그저 근육을 불리는데(소위 벌크업)

물론 나이에 따라 다르고, 배움의 수준에 따라 대처법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좋은

주목적이 있는 육체미와 달리, PT-도 PT 나름이겠지만-로 불리는

스승은 중용의 가치를 안다. 전에는 왠지 뜨뜻미지근한 ‘중용’ 이라는 말에 호감이

운동 프로그램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힘을 효과적이고 폭발적으로

안갔다. 이도 저도 아니고 적당한 타협에 그치는 가치관으로만 여겼다. ‘불광불급’

쓰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는 것 같다.

(不狂不及)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 나아가고

책과 유튜브, 그리고 헬스장 어깨너머로 요령을 익히다 난생처음
꽤 비싼 돈을 내고 PT란 걸 받아봤다. 체중을 늘려서 힘을 키우고,

24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되던 동작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어디서 그칠지 아는 중용이야말로 대단한 경지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눈
감고 코끼리 만진 격인지 모르겠지만, 서예와 PT를 배우며 든 단상이다.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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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DU 트래블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영산

모두가 사랑하는
꿈처럼 아름다운 섬

제주도

에메랄드빛 바다와 독특한 자연환경, 수많은 명승지가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관광자
원이 된 섬, 바로 국내 필수 여행지 ‘제주도’다. 백록담, 용두암, 만장굴, 오름 등 화산섬의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볼거리뿐만 아니라 남해의 온화한 기후 속에 야자수와 돌담이
이웃한 특별한 풍경까지, 오직 제주도만이 가진 매력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수
많은 여행객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
은 없다는 제주도. 가을을 닮은 풍성한 여행지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산방산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의 3대 산으로 꼽히
는 ‘산방산’은 평야 지대에 홀로 우뚝 솟아 있어 제주
서남부 쪽에 가면 어디서든 보인다. 정상에 분화구가
있는 제주도의 많은 화산과 달리 종 모양이라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바닷가와 바로 접해있는 데다
약 400m에 달할 만큼 높은 산이다 보니 종종 신비스
있거나 바람을 따라 휘몰아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
덕이게 된다. 불상이 안치된 자연 석굴인 ‘산방굴사(山
房窟寺)’는 이렇듯 영험한 산방산만의 분위기에 깊이
를 더하는 명소이리라.
산방산 바로 앞쪽으로는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는 한
마리 용의 기세를 닮은 용머리 해안이 있다. 해식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경관이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곳이

우도

다. 바다가 잔잔한 날이라면 유람선을 타고 주변을 전
체적으로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제주도 부속섬 중 가장 큰 섬인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듯한

이호테우 해변

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구름이 산머리에 걸쳐
보고 있노라면, ‘영산’이라는 수식어에 절로 고개를 끄

세계 3대 홍조단괴해변을 품은

SNS에서 ‘핫’한 풍경 맛집

소나무 숲의 장막 앞편으로 어두운 빛의 모래와 자갈이 카펫
처럼 깔린 ‘이호테우 해변’의 모습은 매혹 그 자체다. 큰 규모의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시내에서 약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
은 데다 대중교통도 잘 갖춰져 있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관
광객이 찾는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해변 끄트머리에 서 있는 두 개의 ‘조랑말 등대’이다. 멀리
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거대한 크기에 드넓은 하늘과 바다
를 배경으로 흰색과 빨간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니, 너나 할
것 없이 셔터를 누르게 되는 사진 명소일 수밖에. 썰물 때를 잘
맞춰 가면 ‘조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제주의 전통 고기잡이,
‘원담’도 구경할 수 있다. 해가 완전히 저물면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 캠핑장에서 별빛을 벗 삼아 가을밤을 만끽해보자.

모습으로 오래전부터 ‘소섬(쉐섬)’이라 불렸다. 한 해 평균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지중해 뺨칠 정도로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눈 뜨기가

바다와 함께 걷자

힘들 만큼 새하얗게 반짝이는 해변 ‘서빈백사’가 특히 유명하
다. 예전에는 산호모래라 했던 이곳의 하얀 알갱이가 최근 홍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조류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에 단 세 곳뿐인 ‘홍조단괴해변’으

성산일출봉

로 승격, 더욱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 남들보다 하루라

한담해안산책로

도 먼저 가서 조금 더 오래 거닐어보길 바란다. 맨발로 밟으면
일반적인 모래보다 촉감이 훨씬 부드럽고, 밟을 때마다 사각
거리는 소리가 나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이 외에도 ‘검멀레 해
수욕장’, ‘비양도’, ‘망루등대’ 등 둘러볼 곳이 많다. 당연한 얘
기지만, 배를 타고 가야 하니 기상 확인은 필수다.

그 이름도 유명한 ‘성산일출봉’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2011년 ‘대한민국 자연생태관광 으뜸명소’ 선정,
2012년 ‘한국관광 기네스 12선’ 선정 등 따라갈 수 없
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제주도 명소 중의 명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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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에서 곽지과물해변까지 1.2km 길이의 구불구불한 해안
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로. ‘한담해안산책로’,
또는 ‘곽금올레길’이라고 불린다. 손 뻗으면 닿을 가까운 곳까

다. 펄펄 끓는 마그마가 바닷물을 가르고 솟아올라 만

지 밀려오는 옥빛 바다와 산책로를 둘러싼 먹색의 용암 바위

들어진 이 남다른 태생의 봉우리는 언제 봐도 압도적

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독특한 풍경 덕분에 2009년 '제

인 존재감을 뿜어낸다. 정상에 오르려면 꽤 가파른 계

주시의 숨은 비경' 31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 시간이면 왕복

단을 올라야 하지만, 20여 분만 고생하면 진정 가슴

도 할 수 있는 다소 짧은 길이 너무 아쉬우니 최대한 느릿느릿

이 웅장해지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거대한 사발을

걸어보자. 홀로 방문한 이에게는 바다가 말을 걸어줄 것이다.

닮은 너른 분화구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놀라운

이곳은 제주도의 서쪽에 있어 일몰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스케일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감동적이다. 특히 이

특히 맑은 날이면 하늘과 바다가 온통 타는 듯한 주홍빛으로

곳의 일출은 영주 10경(제주에서 특히 경관이 뛰어난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노을빛이 사그라들 즈음, 이번에는 산

열 곳) 중에서도 최고라 불릴 정도이니 아무리 아침잠

책로 주변에 불빛이 켜지며 낭만적인 밤바다의 풍경이 펼쳐진

이 많은 이라도 반드시 경험해볼 것.

다. 꼭,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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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DU 쉼터

부드러운 향으로 마음에 안정을 주는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고자 티타임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캐모마일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머금고, 가만히 앉아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면

캐모마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은 달콤하고 부드러

어느새, 몸과 마음에 편안함이 가득 차 있다.

운 사과향과 비슷하며, 심신 안정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

이처럼 온기 가득한 차 한잔으로 얻는 휴식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어 자기 전에 마시는 차로 많이 추천되는 대표적인 허브

코로나로 인해 반복되는 하루가 조금씩 답답하게 느껴지는 요즘,

나를 위한 시간,

차 한잔의 힐링

우리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쉼’을 내어준다. 조금씩 추워지는 가을날,
차 한잔하며 나를 위한 시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가을에 피어오르는

한 모금만으로 충분한 가을의 맛 우롱차
녹차와 홍차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반발효차 우롱차, 찻

국화로 만든 국화차

잎을 채취해 건조한 뒤, 솥에다 덖는다. 잘 익은 찻잎을 둥

국화차는 약재로도 쓰일 만큼 영양 만점인 차

는 낙엽을 보는듯한 황색을 띠고 있으며, 구수한 특유의 향

그리고 감잎차

로, 마치 가을의 은행나무잎처럼 노란 색감에

기를 가지고 있다. 높은 온도에서도 잘 용해되지 않는 특징

국화 특유의 그윽한 향기와 고소한 맛을 간직하

때문에 찻잎을 물의 반절 정도 넣은 뒤 뜨거운 물을 부어

가을하면 생각나는 감,

고 있다. 뜨거운 물 200mL에 말린 국화 2~3송

바로 우려내어 먹는데, 뜨겁게 마실수록 제맛이 난다. 항산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열매 감,

근 구슬 모양으로 비벼서 한 번 더 건조하면 완성. 우롱차

이를 넣고 처음 우려낸 물을 버린 후 두 번째 차

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잡티를 비롯한

졌지만, 감나무 잎은 정

부터 마시면 가장 향긋하게 즐길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아토피

보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

간편한 방법으로는 말린 국화 4~5송이 정도를

나 피부염 같은 피부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해주기도 하

생소한 느낌을 준다. 감잎은 풍부한 비타민 C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군 다음 500mL의 물을 넣

는 고마운 차다.

를 함유하여 지금 같은 환절기에 먹기 좋은 차

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인 뒤 마시면 된

감의 효능은 익히 알려

로, 향과 맛이 강하지 않아 어린아이들도 보리차처럼 친숙하게 즐

다. 이때 취향에 따라 꿀을 더해도 좋

길 수 있다. 또한 칼슘과 타닌 성분으로 골다공증 완화에 도움이 되

다. 비타민 C와 B, 베

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

타 카로틴, 폴리페

을 가진 감잎차는, 물 1~2L에 찻잎을 6g 정도 넣고 10분에서 20분

놀, 플라보노이드 등

정도 우리면 더욱 향긋한 풍미를 보여준다. 이번 가을엔 달콤한 감

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

도 먹고 따뜻함을 주는 감잎차도 먹어보자!

강과 두통에 탁월

붉은 가을 단풍처럼
고운 빛깔의

석류차

파란 가을 하늘에
어울리는 붉은 차

는 캐모마일 향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차로 사랑받는 이
유 중 하나이다. 간편하게 차를 즐기고 싶다면 물 400mL
에 티백 1개를 넣고 3분 동안 끓여 내는 방법이 있다. 취
향에 따라 우유를 넣어 먹어도 좋다. 캐모마일은 칼륨과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
을 주고 항암, 항노화에 효과적이며 콜레
스테롤을 낮춰준다. 다만 지혈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 쿠마린이 들어 있어
수술을 앞두거나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봄부터 키워 가을에는 꽃차로,

메리골드차

로즈힙차

국화과에 속하는 메리골드는 ‘반드시 오고야

다양한 과일들을 수확하

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꽃말로 많은 사람에

는 추수의 계절 가을에 어

게 사랑받고 있는 꽃이다. 메리골드는 다른 명

울리는 과일 차 로즈힙은 예

칭으로도 불리는데,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익숙

로부터 잉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한 이름 금잔화가 그것이다. 메리골드차는 보리

젊음의 비약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차를 닮은 노란 빛깔에 산뜻하고 상쾌한 허브

석류차는 찻잔 안에 단풍이 담겨 있는 듯한 불

항산화 효능을 자랑하고 있다. 붉은색과 상큼한 맛이 특징

티의 맛을 가진 매력적인 차다. 1L 주전자에 적

그스름한 색과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주로 으

인 로즈힙차는 티스푼을 사용해 찻잎을 한두 번 정도 넣

게는 3개 많게는 5~6개의 꽃을 넣어 중간 불

깬 석류에 설탕이나 꿀을 곁들이거나 취향에 따라 레몬을 더해 마신다. 석류

고 80도 이상의 따뜻한 물로 5분 이상 우려낼 때 가장 좋

에서 15~30분간 취향에 맞게 우려내면

차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석류를 둥글게 썰어 1잔에 1∼2쪽을 담가 우

은 맛을 낸다. 취향에 따라 벌꿀을 추가해 먹거나, 히비스

된다. 국화차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려먹는다. 예로부터 원기를 북돋아 주는 차로 전해져 왔으며, 비타민 A, C, E

커스(꽃차)와 블랜딩하여 먹기도 한다. 로즈힙은 매우 풍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감기 예방과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

부한 비타민을 가진 과일로, 레몬보다 20배가량 높은 비

건강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가 있으며, 혈관을 맑게 해준다. 단, 석류에는 약산성을 띄는 알칼로이드와 타

타민 함유량을 자랑한다. 또한 엽산,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도 사용한다. 하루에 2~3잔

닌산 등 치아와 위에 자극이 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하루 2∼3잔 정도 마

등 다양한 성분들로 면역력을 높여주며 암과 각종 질병 예

정도 마시는 걸 추천

시는 것이 가장 좋다.

방에 도움이 된다.

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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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다. 또한 사과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보여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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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DU

Q.Plans after graduation?

Introducing our Foreign Officer - Army Colonel Ventura of Brazil, Army Colonel Rukundo
of Uganda, Army Colonel Shairbek of Kyrgyzstan
Brazil, the nation with the world's largest festival of the Rio Carnival and Samba-like football. Uganda,
the nation possessing unparalleled abundance of fauna and flora and where one could go trekking with
gorillas. Kyrgyzstan, the "Middle Asia's Switzerland," boasting exotic landscapes filled with mountains
and streams. Though once far apart from one other across the globe, three officers from these nations
have converged at KNDU and built strong friendships ever since. I was lucky enough to speak to Colonel
Ventura of Brazil, Colonel Rukundo of Uganda, and Colonel Shairbek of Kyrgyzstan, who have unanimously
declared their fondness of life in Korea.

Q.

Driving force behind your decision
to enroll in KNDU?

Rukundo A discourse with fellow officers that I
befriended during my study at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f Malaysiaregarding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kindled an interest in Korea within me
for the first time. Given the opportunity, I wanted to
learn just how Korea was able to achieve such rapid
economic growth.
Shairbek The military threats faced by Kyrgyzstan
are highly synonymous to those of Korea, so naturally
I thought there must be a lot to learn here. I believe
studying here in KNDU is a good opportunity to
enhance the level of my strategic and diplomatic
reason.
Ventura My knowledge and interest in Korea
stemmed from my reverence for the ex-U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 He had built a lasting legacy
for 10 years by the time he stepped down. Since then,
Korean films, culture as well as innovative products
have disseminated across the globe with great effect,
only to amplify my desire to study in Korea at one point
in my life. Korea is a nation that managed to drastically
elevate their statu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was faced with the opportunity to study abroad at last,
and I selected Korea without hesitation.

Q.How is life in Korea?

Shairbek It's never easy living apart from
your family in a foreign country far away fro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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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given that I hadn't ever visited Korea prior to
this stay, the first few months were very difficult. But
thanks to the kind and affectionate Korean people, I
adapted quickly, and I can even finesse through spicy
food now. The thing I adore most about my life in
Korea is that I have befriended countless officers from
various nations. To my honesty, I'm still adjusting to
Korea, but it doesn't take away from the fact that I am
enjoying the process alongside them. I believe all my
experiences here will pay off in the future.
Ventura I can state with conviction. I am very satisfied.
I love it here. Public security of the highest standard to
instill a sense of safety, and detailed technologies that
aid our daily lives all offer great allure to foreigners
like me. But above all, the Korean people placed the
greatest lasting impression in my mind. Ever since my
arrival in Korea last year, the Koreans near me were
always willing to extend their helping hands whenever
I was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I will never
forget their smiles, kind explanations, perseverance
and understanding. Moreover, I am well aware that
they are always trying their best for me to be able to
experience a variety of avenues of the Korean culture
despite my language barrier, difference in habits and
all the difficulties thrown at us by COVID-19. Through
this occasion, I want to express my utmost gratitude.
Rukundo Since my matriculation in KDLI on February
2020, I'm having a memorable experience living in
Korea. As my two friends already stated above, I think
Korea's greatest appeal lies in its people. Countless

number of people helped me settle down here. I have to say, my
Korean language ability has continued to evolve for me to be able to
take part in simple dialogue, and I'm quite satisfied with myself for
this improvement. I think I will have Korea on my mind even after I
return home thanks to the kindness and friendship of the people of
Korea.

Q.What is on your TO-DO list for Korea?

Ventura I'm very interested in the culture, industry, and
technology of Korea. I would very much like to study the advanced
level of knowledge and innovative processes of global corporations
like Hyundai and Samsung.
Rukundo I want to visit the DMZ and Busan if the COVID-19
situation gets better. Visiting the DMZ, I want to experience the
reality of the sole divided nation in the status quo firsthand. You
know what the saying around Busan is: it's the second great city of
Korea. I've heard that when you are in Busan, you can see Korea's
beautiful ocean landscape, and more importantly, taste amazing
food. I haven't got much time left, but these are places I really want
to visit.
Shairbek Korea is inundated with the natural beauties of its
mountains, rivers, and oceans. Had my family been here with
me, we would've traveled to such places…. it saddens me that
I am without them here. In particular, as there simply are no
oceans in Kyrgyzstan, I think it would've been quite a spectacular
experience had my family witnessed the crashing waves of the
ocean altogether. I know it's probably not likely to happen this time,
but some day I hope I could visit Korea once again and travel its
beautiful coast.

Rukundo Uganda launched the
National Defense Academy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and plans to open a
national security course next year. After I
graduate from KNDU, I plan on returning
to Uganda to join the National Defense
Academy and put my experiences and
knowledge acquired from KNDU to
use. Let me just mention that Uganda
and Korea has maintained a diplomatic
partnership for 58 years. There have
been difficult times along the way, but
due to bilateral efforts, we now possess a
relationship with an unprecedented level
of cooperation. Military exchange also has
been highly active. Just this year, a total
of four Ugandan high-ranking officers are
currently in various military educational
courses in Korea. These individuals will
acquire skills in the area of military,
language and culture and will serve as
bridges between our nations. I will pour
my heart and soul out to develop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countries to an
enhanced level as well.
Shairbek Debating and thinking about a
multitude of security issues in KNDU, I am
learning so much. Once I graduate and
return home, I am going to place great
effort into develo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yrgyzstan and Korea using my
educational background here.
Ventura Once I return to my home in
Rio de Janeiro, I plan to serve in the
Army'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ulture. I want to transmit the culture and
technology experienced in Korea to my
people in Brazil. I won't forget to maintain
the invaluable friendships I made in
Korea. I value friendship greatly. Ah! Of
course, when I go back, I am going to
spend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whom I
miss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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