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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세전망

벨라루스

러시아

통하여 독일에 직접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에

당 부분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큰

대해서는 2019년부터 ‘POS’(Power of Siberia) 가스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관을 통해 향후 30년에 걸쳐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전쟁을 통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측면은 바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가스관이 아닌 LNG 형

로 유럽의 군비증강 조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태로 수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격 때문에 새로운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급변하였고,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할

또한 러시아는 점차 EU와 중국에게 가스 대금을 달

수 있게 군비증강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나

러가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달

토의 군사력 증강을 각 국가가 주창하며 국방비 예

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2020

산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독일도 내

년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의 갈등을 타

년 국방예산 규모를 GDP의 2% 이상으로 편성하겠

결하여 향후 5년간 러시아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경

다고 선언했고,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 가

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에 공급하기로 약속함으

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과적

로써 우크라이나는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

으로 서방의 군수산업계는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

을 보장받게 되었다. 동시에 소송으로 받게 된 30억

번 사태는 그동안 푸틴의 공세적 행동을 지적해 온

_ 이홍섭 교수

달러를 러시아가 주기로 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불편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한 관계가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오비이락(烏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통해 EU의 단합을 끌

飛梨落)일까? 이 반가운 결정이 있고 몇 시간 후 미

어냈고 러시아를 주적화하여 미국 의존적 안보 구조

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Nord

를 항구화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단상(斷想)

폴란드

키예프
하르키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몰도바
루마니아
크림반도

흑해

자료 : 외신종합 2022. 02. 27.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째 계속되고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러시아가 공세적인 외

Stream 2’ 건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완

일찍이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부당한 평화가

있다. 최초에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교·안보 정책을 전개하며 유럽의 분열을 획책하고 영

공을 몇 주 앞둔 4,000Km에 달하는 가스관 공사를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

는 생각하지 못했다. 기껏 러시아가 월등한 군사력을

향력 확대를 도모한다면서 경계하고 있다. 어느 측

중단시켰다. 명목적인 이유는 유럽의 동맹국인 독일

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

동원해 약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힘을 과시하여 나

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지는 진영에 따라 명

이 러시아에 과도하게 자원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 나오고 있는 이번 우크라이나사태를 보면서 전쟁

토 가입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정

백히 나뉜다. 다만, 러시아는 2007년 푸틴의 뮌헨

맥락이다.

의 참상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조지 오웰이 그랬

도에서 그칠 줄 알았다. 그런데 러시아의 기대와는

연설을 기점으로 서방(미국)의 지속적인 나토 확대,

EU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다. ‘전쟁이란 부자들이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달리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끈질겼으며 러시아군은

MD체제 구축에 대하여 위협인식을 표명하며 미국

비율은 25%이다. 그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번 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러

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구소비에트 국가 및 동유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으

크라이나 전쟁이 설마 미국의 셰일 산업 그리고 군

시아군은 3일 치 식량만 준비했다느니 전쟁이 아니

럽 국가에서 벌어진 ‘색깔 혁명’을 통한 정권교체도

로 경제제재에 동참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산업 분야의 판로 모색을 기저에 두고 벌어진 것

라 훈련에 참가하는 줄 알고 나섰다는 믿기 어려운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 가스 수입을 당장 80%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결

은 아니길 바라본다. 미국의 일부 지성들은 현재 미

얘기들이 오간다. 어쨌든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

우리는 이번 전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

정은 앞으로 더 비싼 가스를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

국에는 냉전 당시 보다도 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하는 러시아로서는 도대체 체면이 서지 않는 전쟁을

다. 첫째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큰 변화를 동반한 미·

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엄청난 규모

을 고민하는 엘리트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전쟁이 종결될지는 예단할

러 간의 에너지 패권 경쟁이라는 점이다. 미국 셰일

의 경제적 추가 부담인 만큼 일부 국가들은 반대 의

우려한다. 오히려 비둘기파들의 장기적인 침묵과 새

수 없지만 군사강국 러시아에게는 부끄러운 전쟁이

가스의 대량 생산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

사를 밝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 가격

로운 형태의 매카시즘이 반러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될 조짐이다. 거기다 민간인의 희생이 커지면서 국제

을 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고 중동

안정을 위해 이미 가동 중인 ‘Nord Stream 1’은 포

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들이 러시아를 더욱 중국 편

적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되었다.

에너지에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도 러시아 석유를

으로 내모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중국은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러시아는 나토의 지속적인

자국의 풍부한 셰일가스 판로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계속해서 수입할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로부터 싼 가격의 천연가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순망치한의

이르렀다. 이러한 시기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낮은

러시아에 대한 수입 감소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셰일

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남의 전쟁으로 앉아서 이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자

가격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비국

가스에 의해 상당 부분 대체될 모양새다. 미국으로서

득을 취하게 되었다. 이건 분명 미국이 원하던 모습

신들의 안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을 찾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Nord Stream 1’을 개

는 미소가 피어나는 대목이다. 반면 국가 예산의 상

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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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요직위자 대거 이동
국방대는 2022년 2월 28일 학교 주요직위자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직위 중
부총장, 안전보장대학원장, 국방관리대학원장은 국방대 총장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주요 인사는 △부
총장에 하도형 교수(전 안전보장대학원장) △안전보장대학원장에 홍태영 교수 △국방관리대학원장 노명화 교수
△도서관장 이춘주 교수(전 관리대학원장) △감찰실장 손대성 부이사관(전 교수부 학사관리과장)이 임명되었다.
이외에도 전 감찰실장인 김정섭 부이사관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며, 다수의 교수 및 교직원 또한 보직 이동이 이
루어졌다.

2022년도
학위과정 입학식
2022년 2월 23일 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정해일 국방대 총장 주관으
로 2022학년도 학위과정 입학식을 실시했다. 이번 학위과정에는 민
간인 6명을 포함한 262명이 입학을 하였으며, 학생장인 김종부 공
군소령이 대표로 입교 선서를 하였다. 정해일 총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다양한 인재 육성이 요구된다.”라면서
“진리탐구에 있어 열린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
비한 전문가로 성장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한
편, 학위과정은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국방과학의 각 전공
분야의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겸비한 전문요원 양성을 목표로 운
영이 되며, 매년 전·후반기 입학 공고를 통해 각군과 정부, 공공기관
에서 추천한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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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환영행사 실시
국방대 대외협력실은 3월 10일 컨벤션센터 로비에서 올해 입교한 안보·학위과정 수탁 외국군을 환영하는 행사를
정해일 국방대 총장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스탠딩 파티 형식과 다과 미제공(음료 제외) 등 간략히 진행된 행사에는 안보과정 외국군 10
명과 학위과정 외국군 3명 등 총 13명 외국군과 후원인 학생이 참석하였다. 파키스탄 샤비르 육군준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정해일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
다.”라며 외국군 대표로서 감사함을 전하였다.
국방대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더불어 문화체험학습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며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1차 동북아정책포럼 개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연구소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2022년 3월 17
일에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욱 국방부장관
과 정해일 국방대 총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실무자 및 국내외 국방
안보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미래 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
국’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가슴에 와 닿으며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주제를 다뤄 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포럼에 나온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반영과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소감을
밝혔으며, 정해일 국방대총장은 “과거 정책실무를 담당하며 거대 담론을 끌어가는 학자, 싱크탱크와 정책 실무자와
의 토론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는데,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에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포럼은 약 320분 동안 △미래 국방의 패러다임 △미래 국방의 국제정치 △미래 국방전략 모색 △미래 국방 패러다임
과 한국의 미래전략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
는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은 정책현안연구 참여자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 제1차 동북아안보정책포럼은 한국국제정치학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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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DU 뉴스레터

국방대 특강 다시보기

영국 국방아카데미 &
이스라엘 국방대학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 &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
2월 23일(수) 관리대 교수 이상목 정년퇴임

2월 28일(월) 전라북도 힐링여행 사진전시회 개최
국방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라는 학교 본연의 가치와 군사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월 말 인도 정부의 초정으로 인도 레이지나 회의 참석, 5월 중순 51차 NATO 국방대 총장회의 참석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방대와의 학술회의 개최, 공동 연구 등을 협력할 예정이지만, 국
내에서도 외국 군사 교육 기관 등과 만나 사전 의견을 공유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를 위한 학교의 다양한 노력을 이번 특집을 통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2월 28일(월) 교수 승진/보직/연구년 복귀신고 간담회

3월 4일(금) 군무원 공로연수 및 전보신고(공로연수:부이사관 김정섭)

3월 25일(금) RINSA 안보포럼(국방대-합동대 공동 주관)

4월 5일(화) UN참모, 옵서버과정 강의

영국 국방아카데미, 국방대 방문하다

국방대학교
공식 SNS 개설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NDU] 검색
Like 와

구독 눌러주세요.

4월 4일 영국 국방아카데미(이하 국방아카데미) 교직원 및 학생 50명이 국방대학교를 방문하였다.
국방아카데미는 영국 최고 군사교육기관으로 6·25 전쟁에 대한 연구 분석을 목적으로 3월 30일 한국을 방문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하여 전국의 6·25 전쟁 전적지 등을 시찰하였으며, 국방대학교 방문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의 목적이었다. 국방대
학교는 1955년 6·25 전쟁 당시 국가 위기상황에서 민·관·군의 종합 대응이 부족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창설
되었다.
국방아카데미의 방문 학생들은 국방대 안보과정 및 고위정책결정자과정과 동일한 교육 과정에 있는 상급지휘
참모과정 학생들이며, 영국 현역 장성 및 대령,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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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과 동원 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억제력 유지 : 이란의 핵개발, 테러 등으로부터의 대응 방법 △징병
제 : 여군의 처우 및 다문화 출신 병력에 대한 관리 방안△대미 관계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비에 대해 이스라엘 학생 13명이 참석하여 국내에서도 논의 중인 국방 정책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정해일 국방대 총자은 앤드류 M. 로 국방아카데미 총장과의 환담에서 양교간의 업무협약과 우호증진 등에 대
해 논의하였으며, 영국 학생들은 ‘미군의 전문군사교육이 6·25 전쟁에 미친 영향 논의’를 주제로 자체적인 강연
을 펼쳐 6·25 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후 한국 국방대학교, 영국 국방아카데미, 미국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3개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시대 한국과 영국의 시각과 협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방대 손경호 교수, 김영준 교수,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김희은 대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아산정책연구

주었다. 특히 국방대학의 수탁생으로 교육 중인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6개국의 고위 장교 또한 참석하여 한
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 분석에 깊이를 더해주었다.
김은비 교수는 특강 후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장교들과의 토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
었고, 중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뜻 깊은 강연이었다.”라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안보환경에
유사점이 있는 만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과 이스라엘 국방대학의 방문을 기반으로 이스라엘과 다양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원 이재현 박사, 영국 그렉 케네디 교수 및 영국 학생 4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영국측에서 비공개 요청에 따
라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자간의 발언 내용은 비공개가 되었다.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 안보과정 특강 실시...자강과 연대 강조

다만, 국방아카데미와 세미나를 총괄한 국방대 김영준 교수는 세미나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한국과 영국의 우호 증진에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대, 이스라엘 국방대학 학생 대상 특강 실시
국방대학교는 4월 6일 이스라엘 국방대학의 방문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학생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
다. 이스라엘 국방대학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과 동급 기관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군사안보 인재 양성 제
도를 탐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7박 8일간 한국을 방문하였다. 입국 직후 경복궁, 인사동 거리 등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의 문화를 분석하는 강연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인 이스라엘 학생들은 DMZ 방문,
국방대 박영준 교수의 ‘한국의 전략적 개관’ 강연을 통해 한국의 안보현실에 대한 심층 탐구를 하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대학교를 방문한 이스라엘 학생들은 국방대의 역사 공부하여 한국의 군사 교육이 어떻
게 발전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중동 전문가인 국방대 김은비 교수의 특강을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 안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안보 환경 비교’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비군 제도 : 예비군 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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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이 국방대를 방문하여 안보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약 100분간 진행된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안보환경’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끌어 나갔으며, 다양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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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환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를 한 후 자강과 연대를 통해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 국방대에서 특강 실시...군의 역할 강조

구체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처 뿐만이아니라 전자전쟁 등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자강’과 한-미 동맹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위상은 공여를 받
는 국가에서 공여를 주는 국가의 위치로 바뀐 만큼,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여 국제협력을 공고
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기후위기라고 평가를 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과정 학생은 대령,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이고,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
분들인 만큼 공직자라는 자긍심과 원칙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하여 국민 신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
며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을 들은 안보과정 학생은 “다른 곳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국방대에서 경륜
과 지혜를 다시 듣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이어서 4월 12일에는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이 국방대를 방문하여 특강을 펼
쳤다.
안보과정 학생을 비롯하여 학위과정 학생 등 희망 교직원 등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은 약 90분간
‘유럽의 주요 안보정세’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22년 전 초임장교 시절 한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소회를 밝히며 강연을 시작한 롭 바우어 나토군사위원장은
국방대학교의 교훈인 “조국, 명예, 지성”은 나토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이며, 나토의 다양한 분야에 녹
아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군에서 복무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큰 뜻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이
며, 국민이 피난처를 찾을 때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나토 또한 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며 군인의 자
세에 대해 강조하였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현재 당면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안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
를 하며, 이에 따른 대처로 나토의 위기관리 전략에
서 집단방위 전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토 군사위원회는 회원국 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방
안을 찾아내고 있으며, 이는 나토 군사위원회가 정치
와 군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 이념이라고 소
개하였다.
이외에도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강연 시간
의 대부분을 강연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갔다. 유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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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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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작은 정성이
큰학교(國防大),
합군이 창설될 시 나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미래 나토의 역할에서부터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큰나라(大韓民國)의

으로 나토식 핵 공유 모델 도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까지 제한 없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하였다.

울타리(國家安保)가 됩니다

특히 현 우크라이나 사태를 사전에 예견을 못했는지 등 다소 민감하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을
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나토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제 질서와 국가의 자유의지를 지지하며, 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며
나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의를 마친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강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일과 공부에 있어서 건승하길 기원한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끝까지 강연을 들은 정해일 국방대 총장은 강연 직후 “현재 안보과정 교육은 ‘국제안보정세 분
석’으로 세계 안보정세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과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님
의 적시성 있는 강연이 있어서 학생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연속된 저명인사의 특강에 대
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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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인물

임동건 육군대위,
미해대원서
우수논문상 수상
3

3

군사운영분석학을 전공한 학생 중 최초로 수상

국

방대학교 석사과정을 재학한 임동건 육군대위가 미국 해군대학원(이하 미해대원)에서 우수논문상을 수
상하며 졸업을 하였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에서 군사운영분석학을 전공한 임동건 대위는 국방대에서 운영 중인 ‘국방대-미
해대원 1+1 석사과정 제도’를 통해 미해대원에서 1년간 공부를 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2개의 석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게 되었다.
미해대원에서 「포병 대화력전 분석모델」 논문을 작성하여 우수논문상인 ‘군사운영분석 우수연구상’을 수상
한 임동건 대위는 “국방대학교 군사운영분석학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로 미해대원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미해대원에 재학 중인 여러 한국 학생장교의 도움으로 적응을 빨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국방대 교수와 미해대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장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동건 대위가 받은 ‘군사운영분석 우수연구상’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방정책/운영에 있
어 즉시 또는 단기간 내 도움이 될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을 작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해당 학기 군사
운영분석학 전공 졸업대상자 전원의 논문을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동건 대위
는 유리한 포병 전술을 도출하기 위해 흡수 마코프체인을 활용하여 포병 사격의 치명률 및 이동 전술에 따른
승리 확률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논문으로 상을 수상하였으며, 미해대원에서 군사운영분석학을 전공한 한국
학생장교로는 최초로 본 상을 수상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흡수 마코프체인 : 어떤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과 최종상태를 도출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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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로 6군단 화력참모처 표적분석장교로 보직을
받아 임무를 수행 중인 임동건 대위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
히 수행함과 동시에 미해대원의 지도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발전시켜 학술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방대-미해대원 1+1 석사 과정 제도는 국방대와
미국 해군대학원의 업무협약으로 국방대에서 1년, 미해대
원에서 1년 석사과정을 이수하면 한국과 미국의 학위 2개
를 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미해대원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
는 정도의 영어 실력과 대학교/대학원 성적 등을 종합하
여 선발하고 있으며, 국방대는 미해대원뿐만이 아니라 다
른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더 많은 우수 인재들
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제도를 확대·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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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을 소개합니다

국

방대학교 안보과정은 매년 20명 내외의 외국

다, 사막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수상

수탁생이 와서 한국인과 동일한 수업을 받고

레프팅, 카약, 사파리,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즐

있다. 외국 장교 또한 각 나라의 고위 장교로 한국에

길 수 있다고 한다. 샤비르 준장 역시 수영과 사냥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서 국방대 안

즐기며, 무엇보다도 폴로(Polo)* 선수로 활동할 만큼

보과정에 장성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군

승마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장교가 있다. 파키스탄에서 온 육군 샤비르 준장이

“뿐만아니라 불교 신자에게도 좋은 여행지가 될

다. 파키스탄에서 해외 교육 인원으로 선발이 되어

것입니다.” 불교 역사에 있어 간다라 지방이 중요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온 그는, 안보과정의 교육제

다는 것과 신라시대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수준 높은 강의와

언급하며 한국과의 인연이 있다고 설명하는 그의 이

토론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야기를 통해 파키스탄 뿐만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

있다는 그에게 한국의 생활과 파키스탄에 대해 물어

해서도 조예가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았다.
샤비르 준장은 1992년에 입대를 하여 2년간의 교

* 폴로(Polo) 경기 : 승마와 하키를 합쳐놓은 종목으로, 말을
타며 막대기를 이용하여 공을 골대에 넣는 경기

육 후 포병연대장교로 첫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이
후 여러 보직을 거쳤고, 안보과정에 입교하기 직전에
는 포병여단 사령관으로 복무를 하였다.
여느 군인과 다를 바 없이 그 역시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파키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그는 파키스탄이 세계에서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세계에서 2번째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국가라는 것도 알려 주었다. 또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각자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6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6개
의 문화유산이 잠정 등재되어 있는 등 관광객의 요구
를 만족시킬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파키스탄의 뜻을 아시나요? 우르드(Urdu)어로
‘순수한 땅’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
는 순수한 그의 미소가 순수의 땅에서 왔음을 여실

_ 안보과정 파키스탄 샤비르 육군준장

“파키스탄에서 가족은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중
최우선 순위입니다.”

히 증명해 주었다.
또한 액티비티 등 모험 여형을 즐기기에 최고의 나
라라고 설명하였다. “2018년에 ‘영국 백패커스 협
회’(British Backpackers Association)는 세계 최고
의 어드벤처 여행지로 선정했으며 우리나라를 ‘아무
도 상상할 수 없는 산악 풍경을 가진 지구상에서 가
장 친절한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산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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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경험담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2019년 12월 말. 신종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그의 한국

한 애틋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다

그 바이러스는 전례 없는 속도로 퍼지며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렸다.

생활은 편하다고 한다. 작년에 한국 땅을 밟은 이후

림은 머지않아 끝날 것으로 보인다. 6월경 아들이 시

세계 각국은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마침내 백신이

인연을 맺은 한국인 가족들, 교직원과 후원인의 도

험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작년과는

만들어져 보급이 시작되었다. 백신만 보급이 되면 사라질 줄 알았던

움을 받아 무사히 한국에 정착하여 즐거운 생활을

달리 샤비르 준장이 안보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할 때

예상과는 달리 바이러스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코로나19로

까지 계속 한국에 함께 있을 수 있기에 샤비르 준장

현재 우리가 격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힘들었지만, 서울·경기 및 강원 지역 등을 주로 다녔

은 하루빨리 6월이 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으며, 이제는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
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샤비르 준장의 한국 생활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직 샤비르 준장의 아들이 파키스
탄에서 고등학교 최종 시험 준비로 인해 한국에 오

“제가 작년에 단양에서 페러글라이딩을 하였고,
무주에서는 스키를 탔습니다. 아들이 온다면 다시
한번 가서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이외에도 아들을 포함한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
들 여행지를 미리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한국에 들어 올 때

샤비르 준장과 똑닮은 아들이 한국에 온다면 샤비

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7살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르 준장의 한국 생활을 보다 풍성하고 즐거워질 것임

있다. 그의 아들은 작년 여름방학에 잠시 한국에 왔

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가족

지만, 공부 때문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했

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그의 한국 생활이 보

다. 그 이후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인지 아들에 대

다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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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생기면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이 확산되었던 나라들처럼 서서히
확산세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진자 수는 무시 못할 수준이다.
주변 가족, 지인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이 당연시처럼 돼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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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전 발열과 기침 등 증상 있어...
격리내내 가족이 확진 될까봐 불안해하기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정확히 언
제, 어디에서 걸렸는지 알지 못했다. 대부분은 추정이
며, 일부는 자신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반
응이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밥도 혼자 먹으며, 회
식이나 모임 등을 하지 않았고, 가족, 지인도 걸린 사
람이 없었는데도 걸린 것에 대해 의아해했다. 그러나

많이 걱정하였다. 이미 자신이 코로나19를 퍼뜨린 것

걸린 것은 걸린 것. 인터뷰 했던 모든 확진자들이 가

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격리 내내 심적으로 힘들게 하

장 먼저 한 것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

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약을

이었다. 그들에게 확진 소식을 전달하며 건강상태를

타다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더욱 미안해

물어보고, 검사 받기를 권하였다. 특히, 자신과 비슷

하였다. 또한 동거 가족 중에 기저질환자나 아이가 있

한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검사

으면 자신보다 그들의 건강을 더욱 챙겼다고 한다. 또

받을 것을 권하였다.

한,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동거가족 중 추가 확진가가

이미 격리를 끝낸 인원들이니만큼 공통 질문으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없을 경우에는 6~7일간은 최대한 접촉을 피하며 혹

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해열제, 진통제 등 상비약을 미리

시 모를 전파를 차단하는데 노력했다고 하였다.

구비 해 놓는 것과 생필품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은 발열과 기침 등 확진 2~3일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기에 다들 동거 가족의 건강을 가장

확진 전에 격리 공간 등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

화장실 등 격리 구역을 미리 생각해 두고, 필요할 경우 별도 숙박시설을 이용
하여 격리기간 동안 완벽하게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막상 확진 통보가 오게 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인후통으로 잠 못 이뤄...
가습기나 이온 음료가 도움 되기도
확진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인후통
은 격리 후 2~3일, 최초 증상 발현 후 3~5일 사이에

또한 기저질환자나 아이가 있을 경우, 체온계 이외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나
혈압계 등을 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기저질환자나 아이의 경우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실제 증상보다 증상 표현을 못 할 수도 있기 때
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목이 심하게 붓고, 아프기에 기

아울러 생활권 주변에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미리 알아두는

침은 계속 나며, 먹을 것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하였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이나 포털

다고 한다. 특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잠을 못 잘 정도

사이트내 검색을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

로 아팠다고 말하였다.
이럴 때는 지정된 병원에 연락을 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가

료이용방법,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
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족이나 지인을 통하여 약을 처방받아 먹었으며, 미리 구비해 둔 해열진통제나

무엇보다도 걸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주문하였다. 사람에 따라서

소염진통제 등을 복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따듯한 물이나 차, 이온음료 등을 수

증상 유무와 그 정도가 천차만별이기에 남들이 안 아프다고 해서 자신이 안

시로 마셔서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잠을 잘 때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

아플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

를 높게 하니 한결 편해진 느낌이었다고 말해온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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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안을 미리 생각해 놓아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하였다.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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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기 따라 봄의 나라로

전라남도 강진
4월이 되면 도심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렵다. 봄기운 가득 머금고 피어나는 꽃들이 인도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진다. 꽃향기를 따라 떠난 남쪽, 그곳에 강진이 있다. 강진은 예부터 기온이 온화해 화훼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는 꽃의 도시다. 또,
강진은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1권 첫 여행의 시작을 알린 답사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책에서 ‘조국 강산의 아
름다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과 바다와 들판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여행지, 그곳이 바로 강진이
다.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간직한 강진이지만, 특히 봄꽃으로 치장한 이맘때는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빼어

꽃으로 뒤덮인

이색적인 사찰
,

남미륵사

해당화 꽃터널

난 경관을 자랑한다. 봄의 나라로 떠나고 싶은 당신에게, 강진의 명소를 소개한다.

아름다운 모란처럼 빛나는 정신, 영랑생가1919년 일제에 의해 주
권을 빼앗긴 한반도 전역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해의 4
월 4일, 강진에서도 태극기를 들어 올린 사람이 있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잘 알려진 영랑 김윤식 선생이다. 선생은 서슬퍼
런 그 시기에도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광복군에 군자

천만 그루 철쭉이 반겨주는 요즘 시대 사찰이 있다. 세계불교 미륵대종 총본산인 남미륵사다. 남미륵사는 1980년에 지어져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동양 최대 아미타불좌상과 500명의 나한상, 5m 부부 코끼리 상 등 전통적인 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조각들이 가득
한 이색적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연간 2백만 명이 찾아오는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사찰로써, 특히 봄이 되면 철쭉과 해당화로 덮인 경내
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의 상춘객들이 몰려든다. 꽃 터널을 천천히 걸으며 외국의 절에 온 듯한 기분을 느껴 보면 좋겠다.
주소: 강진군 군동면 풍동1길 6 / 이용시간: 9:00~18:00 / 문의: 061-433-6460

금을 대는 등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생애 87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중 60여 편이 일제강점기에 이곳 영랑생가에서 쓰였

주작산은 전국 100대 산림 경관 지역으로 많은 등산객이 찾는 산

다. 생가에는 시의 소재가 된 샘, 동백나무, 장독대 등이 그대로

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듯한

남아 있다. 특히 집 뒤편에 조성된 세계모란공원은 사계절 모란을

형상을 지닌 산으로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 최남단을 지키는 신

감상할 수 있는 온실과 8개국 50종류의 모란을 모아둔 세계모란

령스러운 산으로 오래도록 사랑받아 왔다. 특히 봄철에는 암반

원, 영랑의 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한 영랑추모원 등을 갖춰 방문

백림
백꽃, 백련사 동
동
운
매
를
지
과천

한결같은 절경

과 철쭉, 진달래 군락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수많

객들에게 뜻깊은 울림을 선사해준다.

은 기암괴석 사이로 피어난 연분홍빛이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한

주소: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다. 진달래는 개화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철쭉은 4월부터 5월까

이용시간: 9:00~18:00

지 길게 피어있다. 숲속의 집과 편백숲 산책로 등도 마련돼 힐링

문의: 061-430-3377

여행으로 딱 알맞은 주작산으로 떠나보자.
주소: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길 398(주작산 자연휴양림)

백련사는 신라시대 말기인 839년에 무염 스님이 창건했다. 고려

분홍빛 철쭉 옷 입은 힐링 숲,

중기 불교결사운동의 본거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주목

주작산

문의: 061-430-3306

받기도 하지만, 왜구의 침탈에 대비해 토성을 둘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더욱 눈길이 간다. 백련사

tip 남도패스로 강진 여행을 더 알차게!

는 조선전기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사계절을 통해 한결

남도패스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의 주요 관광지, 숙박, 레저시설 등에서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전남 통합 관광 할인
카드다. 5만원, 10만원권 2종으로 구성된 선불형 충전카드 형식으로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다.

같은 절경’이라 극찬한 바 있을 정도로 경관의 아름다움이 잘 알
려져 있다. 특히 주변 5.2ha 면적에 동백나무 숲이 있어 4월에는
바닥에 떨어진 꽃과 피어있는 꽃들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워 눈
을 즐겁게 한다.
주소: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이용시간: 9:00~18:00
문의: 061-43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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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모란이 필 무

영랑생가

구매처

혜택

홈페이지(namdo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
나, 코레일 여행센터·지역관광안내소 등에서 현장 구매
해 사용하면 된다. 강진에서는 강진읍 영랑생가길 8에
있는 관광안내소에서 판매한다.

가우도 해양레저 체험료의 30%~40%, 짚트랙
이용료의 10%가 할인된다. 이 밖에도 강진 청자
타워, 다산박물관·고려청자박물관, 하멜공예카페
등 40여 곳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누려보자.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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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주면 쑥쑥, 상추

#2
녹색 생활로 삶의 질 쑥쑥
손쉬운 베란다 텃밭

쌈 채소, 샐러드, 겉절이 등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상추는 빛과 물만 확보되면 잘 자
라기 때문에 기르기 좋은 작물이다. 씨앗은 심기 전에 물에 담가 바닥에 가라앉은
씨앗만 심자. 되도록 얇게 흙을 덮고 물을 듬뿍 주면 된다. 파종한 지 7~10일이 지나
면 발아하며 잎이 5~6장 정도 되면 15cm~20cm 간격으로 옮겨 심어주면 좋다. 심
은 지 25~30일 정도 되면 큰 잎 위주로 수확하면 된다. 봄 상추는 기온이 올라가는
7월쯤엔 잎이 억세지고 꽃도 핀다. 그때 정리하고 가을 상추로 갈아 키우자.

나에게 딱 좋은 친환경 생활

열매가 주렁주렁, 방울토마토

텃밭을 가꾸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마음 건강에 좋다. 가족이 함께 텃밭을 일굴 때 부모는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

베란다 텃밭 가꾸기에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면 방울토마토에 도전해보자. 씨앗을

티솔’ 농도가 56.5%가 줄고 자녀 우울감은 20.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식물들이 미세먼지 등 공기

구해 심거나 열매를 반으로 잘라 심어도 되고, 모종을 사도 좋다. 한 달이 넘어가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실내 온습도를 조절해줘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무농약 채소를 직접 길러서 먹으니

면 키가 꽤 크기 때문에 1m 정도 되는 지지대를 준비해주자. 한두 달 정도 지나 꽃

건강에 이롭고, 냉장 상태로 유통되면서 뿜어낼 탄소도 없어 환경에도 이롭다.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비싸진 채소를
직접 길러서 먹으니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텃밭 가꾸기’는 녹색 생활의 첫걸음이다.

이 피어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너무 무성하면 통풍이 되지 않아 병에 걸리
기 쉬워지고 열매도 맛이 없어진다. 붓으로 꽃에 인공수정을 해주면 이윽고 꽃이
떨어지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다. 잘 익으면 떨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따 주기.

봄기운 파릇파릇, 새싹작물
인내에 보답하는 기쁨, 생강

우선 키우기 쉬운 새싹부터 도전해보자. 다 자란 작물보다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기력회복과 면역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우선 겉보

뿌리채소는 잎채소나 열매채소보다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기르기 쉽지 않다.

리·밀·귀리의 씨앗을 준비한다. 화분에 망을 깔고 흙을 채운다. 씨앗은 촘촘하지만

하지만 적응력이 강한 생강이라면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기를 만하다. 저온 보관

겹치지 않게 올려주고 가볍게 흙을 덮는다. 화분에 물을 흠뻑 준다. 항상 마르지 않

을 하지 않은 싱싱한 생강을 구한 뒤 깊이가 20cm 이상 되는 화분에 눈이 2~3개

을 정도의 수분을 유지해 준다. 초록색 싹이 나오면 햇살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운다.

붙어 있게 잘라 심어준다. 2주 정도 지나면 싹이 튼다. 금세 키가 크니 지주를 세

씨앗을 뿌린 후 10∼14일 뒤 15cm 정도 자라나면 먹을 수 있다.

워주는 것이 좋다. 은은한 생강 향을 즐기다 10월 정도 되면 잎이 점차 누레진다.
11월 초쯤엔 자라난 생강이 땅 위로 올라온다. 적당한 크기가 되면 수확하자.

은은한 향이 매력, 쑥갓
소화가 잘되게 도와줘 변비에 좋고 미용 효과도 있는 쑥갓은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도
비교적 잘 견뎌 베란다에서 1년 내내 키울 수 있다.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이틀 정도 물
에 담가 두면 뿌리가 나오며 발아 기간이 더 짧아진다. 파종 후 물을 듬뿍 주고 흙이 마

Tip

작물 기르는 요령
1.흙은 반드시 상토를 쓰자
집 근처 흙은 벌레의 알과 잡초 종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양분이 충분하고 물 빠짐이 좋은 시판 상토를 이용하자.

2.물을 줄 땐 한 번에 듬뿍
물은 흙이 충분히 젖을 만큼 준다.
조금씩 여러 번 주게 되면 뿌리에 골고루
수분이 퍼지지 않아 식물이 병에 걸릴 수 있다.

르지 않게 유지하면 1주일 안에 싹이 튼다. 떡잎만 봐서는 이게 정말 쑥인가 긴가민가하
지만, 본잎이 자라면 우리가 아는 쑥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키가 크며 휘청거린다면 지
주대를 하나 박아주는 것도 방법. 적당히 자라나면 윗 순부터 수확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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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료는 적당히, 알맞게
비료는 식물의 성장 과정,
계절 등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 너무 과한 영양은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4.물받침은 필수!
아파트에서 층간 분쟁을 만드는 요소는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이나 흙이 아랫집을
괴롭힐 수 있으니 반드시 물받침을 준비하자.

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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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NDU

Introducing KNDU's International Officer

The Chair of the NATO Military Committee, Admiral Rob
Bauer, held a keynote lecture at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Emphasizing the role of the military

Following the visit of BAN Ki-Moon, former UN
Secretary General, the Chair of the NATO Military
Committee, Admiral Rob Bauer visited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n April 12, 2022 and held a keynote
lecture.
Keynote lecture, attended around 230 people from
national security course, defense management course,
and staff, was held for about 90 minutes under the
theme of "Major security situation in Europe"
The Chair, who first visited Korea 22 years ago as a
younger naval office, began his lecture by reciti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s precepts: Country,
Honour, and Intellect and said that these precepts are
also the core value of NATO allies and these apply to
various areas of NATO.
During his lecture, he emphasized the role of military
and said "Serving in the Armed Forces means that you
want to be there for others and when civilians seek
shelter, military personnel step up."
Admiral Rob Bauer assessed on the current Ukraine
situation as a new era of global security and said "For
NATO, the new strategic concept will certainly change
from crisis management to collective defense."
The Chair also noted that the NATO Military Committee
aggressively listens to various opinions among member
states and seeks better ways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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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dialogue, which is the key ideology for the
NATO Military Committee that bonds between politics
and military.
Furthermore, the Chair continued to communicate
actively with lecture attendees by receiving questions
and answering accordingly for most of the lecture time.
The Chair sincerely answered questions about NATO's
future role in the creation of the Europe Allie Force, as
well as opinions on introducing a NATO-style nuclear
sharing model as a way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particular, he honestly answered some sensitive and
uncomfortable questions such as the current Ukraine
crisis, drawing great response from students.
"NATO will respect the global order and the nation's
sovereignty to solve conflicts through dialogue, and this
will remain unchanged," the Chair said, "and I wish all
the best and until next time"
The president of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jor General Jung Hae Il who listened to the lecture
with the students until the end said "while the national
security course currently studying on the subject of
'analysis of global security situation' lecture from both
former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and the
Chair of the NATO Military Committee, Admiral Rob
Bauer, will be a great help on student's research."

National Security Coruse, Pakistan Army BG. Shabbir.
"Family Comes first in Pakistan due to religious,
cultural, economic and societal value"
The National Security Course of KNDU has about
20 international students every year and they are all
taking the same lectures as Koreans.
Those international students are the high-rank
officers in their own country and this year, there is a
star-rank officer, Pakistan Army Brigadier General,
Shabbir.
Having been selected as an overseas student from
Pakistan and came to the KNDU's national security
course, he said he was deeply impressed by the
KNDU's education system
I asked him about his life in Korea and Pakistan.
Before he came to Korea, he ser ved as an
artillery brigade commander and he is very proud
of his country. During his passionate introduction of
Pakistan's history and culture, he told that Pakistan is
the world's fifth-most populous country and has the
world's second-largest Muslim population.
He also added that Pakistan is the best country
for outdoor activity, adventure and tour. The British
backpackers Association named Pakistan as the
world's best adventure travel destination in 2018,
describing as "one of the friendliest countries on
Earth with mountain landscapes no one could have
imagined"
He said that you could enjoy rafting, kayaking,
mountaineering to desert, and more activities in
Pakistan.
Shabbir also loves to swim and hunt but out of any
other activities, he loves to play polo. He said he is a
skilled horse rider, a polo player.
"Pakistan is not only a great destination for
activities," he said, "but also an important site for
Buddhist tourist.."
Through his story of the importance of the Gandara
region in Buddhist histor y and explanation of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Pakistan made by Silla monk, Hyecho, 1300
years ago, it is quite obvious to tell he was wellinformed not only in Pakistan but also in Korean
history.

Then, what will his life be like in Korea? He said his
life in Korea is comfortable.
After he came to Korea last year, he he has settled in
Korea safely with the help of Korean families, faculty,
and sponsors.
He had travelled to Seoul, Gyeonggi, and Gangwon,
and now he is planning to go to Jeju island, Busan, and
other southern part of Korea.
However, Shabbir's life in Korea seems incomplete
because his son did not come to Korea due to
preparations for the final high school exam in
Pakistan.
Perhaps because he lived apart from his son for a
long time, his affection for his son seemed to grow.
Fortunately, the wait is likely to end soon. His son will
come to Korea in coming June. If his son comes, he
wants to go paragliding and skiing togther
I hope his son, who looks just like Shabbir, will
come as soon as possible and make his life in Korea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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