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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영역으로서의

인지영역과 인지전
(Congnitive Warfare)

이수진 교수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출현한 이후 기술발전을 거

듭하고 군사분야에서의 활용성이 증대되면서 

전장영역(domain)은 육·해·공에 이어 우주 및 사이

버공간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의 ‘뇌

영역’ 혹은 ‘인지영역’까지도 전장영역에 포함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지영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NATO는 인지영역을 제6의 작전영역(operational 

domain)으로 간주하면서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인지

전 수행방안과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

랑스는 인지전을 전쟁이 수행되기 이전에 승리를 보

장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미래 전장에서 인지영역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군

사행동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

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 군도 미래 작

전수행환경에서 인지영역이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지켜보면서 

단순한 전망이 아닌 점점 더 확신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지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전략을 구상하고 있

는 NATO는 2021년 6월, 인지전을 과학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심포지엄을 프랑스에서 개최하

였다. 해당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면, 인

지전은 “개인이나 그룹 또는 대중을 정복하기 위해 

혹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의사

결정을 수정하거나 의도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 전문가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

의된다. 즉 인지전은 개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수정

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필요한 결정을 내

리지 못하게 만들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궁극적

으로는 인지영역에 대한 치밀한 공략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혹자는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정보작전’이나 

‘심리전’을 인지전과 유사한 개념 혹은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 가지 군사행동은 명확한 개념

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정보작전은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적의 정보수집활동은 방해하여 

정보우위를 추구하는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심리전

은 상대방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면서 아군의 사기

는 강화하고, 여론을 아군에게 유리한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것이 목표인 군사행동이다. 반면 인지전은 사람

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까지도 바꿀 목적

으로 수행되는 군사행동으로서,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 혹은 인간의 정신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거나 마비시킴으로

써 이해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변화시키고 궁극적

으로는 행동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한다는 점

에서 심리전보다는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단

순하게 조작된 정보나 거짓뉴스를 유포함으로써 심

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인지영

역을 보다 공세적으로 공략하는 행위이며, 뇌과학

이나 인지과학, 사회공학 등의 제반 학문영역이 융

합되어야만 구현 가능한 복합전술이다.

이러한 인지전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

단은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의 전쟁에서 가장 활발

하게 활용된 수단은 SNS이다. 개방성을 지향하는 

SNS는 인지전을 수행하고자 시도하는 공격자로 하

여금 SN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개인이나 특정한 그룹 또는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손쉽게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SNS를 통해 공격목표로 설정한 대상

의 개인적 성향이나 관심사, 사회적 관계, 온라인 활

동내역 등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여 인지영역 공

략에 사용할 맞춤형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해진다.

비교적 최근에 SNS를 기반으로 한 인지전이 큰 

효과를 발휘했던 사례로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

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들 수 있다. 2021년 5월 

가지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발생했

을 때, 이스라엘 정부는 언론매체를 통해 가자지구

에 이스라엘군을 곧 투입할 예정이라는 성명을 발

표했다. 이어서 트위터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게시했고, 전 세계 언론

들은 트위터에 게시된 소식을 참고하여 일제히 이

스라엘군의 공격 개시를 다룬 뉴스를 보도하기 시

작했다. 뉴스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개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하마스는 그동안 지하시설에 

은폐시켰던 장비를 꺼내어 배치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무인정찰기를 통해 이스라엘군에게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지하시설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군은 정밀유도무기로 하마스의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었고, 그에 더해 하마스가 민간

인 거주지역에 군사무기를 배치하는 장면까지 SNS

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군사작전 수행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

라이나 간 전쟁에서도 SNS를 활용한 인지전이 지

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양국은 모두 자국에게 유리

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면서 국제사회의 지

지와 물질적 원조를 호소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

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IT Army를 모집했고, 다양

한 SNS 플랫폼을 통해 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

개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섰던 글

로벌 IT 기업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SNS 상에서 러

시아 관련 계정을 삭제하거나 폐쇄함으로써 러시아

의 인지전 수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최근의 전쟁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인지전

은 전쟁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전에서는 보다 다

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인지영역을 공략

함으로써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거나 전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는 더욱 더 활발하게 진

행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전투에서 물리

작전과 인지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전수

행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

어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

밀하고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인지전

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확

보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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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개최

국방 대학교는  9 월  29일  학교 가  위치한  근처 

지역민(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주민)을 초청하여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열린음악회는 논 산 

이전에 따른 교직원, 교육생, 장병의 문화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공연으로 시작하였으나, 올해는 

지역 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 지역 주민을 

초대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학교 색소폰 동아리 ‘색소피아’와 지역 

주민 30여 명을 비롯하여 클래식 연주, 뮤지컬, 

팝페라, 트로트 가수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장병, 교직원과 지역 

주민은 이구동성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열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발전해가기를 

기원한다.”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대학교는 교직원, 

교육생의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대학교 대외협력실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외국군 졸업생 홈커밍 행사’(이하 홈커밍 

행사)를 실시했다. 홈커밍 행사는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을 졸업한 외국군을 다시 한국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행사로, 코로나-19로 중단하였다가 올해 재개를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2017년 졸업한 타헤르 알리 살렘 

아미크다드(Thaher Ali Saleem Almiqdad) 요르단 육군준장(졸업생 대표)을 포함한 12개국 16명의 외국군과 

가족을 포함하여 재학 당시 외국군을 후원한 한국 졸업생 12명을 초청하였다. 행사는 △ 1일 차에는 외국군과 

후원인을 대상으로 한 환영 만찬을 △ 2일 차에는 국방대학교를 방문하여 환영 오찬과 학교 견학을 △ 3일차에는 

한화디펜스를 방문하여 K9 자주포 생산라인 견학과 천무, 비호 등 방산무기 탑승 체험을 △ 4일 차에는 서울 지역 

문화 관광지 탐방으로 실시하였다. 정해일 국방대 총장은 1일차 환영 만찬에서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꾸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국방대학교는 여러분의 모교로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교육을 받으며 친구가 되는 것이기에, 이번 자리를 통해 다시금 우의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타헤르 준장은 답사를 통해 

“2017년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을 잊지 않고 다시 초대하여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라며 “덕분에 

한국에서 다시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준 국방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하였다. 국방대학교는 앞으로도 학교를 졸업한 외국군에 대한 관리 및 홈커밍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군사외교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어...

외국군 홈커밍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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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안보과정을 졸업한 졸업 동문(이하 졸업 동문)이 

국방대 모교를 방문하여 화재다. 국방대학교는 10월 27일 

졸업 동문을 맞이하여 모교 방문 행사를 실시하였다. 

모교 방문 행사에는 이필우 1991년 동기회 회장(졸업 

당시 치안본부 경무관, 이하 직책만 기재)과 김형섭(육군 

학군7), 문정성(육군 3사10), 박연수(보건사회부 이사관), 

신관근(연구원 서기관), 안형태(한국전력 성북지점장), 

유승일(육군 3사4), 정부영(국회사무처 부이사관) 등 

8명이 방문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성금 4,150,000원을 

국방대학교발전기금을 통해 전달하였다. 당초 졸업 동문은 2021년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체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자체가 여의치 않자 더 뜻깊은 일에 행사기금을 쓰기로 결정하여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다. 성금 전달식 이후 졸업 동문은 정해일 국방대총장 주관의 간담회와 오찬을 하였으며, 

학교 역사관과 교정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졸업 동문은 역사관을 둘러보며 졸업 당시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교의 

전경과 현재 논산에 위치한 국방대학교의 전경을 비교하거나 1991년 당시 재임한 총장의 약력과 졸업생 명단을 보며 

회상에 잠기기도 하였다. 모교 방문 행사를 마치고 떠나는 자리에서 졸업 동문은 “국방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는 정해일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1991년 안보과정 졸업생뿐만아니라 

다른 졸업 동문도 모교를 방문하여 변화된 모습을 둘러보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 발전을 위해...

1991년 졸업 동문 성금 기탁

9월 19일(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안보과정 특강 9월 22일(목)   사우디 군수산업청장 내방

9월 30일(금)   논산시 시민의원 초청행사9월 27일(화)   국방혁신 4.0 세미나

10월 7일(금)   배기숙 성고충상담관 전입신고10월 5일(수)   응급상황대비 소방안전 교육

10월 20일(목)   국정감사 현장점검10월 11일(화)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학생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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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래 담임교수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중견리더과정

군무원 장기 교육과정! 

중견리더과정!

Q  중견리더과정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견리더과정을 담당하교 있는 신희래 담임교수입니

다. 국방대 직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견리더과정은 2021년도에 첫 

번째 기수를 시작으로 이제 제2기 교육생들이 수학 중에 있습니다.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명시한 국군조직법 제16조에 근

거한 군무원은 국방분야에서 군인 못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신분

입니다. 그동안은 군사교육 중심으로 장교, 부사관 위주의 간부 능력개발

교육이 추진되어 사실상 군무원은 능력개발교육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

었습니다. 2019년 국방부 주도로 군무원 교육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군

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능력개발교육 과정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교육과정이 “중견리

더과정”입니다. 교육은 10년 이상 장기활용이 가능한 5급 사무관급의 인원

을 대상으로 국가 및 국방정책의 이해, 리더십 함양, 조직 및 부대관리 역

량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Q  중견리더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 줄어드는 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군무원을 증원하고 있고, 그러한 인력의 변화는 부서

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군무원이 점차 증

가해 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견리더과정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실무 위주의 역량개발에 머물러 있

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부서장으로서 관리

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과편성의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제1교과에서는 정부정책과 국방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으

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고민해보는 시간

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2교과에서는 리더십을 함

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실무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리더십 진단과 개발을 위주로 시행합

니다. 또한, 제3교과에서는 조직 및 부대관리와 관련

된 다양한 관리기법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각 교과 단위

로 학생주도의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각 교과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토의 시간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해

서 개인별로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개인별 관심분야 또는 실무에서 경험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통

해 해결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대안과 장단점을 비

교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최종 산출물을 작

국방에 복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하고 이에 대해 심사 및 발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군인 외에 군무원”이라는 이

미지가 아닌 “국방에 복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정체

성과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중견리더과정 제2기의 수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과정에 입과하는 학생들 중 많은 인원이 이런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정책연구보고서 작성?,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불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

지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고, 해야 할 이유가 생기

고, 함께 고민하는 동료 및 지도교수가 있기에 정책연

구보고서 심사를 마치는 순간 “해 냈구나!”하는 뿌듯

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로부

터 좋은 접근, 좋은 대안이라는 평가 등을 받아보면

서 자심감을 얻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

니다.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과정 담임교수 입장에

서는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2기 학생들과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외활동이 가능했다는 점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울릉도 성인봉을 오르는 과정에서 뒤처지

는 동료들의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격려

하고 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 어려움

을 이겨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끈끈한 전우애를 느

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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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장학습 중에는 학생들의 질문이 전문가들

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정곡을 찌르는 모습에서는 

“이제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자신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독일연방 국방부에서 동독과 서독

의 군사통합과정을 논의할 때에는 국방분야에서 민

간인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통일이라는 현실을 갑작스럽게 

마주하더라도 전문성에 기초한 실무적인 능력만 구

비된다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양학습으로 시

행한 캘리그라피 실력을 발휘해서 재독한인간호협

회 관계자 분들게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주시는 모습이 오히려 감사하고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중견리더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무원 교육부수병력이 별도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

지 않아서 교육파견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고, 보직 

분류 시기와 과정 수료 시기가 연계되지 않는 등 정원 

및 인사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또한, 

독신숙소 정주 여건이 미흡한 부분, 교육시설 부족으

로 분임단위 토의여건이 제한된다는 것 등이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식별 되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

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해주고 있는 학생들의 노력에 감사와 박수를 보

내고 머지않은 시기에 이러한 제한사항이 해결되어 

중견리더과정이 군무원교육을 대표하는 명품과정으

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Q  중견리더과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쭤봅니다.

사회적으로는 국방업무 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

전의 모대학에서는 행정학부내에 국방공무원학과를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는가 하면 군무원과를 새롭게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처

럼 군무원이라는 특화된 신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정된 군무원의 모습을 정립해주는 것

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견리더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 및 국방

정책 이해, 리더십 함양, 조직관리 능력 개발 분야는 

입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신규임

용되는 군무원들에게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만큼 이 과정을 수

료하고 현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동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

치고 나아가서 국방업무 발전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

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기부   머리카락 기부를 통해 가발

을 제작하여 소아암에 걸린 아동에게 제공 한

다. 소아암에 걸린 아동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

모로 정신적인 충격 및 심리적 위축감으로 대

인기피증과 우울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가발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심리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국방대 소식지 61호에 소개된 

김애리 육군 소령(진)이 시민

의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선 공

로를 인정받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격려 카드를 받았으며, 국

방대 총장 표창 또한 받았다.

국방대 학생, 소아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 기부

지난 9월 20일, 국방대학교 국방

관리대학원에서 리더십전공의 

서유진 육군대위가 소아암에 걸린 어

린이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였다. 

서유진 대위는 다른 이에게 힘이 되

는 일을 하고 싶던 와중 소아암에 걸

린 어린이들에게 가발이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카

락 기부를 하게 되었다.

지난 2017년에도 본인의 생일에 맞

춰 머리카락을 기부했던 서유진 대위

는 “2017년 이후 GOP 임무 수행과 각

종 훈련으로 머리카락 관리가 어려워 

기부를 하기 힘들었다.”면서도 “2023

년 석사과정 졸업과 야전으로 다시 복

귀하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다

시 기부를 결정하였다.”라며 머리카락 

기부를 하게 된 소감을 전하였다.  

2022 年 9 月 20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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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령 김병수('22안보과정)

포스트 코로나를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다생각하다
감염병 대응은 
원헬스(One Health)
전략으로

Q 안보과정 교육과 졸업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령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안보과정에서 교육 중인 육

군 대령 김병수입니다. 저는 올해 군생활 27년차입니

다. 1996년에 육군 수의장교로 임관하여 우리나라

의 전후방 각지와 해외 파병지역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의 보건환경위생평가, 식품·수질안전업무, 군용동

물진료, 보건교육 및 보건연구 등의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국군장병과 부대의 질병예방과 보건업무를 지원하고 

비전투손실 예방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지원한 계기는 계룡대(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부서장(2015 안보과정 졸업

생)께서 국방대 안보과정은 국가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등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교류 및 안보현

장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과정이니 기회가 된다면 지원해서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국방대 인근 지역에 있는 황산벌, 개태사, 계백장군 유적지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

하고 국방대를 잠시 방문하였는데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안보와 통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였다고 생각하니 안보와 통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방대 안보과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대령님께서는 지난 10월 12일 국방일보에 ‘원

헬스 전략으로 군 감염병을 예방하자’라는 제

목의 기고를 하셨습니다. 원헬스(One Health) 전략

이란 무엇인가요?

‘원헬스(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

강, 환경의 건강 사이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둔 개념

입니다. 감염병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의

학, 수의학, 환경과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

의 전문가들이 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면서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

협하고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주었습니다.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21세기 들어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0% 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향후 또 다른 인수공통감염병 출현에 

의한 팬데믹의 재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시

사합니다. 따라서 향후 감염병 예방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래 전략화된 개념인 인

간-동물-환경의 건강을 목표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전략’의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습니다.

Q 군부대는 특성상 다수가 공동생활을 하기에 

감염병에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서 특히나 주목하고, 대처해야 할 감염병은 어떤 것

이 있을까요?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작전, 훈련 등 많은 야

외활동과 열악한 환경 및 비위생 조건에서도 임무 수행 

요구도가 높기에 비전투손실 위험이 높습니다. 더불어 

집단 병영 생활로 다양한 감염병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국방부 통계자료(17~21년도)에 근거하면 신증후군

출혈열,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말라리아, 쯔쯔가무

시증, 렙토스피라증 등의 인수공통감염병이 국군장

병에게 지속 발생 중이며, 원인은 야외 훈련 및 작전 

활동 간에 따른 동물 및 곤충매개체 접촉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수인성감염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

으며 동절기에는 노로바이러스, 하절기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은 비위생적인 조리환

경과 급수원 관리가 문제로 확인되어 매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국군

장병의 건강관리와 군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도 빼놓을 수 없

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

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적용하여, 군내 유입 차단 수준을 벗어나 민간병원 진

료 공백 최소화와 함께 대민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에

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임무를 수

행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방역 및 치료지원 현장에 군 인력과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시켜 지역 내 확진자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

터 군 자원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조치에 착수

하였는데, 감염자 접촉을 피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함

께 군 내부를 포함한 지역사회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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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작은 정성이

큰학교(國防大),

큰나라(大韓民國)의

울타리(國家安保)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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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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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의관, 간호장교, 수의장교 등 전문적인 보

건의료인력과 화생방인력, 기타인력 등 가용한 지원

병력의 선제적 투입을 추진하고 고위험 감염지역이었

던 대구지역 등에 국군병원(의무사령부 예하)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조기에 운용하면서 중앙대책본

부, 정부 부처와 국방부 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위험 

확산지역에 대한 현지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골든타

임 내 통합적 재난지원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2020년 3월부터 ‘국방신속지원단’

을 편성 및 운용하면서 방역, 수송, 물자, 인력 등의 지

원 소요를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신속하게 협업

하고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영역이 중요한 

안보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

방정책에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어떻게 대

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질병관리청(KDCA) 등의 국

내외 전문기관에서는 원헬스를 추진 전략으로 채택

해 감염병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즉, 원헬스는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도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

립해 한국형 원헬스 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관리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등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범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기능을 확대해 감염

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원헬

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

유하며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추진 중이

며, 아울러 공동연구, 역학조사 및 전문교육 등을 통

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정책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정부(범부

처)에서 추진하는 원헬스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적

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국방대 안보과정은 국가 종합 안보 교육을 통해 

민관군 합동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같은 비전통 안보의 교육에 대한 제언이

나, 교육 중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평상시 관리가 가능

한 ‘안전’ 차원에서 어느 순간 생겨나 순식간에 엄청

난 파급력을 가지고 ‘안보’ 차원으로 확대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대

규모 인력과 장비, 상황 조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위기관리체계 내에서 중

앙정부(중대본 포함), 지자체 및 군(국방부)이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대학교에서도 비전통적 안보위협(감염

병, 재난 등)과 관련한 전문분야를 지도와 교육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학과) 설립, 교수 인력 양성(편성), 

실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화하기를 

희망하며, 해당 교수 인력은 풍부한 현장 실무를 통

해 리더십을 보유하고 정책관리 경험과 학문적 소양

을 보유한 전문 인재가 선발되어 우수한 실무 요원

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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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 교육이 마무리되고 있다. 10개국에서 온 10명의 외국군은 졸업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생활과 향후 다짐은 어떠한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Q 먼저 독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세요.

과스카 대령_ 반갑습니다. 나이지리아 해군 

대령 과스카입니다. 저는 임관 후 나이지리아 국방

아카데미에서 국제 관계 및 전략 연구 석사를 비롯

한 많은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주어진 임

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 유엔 메달 등 여러 표창

과 훈장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

인지 저는 나이지리아 국립 경영연구소(NIM)와 영

국 공인 경영 연구소(CMI)의 준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내랑 5명의 자

녀(딸 3명, 아들 2명)와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

내고 있습니다.

어트 대령_ 안녕하십니까? 안보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트입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 3명을 둔 몽골 

육군 대령으로, 한국에 오기 전에 훈련장교여단, 지

상군사령부 등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해외에서도 공

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수단 평화유지군에

서 몽골 군단 부사령관을 지낸 것은 특별한 경험이

었습니다.

나야크 대령_ 나마스테. 저는 인도에서 온 나폴레

옹 나야크 육군대령입니다. 지난 2월 국방대학교에 

입교한 이후 아내랑 아들과 함께 논산에서 생활하

고 있습니다. 저는 NDA와 인도 사관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마친 후 2001년에 인도 육군에 임관을 하여 

방공 미사일 연대 지휘관과 UNPKO 활동 등 각종 

임무뿐만아니라 교육 훈련 기관에서 공부를 하였습

니다. 

Q 나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추천해줄 수 있

는 관광 거리가 있나요?

과스카 대령_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위

치한 국가로, 북쪽으로는 사헬강, 남쪽으로는 기니만

과 대서양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2억 1

천만 명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

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

안보과정 교육을 마무리하며안보과정 교육을 마무리하며

_ 안보과정 학생

나이지리아 해군대령 과스카

몽골 육군대령 어트

인도 육군대령 나야크

니다. 또한, 527개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

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에 나이지리

아로 여행 오시면, 다양한 먹거리과 풍부한 전통문

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트 대령_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문명과 현

대문명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광활한 평야

와 사막이 펼쳐져 있고, 시베리아에서 볼 수 있는 삼

림 지역과 드높은 산 등 야성적인 자연환경으로 인

해 다른 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할 유목 문화를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행기로 3시간 정도

만 걸리는 가까운 나라이며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최

과스카 해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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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을 소개합니다



Q  안보과정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

는데, 개인적 목표나 내년도 입교생에게 

조언이 있을까요?

과스카 대령_ 저는 국방대학교의 동문이자 학교

에서 나이지리아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한국의 

군사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적극 조성하고 싶습니

다. 이를 위해 기존의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국방대를 졸업한 이

후에도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트 대령_ 국방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에 있어 

최적인 교육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교수 및 학자 분들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은 저

의 인생에 있어서 큰 발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군인으로서 조국 발전을 위해 노력

을 해야 하는 만큼, 이곳 생활에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할 것입니

다. 이는 국방대학교에 입교하는 모든 학생의 공

통된 생각이라 여기기에 앞으로 입교하게 될 수탁

생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야크 대령_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국

제관계에 대해 공부를 더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국가 안보에 대해 인도 유명 대학교에서 심도 있

는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

해 보조를 맞추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인도

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안

보과정에 입교를 하는 수탁생들에게 조언을 드리

고 싶은 것은 안보과정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최

대한 활용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방대학교는 국가안보에 관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 중 하

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에 있는 동안 지

역 탐방, 스포츠, 트레킹과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보다 풍성한 한국 생

활이 될 것입니다.  

근 한국인들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의 밤하늘을 보

기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야크 대령_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 중 한 곳이며, 그 역사에 걸맞게 풍부한 유산

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쪽으로

는 히말라야, 서쪽으로는 타르 사막, 남쪽으로는 열

대 우림이 있어 다양한 기후 환경을 보유한 나라입

니다. 이에 따라 음식, 종교,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

화를 발전된 호텔, 쇼핑몰 등 현대적인 문물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여러 기후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인도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Q 한국에서 있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스카 대령_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

식문화와 손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는 것입니

다. 제가 본 한국의 음식문화는 한국의 고유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아울러 손윗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방법인 ‘효 문화’ 또한 저

에게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치 있는 

전통으로 여기는, 자녀가 생사를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는 한국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

입니다.

어트 대령_ 저에게 기억에 남는 부분은 첫인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첫인사를 악수 

없이 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악수 없이도 자연스

럽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러모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는 코로나 시대

에 알맞은 인사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덕분

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

나야크 대령_ 한국 역시 인도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멋진 나라이기에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각 

지방의 문화, 자연환경, 고유 음식을 체험하는데 있

어 도움을 준 한국 동료들과의 유대감입니다.

어트 육군대령

나야크 육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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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보과정의
종착역을
향하여

안보과정을 통한

국방대학교와의 두 번째 만남

2022년 1월 삭풍이 몰아치던 때, 논산에 위

치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입교하면서 20

여 년 전 서울 수색에 위치했던 국방대학교에

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공부했던 기억이 떠올

랐다. 국방대학교... 나에게는 군생활에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

준 곳. 고향에 다시 돌아온 기분으로 부푼 꿈

을 갖고 정문으로 들어섰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대책도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국가안보에 대해 다같이 머리

를 맞대고 열띠게 토론도 하면서 골프, 테니스, 

지역 문화탐방, 울릉도와 독도탐방, 외국군 장

교들과의 교감활동 등 다양한 현장학습 등 가

치있고 유익한 교육과정들로 가득차 뜻깊고 평

생 잊지못할 경험을 가진 시간이었다.

1년 여 안보과정의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

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울릉도와 독

도 탐방 현장학습과 코로나로 인해 해외현장

학습 대신 조별로 시행한 지역별 현장학습 시

간일 것이다.

K방산의 최전선을 몸소 체험하며

내가 포함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방문조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경남지역 현장학습

을 하게 되었다. 일정은 3박 4일 코스로, 진주

성 탐방, 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우조선해

양·현대로템 방문, 잠수함사령부 방문 및 잠수

함 승선 체험...

단연, 기억에 남는 곳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

다시피 한 한국 방위산업의 최일선인 방산업체 

방문이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한 몫 

단단히 하고있는 방산업계. 

그 자랑스러운 KF-21(한국형전투기), LAH(소형무장헬

기), 3000톤급 최신예 잠수함, K-2 전차 등 K방산을 대표하

는 우리나라의 대표 최첨단 무기들의 건조 현장을 직접 둘

러본 것이다. 실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과 뿌듯함을 느

끼면서 교정에서 논의했던 ‘기술안보’의 최전선을 직접 육

안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방산업체 견학 못지않게 모두에게 잊지못할 경험

은 아마도 잠수함사령부 방문과 함께 잠수함 탑승 체험이

었을 것이다. 보통 현역 군인들도 체험하기 힘든 경험이기

에 그럴 것이고,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직접 경

박종석 육군대령 

2022 안보과정

험해보다니... TV에서는 상당히 좁아보였지

만, 그래도 다들 생각보다는 넓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잊지못할 경험이었음을 공

감하였다.

1개월 여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것은 인

생의 이치일 것이다. 주변에 보니 어떤 분

은 정책보고서 마무리하느라 바쁜 분도 있

고, 남은 기간 한번이라도 더 만나서 얼굴 

기억하자고 술잔을 기울이는 분도 있고, 어

떤 분은 다음 보직을 어디로 가야할지 고

민하는 분도 있다. 어떤 심정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우울하고, 슬픈 그

런 감정.

안보과정의 11개월의 시간은 여러 좋은 

‘사람’과 ‘학문’이 어우러져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포괄안보’에 대해 배우고 

논하는 종합 교육장이었다. 누구나가 금새 

‘형님’, ‘누님’, ‘동생’이 되어 천진난만하게 

어우러져 술잔을 기울이며 쌓은 추억과 정

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

리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가져다준 안보과

정. 넌 정말 고마운 존재야...  

잠수함사령부의 잠수함역사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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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논산 시대 5년‥
최고의 안보교육기관으로
거듭나다

_  양석현 부장(KBS) 

2022 안보과정

아침과 저녁 부쩍 쌀쌀해진 가을 10월의 한 날 오전 8시 반쯤. 말쑥하게 옷을 차려

입은 교육생들이 하나 둘씩 아파트 숙소를 나와 어디론가 바쁜 걸음을 내딛는

다. 5분가량 걸어 다다른 곳은 한꺼번에 6백 명가량 수용이 가능한 큰 강당. 교육생 2

백여 명이 모두 착석하고 나면 어김없이 오전 9시 정시부터 국방, 안보와 관련한 강의

와 함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진다. 강의 내용이 깊고 폭넓은 만큼 경청하는 교육생들의 

눈빛도 사뭇 진지하다. 국방대학교 안보보장대학원 고위급 교육 과정의 하루 일과는 

이렇게 시작된다. 언뜻 부산해 보여도 잘 짜진 일정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질서정연하

게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 

2022년 올해는 국방대학교가 서울시 은평구 수색

에서 충절과 예학의 고향인 충남 논산 양촌으로 캠퍼

스를 옮겨온 지 꼭 5년이 된다. 약 70만㎡에 이르는 드

넓은 터에 대학 건물과 강당, 도서관, 아파트 숙소, 근

무 지원 시설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 등을 짓고 2017년 

8월 개소식과 함께 논산 시대를 활짝 열었다. 국방대

가 들어선 양촌 일대는 삼국통일의 시작이었던 황산

벌 전투의 격전지로 충절 정신과 통일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역사적인 곳이다. 주변이

조용하고 전원적이어서 교육과 연수 장소로는 더없

이 적합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논산시 내에

서도 다소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과 음식점 

등 다양한 사회 편의시설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

쉬운 점이다. 

국방대의 논산 시대가 열린 이래 많은 졸업생이 배

출됐다. 올해는 안보과정만 육·해·공군 영관·장성급 

장교, 그리고 고위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외국

인 장교 등 21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5년 동

안 이곳을 거쳐 간 전체 교육생이 모두 합쳐 19,000

명. 국방대가 창설된 1955년부터 다 하면 그 수가 안

보과정 10,297명 등 무려 6만 9천 명에 이른다고 하

니 실로 놀랍다. 그럴 만도 한 게 여느 교육기관 못지

않은, 탄탄하게 잘 짜여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

랑한다. 안보과정뿐만아니라 석·박사과정, 고위정책결

정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 그리고 기타 직무연수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범위도 국방과 안보에만 머물

지 않는다. 군사와 정치, 외교, 경제 등 안보와 관련된 

분야뿐만아니라 철학과 음악, 예술, 심지어 실생활과 

밀접한 재테크 요령까지 총망라한다. 각 교과에 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강을 통해 교육생들

의 눈과 귀를 붙잡는다. 특히 반기문 전 전 유엔사무

총장은 물론 한미연합사령관, 대한민국 각 군 지휘관 

등 안보 관련 인사들이 초빙돼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

할 수 없는 흥미로운 사실과 현장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국방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 아닌

가 싶다. 지난 4월에는 롭 바우어 나토(NATO) 군사위

원장으로부터 전 세계적 쟁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시 상황, 그리고 나토의 역할, 세계 안보 상

황 등에 대해 자세히 듣고 질문과 답을 이어가는 시간

도 있었다. 국방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안보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연구 기관이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였다.  

2022.4.11.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세종대강당 특별강연 모습

2020.10. ‘바다를 사랑하는 동기’들과 구룡체력단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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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둘레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둘레길은 대한민국의 산하를 동서남북으로 두르는 길이다. 걷기여행

자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국토순례의 뿌듯함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여행지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특히 코리아 둘레길의 서편인 서해랑길은 겨울이 되면 반짝이는 은빛 물결과 제철 맞은 음식, 포구를 붉게 물들

이는 황홀한 낙조가 여행객을 유혹한다. 이맘때가 되면 유독 찾고 싶은 길. 서해랑길 55코스를 소개한다.

온화하고 따뜻한 금강 강변을 차분히 걷다

서해랑길 55코스는 전라도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진 걷기 쉬운 길이다. 

금강을 사이에 둔 두 도시인 군산과 서천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금강은 잔잔한 물결이 마치 호수와 같다 하여 호강이라는 말이 붙

을 정도로 온화하게 흐른다. 금강 강변에 두 도시는 아름다운 산수와 

다채로운 생태계, 수많은 역사적 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군산을 걸을 

땐 근대문화 유산을 통해 역사의 흥망성쇠를 생생히 느껴보기도 하

고 옛 시절 따뜻한 감성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서천에 도달하면 금

강하구의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펼쳐진다. 철새들의 군무와 무성한 

갈대밭을 바라보기만 해도 경이로운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

낄 수 있다. 햇살에 반짝이는 강변 풍경을 감상하며 느긋한 마음으

로 올 한해를 차분히 돌아보는 걷기 여행을 꼭 체험해보길 바란다.

군산에서 장항까지 걷는

서해랑길 55코스

강 따라 길 따라

대한민국 둘레길

3탄

장항6080 맛나로거리
근대문화유산인 장항미곡창고를 중심으로 오래된 음식점들

이 자리 잡은 먹자골목이다. 장항 앞바다에서 올라오는 신선

한 해산물과 서천에서 생산된 싱싱한 채소 등으로 만든 다양

한 음식을 맛보자. 개성 있는 조형물과 예술적인 벽화를 보

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6080년대 추억을 불러올 다양한 전

시관과 문화체험 공간에서 그 시절 감성에 빠져보자.

진포해양테마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고려 말 최무선 장군이 함포로 왜선 

500여 척을 물리친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

양공원이다. 월남전 등에서 활약한 위봉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등 나라를 지키다 퇴역한 군용 

장비 13종 16대가 전시되어 있다. 군용 장비에 직접 승선하

거나 군함 병영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다.

경암동철길마을
진포 사거리에서 연안 사거리로 이어지는 400m 정도 되는 

철길에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 불과 2008년

까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기차가 독

특한 광경을 만들어 사진가들의 단골 출사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기차 운행 중단 이후엔 추억의 거리로 재탄생

해 이색 데이트 명소로 연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서천 갯벌
서천의 갯벌은 바다와 하구가 만나 만들어진 독특한 생태계

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의 작은 섬인 유부도의 갯

벌은 우리나라 3대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유명하다. 멸종위

기종 17종을 포함한 40여 종 50여만 마리의 새들이 모여들

어 장관을 이룬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서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2021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1

#3

#2

#4

코리아
둘레길

코리아 둘레길이란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의 걷기 여행길을 말한다.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동쪽의 해파랑길, 남쪽의 남파랑길, 서쪽의 서해랑길, 북쪽의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제공_군산시청, 서천군청, 한국관광공사

시비공원

금강하구둑
관광지

경암동
철길마을

진포해양
테마공원

장항도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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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면역력 저하에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면역세포에 갈 에너지가 줄어들어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독감 유행의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지금,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 키우는 꿀팁을 알아 보자.

추위에 지지 말자!
겨울 면역력 키우는 8가지 방법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다. 독감은 기저질환을 

악화하고 폐렴이나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을 유발하는 무서운 호흡기 질환이다. 하

지만 다양한 원인을 가져 예방하기 까다

로운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주로 유행하

는 바이러스가 한정돼 있어 백신 접종을 

통해 간단히 예방할 수 있다. 

푹 자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른 일을 멈추고 병

원체 방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감

기에 걸리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감

염 시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만든다. 

술이나 카페인을 줄이고 자기 직전의 TV 시청

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등 작은 실천으

로 상쾌한 하루를 만들 수 있다.

겨울 과일인 귤은 면역력을 높여줄 비타

민 C가 풍부하며 제철을 맞은 김, 미역, 파

래 등의 해조류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에 더해 대구, 가자미, 명태, 

굴 등 해산물과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매서운 추위

도 무섭지 않다.

더운 여름과는 달리 겨울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곤 한다. 수분

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부족한 수분은 

기운이 없거나 손발에 쥐가 나는 가벼운 

증상부터 만성피로와 각종 질병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권장

량인 1.5L~2L 정도의 물을 꼭 챙겨 마시자.

습도가 낮으면 우리 몸의 1차 검역소인 피

부나 호흡기계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나 세

균 침투가 쉬워진다. 가습기 사용 등으로 

40~60%의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자. 단 

60% 이상의 높은 습도에서는 곰팡이 등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슬기로운 생활
- 건강관리편 -

독감 예방접종하기

충분한 휴식

제철 음식 먹기

틈틈이 수분섭취

쾌적한 습도 유지

겨울엔 줄어든 일조량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우울증은 

만성 염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규칙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법! 건강관리 방법을 지켜 무

서운 한파를 거뜬히 이겨내 보자.

규칙적인 운동

세균 감염을 줄이는 가장 간단하면

서 효과적인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다.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감기에 걸린 사람의 손에서 문의 손

잡이 등에 옮겨져 있다가 만진 사람

의 손을 통해 다시 전파된다. 물로만 

씻지 말고 비누나 손 세정제로 충분

히 거품을 내어 꼼꼼하게 닦아주자.

자주 손 씻기

밀폐된 실내에는 미세한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증가해 독감이나 감기의 

전염력을 강하게 만든다. 특히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거나 가구를 바꾸었

다거나 한 경우엔 더욱자주 환기가 필요하다. 하루 3번, 아침·점심·저녁

으로 10분 이상 환기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일조량과 채광량이 많은 낮

에는 꼭 환기를 해두자.

하루 3번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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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ing KNDU's International Students National Security Course  
  -  Nigeria Captain GWASKA, Mongolia Colonel OD, India Colonel NAYAK  

Q. Please introduce yourself 
please.

 Gwaska  Nice to meet you. I am Caption 
Gwaska of the Nigerian Navy. After my 
appointment, I obtained many education-
related certificates, including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trategic research, and I was able to receive 
commendations and medals as a result of 
faithfully performing my given duties ; Forces 
Service Star (FSS), Meritorious Service 
Star (MSS), Passed Staff Course (Dagger), 
UN MEDAL (UNAMID) and the prestigious 
Command at Sea Badge. Thanks to these 
efforts, I am also an Associate Member of the 
Nigerian 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NIM) 
and a Member of Chartered Management 
Institute, United Kingdom(CMI). To introduce 
my family, I am happily married with my wife 
and 5 children(3 daughters and 2 sons).
 OD  How are you? I'm OD, studying in the 
Security Course. I am a Mongolian Army 
colonel with a wife and three children, and 
before coming to Korea, I am a training officer 
brigade, Ground Forces Command and I have 
experience of performing missions in the back 
and studying abroad. In particular, serving as 
deputy commander of the Mongolian Legion in 
the South Sudanese peacekeeping force was a 
special experience.
 Nayak  Namaste. I'm Colonel Napoleon Nayak 
from India. I have been living in Nonsan with 
my wife and son since I enrolled in the KNDU 
in February. After completing military training 

At the end of our security Course

at the National Defence Academy and the Indian Military 
Academy, I was commissioned into the Indian Army in 2001 
and studied at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as well as 
various missions such as Air Defense Missile Regiment 
commander and UNPKO at Naqoura in UNIFIL. activities.

Q. Introduce your country briefly with 
attraction sites or place to visit, if any. 

 Gwaska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is located in the 
West African Region. It is geographically situated between 
the Sahel to the North and Gulf of Guinea to the South in 
the Atlantic Ocean. With a population of about 211 million, 

it is also the most populous African country and 
the seventh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In addition, it is a multi-ethnic country with 527 
languages and has various cultures and traditions. 
If you travel to Nigeria, you can feel a variety of foods 
and rich traditional culture.
 OD  Mongolia is a country where nomadic and modern 
civilizations coexist, and you can also feel nomadic 
culture that you cannot feel in others because of 
the vast plains and deserts, and the wild natural 
environment that we see in Siberia. I also want to tell 
you that it is a close country that takes about 3 hours 
by plane from Korea, and you can travel without a visa. 
Maybe that's why Koreans are visiting a lot these days 
to see the night sky in a clean natural environment.
 Nayak  India is one of the oldest civilizations in the 
world, and it has a rich heritage and a variety of 
attractions to match its history. Geographically, it 
is a country with diverse weather conditions, with 
Himalayas to the north, tar deserts to the west, 
and rainforests to the south. As a result, you can 
experience modern cultures such as hotels and 
shopping malls that have developed various cultures 
such as food, religion, culture, and art. If you want to 
experience various climate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I recommend a trip to India.

Q.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while you were in Korea?

 Gwaska  The most memorable thing in Korea is its 
food culture and respect for its elders. I think the 
Korean food culture that I saw is the best expression 
of Korea's unique culture. In addition, 'Hyo Culture', 
a way to show respect to my superiors, also was 
different for me. The culture in which children 
respect their parents regardless of life or death, 
which is considered a valuable tradition in Korea, is a 
memorable part of Korean life.
 OD  The memorable part for me is the way to say 
hello. I usually say hello without shaking hands in 
Korea unlike in Mongolia. Now that I'm used to it, I can 
greet naturally without shaking hands. This is because 
I think this culture is an appropriate greeting for the 
COVID-19 era. Thanks to you, I don't think I got the 

COVID-19. (laughs)
 Nayak  Korea, like India, is a wonderful country where 
past and present cultures coexist, so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pick one that I remember while staying in 
Korea. However, if I have to choose one, it is a bond 
with my Korean colleagues who helped me experience 
the culture, natural environment, and unique food of 
each region in the country.

Q.Do you have any personal goals or 
advice for next year's freshmen?

 Gwaska  As an alumnus of the KNDU and a 
representative of Nigeria in the school, I would like to 
actively foster military and cultural ties in Korea. To 
this end, we will play that role even after graduating 
from the KNDU so that we can see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existing bilateral relations.
 OD  I think the KNDU is the best institution for 
education and research. I am sure that the professors 
and scholars I met here and students of various 
nationalities will be a great improvement in my 
life. Above all, as I have to mak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my country as a soldier, I will sacrifice 
for the development of my country by utilizing all my 
experiences and knowledge I gained here. This is the 
common idea of all students entering the KNDU, so I 
hope that the trustee who will enter the school in the 
future will learn and experience many things.
 Nayak  After graduating from the KNDU, I plan 
to study more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I'm going to study in depth at a famous 
Indian university about national security and get a 
doctorate.D. Through this study, I want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find solutions for India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 would like to give advice to the trustees who 
are entering the Security Course process next year 
to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ies given in the 
Security Course process. This is because the KNDU 
is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boasting 
the highest level of expertise in national security. Also, 
if you a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region, sports, 
trekking, and learning Korean food while you are in 
Korea, you will have a richer life in Korea.

Security course is coming to an end. 1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10 countries will return home after graduation. 
Before returning home, I would like to hear their stories about their lives in Korea and their future resolutions.

3130 국방대

GLOBAL KNDU



국방대
www.kndu.ac.kr

2022. 11.

Vol.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