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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

1991년 12월 구 소련 해체 당시 대부분의 핵

무기는 현재의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핵전력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세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우크

라이나는 소련 해체와 동시에 세계 3위의 핵무기 보

유국이 되었다.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요인에 따라 우

크라이나는 결국 비핵화를 선택하고 핵무기를 수용·

생산·획득하지 않겠다는 비핵화 3원칙을 천명하였

으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

면했던 우크라이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수단

으로 핵무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핵화의 

이행은 지난한 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미국·러시아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크라

이나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비핵화에 따른 재

정적 보상과 안전보장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추구했

던 법적 구속력 있는 형식의 안전보장은 결국 이루

어지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들이 제시한 정치적 

합의 형식의 안전보장 약속은 우크라이나가 NPT 

가입을 마무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 결

과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에

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의 기간

에 NPT와 STARTⅠ 비준서를 동시에 교환하였고, 

그 대가로 미국·러시아·영국과 ‘부다페스트 양해각

서’(Budapest Memorandum)를 체결함으로써 핵무

기 보유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다. 다른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 이 양해각서의 당사

국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NPT

의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핵 

안전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은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나,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견

인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

한 안전보장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완료되고 20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4년 러시아

는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병합하였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개입을 지속하여 왔으며, 급기야 2022년 2

월에는 전면적인 무력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부다페

스트 양해각서에 따른 안전보장 약속을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의 제한적 지원에 

머무르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

았다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

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안팎에서 제기되

었다.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우크라

이나 전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결정

_ 안준형 교수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에 대해 공공연하게 유감을 표했고, 심지어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었던 블

라디미르 오그리즈코(Vladimir Ogryzko)는 러시아

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

계 유수의 학자들 역시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

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위반과 국제사회의 

소극적 대응은 핵 포기의 보상으로서 제공되는 강대

국의 안전보장 약속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국제 비확산체제에 있어서 핵보유국에 의한 

안전보장은 북한과 같은 추가적인 핵보유국들이 핵무

기 비보유국 자격으로 NPT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함에 있어 중요한 협상 수단이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명시적 안전보장 

약속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공공연

히 이를 위반함에 따라 NPT 체제의 실효성은 물론 핵 

비확산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자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주요 강대국들로

부터 안보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란이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

면서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였는데, 이

는 실제로 북한과 같이 체제 안전이 필요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국이 보유

한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안전보장을 확보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미국·러시아·영국을 

보장자(guarantor)

로 참여시켜 합의문

의 실질적 이행을 도

모하였고, 합의 위반 

시 보장자들이 정치

적·외교적 행위를 취

할 수 있도록 협의 메

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합의문을 유

엔총회와 안보리에 회람함으로써 유엔의 권위와 위상

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실패 시 제3자의 개입을 제도화함으로써 분쟁의 최종 

해결을 담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확

립하지 못했고, 합의의 형식 면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모호하게 봉합함으로써 합의의 당사자들에게 그 이행

과 준수를 강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 주는 교훈은 비핵화의 

대가로 강대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더라도 

그 보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든 유명무실해질 수 있

다는 점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 학자들 간에 견

해 대립이 존재하지만, 해당 합의문의 문언을 작성하

는 과정에서 미 국무부 법률가들이 합의문의 정치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표현을 가다듬는 데 매우 세

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

국은 물론이고 미·중·러 등 북한의 안보에 실질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

는 조약의 형식으로 합의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법

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장래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민감한 문제를 모호

하게 봉합하며 입법부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동

안 정치적 합의를 선호해 왔던 미국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

요한 시점이다.  

0504 국방대

안보정세전망



국방대 총장, 인도 레이지나 회의 

및 나토 국방대총장 회의 참석

2022년 4월 18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는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2022년 1차 국

제안보학술회의를 서울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강대국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라

는 주제로 열렸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국제안보학술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변화 △미중전략 경쟁과 동아시

아 정세 △동아시아 전략경쟁과 한반도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민관 JTBC기자는 현지 

취재를 하면서 경험한 통신망 등 주요시설 파괴에 따른 혼란, 타국에서 피란민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와 원주민과의 

갈등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대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동원 국방대 교수는 현재의 미

중 관계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인 ‘규범과 질서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 하였으며,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은 임계점에 다다

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

실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선

제타격 발언에 과민 반응 하는 것은 남한이 실제 실행으로 

옮길 경우 사전에 탐지하고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향

후에도 다양한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한반

도의 안보환경을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해일 국방대 총장은 4월 인도에서 열린 레이지나(Raisina) 회의 및 5월에 독일에서 열린 나토 국방대총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4월에 열린 레이지나 회의는 인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회의로 국제 정책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열정적이며 급하고 위험에 처한 테라노바(Terra Nova : Impassioned, Impatient, and 

Imperilled)’라는 주제로 열린 레이지나 회의에는 인도 주요 국방 안보 인사를 포함하여 캐나다, 호주 전 총리 등 

전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민주주의 재검토 △다자주의 종말 △해양회의 등 전세계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5월에 독일에서 열린 나토 국방대총장 회의는 나토 회원국 간에 매년 실시하는 회의로 이번으로 51회를 

맞이하였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매년 초대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19가 완화되어 대면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토 국방대총장 회의에서는 ‘국가의 복원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국가 

예비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현대전에서의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정해일 국방대 총장은 레이지나 회의와 나토 국방대총장 회의 중에도 해당 

국가의 군사 안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인재교류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학술교류 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세종연구소와 국제안보학술회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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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산하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는 

6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와 공동으로 안보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AFPC(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의 방한을 기념하여 열린 이

번 세미나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

하였다. 정해일 국방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방대학교가 미국 워

싱턴DC의 주요 정책결정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담론을 

주도하는 의미있는 세미나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약 120분 동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에 주는 영향 △인도태평양시대

에 한미 동맹의 역할 △2024년 미국 대선 전망과 동북아시아 안보에

의 영향 등의 세부주제로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라운드 테

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이후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미국

의 싱크탱크와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따른 점검과 샹그릴라 대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정책적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지형 변화에 따

른 정책 점검 또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대학교는 전반기 대규모 군무원 승진 및 인사이

동을 단행하였다. 이번에는 4급부터 8급까지 다양한 

계급에서 승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하위 직급에서 

많은 승진자가 나왔다. 대규모 승진에 따른 보직 이

동 또한 실시되었다. 7월 1일 기점으로 승진에 따른 

보직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교직원 모두의 관심을 모

았던 인사과장 자리에는 김종범 서기관이 보직을 맡

아 국방대의 인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인사과장

은 육군 중령에서 군무원 4급으로 편재 조정 및 국

방부의 최종 승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조정에 따라 일

시적으로 공석인 상태였다. 김종범 신임 인사과장은 

“인사과는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서비

스 지원조직으로, 문제해결을 넘어 고객이 만족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RINSA-Asia Society 공동 안보 세미나 개최

국방대 교직원 승진 

및 인사이동

2022년 전반기 군무원 승진

4급 승진자 배병오

김명자

이인성

고재찬, 문화성, 이지숙, 정미례, 정선희

김영보, 방창규, 백지원, 임채영, 한별이

5급 승진자

6급 승진자

7급 승진자

8급 승진자

승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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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화)    최고경영자과정 입교식 4월 27일(월)   아주대 이국종 교수 안보과정 특강

5월 3일(화)   국립공원 사진전시회 개최4월 29일(금)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안보과정 특강

6월 3일(금)   관리대학생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5월 24일(화)   주한 파키스탄 대사 방문 및 PKO 업무협약

국방대학교

공식 SNS 개설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NDU] 검색

Like  와  구독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Q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먼저, 동문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국방대 졸업 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0년 12월 국방대를 졸업하고 포천시에서 예비전

력 전투력 창출과 극대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년

간 나름 코로나 시기에서도 안정되게 부대를 지휘했

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안보과정 졸업 후 야전부대에

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동기들과 격이 없

게 국가안보를 주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

하던 때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능

만 하다면 2020 안보과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군복을 입고 30여년의 시간을 보내며 얻을 수 있었

던 것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성장을 했었다는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직무 지

식과 Know how, 오랜 기간 조직 생활을 해 오며 쌓

아 온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공유할 수 있었던 값지

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억의 되새김과 코로나 절정기에 터진 군

내 급식사태의 한 가운데서 연대장 직책을 수행했습

니다. 포천에서의 1년은 안보과정에 대한 그리움 속

에 1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육본도 어떻게 알았는지 논산으로

부터 좀 더 멀어진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명령

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하늘이 내린 곳이라는 인제

군 소재 과학화 전투훈련단(KCTC, Korea Combat 

Training Center)입니다. 

국방대에
바라는 마음,
영원하라!

_  육군교육사령부 과학화전투훈련단 

육군대령 김경연('20안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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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문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과학화 전투 

훈련단은 어떤 곳이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

가요?

저희 부대는 마일즈 장비 등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모의 전투 시스템과 북한군 전술을 구사하는 전문 

대항군 연대로 실전과 유사한 전투 훈련을 할 수 있

게 합니다.

훈련장은 여의도의 약 42배 넓이로 여단급 부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실전과 거의 유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총알 없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전투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전

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연

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소총, 수류탄 등 

개인 전투 장비 뿐 아니라 전차, 장갑차, 포병 화력에 

헬기와 전투기, 최근에는 드론도 연동되어 전투 체험

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

국과 이스라엘 밖에 없으며 세계에서 3번째로 여단

급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

련장 내에는 급속도하 훈련장, 갱도진지 훈련장, 시

가전 훈련장 등 다양한 특수조건 하 작전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있고 각 건물은 CCTV로 훈련 상황

도 스크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지원 분

야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 전

투부대와 비교하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분야를 

폭넓게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업무의 폭이 넓

어 다소 부담되는 면도 없지 않지만, 미래 육군의 훈

련과 싸우는 방법을 검증하고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과정 동기들이 강원도 산골인

데 여러모로 힘들지 않느냐 묻기도 합니다. 전입 초 

겨울이 약~~ 간 춥긴 하지만 청명한 공기와 시원한 

날씨는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Q  국방대 안보과정 재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

드나 추억이 있으신지요?

안보과정 기간 중 분임 조원들과 같이 갔던 바닷

가, 국립공원, 유적지, 드넓게 확 트인 필드 등에서 

느꼈던 모든 힐링을 온종일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50

대의 초등학생 같은 순수함으로 추억을 보냈던 곳, 

국방대에 대한 애틋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Q  동문님께서는 군 생활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

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책을 쓰실 생각을 하

셨나요?

아주 오래전, 정확히는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책 한 권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하면서 현업에 쫓겨 기억 속에서 묻히게 되

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어느덧 흰 머리카락도 

자연스러워지는 나이가 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

던 군인 신분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영

향 탓인지 최근 급변하는 군을 바라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 시작했고 가끔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 메모하고 이것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정겨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 즐거웠습니다. 이때까지도 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야전부대와 다른 여유와 분위기, 교수님들의 직간접적인 자극 등을 받으면서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때 아니

면 언제 하겠어?’ 하는 호승심으로 투고를 통해서 첫 번째 책 ‘군인도 잘 모르는 군대이야기’를 교육 중에 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쉽다.’고 하는 말처럼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를 출판사로부

터 기획 출판 제의를 받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책은, ‘군대도 다른 조직처럼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통해 후배

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군대 관련 이슈들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고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소설이나 군인이라면 누구나 보아야 할 교과서 같은 성격의 지침서를 써 

볼까 합니다. 한 번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Q  국방대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

립니다.

국방대에 바라는 마음, 영원하라!

국방대를 수료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와 함께 

하여 여러가지 계획된 커리큘럼을 다 소

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보람되고 즐

거웠습니다. 만약 취소되거나 축소된 계

획들이 전부 시행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

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을 계속 유

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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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리더과정 학생 류근동 사무관,
헌혈로 생명 나눔

국방대생 논문,
최상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

지난 5월 14일, 군

무원 장기교육

과정인 중견리더 과

정 학생이 대한적십자

사로부터 명예대장 포

장을 받았다. 명예대

장 포장은 대한적십자

사에서 헌혈사업에 기

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헌혈 유공장 

중 하나로 200회 이상 

헌혈을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데, 이를 받은 

인물은 육군 동원참모

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방대학교 중견리더

과정 교육을 받으러 온 

류근동 사무관이다.

류근동 사무관은 평

소 건강할 때 주변 이

웃들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오고 있

으며, △2013년 7월 20일에 헌혈 유공장 은장(30회 

이상 헌혈) △2014년 9월 28일에 금장(50회 이상 

헌혈) △2017년 6월 26일에 명예장(100회 이상 헌

7월 2일, 국방대학교에서 사이버전협동전공 석

사과정을 마친 유진솔 육군대위와 조영호 국

방대 교수의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인 엘스비어

(Elsevier)의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이

하 ESWA)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다.

ESWA 학술지는 학술지는 SCIE와 SCOPUS에 동

시 등재된 국제 A급 학술지로 SCIE 영향력 지수가 

8.665로 세계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술지이며, 인

공지능(AI)과 전산 응용분야에서 세계 최상급 학술

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약 9개월간 논문 주제의 

관련성, 독창성, 방법론, 완성도, 표현력, 공헌도 등 

엄격한 심사와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심사 논문 중 약 

9%만 게재가 되는 엄격한 심사를 하는 학술지이다.

이번에 게재된 연구 논문 제목은 「SNS 피싱 공

격을 방어하기 위한 Text-CNN과 실시간 다단계 

대응기법을 활용한 지능적 챗봇 보안 체계 (ICSA: 

Intelligent Chatbot Security Assistant using 

Text-CNN and Multi-phase Real-time Defense 

against SNS Phishing Attacks)」로 유진솔 대위가 1

저자로, 조영호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였으며, 최

신 인공지능(AI) 머신러닝과 챗봇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수행되는 피싱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지능적인 챗봇 보안 체계를 설

계하고 구현한 논문이다.

조영호 교수는 “유진솔 대위는 학부에서 체육학을 

혈)을 받았다.

명예대장 포장을 받

은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류근

동 사무관은 “올해 근

속 30주년이 되었는

데, 헌혈 유공장인 명

예대장까지 받을 수 있

어 감회가 남다르다.”

라며 “앞으로도 건강

하게 생활하여 지속적

으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일조하겠다.”라고 

하였다.

류근동 사무관은 주

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헌혈 이외에도 

강원도 원주시에서 자

율방범대 봉사활동을 

2,500시간 

이상을 하여 원주시장 표창을 3회 

이상 수상하는 등 사회 봉사활

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전공한 비전공자로 컴퓨터 및 사이버보안을 공부한

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피나

는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은 후배들에게 귀

감이 될 것이며, 유진솔 대위의 발전이 더욱 기대가 

된다.” 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유진솔 대위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던 덕분에 야전에서도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었

고,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국방대 석사과정 2년 동안 가르침을 주셨던 

조영호 지도교수님과 전공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2 年 5 月 14 日 2022 年 7 月 2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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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다르지만, 

유사한 면 또한 많다. 외국군의 눈에서 

바라본 한국은 어떤 것이 다르고 비슷한지 

그들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Q 먼저 독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세요.

토니 대령_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령 

토니입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출신으로, 아내와 1남 

2녀를 둔 가장입니다. 첫째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둘째 딸과 아들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육군참모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인도네시

아에서 국방대학교 입교를 하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기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 대령_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대령 묘입니다. 미

얀마에서 왔고, 공무원인 아내와 아들을 두고 있습

니다. 아내가 공무원이다보니, 한국에 같이 올 수 없

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네요. 1997년 소위로 복무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전술사령관, 전

략연구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의 군사적발전과 

경제, 정치, 기술 등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이 대령_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육군대령 

하이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아내, 아들, 딸 총 

6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성하고 고귀한 군인이 

되고 싶어해서 입대를 하게 되었고, 벌써 30년이라

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대 관리와 군사 훈련 쪽 직

책을 많이 수행하여 경험이 풍부하며, 다른 업무도 

항상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

인지 2020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을 명을 받

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Q 나라에 대한 소개를 독자들에게 해주세요.

토니 대령_ 인도네시아는 17,000여개의 섬

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또한, 2억 7천명의 인구

로 세계에서 4번 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임과 동시에 

가장 이슬람교도가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발리가 있습니다. 그

리고 특색이 있는 관광지를 원하신다면 코모도 국립

공원을 들 수 있겠네요.

묘 대령_ 미얀마는 중국, 태국, 인도 등 다양한 국

가와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카까보라지(Hkakabo Razi) 산이 있으며, 

다양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절은 주로 여름, 우

기, 겨울로 나뉩니다. 수도는 양곤이 아닌, 양곤에

서 250KM 떨어진 네피도입니다. 산림과 천연자원

이 풍부한 나라로, 가구나 건축 내장재로 많이 쓰이

는 ‘티크(teak)’ 목재 주요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불

교 국가로 바간 사원 등 다양한 불교 유적지를 보유

하고 있어 불교 신자에게는 흥미로운 여행지가 아닐

까 합니다.

토니 육군대령

동남아시아
특집 1탄

_ 안보과정 학생 _ 안보과정 학생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토니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토니 

미얀마 육군대령 묘 미얀마 육군대령 묘 

베트남 육군대령 하이베트남 육군대령 하이

_ 안보과정 학생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토니 

미얀마 육군대령 묘 

베트남 육군대령 하이

하이 대령_ 베트남에는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하롱베이, 고도 후에, 호

이안 고개, 구찌 지구, 항선 루안 등이 있습니다. 다

낭 또한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음식을 소개

하자면 가장 유명한 쌀국수와 반미(베트남 센드위

치), 반쎄오, 커피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인에

게 익숙하죠. 베트남의 문화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

국가로 가족 전통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Q 국방대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토니 대령_ 한국 땅을 밟은지 1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네요. 처음 한국에 온 후 국방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국방대학교로 왔는데, 두 기관의 교육 

성격이 달라서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즐

거움입니다. 더욱이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분임원을 

만나서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

니다.

묘 대령_ 국방대학교는 외국군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업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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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한국의 추석과 유사하게 조부모, 부모 등에

게 봉양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

다면 설날을 들 수 있겠네요. 한국의 설날은 겨울에 

있지만, 미얀마의 설날은 4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로 간주하기도 해요. 미얀마의 설날은 띤

잔(Thingyan)이라고 부르는데, 많이들 물 축제로 알

고 있습니다.

하이 대령_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유교 문화권

으로 가족 문화를 존중하며, 교육과 윤리를 중요하

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언어 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동화되지 않은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는 한국 음식의 경우 매

운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베트남보다 

빠른 생활 습관으로 활기차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Q 교육을 받으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향후 

계획이 있나요?

토니 대령_ 교육기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접목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집

중 연구 할 생각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한국

의 법 체계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후 본국에 돌아

있어서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교수님들과 분임원과 안보과정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울릉도와 독도를 

현장학습으로 다녀왔는데, 울릉도에서 등산을 한 경

험은 가장 흥미롭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이 대령_ 학교에 처음 온 후 가장 인상 깊은 것

은 교육과 연구의 환경에 전업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교육장과 생활 시설이 현대적이며 깔끔하다는 것입

니다. 계속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안보과정 학생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이 모두 외국인들에게 차별이 

없고 친절하고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후원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학업과 생활에 대해 도움을 많

이 주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 있으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나 가보고 

싶은 곳은 있나요?

토니 대령_ 저희 가족은 한국에 익숙합니다. 제 자

녀들은 특히나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여 더욱 친

숙하며, 저 같은 경우는 대위 시절 한국인 친구를 사

귀어서 조금 더 친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

양한 곳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 가장 가보고 싶

은 곳은 비무장지대와 청와대입니다.

묘 대령_ 미얀마 역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노래 등 

한국 문화가 인기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오기 전 한

국 역사를 다룬 사극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를 흥미롭게 공부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 장군이 12

척의 배로 300척을 격파한 울돌목 근방입니다. 물

론, 제주도나 부산 등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고 싶습

니다.

하이 대령_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비무장지대입

니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기 때문입니다.

Q 한국에 살면서 본국과 유사하다거나 차이를 

느낀 부분이 있나요?

토니 대령_ 아무래도 생활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곡성과 익산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당시 침대가 아

닌,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점을 언급한다면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꼽을 

수 있겠네요. 아!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본 

반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묘 대령_ 미얀마와 한국의 문화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웃어른을 공경하

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타딩윳(Thadingyut) 불빛 

묘 육군대령

하이 육군대령

가면 제가 연구한 것을 포함하여 양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모

든 분야에서 협력 증진 할 수 있도록 할 예

정입니다.

묘 대령_ 저는 안보과정에서 다양한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인, 민간인, 

다른 외국군 학생과의 교류를 하면 한국 생

활이 더욱 재미있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런 경험은 제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

간다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안보과정에

서 배우는 군사적 발전, 경제, 정치,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또한 본국의 여러 인원

과 공유를 한다면 나라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국방대의 생활이 지루하

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 대령_ 무엇보다 국방대학교 안보과

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생각입니다. 

안보과정 교육에서 배우는 국가안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후 그 지

식을 활용하여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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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다림‥
마침내 밟은 독도‥
그리고 감격과 희열 

1982년 처음 음반으로 나와 우리 국민들의 애

창곡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 노래. 

따라 부르기 쉬운 선율에다 공감되는 가사로 국

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노래가 나온 지도 올해로 

40주년이다. 지난 세월 노래의 인기만큼이나 국민의 

가슴 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

로 아로새겨져있는 아름답고 장엄한 섬, 독도를 나이 

50이 넘은 이제야 마침내 밟았다.

오랜 기다림 후에야 찾아온 더 없는 기회. 그래서

였을까? 

독도 탐방 전날 여행 짐을 잔뜩 챙기는 부산한 그 

순간에서도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내 몸 속에서 강

하게 느껴졌다. 초등학교 첫 수학여행 때 느꼈던 설

렘이랄까.

국방대 입교 후 처음으로 가는 국내 현장 학습인

터라 설렘도 그만큼 컸지만 ‘내 평생 갈 수 있을까’ 

하고 막연한 생각을 해왔던 독도를 실제 방문 한다

는 사실에 흥분이 쉬이 가라않지 않았다. 이 감정은 

현장 학습 첫날 강릉으로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도 

문득문득 솟아올랐다.

독도 가기 전 동해 해군 제1함대를 방문한 뒤 삼척

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묵호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싣는 순간. ‘아 정말 

가는 구나’ 하는 생각에 이방인이 느낄 법한 묘한 기

분도 들었다. 마음 한 곳에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

는지 마음을 짓눌렀던 멀미 걱정도 신기하게도 온데 

간데 사라졌다.

피곤함에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3시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도착한 울릉도. 코로나19에 한동

안 관광객의 발길이 뜸했던 곳이라곤 믿기 어려울 

_ 양석현 부장(KBS) 

2022 안보과정

♬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 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정도로 도동항 선착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국방대 학생만 해도 2백 명이 넘으니 그럴 법도 했으

리라.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여장을 풀고 점심

을 하고 난 뒤 곧장 다시 독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이때부터 독도에 대한 온갖 이미지들이 

내 머리 속을 떠다니기 시작했다.

사실 난 국방대 입교 바로 직전까지 KBS 보도본

부 네트워크 부장으로서 전국 9개 총국 보도 업무

를 총괄하던 터라 울릉도, 독도와 인연이 있었다. 행

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던 만큼 이 섬들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소식도 뉴스였기에 관심이 컸다. 

태풍이든 폭우든 폭설이든 이 섬들에서 발생하는 

자연 상황이나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모두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뉴스거리인터라 어느 하나 소

홀히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독도에는 기상 상황을 실

시간 365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KBS재난감시 파

노라마카메라도 설치돼 있어서 보도본부 재난미디

어센터에서든 회사 로비에서든 실시간 화상을 통해 

365일 한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웅장한 독도를 마

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독도를 눈으로 직접 못했던 

나로선 늘 독도를 향한 목마름이 컸다. 꼭 가고 싶은 

갈증.

울릉도에서 87.4km, 배로 1시간 반가량 걸려 마침

내 도착한 독도. 여객선이 항에 접안하는 순간 ‘드디

어 왔구나...이게 바로 독도구나’라는 감격과 희열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육지에서 보던 장엄한 독도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서 말없이 나

를 반겼다. 

노래 가사처럼 독도는 그야말로 새들의 고향이었

다. 괭이 갈매기와 바다 제비 등 다양한 새들이 먹이

를 찾아 넘실대는 파도 위를 유유자적 비행하는 모

습에 모처럼 여유롭고  평화로움을 느꼈다. 국방대 

안보교육 과정 동기생들과 1시간 남짓 기념사진을 찍

고 여기 저기 들러보며 추억을 쌓는 동안 독도의 풀 

한 포기, 작은 돌 하나하나가 실로 소중한 보물로 다

가왔다.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 도서으로 이뤄진 18만 7554㎡ 면적의 섬, 독도.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역

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굳

건하게 동해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

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

분했다. 또한 독도에 살며 독도를 지키는 20여 명의 

주민들, 그리고 독도를 넘보려는 어떠한 도발도 허용

하지 않겠다며 오늘도 불철주야 빈틈 없는 경계 태

세를 이어가는 독도 경비 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동해 제1함대 방문에서부터 

울릉도, 독도 탐방에 이르는 3박 4일의 그리 길지 않

은 국방대 안보교육과정 현장 학습. 어쩌면 평소 당

연히 여기며 가볍게 지나쳤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찬

찬히 되돌아보며 진진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계

기가 됐던 더 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또다시 독도를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이번엔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독도가 주는 아름다고 

장엄함을 나 혼자 느끼기엔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

이 독도에 머무는 내내 머리 속를 떠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국방대학교 2022 안보과정 울릉도·독도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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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암 국방대 교수, 이정환 육군준장, 최경환 공군중령, 최진우 해군소령 지음  |  한경사

전쟁영웅들의 이야기
근대·현대편
(프랑스혁명전에서 이라크 침공까지)

4차 산업혁명기술 시대의
스마트 군수
(Smart Logistics)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시니어과협 과학기술정책분과 평회원  |  도서출판 두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군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군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힘들다. 이에 비해 미군은 걸프전에서 군수의 우수성을 입증하였

다. 그러면 한국군은 어떠한가? 우리 군도 미군처럼 빠르고 정확한 군수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

국방부는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수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우리 군

도 새로운 군수정책과 신기술들을 활용하여 미군처럼 빠르고 정확한 군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의 군수는 얼마나 변했을까? 신기술과 군수 정책들을 갑작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무엇이 최우선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다. 50만명이 넘는 군인, 전투기, 전차, 함정과 같은 다양한 무기체계의 컨디션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100만에 가까운 품목들을 언제 얼마나 사야하는지,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전쟁 수행

에 유리한지, 게다가 효율성까지 제고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결정까지 해야 한다.

국방대학교 교수(문성암), 육군 준장(이정환), 공군 중령(최경환), 해군 소령(최진우)이 함께 미래 군수 방향을 알려주는 책을 

출판했다. 스마트 군수(Smart logistics)이다.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현재까지 군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군수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군수가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집어주고 있다. 국내 군수와 물류 산업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 책을 두고 미래 군수의 청사진이라며 극찬하였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1부에서는 각종 기술들에 의해 미래 군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몇 가지 독창적인 것을 소개한다. 군수령부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개별 부대에서 주문하면 배송해주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시

기와 양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된다. 개별 부대에서는 자동발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 몇 개의 

재고가 있고, 향후 어떤 훈련이 있어 몇 개가 필요한지는 군수사에 위치한 인공지능이 알아서 결정한다. 이 결정과정은 다른 지

역, 다른 군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한 전역 최적화에 기반한다. 청구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지만 말단 부대의 사용자들은 필요한 만

큼의 보급을 받는다. 한편 군수 보급 단계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 한다. 수송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3~4

단계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전문적인 용어로 풀링(Pooling)을 잘 활용

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군에 어떤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3D 프린팅, 나노, 로봇, 가상/증강현실,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빅데

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센서에 이르는 총 13가지 기술을 망라하고 있다.우리 군은 스마트 기술에 목말라 

있다. 그래서 군수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혔는지 가늠해봐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이 책을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

저자가 근대 및 현대전 분석을 시작하면서 과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전투양상을 찾는데 주안을 두었다. 현대에 이르러 과

학에 의한 무기발달은 괄목(刮目)할만 했다. 

1800년대 영국의 제임스 와트(James Watt; 1736-1819)는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뒤이어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차를 발명하

고 풀턴은 증기로 움직이는 선박을 발명하자 즉시 병력과 장비를 기동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1860년 르노

(Lenoir, 프랑스)가 작동 가능한 내연기관(가스기관, 열효율 약 3%)을 개발했다.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와 비행기가 발명되

자 기동은 물론 적정을 살피는데 까지 이르렀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빠른 동원력, 그리보발의 포병개혁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적보다 우수한 전력과 정확도가 높은 포병사

격과 기병 충격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쿠투초프의 초토화 작전과 지연전과 전투회피 작전에 휘말려 나폴레옹은 실패를 

맞보았다. 

미국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 지역은 뉴욕에서 게티즈버그에 이르는 철도가 있어서 북부군의 병력 동원이 유리했다. 미국 남

북전쟁은 최초로 철도와 전신망의 도움을 받아 치러진 전쟁이었다. 

프랑코-프로이센(프러시아-프랑스) 전쟁 때, 몰트케는 전쟁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여 철도와 전신을 이용하여 전술상의 기

동을 증대시키고 전투력 집중을 달성했다. 

제1차 세계대전 섬멸전이 주룰 이루고 참호전이 주 수단이었다. 참호전은 철조망, 지뢰지대, 교통로, 벙커, 기관총 그리고 포병

사격이 주 역할을 했다. 이때 전차, 화생무기, 화염방사기, 항공기 등 많은 신무기가 등장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30년 후 제2

차 세계대전은 영국 본토 항공전, 엘 아라메인에서 전차(기갑)전, 그리고 미드웨이 섬에서 항공모함전으로 발전했다. 레이다, 로

케트, 가스, 화염방사기, 지휘통신용 컴퓨터 등이 등장했다. 마지막에 원자탄이 개발되어 전투를 모르는 민간인들을 많이 죽여

서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전쟁지휘시스템으로 컴퓨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은 정밀 유도탄, 산탄형 폭탄, GPS, AWACS와 위성 통신시스템, 첨단 송수신기, 스커드 및 패트리어트 미

사일, 항공모함, 제트 전투기, 드론(drone) 등 최첨단(cutting edge) 병기의 실험장이었다.

현대전은 국가안보 식견이 없는 독재자가 문제를 일으켜 전쟁이 발발했고 결국 패망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3세, 독일의 빌

헬름 2세와 히틀러, 이집트의 나세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등이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을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민주주의 정부 우수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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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다.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몸이 

움직여야 한다. 내 속도보다 더 빠르게 뛰어야 살아남

을 수 있는 사회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을 떠나도 우리

는 강박처럼 ‘성과’를 내려 한다. 노는 것조차 빡빡하다. 

쉬기 위한 여행인데 가기 전보다 피곤하다. 걷기 여행

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느긋하게 걷

다 보면 복잡하고 우울한 생각은 사라지고 절로 행복

해진다. 시원한 산과 강이 있는 영동은 더운 여름철에

도 걷기 좋은 길이다. 둘레길 여행의 첫발은 영동의 금

강 둘레길로 정했다.

걷는 곳곳이 포토존인 영동에 가자

영동은 3도의 경계에 놓인 지역이다. 충청도 끝자락에서 남쪽

으로는 전라도의 무주를 동쪽으로는 경상도 김천과 상주를 마

주한다.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곳에 있어 군 전체가 

아름다운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높고 낮은 산줄기를 

따라 여러 갈래의 물줄기들이 흘러와 강을 이루니 예부터 글깨

나 읽었다는 선비라면 경치를 보며 시 한 수 절로 지어낼 정도

로 빼어난 풍경을 지닌 지역이다. 

특히나 금강 둘레길은 양산팔경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차례로 만나는 길로 영동의 멋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곳이다. 송

호관광지의 여의정에서부터 걷기 시작해 용암과 강선대를 지나 

함벽정과 봉황대를 마주하고 돌아오는 6km 정도 되는 순환형 

산책길이다. 보통의 걸음걸이로 1시간 30분, 여유롭게 걸어도 3

시간이면 충분한 만큼 당일치기 여행으로 좋다.

여행의 시작은 양산팔경의 중심지인 여의정에서 시작해보면 어

떨까? 송호관광지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여의정이다. 

솔밭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정자가 멋지다. 100년 이상 묵은 

산바람이 이끄는

영동 금강 둘레길충
북

강 따라 길 따라

대한민국 둘레길

1탄

오래된 소나무들 1만 그루가 자라난 숲에서 절로 고개를 

두리번거리게 된다. 

숲길을 벗어나자 봉곡교가 나타난다. 도도하게 흐르는 금

강이 차분히 내쉬는 숨소리를 들으며 다리의 끝자락에 닿

으면 기암절벽 위 나무들 사이로 설핏 강선대가 보인다. 강

선대는 양산팔경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진다. 암벽 

위에 세워진 육각 정자에 오르면 반짝이는 강물과 노송이 

어우러진 풍경에 감탄이 먼저 나온다. 강 한가운데 독특하

게 생긴 용암은 더욱 풍성한 풍경을 만들어 준다. 출발지

인 여의정과 마주하는 광경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옛 조상들도 사랑한 절경, 양산팔경

아쉬운 발걸음을 떼어내며 다시 산길을 걸어 보자. 산허리

에 걸쳐 완만하게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쭉 따라가면 지칠 

만할 때쯤 함벽정이 나타난다. 조그마한 정자의 위치가 

절묘한 것이 조상님들도 이쯤에서 쉬어가고 싶으셨나 싶

다. 함벽정에 앉으니 강 너머로 비봉산이 보인다. 시간이 

맞는다면 이곳에서 비봉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 함벽정의 낙조는 옛 선비들이 시를 쓰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좋아했다고 한다. 

함벽정에서 강변을 따라가면 봉황대에 오를 수 있다. 지

금도 아름답지만, 옛날에는 봉황대 근처에 포구가 있어 

나룻배가 오가는 풍경이 영화와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

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봉황대를 뒤로한 수두교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했다. 

다리를 건너서 지나온 길과 나란히 걸으면 출발지인 여의

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다리를 건너지 않고 왔던 길을 다

시 돌아가며 바라보는 풍경도 운치 있으니 마음에 드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둘레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양산팔경 중 여섯 곳과 만나

게 되지만 자풍서당과 천태산 영국사 두 곳은 따로 찾아

가야 볼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길을 벗어나 보고 오는 것

도 하나의 재미다. 자연을 즐기다 밤이 되면 나무들 사이

로 보이는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강선대는 야간조명의 빛으로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 같다. 금강 둘레길의 경치가 마음에 든다면 야영장

을 갖춘 송호관광지에서 하룻밤 묵어가도 좋겠다.  

조선 시대 연안부사를 지낸 만취당 박응종이 자신의 호를 붙여 만

취당이라 한 것을 후손들이 다시 짓고, 여의정이라 고쳐 부르게 됐

다. 여의정을 감싼 송림은 박응종이 손수 뿌린 종자가 자란 것이다.

여의정

강선대는 아름다운 풍경에 반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했

다고 한다. 이 선녀의 목욕을 몰래 훔쳐보다가 승천하지 못한 용

이 바위가 되었다는 용암과 얽혀 옛이야기로 전해져 왔다.

강선대와 용바위

함벽정은 앞면 3칸에 옆면 2칸인 팔작기와지붕의 정자다. 마루

가 깔린 방 1칸과 대청 1칸뿐인 아담한 규모임에도 사람의 정취를 

자극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함벽정

봉황대는 봉황의 전설이 전해지는 지역이다. 비봉산에 사는 봉황이 

날아와 대나무 열매를 쪼아 먹었다는 이야기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봉황대

양산팔경 금강 둘레길

송호관광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105

강선대: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67-4

여의정 → 봉곡교 → 강선대 → 함벽정 

→ 봉황대 → 수두교 → 여의정 (약 6km)

1시간 30분

주 차 장

경 로

소요시간

금강 둘레길 명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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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들이 아무리 간

절한 눈빛을 보내더라도 

튀김, 치킨, 부침개 등 야식으

로 즐겨 먹는 배달음식을 반려동물에

게 나눠주지 말자. 급성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지방 사료와 간식만 계속 

먹이는 것도 좋지 않다. 구토와 식욕부진, 설

사나 혈변,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사과, 감, 살구, 복숭아, 자두, 체리 등의 과일 

씨에 함유된 시안화물은 사람에게는 극히 미

량이라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에게

는 독약이 된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페르신이

라고 불리는 독소로 인해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오렌지 껍질과 과육의 하얀 속살 부

분은 개와 고양이에게 구토, 설사,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토마토의 덜 익은 녹

색 부분에는 감자의 녹색 부분과 마찬가지

로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

으로 인해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포도와 건포도는 극소량으로도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귀엽다고 무심코 건넨 과일 조각, 식탁에서 가족들끼리 먹던 배달 음식 등으로 인해 

소중한 반려동물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은 음식이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 

지금부터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을 꼼꼼하게 알아보자.

슬기로운 생활
- 반려동물편 -

반려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반려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반려동물반려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음식

1  1  매운맛은 위험해요, 양파/대파/부추양파/대파/부추

5   5   취하면 큰일 나요,  

알코올/카페인알코올/카페인

2   2   사람에게만 달콤해요,  

다크초콜릿다크초콜릿

6  6  소화하기 힘들어요, 건어물류건어물류

4  4  소화 효소가 없어요, 우유/유제품우유/유제품

7  7  꼭꼭 숨겨주세요, 상비약/진통제상비약/진통제

9  9  잘못 먹으면 다쳐요, 각종 뼈각종 뼈

3   3   급성췌장염을 유발해요,  

기름진 음식기름진 음식

8   8   형형색색의 위험이 도사려요,  

과채류과채류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 식재료들인 양파, 대

파, 부추류는 날것이든 조리한 것이든, 절대로 강아지와 고

양이에게 먹이면 안 된다. ‘알릴 프로필 디설파이드(allyl 

propyl disulfide)’라는 성분이 강아지와 고양이 

몸속 적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중독되

면 침을 흘리고 구토나 설사, 혈뇨를 본다. 

과다 복용 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알코올은 소량으로도 구역질, 구토, 저혈압, 저체

온증 등을 유발한다. 특히, 고양이는 알코올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알코올 

섭취를 막으려면 술은 물론이고, 조리하기 전 상

태의 빵 반죽도 조심해야 한다. 빵 반죽에 들어있

는 효모가 발효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알코올

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또, 커피, 차, 소다, 에너지 

드링크, 건강음료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개와 고

양이에게 구토, 고혈압, 호흡기 장애,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한다.

식탁이나 거실 테이블 

위에 먹다 남은 초콜릿

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초콜릿

에 함유된 ‘테오브로민’ 성분은 강아지

들의 중추신경을 자극해 구토와 설사, 

심박수 증가, 고혈압, 발작, 고체온증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소형견은 100g

만 섭취해도 죽을 수 있고, 중대형견에

게도 200g 이상의 섭취는 치명적이다. 

어패류는 독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라서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술안주나 간식으

로 즐겨 먹는 조개, 새우, 쥐포, 마른오징어 등의 어패류

를 강아지에게 줄 경우, 복부팽만과 소화불량, 구토, 위

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위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다.

우유에 카스테라를 적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주는 장

면을 만화나 아동소설에서 접한 적 있을 것이다. 그런

데 강아지와 고양이는 유당에 들어있는 락토오스를 분

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다. 유제품을 섭취하

면 설사와 구토 등 위장관 장애 증상을 일으킨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락토프리 

제품이나 반려동물 전용 우

유를 주는 것이 안전하다.

반려동물의 중독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

이 바로, 사람들이 먹는 약을 반려동물이 실수로 주워 

먹는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성분은 개

와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키므로 반드

시 반려동물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삼킬 

수 없도록 포장에도 신경 써야 한다.

닭 뼈, 생선 뼈 등은 반려동물의 입, 목, 위 등에 상처를 

낼 수 있고, 목에 걸리면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 있

다. 특히, 닭 뼈는 깨진 상태의 단면이 날카로워 더욱 위

험하다. 족발, 갈비뼈와 같은 고기 뼈도 줘선 안 된다. 

족발이나 갈비에 묻은 양념, 약재 등이 소화 기능을 저

하시키고, 뼈를 삼킬 시 장폐색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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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ing KNDU's International Students National Security Course  -  Colonel Tony of  
  Indonesia Army, Colonel Myo of Myanmar Army, Colonel Hai of Vietnam Army  

Q. Introduce yourself please. 
 Tony  Firstly, I would like to introduce myself. 

I am Colonel Tony from Indonesian Army and I have a 
family with three lovely children: 1 son, 2 daughters. 
My first daughter i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second daughter and my son are dentist student. I 
was a lecturer in the Indonesian Army Staff College 
before I came to Korea. I am proud of being in KNDU 
as a Indonesian Army because there was a tight 
examination to be selected.  
 Myo  Greetings. I am Colonel Myo from Myanmar 
Army. I am married and have 14 years old son. Since 
my wife is a lecturer in the Myanmar Defence Services 
Academy, she couldn't come to Korea, so I live in 
Korea all by myself. Since I began to serve in the army 
in 1997, I got to experience various careers such as 
strategy commander, strategy study director and I 
came to KNDU in order to learn about Korea's military 
development, economy, politic, and technology.
 Hai  Hello. I am Colonel Hai from Vietnam Army. I had 
lived with my parents, wife, son and daughter. When I 
was young, I was very eager to become a solider and 
it has been 30 years since I was first commissioned. I 
have many experiences of military management and 
military training. Not only that, I also had a successful 
service in my country. Through expert experiences, I 
was able to selected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nd 
came to Korea for National Security Course in KNDU.

Q. Please introduce your country 
briefly. 

 Tony  Indonesia is a country in Southeast Asia, 
consisting over 17,000 islands. and is the 4th populous 
country over 270 million people. One of the famous 
honeymoon place, Bali is located in the Indonesia and 
if you want a peculiar tourist resort, you may come to 
Komodo National Park.
 Myo  Myanmar borders with China, Laos,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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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and India. It has the tallest mountain in the 
East-Asia, Hkakaob Razi and has variety of rivers that 
runs down in multiple ways. There are three seasons: 
summer, rainy season and winter. It is an agricultural 
country rich in forest and natural resources and one of 
the best teak producers in the world. It is a Buddhism 
country that have various temples and relics which 
make people to come to travel.
 Hai  Vietnam is well known for Korean as renown 
tourist sites. If you want me to name it, here is the list: 
Halong Bay, Hue, Hoi An, Cu Chi Area, Luan etc. As per 
food, pho is the signature food of Vietnam, as well as 
Banh mi(Vietnamese sandwich), Banh xeo, and coffee. 
You may heard of these food. Vietnam culture is a rice-
growing agricultural country that put much emphasis 
on family tradition value. 

Q. How is life at the KNDU?
 Tony  I've almost lived in Korea for about 

sixteen months now. I first went to KDLI and then 
KNDU now, it was challenging for me to deeply blend 
into its institution because those two institution's 
character is quite different. However, it is my joy to get 
to know different kinds of people. Furthermore, I enjoy 
my class for I get to meet new people and experience 
new way of life. 
 Myo  KNDU has been supporting all the international 
student to make their life much better and easier. In 
terms of lecture, I have some difficulties due to my 
lack of Korean skills, however, I get lots of help and 
support from professors and colleagues. Recently I 
went to field trip to Ulleungdo and Dokdo. Hiking in 
the Ulleungdo was the superb experience and most 
memorable activity. 
 Hai  What stood out to me the most when I first came 
to KNDU was the form of environment where you 
could thoroughly focus on the education and research. 
Classrooms, lecture materials and utility of its school 

is very modernized and clean. As I continue to study 
here in KNDU, I felt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at 
all towards all our international students and people 
around me are very open minded. I really appreciate 
my sponsor and other people for supporting me. 

Q.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wish 
to do or place to visit while you are 

in Korea?
 Tony  I am much familiar with Korea. My children are 
big fans of K-drama and for me, when I was a Captain, 
I met a Korea friend. That is why Korea is very familiar 
to me. However, there are places I really want to visit, 
such as DMZ and Cheong Wa Dae.
 Myo  Myanmar also loves K-pop, K-movie, and 
K-drama. K-culture is very hot in Myanmar. Before 
I came to Korea, I learned Korean history through 
drama. I want to visit Uldolmok(A sea route that 
Suddenly narrows like the neck of glass bottle) in 
particular, where Admiral Yi-Soon Shin defeated 
Japan's fleet of 300 ships with only 12 ships. Of course, 
I want to go to Jejudo and Busan as well. 
 Hai  I really want to experience Korea tradition 
culture. Therefore I am planning to go different 
location of Korea. DMZ is the top place I want to go. 
Because DMZ is figuratively speaking the current 
national situation of Korea Peninsula. 

Q. Is there any similarity or difference 
between your country and Korea? 

 Tony  Life-living is naturally different. When I 
went to Gokseong and Iksan to experience Korea's 
traditional culture, I came to realize that Korea didn't 
use bed back then. Instead, they put mat or blanket 
on the floor. Speaking of similarity, Indonesia has a 
respecting culture and just like Korea and we also 
take off shoes before we go into the house. Oh! I didn't 
get confused of side dishes when I go to a restaurant 
because I knew it. 
 Myo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culture of 
Myanmar and Korea. We also have elder-respecting 
culture as Korea does. Also just like Choosuk in 
Korea, we have a festival called (Thadingyut), a light 
festival. Only difference I can mention is Seollal. 

Seollal in Korea is in first month of the year whereas 
Seollal in Myanmar is in April. So we tend to think our 
Seollal as long summer vacation. We call it Thingyan, 
it is well-known as a water-festival. 
 Hai  There are many histor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Vietnam. Vietnam 
is also a Confucianism culture that values family 
culture, as well as education and ethic. Particularly 
we have our unique culture and language that did not 
assimilate with other cultures and we kept it as our 
own. The difference I could think of is that majority of 
Korean food is spicy and Korea has much more fast 
life habit than Vietnam. 

Q. Do you have a goal or plan in the 
future during the course? 

 Tony  During the course, I would like to research 
on the field that can be implemented to Indonesia 
in terms of national defense. When I return to my 
country after the course, I will share all the knowledge 
and technique that I learned from Korea so that I may 
promote cooperation in all other fields. 
 Myo  My goal is to make deeper relationship with 
other friends. Because these relationships will make 
my Korean life much fun. This will be my greatest 
asset when I go back to my country. If I share all 
the knowledge in the field of military development, 
economy, politic, and technique that I have obtained in 
the KNDU with our country personnel, then these will 
be acceleration of development. So I have no time to 
get bored. 
 Hai  Above all, I want to successfully finish this 
course. I will furnish my country's development with 
the knowledge that I gained through the Naitonal 
Security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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