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한
민
국

국
방
대
학
교

국
방
대
학
교  

요
람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발간등록번호  11-9800003-000036-10국가안보 정책·전략의 중심
국방대학교

본교캠퍼스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1040, Hwangsanbeol-ro, Yangcho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서울캠퍼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54-99, Duteopbawi-ro, Yongsan-gu Seoul-si, 
                     Republic of Korea

www.kndu.co.kr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22년도

국방대학교 요람

2022년도

  

대
한
민
국

국
방
대
학
교

국
방
대
학
교  

요
람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발간등록번호  11-9800003-000036-10 국가안보 정책·전략의 중심
국방대학교

본교캠퍼스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1040, Hwangsanbeol-ro, Yangcho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서울캠퍼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54-99, Duteopbawi-ro, Yongsan-gu Seoul-si, 
                     Republic of Korea

www.kndu.co.kr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

2022년도

국방대학교 요람

2022년도



국방대학교 요람(2022)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편집처   국방대학교 교수부

발행처   국방대학교

디자인   국방출판지원단 편집디자인과

인   쇄   국방출판지원단 M22010077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f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신고유형

軍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軍/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간첩선·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

상금내역신고방법

국방대학교 요람(2022)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편집처   국방대학교 교수부

발행처   국방대학교

디자인   국방출판지원단 편집디자인과

인   쇄   국방출판지원단 M22010077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f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신고유형

軍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軍/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간첩선·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

상금내역 신고방법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국방방대대학학교교  요요람람 국방대학교 요람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

국국방방대대학학교교  요요람람국방대학교 요람
K O R E A  N A T I O N A L  D E F E N S E  U N I V E R S I T Y





VISION
    GOAL

&

VISION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 국방대학교 육성

Establishing a top clas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at leads
Republic of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GOAL. 01
안보분야 특성화, 전문화 교육으로 국방분야 글로벌 인재 육성

Provide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education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global leader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GOAL. 02
선진화된 연구 운영체제 구축으로 국방대학교 위상 정립

Elavate the status of KNDU by building an advanced research operation 
system.



국방대학교  요람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22년도



PROGRAM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직무교육원
Professional Training Center

국제평화활동센터

PROGRAM
KNDU

President’s MESSAGE

국방대학교는 6.25전쟁 중에 구상되어 1955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국방· 

안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종합대학교인 국방대학교는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직무교육원, 국제평화활동센터 등 4개의 

교육기관과 국가안보문제연구소, 도서관 등 2개의 부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8월에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충남 논산으로 캠퍼스를 

이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정책·전략의 중심인 우리 대학교는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국방대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며 변화와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군과 국가와 군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국방대학교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NDU), first conceptualized during the Korean War and established 

on August 15, 1955, is ROK’s most affluent national security education center and research institution. 

KNDU also serves as a national hub of producing leaders of security studie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ies. 

KNDU is a national security university operating four education institutions; th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Security, the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th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and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Centre, and two affiliated institutions;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the KNDU Library. In August 2017, KNDU relocated its campus to Nonsan city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home of historical scholarship and loyalty.

In order to further the reputation of KNDU, the hub of ROK’s security policy and strategic planning as “a 

leading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 the vanguard of national security”, we strive toward change and 

reform by bringing together the wisdom of our school staffs, students and alumni.

For the last 60 years KNDU has played an central role in developing our country and our military. We 

plan to sustain this effort in vigorously greeting the next 100 years of our future. KNDU will not cease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further strengthen its capability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소장 정 해 일
KNDU President MG   JUNG HAE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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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MISSION

국방대학교는 안보정책·국방관리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의 교육, 연구, 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The KNDU conducts education, research, analysi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National Defense Management, which 

relates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trains National Security experts.

•안보과정

•고위정책결정자 과정

•합동연합정책관리자 과정

[10개 과정]

[10 COURSES]

•석사과정(주간·야간)

•박사과정(주간·주말)

•군무원 보수교육

•직무전문교육

•특별교육

•UN참모/군사전문가 과정

•파병, 상비부대간부 과정

Graduate Schoold of National Security

ROK PKO Center



History

2017. 08. 11.
논산 국방대시대 개막

Beginning of the Generation 
of KNDU Nonsan Campus

2008. 01. 01.
박사과정 신설

Ph.D program launched

2000. 01. 01. 
국방대학교로 재창설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KNDU) re-established

1979. 12. 28.
석사과정 신설

Master’s Degree Course 
launched 

1972. 02. 28.
안보문제연구소 신설

Research l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launched

1961. 12. 31.
국방대학원으로 개칭

Name changed to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Defense

1955. 08. 15.
국방대학으로 창설(서울 관훈동)

Korea National Defense
College(NDC) founded

1957. 01. 14.
국방연구원으로 개칭

Name changed to the National
Defense Research Center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봉사

Loyalty and dedication to the country and people
조 국
Country 

명 예 
Honor

위국헌신·멸사봉공하는 고급 간부로서의 명예와 긍지

Serving the nation with honor and dignity as senior officers

지 성 
Intellect

지식혁명의 시대상황에 맞는 

민주적 고급간부로서의 지식과 덕성을 겸비

Exemplifying intelligence and character as leaders 

M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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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가



교기  School Banner

교훈탑  School Tower

육/해/공군을 상징

명예/승리/영광을 상징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발전을 상징

국가안보의 주역이 되는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는 안보교육연구기관

Symbol of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 fostering 
leaders of National Security.

Symbol of Korean rich history and development

Symbol of  Honor/Victory/Glory

Symbol of  Army/Navy/AirForce

기둥위의 원형  Sphere above the pillar

기둥위의 원형은 지구를 상징하며, 교훈(조국, 명예, 지성)을 

바탕으로 교육 및 연구기관들이 서로 융합하여 세계일류  

국방대학교로 힘차게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

Symbol of the Earth: Based on the motto(Country, Honor, Intellect)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work together in hormony and take a huge stride into the top-

clas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3개의 큰 기둥  3 big pillars

  3개의 큰 기둥은 교훈인 조국·명예·지성을 상징하며, 6개의 

작은 구는 예하기관인 안전보장대학원, 관리대학원, 직무교

육원, 국제평화활동센터, 안보문제연구소, 도서관을 의미

3 big pillars symbolizing the motto: Country, Honor, and Intellect. 
6 small spheres : 6 small spheres symbolizi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Security,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ROK PKO Center, RINSA, and Library.

학교 상징



캠퍼스 소개

본교캠퍼스

3302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서울캠퍼스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Nonsan Campus       
(33021) 1040, Hwangsanbeol-ro, Yangcho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Seoul Campus
(04353) 54-99, Duteopbawi-ro, Yongsan-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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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직무교육원 중견리더과정(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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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 제Ⅲ교과(북한정세/통일정책 분석)(4.25.~5.20.)

(* 국내현장학습(청와대/JSA등)집중주간/1주)

학위과정 중간시험(4.11.~4.16.)

국방감사정책실무과정(4.4.~4.8.)

국직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4.4.~4.15./4.18.~4.29.)

사무관승진자과정, 국가안보정책과정(4.4.~4.15.)

국방주파수관리과정, 자살예방교관과정(4.11.~4.15.)

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각군)(4.11.~4.22.)

창의혁신과정, 핵WMD대응과정, 국방데이터정책과정(4.18.~4.22.)

인권교관과정, 국방AI빅데이터과정(4.25.~4.29.)

KNDU최고경영자과정(4.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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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 제Ⅳ교과(국내정세 분석) (5.23.~6.24.)

(국내현장학습(울릉도/독도) 집중주간/1주)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5.30.~6.3.)

지휘관인권과정, 국방우주정책실무과정(5.3.~5.4.)

자살예방교관과정,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5.9.~5.13.)

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각군), 국방실무자기본과정(5.9.~5.20.)

국직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 국방정보체계감리과정(5.16.~5.27.)

인터넷윤리및도방예방교관과정(5.21.~5.25.)

인권교관과정(5.23.~5.27.)

'22년 전반기 상비부대 간부소집과정(5.23.~5.27.)

2/4분기 한립대학교 대학원 PKO 교육과정(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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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 제Ⅴ교과(국방과 군사 분석)(6.27.~7.29.)

학위과정 기말시험 및 종강(6.13.~6.18.)

주간학위과정 국내외 현장학습(6.20.~6.24.)

학위과정 성적 공지 및 열람(6.20.~6.28.)

국방전쟁수행체계과정(6.2.~6.3.)

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각군)(6.6.~6.17./6.27.~7.8.)

군사(軍史)업무실무자과정(6.8.~6.10.)

국방AI빅데이터과정, 창의혁신과정(6.13.~6.17.)

사무관승진자과정(6.13.~6.24.)

국방공무원군사전문성강화과정(6.20.~6.24.)

국방통합물류전문가과정(6.27.~7.1.), 국방실무자심화과정, 국방관리자과정(6.27.~7.8.)

아크부대(UAE) 20진 교육과정(6.13.~6.17.)

  



2022학년도 학사력
 요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요 일 정 주 요 학 사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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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센터

안보과정 제Ⅴ교과(국방과 군사 분석)(6.27.~7.29.)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하계방학)(7.1.~8.7.)
박사·야간학위과정 종합시험(7.15.)

국직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 사무관승진자과정(7.4.~7.15./7.11.~7.22.)
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각군), 사무관승진자과정, 국가동원정책심화(7.11.~7.22.)
대통령경호처신임직원과정(7.20.~7.22.)

동명부대(레바논) 27진 선 간부 교육과정(7.4.~7.15.)
동명부대(레바논) 27진 본대 교육과정(7.18.~7.22.)
3/4분기 한림대학교 대학원 PKO 교육과정(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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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논문자료수집(3주) (8.1.~8.19.)
제Ⅵ교과(국가미래전략) (8.22.~9.23.)

후반학기 수강신청(8.1.~8.5.)
야간학위과정 후반학기 입교식(8.4.)
후반학기 교육(8.22.~12.10.)
학위과정 수강신청 정정(8.22.~8.26.)

과학기술전문사관과정(8.15.~8.26.)
인권교관과정(8.22.~8.26.)
국방실무자기본과정, 국방실무자심화과정(8.22.~9.2.)
국방공무원군사전문성강화과정, 탄약및폭발물안전정책과정(8.23.~8.24.)
국방안전관리담당관과정, 국가동원정책기본과정, 군책임운영기관과정(8.25.~8.26.)
지휘관인권과정(8.31.~9.1.)

청해부대 38진 교육과정(8.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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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센터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정(7주/주 1회) (9.15.~10.27.)
안보과정 제Ⅶ교과(국외현장학습) (9.26.~10.14.)

추수평가 실시(9.1.~9.15.)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홍보(9.1.~11.10.)
미해대원 1+1과정 위탁생 출국지원(~12월)

국방우주정책실무과정(9.6.~97.)
사무관승진자과정, 국가안보정책과정(9.12.~9.23.)
자살예방교관과정,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9.19.~9.23.)
국방실무자심화과정, 국방정보체계감리과정(9.19.~9.30.)
KNDU미래설계과정, 인권교관과정, 인터넷윤리 및 도박예방교관과정(9.26.~9.30.)

한빛부대(남수단) 16진 선 간부 교육과정(9.5.~9.16.)
'22-2기 MNF 참모과정(9.13.~9.30.)
'22-2기 UN 군 옵서버/참모과정(9.13.~11.11.)
한빛부대(남수단) 16진 본대 교육과정(9.19.~9.23.)
육대 정규과정 PKO소개교육 과정(9.21.)
육대 정규과정 UN 군사계획수립절차 교육과정(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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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 제Ⅸ교과(국가안보종합연습) (10.17.~11.11.)
(* 국내현장학습(제주도) 집중주간/1주)

학위과정 논문예비심사(10.1.~10.31.)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논문접수(~10.7.)
학위과정 중간시험(10.10.~10.14.)
미해대원 1+1과정 위탁생 출국지원(~12월)

국가동원정책기본과정(10.3.~10.7.)
군사(軍史)업무실무자과정(10.5.~10.7.)
국직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 국방관리자과정(10.10.~10.21.)
사무관승진자과정(10.10.~10.28.)
국방AI빅데이터과정, 자살예방교관과정(10.17.~10.21.)
국방실무자기본과정(10.17.~10.28.)
국방주파수관리과정, 핵WMD대응과정(10.24.~10.28.)
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각군)(10.24.~11.4.)
인권교관과정, 국방공무원군사전문성강화과정, 국방데이터정책과정(10.31.~11.4.)
국가안보정책과정(10.31.~11.11.)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PKO 소개교육 과정(10.4.)
경찰대학교 UN CPTM 과정 (10.5.)
유엔평화기념관 PKO 소개교육 과정(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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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센터

안보과정 제Ⅹ교과(논문및정책연구보고서) (11.14.~11.25.)
안보과정 (예비)졸업식 (11.28.~12.2.)

학위과정 논문 본심사(11.1.~11.30.)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11.10.)
미해대원 1+1과정 위탁생 출국지원(~12월)

국방감사정책실무과정, 한국형사이버보안제도과정(11.7.~11.11.)
국직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11.7.~11.18./11.28.~12.9.), 국방실무자심화과정(11.7.~11.18.)
지휘관인권과정(11.8.~11.9.)
국방전쟁수행체계과정(11.10.~11.11.)
국방개혁정책실무과정(11.14.~11.18.)
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각군)(11.14.~11.25.)
국방상호운용성과정, 인터넷윤리및도방예방교관과정(11.21.~11.25.)
국방실무자기본과정, 국방관리자과정(11.21.~12.2.)
국방사이버안보과정, 군사시설보호과정, 국방부전입직원과정(11.28.~12.2.)

4/4분기 한림대학교 대학원 PKO 교육과정(11.10.)
'22년 후반기 상비부대 간부소집과정(11.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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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 (예비)졸업식 (11.28.~12.2.)

기말시험 및 종강(12.5.~12.10.)
성적 공지 및 열람(12.12.~12.16.)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동계방학)(12.19.~'23.2.4.)

중견리더과정(제2기)수료식 (12.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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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과정 선수교과 (1.2.~2.3.)

학위수여식(1.5.)
주간 석·박사과정 가입교 및 오리엔테이션(1.10.~1.13.)
주간 석·박사과정 선수학기 수강(.1.16.~2.17.)
학위과정 종합시험(주간:1.20./야간·주말:1.21.)



2022학년도 교육편성(총괄)

과    정     명 주 횟수 인원 교  육   일  정

안보대학원

(3)

안보과정 43 1 220
* 1.3.∼12.2.(선수교과 1.3.∼2.4.), Ⅰ∼Ⅴ교과(2.7.∼7.29.),
  하계방학(8.1∼8.19.), Ⅵ∼Ⅹ교과(8.22.∼11.25.)

고위정책결정자과정(진급장성) 4 1 80 * 11.21.∼12.16.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정 7 1 50 * 9.15.~10.27.(7주 /주 1회)

관리대학원

(4)

석사

과정

주간(가입교포함) 2년 1 258

* 2022.1.11.∼2023.1.5.

 가입교식(1.11.), 선수교과(1.11.∼2.18.), 입학식(2.23.)
 전반학기(2.28.∼6.18.), 후반학기(8.22.∼12.10.)

야간 2.5년 1 595

* 2022.1.11.∼2023.1.5.

 전반기 입학식(2.23.), 후반기 입학식(8.4.)
 전반학기(2.28.∼6.18.), 후반학기(8.22.∼12.10.)

박사

과정

주간 3년 1 41

* 2022.1.11.∼2023.1.5.

 가입교식(1.11.), 선수교과(1.11.∼2.18.), 입학식(2.23.)
 전반학기(2.28.∼6.18.), 후반학기(8.22.∼12.10.)

주말 3.5년 1 17
* 2022.1.11.∼2023.1.5.

 전반학기(2.28.∼6.18.), 후반학기(8.22.∼12.10.)

직

무

교

육

원

(43)

군무원

보수

교육

(8)

중견리더 44 1 40 * 2.7.∼12.9.

군무원신규임용자(국직) 2 10 400

*  2.14.∼25, 3.7.∼18, 4.4.∼4.15, 4.18.∼29, 5.16.∼27, 

6 .13∼24,   7 .4 .∼15,  10.10.∼21,  11.7 .∼18, 

11.28.∼12.9.

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각군) 2 10 1,000

*  2.28.∼3.11, 3.21.∼4.1, 4.11.∼22, 5.9.∼20, 6.6∼6.17,

   6.27.∼7.8, 7.11.∼22, 9.19.∼30, 10.24.∼11.4, 

11.14.∼25.

국방실무자기본 3 8 320
*  2.7.∼18, 3.14.∼25, 4.11.∼22, 5.9.∼20, 6.20.∼7.1, 

8.22∼9,2, 10.17.∼28, 11.21.∼12.2.

국방실무자심화 2 6 240
*  2.7.∼18, 5.2.∼13, 6.27.∼7.8, 8.22.∼9.2, 9.19.∼30, 

11.7.∼18.

사무관승진자 2(3) 7 265
*  3.7.∼18, 4.4.∼15, 6.13.∼24. 7.4.∼15, 7.11.∼22, 

9.12.∼23,      10.10.∼28.

국방관리자 2 4 100 * 3.14.∼25, 6.27.∼7.8, 10.10.∼21, 11.21.∼12.2.

KNDU미래설계 1 2 50 * 3.21.∼25, 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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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명 주 횟수 인원 교  육   일  정

직

무

교

육

원
(43)

직무

전문

교육
(25)

국가안보정책 2 4 100 * 2.14.∼25, 4.4.∼15, 9.12.∼23, 10.31.∼11.11

국방상호운용성 1 2 50 * 3.21.∼25, 11.21.∼25.

국방사이버안보 1 2 50 * 3.28.∼4.1, 11.28.∼12.2.

국방AI빅데이터 1 4 100 * 3.14.∼18, 4.25.∼29, 6.13.∼17, 10.17.∼21.

국방정보체계감리 2 2 50 * 5.16.∼27, 9.19.∼30.

국방주파수관리 1 2 50 * 4.11.∼15, 10.24.∼28.

인권교관 1 7 225
* 2.21.∼25, 3.28.∼4.1, 4.25.∼29, 5.23.∼27, 
8.22.∼26, 9.26.∼30,    10.31.∼11.4.

지휘관인권 2일 4 160 * 3.2.∼3, 5.3.∼4, 8.31.∼9.1, 11.8.∼9.

국방갈등관리 1 2 50 * 2.14.∼18, 7.18.∼22.

자살예방교관 1 5 150 * 3.14.∼18, 4.11.∼15, 5.9.∼13, 9.19.∼23, 10.17.∼21.

국방통합물류전문가 3일 2 50 * 1.24.∼26, 6.27∼7.1

군 책임운영기관 1 2 50 * 7.11.∼15, 8.29.∼9.2.

성과관리 1 2 80 * 2.7.∼11, 2.21.∼25.

군사시설보호 1 2 50 * 3.14.∼18, 11.28.∼12.2.

국방감사정책실무 1 2 60 * 4.4.∼8, 11.7.∼11.

창의혁신 1 2 60 * 4.18.∼22, 6.13.∼17.

청렴교육강사양성 1 2 60 * 5.9.∼13, 9.19.∼23.

국방공무원군사전문성강화 1 4 100 * 3.28.∼4.1, 4.25.∼29, 6.20.∼24, 10.31.∼11.4.

국방부전입직원 1 2 70 * 1.17.∼21, 11.28.∼12.2.

국가동원정책기본 1 4 100 * 2.7.∼11, 2.28.∼3.4, 8.29.∼9.2, 10.3.∼7.

국가동원정책심화 2 1 25 * 7.11.∼22.

국방우주정책실무 2일 2 50 * 5.3.∼4, 9.6.∼7.

핵·WMD대응 1 2 50 * 4.18.∼22, 10.24.∼28

국방데이터정책 1 2 50 * 4.18.∼22, 10.31.∼11.4.

한국형사이버보안제도 1 1 20 * 11.7.∼11

특별
교육
(10)

KNDU최고경영자 9 1 40 * 4.25.∼6.24.

국방전쟁수행체계 2일 2 50 * 6.2.∼3, 11.10.∼11.

국방개혁정책실무 1 2 50 * 4.4.∼8, 11.14.∼18.

3군본부전입직원 1 2 50 * 1.10.∼14, 1.24.∼28.

국방탄약및폭발물안전정책 2일 2 50 * 3.22.∼23, 8.23.∼24.

국방안전관리담당관 2일 2 50 * 3.24.∼25, 8.25.∼26.

인터넷윤리및도박예방교관 1 4 160 * 3.21.∼25, 5.23.∼27, 9.26.∼30, 11.21.∼25.

군사업무실무자 3일 2 50 * 6.8.∼10, 10.5.∼7.

대통령경호처신임직원 3일 1 20 * 7.20.∼22

과학기술전문사관 2 1 25 * 8.15.∼26.

국제평화 
활동센터

(16)

UN군옵서버/참모과정 9 2 23 * 3. 14. ∼ 5. 13 / 9. 13. ∼ 11. 11.   

동명(레바논)부대 간부/본대 과정(동명 27진) 3 2 395 * 7. 4. ∼ 15. / 7. 18. ∼ 22.   

한빛(남수단)부대 간부/본대과정(한빛 15진) 3 2 342 * 1. 10. ∼ 21. / 1. 24. ∼ 28.

한빛(남수단)부대 간부/본대과정(한빛 16진) 3 2 342 * 9. 5. ∼ 16. / 9. 19. ∼ 23.

 MNF 참모장교 과정 3 2 12 * 3. 14. ∼ 4. 1. /  9. 13. ∼ 30. 

 청해부대 37진선 간부교육 과정 1 1 15 * 2. 7. ∼ 11. 

 청해부대 38진선 간부교육 과정 1 1 15 * 8. 22. ∼ 26. 

아크(UAE)부대 20진 1 1 150 * 6. 13. ∼ 17. 

상비부대 간부 소집과정 1 2 40 * 5. 23. ∼ 27. / 11. 21. ∼ 25. 

육대 정규과정 PKO 소개교육 과정 1 1 200 * 9. 21.

육대 정규과정 UN 군사계획수립절차 과정 1 1 200 * 9. 22.

직무교육원 중견리더과정 UN CPTM 과정 1 1 30 * 3. 24.

경찰대학교 UN CPTM 과정 1 1 40 * 10. 5.

UN 평화기념관 PKO 소개교육 과정 1 1 40 * 10. 6.

한림대학교 글로별협력대학원 PKO교육과정 1 4 30 * 2. 23 / 5. 31. / 7. 25. / 11. 10..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PKO 소개교육 과정 1 1 40 * 10. 4.

총 66개 과정 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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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 람

1. 연 혁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창설은 6․25전쟁 기간에 국가안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상되었다. 휴전 후인 1954년 말 국군 당국자와 주한미

군 고문단 간에 한국 ｢육군대학원｣(Army War College)을 창설하기 위한 합동연

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국방부는 육군대학원을 설립하기보다 3군을 기반으

로 하는 통합된 연구․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1955년 

8월 15일 국방부 직속 기관으로 ｢국방대학｣(National Defense College)을 창설

(국방부 ‘일반명령 제231호’)하였다. 국방대학은 창설된 지 1년 5개월 후인 1957년 

1월 14일 국방연구원령(대통령령 제1229호)이 공포됨으로써 명칭이 “국방대학”

에서 “국방연구원”으로 개칭되면서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창설의 필요성은 3가지로 요약되었는데 첫째, 정치, 경제, 군사 및 사상 

등 광범위한 제 분야에서 국가방위의 통합운용, 둘째, 국가방위에 대한 민․군 

상호 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마지막으로 국가방위가 3군의 협조된 기획과 통

합운용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육군은 국방연구원

에 대한 행정 및 군수지원 책임을 담당하였고, 3군과 외무부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연구원의 성격과 교과 내용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1955

년 10월부터 선발된 기간요원이 미국의 각 군 대학과 국방대학교를 방문하였

으며, 주한미군 고문단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교과 내용을 포함한 기본 사항

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하여, 미 국방성은 한국 국방연구원 창설을 지원

하기 위해 육․해․공군 장교 각 2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미국 ｢합동참모대학｣

(Armed Forces Staff College) 내에 편성하였다. 이들은 이후 국방연구원이 필

요로 하는 기본적인 참고자료를 휴대하고 1956년 초 내한하는 등 국방연구원

이 교육기관으로 출발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를 추진하였다. 

  창설 당시 국방연구원의 위치는 종로구 관훈동 131번지였으나 1956년 3월에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205번지로 이전하였다. 동년 4월에는 국방연구원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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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시험과정(Pilot Course)으로 시작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정규과정을

5개월로 단축한 것으로서 교수요원의 양성과 계획된 교과 내용의 검토․수정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저명한 민간인 권위자와 군사지도자 및 군사고문단이 강

사로 초빙되었다.

  드디어, 1956년 8월 18일에 시험과정으로 시작하였던 제1기 졸업식을 거행

하였고, 동년 10월에 교육 기간 10개월의 정규과정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후 시험과정과 초창기 정규과정의 교육을 통해 얻은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기

본교육계획을 검토 수정․보완하고 교수방식을 개선하여 교육내용을 계속해서 

향상․발전시켰다.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7호’(국방대학원 설치법)에 의거 ｢국방연구원｣이 

｢국방대학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72년 2월 28일에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국

가안전보장과정’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대통령령 제6100호’에 의하여 ‘국방관리

산업과정’이 병설되었고, 또한 국가안보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방부를 

정책 자문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부설되었다. 그리고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700호’ 및 1975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7569호’에 의하여 

종전의 합동참모대학이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국방대학원의 ‘군사전략기획과

정’으로 병설됨에 따라 국방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과정’, ‘국방산업관리과정’, 

‘군사전략기획과정’이라는 3개 과정의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3개 정

규과정 병립체계는 최고 안보교육의 통합성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202호’ 및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833호’에 의거 ｢안

보과정｣으로 통합 단일화되었고,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학 ‘석사과정’을 창설하여 

국방대학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안전보장 분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석사과정을 창설하게 된 주요 동기로는 첫째,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을 위해 

국방 분야 제 기능의 전문화가 요청되고, 이를 담당할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둘째, 국방 분야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다. 

  국방대학원에는 안보과정과 석사과정 이외도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주요 

정책 분야, 그리고 해외 무관 등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단기 특수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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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부터 개설되었다. 1972년에는 주 외 무관 요원에게 국제정세와 

한국 안보문제를 교육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무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을 부여하기 위한 ‘무관교육과정’이 설치되었으며, 1980년 1월 21일에는 국방

부 본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일반직 및 군무원의 자질과 실무 능력 향

상을 위한 ‘국방관리 단기과정’(후에 국방직무 단기과정)을 설치하였다(1991년 

후반기에 국방정신교육원으로 이전). 

  그밖에 단기특수과정은 전역 장군들에게 기업경영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사

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1년 6월 1일 설치한 ‘최고경영자과정’과 1992

년에 시작된 ‘진급 장군과정’이 있다. 이 과정들은 장군으로서의 덕목은 물론 국

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게 함으로써 군과 국가의 중요한 일꾼으

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방위력개

선 직무과정’이 개설되어 방위력개선 분야의 현 보직자와 신규 보직자들에게 

무기체계 전 사이클에 관련된 법률, 규정, 절차와 이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하여 업무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능률을 높이었다.

이상과 같이 국방대학원은 주요 과정인 안보과정과 석사과정, 그리고 국방정

책 분야와 직결된 단기특수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오던 중 1998년 7월 

16일에 발표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색지역에 있던 3개 교육기관(국방

대학원, 국방참모대학, 국방정신교육원)을 국방대학원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2000년 

1월 1일부로 종합대학의 성격을 띤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로 재창설하게 되었다. 2014년 5월 2일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교로부터 분리하여 합동군사대학 예하 기관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통

과됨에 따라, 2014년 12월 12일부로 합동참모대학은 국방대학교로부터 분리

되었다. 

  현재 국방대학교는 산하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2개 대학원

과 단기 직무교육 기관으로 ｢직무연수부｣ 및 해외파병 간부들의 현지 적응을 위

한 교육과 P.K.O. 교리발전 및 정책연구를 위한 「국제평화활동센터」를 두고 있

다. 부설기관으로는 1972년 설립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원활한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도서관」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및 연구기관을 통해 국방대학교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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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에 관련된 정책 및 전략 수립능력을 갖춘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국가안전보장 종합대학이며, 국가안보 분야 정책개발기관으로서 위상을 갖는

다. 둘째, 군 차원에서는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위정책관리자를 양성

하는 군내 최고 교육기관이며, 국방부의 Think Tank 기능을 수행하고, 국방업

무 분야별 전문교육 기관으로의 위상을 갖는다. 셋째, 미래대비 차원에서는 급

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선진인류 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안보교

육 및 연구의 메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국방대학교는 그 전신인 국방대학원 개교 이래 초창기의 국가안전보장과정, 

국방관리산업과정, 군사전략기획과정의 3개 과정 병설 기간에는 2,193명의 졸

업생을 배출하였고, 안보과정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2021년까지 총 10,297명을

배출하였다. 이들 안보과정 졸업생 중에는 4명의 국무총리 외에 장관급 153명, 

차관급 237명이 배출되었다. 

  주간 석사학위과정은 1955년 8월 15일 창설 이후 1983년 안전보장학 석사

과정을 시작으로, 1984년 국방과학, 2000년 국방관리학, 2006년 군사전략학 

전공을 각각 신설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국방 현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개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

구에 따라 안보정책, 사업관리 및 정보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야간 석사학위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대전지역에 안보정책전공 과정을, 2010년에

는 국방대학교 본교와 대전지역에 각각 국방전략 전공을 증설, 전공을 세분화

하였고 2011년에는 국방대학교 본교에 국방자원관리 전공도 신설하였다. 국방

대학교 학위과정은 개교 후 2021년까지 약 6,069명(주간 4,904명, 야간 1,165

명)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전문성을 갖고 현

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다. 

  국방 관련 전문 인재를 선발하여 국방정책 등 최고 군사학 관련 박사를 양성

하기 위한 박사학위과정은 2007년 10월 23일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

포됨으로써 그 근거가 마련되어, 2008년 1월 1일부 대통령령 제20337호에 의

거 12명의 군사학 박사를 처음 선발을 시작으로 총 49명의 군사학 박사를 배출

하였으며, 현재 박사과정 교육 중인 학생은 22명이다.

  2008년부터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입학 인원의 감소에 따른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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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박사학위 주말과정을 2019년부터 추진하여 학위과정 학칙개정(2019.1.1.), 군 

위탁교육 관리훈령 개정(2019.12.11. 능력개발교육 주말수업)으로 2020년부터 신

입생 모집을 시작하였다. 2020년 첫해에 5명(군사전략 3명, 리더십 2명)을 선발하

여 주말수업(토, 전일제)의 첫삽을 뜨게 되었다. 

  직무교육원은 창의적인 직무 전문지식, 실무 능력 및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미래지향형 국방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국방관리자과정, 국방

정보체계사업관리과정, 국방무기체계사업관리과정 등 39개 과정에서 연간 

4,18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국방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는 산하에 두고 있던 정신전력

연구실이 2013년 12월 합동군사대학교 내의 ‘국방정신전력원’으로 개편됨에 따

라 2020년 현재 연구기획실 및 안보전략연구센터, 군사전략연구센터, 국방관리

연구센터, 군사과학연구센터, 북한문제연구센터, 동북아연구센터, 국방정책연

구센터, 예비전력연구센터의 1실 8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설립된 연

구소는 주요 안보 및 국방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주도적 수행하고 국제적 수

준의 학술교류 활동과 안보 학술연구를 선도하며 최초의 국가안보정책 연구기

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84호) 개정

(’15.2.3.부)에 따라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로부터 분리하여 총장 직할 하부

조직으로 편성되어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을 위해 UN 참모/군사전문가과정 등 

8개 과정에서 연간 1,1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평화활동 

분야의 군사업무 관련 P.K.O. 교리발전 및 정책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산학협력교육과 연구 및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투명한 연구비 집행여건을 조성하여 연구 활성화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교육 발전과 학술연구에 이바지하고 국방대학교 발전 사업의 목적으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428호 및 국방부령 제598호에 의거 재단법

인 ｢국방대학교 발전기금｣이 설립되었다. 향후 학교발전의 든든한 지원역량으

로서 발전기금 조성과 親국방대 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VISION 6060”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적극적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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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는 2004년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로 이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이전사업단을 운영하여 

2014년 11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 8월 11일부로 논산으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국방대학교의 이전은 21세기 통합 안보 시대에 국가안보의 요람이

자 최고 수준의 안보교육 및 연구기관의 위상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

며, 세계 일류수준의 국방대학교로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7

제1장 총람

연 혁 표

1955.  8. 15. : ‘국방대학’ 창설(National Defense College)(서울 관훈동)

1956.  3. 15. : 은평구 수색동으로 이전

1957.  1. 14. : ‘국방연구원’으로 개칭( National War College )

1961. 12. 31. : ‘국방대학원’으로 개칭( National Defense College )

1972.  2. 28. : 안보문제연구소 발족 ( 부설기관 )

1979. 12. 28 : 석사과정 개설

1999. 12. 31. : 국방대학원 해체

2000.  1.  1. : ‘국방대학교’ 재창설(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국방정신교육원 통폐합

2008.  1.  1. : 군사학 박사과정 개설

2011. 11.  7. :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2011. 11. 15. : 산학협력단 설립

2012. 12. 31. : 국방정신전력․리더십개발원 해체 

2014. 12. 12. : 합동참모대학, 합동군사대학교로 예속 변경

2017.  8. 11. : 논산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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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대학교 비전 및 전략

전 략 목 표 전 략 과 제

� 교육의 

   경쟁력 제고

1. 교육환경 및 교육소요 변화 대응능력 향상

2. 교육 소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발전

3. 교육 효과를 최적화할 교육방법 개선

4. 교수역량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

5. 우수학생 선발 및 유치

6.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 연구역량 강화

1. 안보 정책연구 활성화

2.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3. 연구조직 강화

� 교류협력 활성화

1. 국제 학술교류 활동 강화 

2. 국내 학술교류 활동 강화 

3. 세계적 수준의 국제평화 활동 기반 조성

4. 안보 및 대외협력 기반 구축

� 바람직한 

대학문화 발전

1. 참여형 대학문화 확산

2.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3. 직원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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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대학교 임무, 기능, 기구도

임  무

  국방대학교의 임무는 군, 정부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 ‧ 국

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

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  능

▶ 안전보장 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 교육( 안전보장대학원)

▶ 국방 ․ 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 교육( 국방관리대학원)

▶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원)

▶ 국제평화활동 ( PKO ) 교육 및 정책연구 ( 국제평화활동센터 )

▶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정책연구( 안보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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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도

부 총 장

도 서 관

(부설기관)

비 서 실� 감 � � 찰 � � 실 대 외 협 력 실

교 수 부 기 획 조 정 실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직 무 교 육 원

안보문제연구소

국제평화활동센터

행 정 지 원 부

근 무 지 원 대

총장

산학협력단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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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입학요강

1. 지원자격 요건

과
정

신 분 자 격 요 건

안

보

과

정

공통

• 졸업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복무가 가능한 자
• 직급, 경력, 나이, 건강 등 자격요건이 미흡한 자는 제외
• 신원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류 
중인 자는 제외

현역
• 대령(진) 이상으로서 소속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각 군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공(군)무원
/

연구원

• 4급(총경)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 
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말한다.

• 3급 이상 군무원 및 국직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기관장(국방부 직할부대)의 추천을 받은 자

공공기관 
및 단체 

소속 인원

•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서 소속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장관급)의 추천을 받은 자

석
․

박
사

과
정

공통

• 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예정자 포함)
• 박사과정은 지원 전공 관련 석사 학위소지자(예정자 포함)
• 군인 및 공무원은 졸업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복무가

가능한 자
   *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현 학적 보유자는 지원 불가

군인
(현역)

• 각 군 본부에서 국방대학교 주간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생
으로 선발/추천된 자

일
반
인

공공기관

  및

  단체

• 아래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기관 인사계통을 통해 추천)
  - 공무원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 국가정보원 소속은 국가정보원장
• 공공기관 및 단체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 또는 단체 :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정부 투자기관 또는 정

부 출연 기관, 언론기관, 경제․사회단체, 기업체

N.S.L.
Program

• 국가안보 관련 학문과 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석사·학사학위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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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일정

구 분

안 보 과 정
주간

석 ․박사
박사학위
주말과정

야 간 석 사

현역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
전형

일반
전형

전기 후기

교육�인원�
추천접수

11월 12월 10월 11~12월 10월 6월

서류전형 - - 10월 12월 10월 6월

면접시험/
선발심의

12월 12월 11월 1월 11월 7월

선발(합격)

자�발표
12월 1월 12월 1월 12월 7월

입교 2월
(가입교�1월)

2월 2월
(가입교�1월)

2월 2월 8월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발방법

구 분 평 가 기 준

안보과정
군별, 부처별, 병과별, 기관별로 종합 후, 국방부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선발

박사과정

서류심사(50%), 면접시험(50%) 

※ 지원자는 공인어학 능력 시험 성적(국방대학교 
추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TEPS, TOEIC, TOEFL 
성적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권 국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석사과정

서류심사(50%), 면접시험(50%) 

※ 지원자는 공인어학 능력 시험 성적(국방대학교 
추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TEPS, TOEIC, TOEFL 
성적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야간)

서류심사(50%), 면접시험(50%)

   ※ 석·박사과정 영어성적 입학 시 미적용(필수제출서류: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 수업료 징수 :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위탁 교육 제한대상 포함)
                   입교자에 대해 수업료 징수
   ※ 해외 시찰경비 : 공무원, 일반인 입교자에 대해 별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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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교육과정

1. 안보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민 · 관 · 군 고위정책관리자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국가정책 수립 및 관리능력을 배양

▶ 교육중점

❍ 국가안전보장 이론

❍ 국내‧외 안보정세 분석

❍ 북한정세 및 통일기반 조성 정책

❍ 전쟁, 국방 및 군사전략

❍ 국내정세 및 고위공직자 리더십

❍ 민·관·군 고위정책결정자들의 미래 전략적 사고

❍ 위기관리, 국가안보전략 게임 및 국가안보정책 수립

학교 교육 방침

▶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지침을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수립

❍ 공직 가치와 청렴 교육 등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관 확립 강화

❍ 최근 안보 및 국방현안의 실무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의 교육

▶ 안보과정 교육 혁신 및 체계 개선

❍ 학생참여형 토론식 교육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강화

❍ 세미나, 초빙특강, 선택교과,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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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편성 개념 및 교육 운영지침

▶ 교과편성 개념

❍ 교과목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정책특강, 교양특강, 국내·외 현장학습, 

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교양학습 등으로 구성

❍ 공통과목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포괄적으로 교육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정세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요소 

파악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등 북한정세 분석을 통한 북한의 이해 및 

대처방안 모색  

•한국 국방에 대한 영역별 분석 및 국내정세와 정책에 대한 이해 심화

•다양한 분야의 미래상 고찰 및 국가미래전략을 탐색함으로써 미래 전략

적 사고 강화

•국가안보종합연습을 통해 국가위기 대응 및 관련 국가정책 수립 및 관리

능력 함양

•언론대응 및 홍보 능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교육 편성

❍ 선택과목

•교육기간중 2개 차수로 운영

•공통과목에 대한 심화학습

•개인적 관심분야 관련 과목 선택

•외국 학생을 위한 맞춤형 과목 별도 강의 편성

❍ 정책 / 교양 특강

•정책특강은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한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초빙 강의로 

진행되며 기본 교과와 연계하여 연중 편성

•교양 특강은 교양적 소양을 함양하고, 최근의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철학, 역사, 예술, 경제, 리더십, 건강,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빙 강의를 연중 편성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관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공직 가치와 청렴교육 

편성

❍ 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정책과제 연구를 통한 심화 학습 및 정책개발에 주안을 두고 연중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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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현장학습

•국방‧안보 관련 기관 및 부대 시설, 전략도서,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내 · 외 현장학습 편성(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 교양학습

•외국어, 컴퓨터, 스포츠, 음악 등 자기계발 과목 편성

▶ 교육 운영지침

❍ 교육 운영

•공통 및 선택과목, 정책 및 교양 강의, 현장학습을 적절하게 편성

‒ 공통과목 : 주 2∼3회

‒ 선택과목 : 2개 주기(선택 Ⅰ,Ⅱ)로 주기별 1개 선택, 

과목당 강의 5회(1회 3시간)

‒ 정책 및 교양 : 교과 성격에 부합되는 정책강의 및 분야별 최고 전문가 

초빙(주 1∼2회)

‒ 현장학습 : 교과목과 연계한 체험식 학습

‒ 봉사활동 :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의 민생체험현장, 

사회 봉사활동 참여 (연간 1∼2회)

•공통 및 선택과목은 강의와 토의를 병행

‒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교내 또는 외래강사로 편성

‒ 선택과목 : 토론식 수업이 가능토록 과목당 40명 이내로 편성

    * 주 1회, 금요일 오전

•국내‧외 현장학습, 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교양학습, 외국군 학생 교육

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진행

•학생세미나, 개인연구 및 교내자율연구를 부여하여 학생 자율성 강화

•외국군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모든 강의 및 분임토의 참여 (단, 

Pol-Mil 게임 등 군사보안 관련 과목 일부 제한)

‒ 영어로 맞춤형 선택과목을 제공하여 한국 역사 및 안보정책 이해 심화

‒ 후원인 학생 활동 강화를 통해 외국군 학생들의 교육내용 이해 수준 

제고

‒ 한국어 교육을 통해 외국군 학생의 한국어 의사표현 및 소통능력 제고

‒ 교육 열외시간을 활용하여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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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및 대상

▶ 기간 : 1년(44주)

▶ 대상

❍ 장군/대령

❍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서기관~이사관／공공기관 간부,

국방부 산하 군무원(3급 이상)

❍ 언론기관 간부

교과체계 총괄

교과 교과명 주요교과목 중 점 내 용

Ⅰ
(4주)

국가안전
보장이론

∙ 국가안전보장 이론
∙ 국가안보 영역

∙ 국가안보의 기본적인 이론
들에 대한 이해 심화

∙ 포괄안보의 개념과 국가안
보 영역 간의 연계성 이해

Ⅱ
(6주)

국제안보
정세분석

∙ 주변 4강 분석
∙ 주요 관련 지역 정세연구
∙ 국제 정세연구 

∙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세계 주요 지역의 정세를 정
치, 외교, 경제, 군사로 나누
어 분석

∙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에 대
한 이해 심화

Ⅲ
(4주)

북한정세
/

통일정책
분석

∙ 북한정세
∙ 남북한관계와 통일정책

∙ 남·북한 정세의 고찰과 북한 
위협요인 대처방안 모색

∙ 북한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을 분석하여 북한 이해 심화

Ⅳ
(5주)

국내정세
분석

∙ 국내정세
∙ 고위공직자 리더십 및 역량

∙ 고위정책관리자들에게 국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안 
모색

Ⅴ
(5주)

국방과
군사분석

∙ 전쟁 연구
∙ 국방정책
∙ 군사전략

∙ 고위정책관리자로서 전쟁이론,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군사적 시각에
서 국가안보를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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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과명 주요교과목 중 점 내 용

Ⅵ
(5주)

국가 미래
전략

∙ 미래전략수립 프레임워크 
및 한국의 미래비전

∙ 분야별 미래전략

∙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교과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사회·군
사·과학기술 등의 발전양상
을 기반으로 한 국가 미래전
략 정책 수립능력 배양

Ⅶ
(3주)

국외현장
학습

∙ 공통 및 선택교과에서 연
구한 내용을 현지에서 체
험 및 확인

∙ 연구과제 해결에 필요한 최
신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국외 안보환경에 대한 견
문확대 및 이해 심화

∙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해당국가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을 도모
하고, 연구 과제에 대한 해결
책 제시

Ⅷ. 선택
∙ 국제관계  ∙ 군사전략
∙ 국방과학  ∙ 리더십
∙ 국방관리  ∙ 남북한 연구

∙ 안보 관련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및 심
화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Ⅸ
(4주)

국가안보
종합연습

∙ 국가위기관리체계
∙ 국가안보게임
∙ 국가안보정책수립/발표

∙ 위기관리이론 및 전시 국가동
원체계,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함양

∙ 국가안보게임을 통하여 주요 
안보과제 해결 및 위기관리 능
력 제고

∙ 안보과정 전체 교육기간 동
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분
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Ⅹ
(2주)

논문 및 
정책연구 
보고서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부
처별 정책개발 연구과제

∙ 소속 부서 및 기관에서 제
기한 정책 현안 과제

∙ 기타 각 분야 발전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
책/연구과제

∙ 국가 안보차원에서 국정 현
안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을 제시

∙ 고위정책결정자로서 각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

기타
∙ 입교 및 교육소개(1주)
∙ 논문작성/자료수집(3주)
∙ 예비(1주)

계 44주(선수 교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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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요소

▶ 평가과목

❍ 각 교과별 분임활동, 선택과목, 논문/정책연구보고서, 현장학습(국외현장학습)

❍ 출결 사항, 기타

▶ 평가방법

❍ 분임활동은 개인과 분임에 대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세분화 및 강제분포로 엄격한 상대평가

▶ 평가요소

❍ 분임활동 평가 착안 사항 및 평가비율(표) 

구 분 평가 분야 평가방법 평가 교수

개인평가
(80%)

개인별 발표 토의
(50%)

분임 내 상대평가

분임 지도교수
개인연구결과

(30%)
분임 내 상대평가

분임평가
(20%)

분임연구보고서
(20%)

절대평가

      

•매주 목요일 분임토의 시 분임원들의 발표/토의를 바탕으로 평가

•최종분임 보고서에서 각 개인이 작성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논리적 연관성 및 정책대안 등을 포함한 분임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평가

❍ 선택과목: 담당 교수가 전담하여 상대평가

❍ 논문/정책연구보고서는 지도교수 및 심사 교수가 절대평가

❍ UFG 연습은 참가 여부를 토대로 합(合) · 불(不)로 평가하고, 국외현장

학습은 지도교수가 연구 활동에 대해 개인별 상대평가를 시행하며 결과보

고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 출석률 평가는 결석․지각․조퇴 시간 불참 파악 반영

*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일수 연간 15일 초과 시 학사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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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도 

❍ 포상선발 요건의 객관화 및 투명성 보장으로 면학 분위기 혁신

❍ 학생의 학습활동 및 학생 간의 다면평가 적용 등을 포함한 포상선발 요

건 다양화 

❍ 성적우수자와 공로자에 대한 정부포상제도 

•성적우수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각군 총장, 

             해병대사령관, 총장

•우수 논문상 : 총장(졸업인원의 5% 이내)

•공로상 : 외국군 학생 전원, 희생적 봉사자 등

과목별 학점 배정(2022년)

교 과 학점부여과목 학점

선수�교과 ∙ 안보과정 선수과목 P.N

Ⅰ.�국가안전보장이론
∙ 국가안전보장이론(3H)
∙ 국가안보영역(18H)

2

Ⅱ.�국제안보정세분석

∙ 미국의 정세연구(12H)
∙ 일본의 정세연구(9H)
∙ 중국의 정세연구(12H)
∙ 러시아의 정세연구(9H)
∙ 주요 지역/분야 정세연구(18H)

4

Ⅲ.�북한정세/통일정책�
분석

∙ 북한정세(21H)
∙ 남북한 관계와 통일정책(6H)

3

Ⅳ.�국내정세분석
∙ 국내정세(15H)
∙ 고위 공직자 리더십 및 정책관리 

역량(15H)
3

Ⅴ.�국방과� 군사분석 ∙ 전쟁연구(12H) / 국방정책(6H) /군사전략(12H) 3

Ⅵ.�국가미래전략
∙ 미래전략수립 프레임워크 및 한국의 미래비전(6H)
∙ 분야별 미래전략(18H)

2

Ⅶ.�국외현장학습
∙ 전문가 초빙 강의(3H)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15H)

1

Ⅷ.�선택교과(Ⅰ,Ⅱ) ∙ 과목당(15H) 1학점 2

Ⅸ.�국가안보종합연습
∙ 국가위기관리(9H)
∙ 국가안보게임(14H)
∙ 국가안보정책 수립/발표(19H)

3

Ⅹ.�논문�및� �
� � � �정책연구보고서

∙ 언론교육(15H)
∙ 논문/정책연구보고서 지도, 작성, 발표, 심사

4

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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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과 소개

<제Ⅰ교과：국가안전보장�이론>

SC111�국가안전보장이론(Theory� of� National� Security)

SC121�정치와�국가안보(Politics� &� National� Security)

SC122�외교와�국가안보(Diplomacy� &� National� Security)

SC123�경제와�국가안보(Economy� &� National� Security)

SC124�사회와�국가안보(Society� &� National� Security)

SC125�군사와�국가안보(Military� &� National� Security)

SC126�과학기술과�국가안보(Science & Technology� &� National� Security)

<제Ⅱ교과：국제안보정세�분석>

SC211�미국�정치의�특징과�변화(Main� Features� of� U.S.� Politics� and� Their� Changes)

SC212�미국�외교정책의�연속성과�변화(The� Consistency� &� Change� of� US� Foreign� Policy)

SC213�미국�경제의�현황과�전망(US� Economy:� Current� Situation� &� Prospect)

SC214�미국의�군사력과�아‧태전략(The� US�Military� Power� &� Asian-Pacific� Strategy)

SC221�일본의�정치와�외교 ∙안보정책(Japan's� Politics� &� Diplomacy)

SC222�일본�경제의�현황과�전망(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Japanese� Economy)

SC223�일본의�방위정책과�군사력(Japan’s� Defense� Policy� &�Military� Capability)

SC231�중국의�정치체제와�국가발전�전략

� � � � � � � (Chinese� Political� System� &�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SC232�중국의�대외정책과�한중관계(Chinese� Foreign� Policy� &�ROK-China� Relation)

SC233�중국�경제의�발전과�전망(China’s� Economy:Development�Process,� Problem�&�Prospect)

SC234�중국의�군사력과�군사전략(Military� Capability� & Military� Strategy� of� China)

SC241�러시아�정치/외교의�현황과�전망(Russian�Politics&Diplomacy : Situation&Prospect)

SC242�러시아�경제현황과�전망(Russia’s� Economic� Situation� &� Prospect)

SC243�러시아의�군사력과�군사전략(Military� Capability� &� Strategy� of� Russia)

SC251�유럽안보의�현황과�전망(European� Security� Situation� &� its� Prospect)

SC252�유럽경제의�현황과�전망(Europe’s� Current� Economic� Situation� &� Prospect)

SC253�동남아/서남아�정세(South-east / South-west� Asia� Situation)

SC254�중남미�정세(Latin� America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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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55�중동�정세(Middle-East� Situation)

SC256�국제법과�국가안보(International� Law� &� National� Security)

<제Ⅲ교과：북한정세/통일정책�분석>

SC311�북한의�정치(North� Korean�Politics)

SC312�북한의�외교(North� Korean� Foreign� Policy)

SC313 북한의�경제(North� Korean� Economy)

SC314�북한의�사회(North� Korean�Society)

SC315�북한의�군사(North� Korean�Military� Affairs)

SC316�북한의�과학기술(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SC317�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North� Korean�Nuclear� and�Missile)

SC321�남북한�관계(Inter-Korean� Relations)

SC322�통일정책과�남북한�통합의�과제

� � � � � � � (Unification� Policy� &� Integration� Tasks� of� North� and� South� Korea)

<제Ⅳ교과� :� 국내정세분석>

SC411�한국의�정치(Korean�Politics)

SC412�한국의�외교(Korean�Diplomacy)

SC413�한국의�경제(Korean� Economy)

SC414�한국의�사회(Korean�Society)

SC415�한국의�과학기술(Korean� Science� &� Technology)

SC421�전략적�리더십(Strategic� Leadership)

SC422�현대국가와�현대행정(Administrative� State� &�Modern� Administration)

SC423�한국의�지방자치(Korean� Local� Government)

SC424�정책분석�및�정책결정(Public� Policy� Analysis� &� Decision�Making)

SC424�정책�집행관리(Public� Policy� Implementation)

<제Ⅴ교과� :� 국방과�군사�분석>

SC511�전쟁과�평화(War� and� Peace)

SC512�한국의�전략사상과�전쟁(Korea's� Strategic� Thoughts� and�War)

SC513�서양의�전략사상과�전쟁(Western� Strategic� Thoughts� and�War)

SC514�현대전과�미래전(Modern�Warfare� and� Future�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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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521�한국�국방의�현안과�과제(Korea� Defense� Policy)

SC522�미래�한미동맹�발전방향(Future� of� ROK-US� Alliance)

SC531�한국의�군사전략(ROK�Military� Strategy)

SC532�한국의�해양전략(ROK�Martime� Strategy)

SC533�한국의�항공우주전략(ROK� Aerospace� Strategy)

SC534�한국의�사이버위협과�대응전략(ROK� Cyber� Threats� and� Strategy)

<제Ⅵ교과 : 국가미래전략>

SC711�미래예측�방법론(Methodology� for� Future� studies)

SC712�대한민국의�과학기술정책(ROK� Tech� and�Science� Policy)

SC721�국제정치의�미래전략(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C722�한국경제의�미래전략(Strategic� Vision� of� Korean� Economy)

SC723� AI와�미래사회의�변화(AI� &� Future� Society)

SC724�사이버안보� :�도전과�기회(Cybersecurit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C725�국방미래와�혁신(Defense� Future� and� Inovation)

SC726�무인체계�도입과�전략적�선택(Unmanned� System� and� Strategic� Choice)

<제Ⅶ교과 : 국외현장학습>

•과목소개(Introduction)

•분임활동(Discussion�Group� Activities)

•출국준비(Preparation� for� Departure)

•현장방문(Visit� to� Foreign� Countries)

•결과보고(Report)

<제Ⅸ교과 : 국가안보종합연습>

CG911�위기관리론(Crisis� Management)

CG912�전시� 국가동원(National� Wartime� Mobilization)

CG913�고위급�위기관리�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ess� on� Crisis� Management)

CG922�국가안보게임(Pol-Mil� Game)�소개

CG923�국가안보게임(Pol-Mil� Game)�연습

CG924�발표�및�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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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931�정책발표회�소개

CG932�정책발표회�준비

CG933�정책발표회

<제Ⅹ교과 : 논문�및�정책연구보고서>

• 준비단계(Preparation)

• 작성단계(Completion)

• 검토� 및� 수정단계(Revision)

• 심사단계(Review)

• 수정� 및� 최종원고� 작성·제출

• 보고서� 발표

• 우수논문� 발표

• 언론집중교육

SC1021�디지털미디어시대의�위기관리전략(Crisis� Management� Strategy� in� Digital� Media� Era)

SC1022�언론분쟁과�언론중재위원회(Press� disputes� and�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C1033�언론에�대한�이해(Understanding� The� Press)

SC1034�언론인�특강(Special� Guest� Lecture)

SC1035�언론브리핑�및�인터뷰�실습(Practices� of� Press�Briefing� and�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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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정책결정자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국가안보 환경과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고위정책결정자(진급 

장군)로서 갖춰야 할 소양 함양

▶ 교육 방침 및 중점

❍ 장군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호연지기 함양, 품위 향상에 중점

•장군의 道, 장군 리더십 교육 등 품위 향상 교육 시행

•언론홍보역량 강화, 문화예술의 이해,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시행

❍ 군 수뇌부의 강의를 통해 국방 현안을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령관 강의

❍ 국외 시찰(1주)

•미태평양사 및 UN사 후방기지 방문을 통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인식 

  ▶ 교육대상 : 2022년도 준장 진급 선발자 전원

▶ 교육기간(예정) : 2022. 11. 21. ~ 12. 16.(4주)

▶ 교과편성

기 간 내 용

1주�차

∙ 국립묘지 참배
∙ 장군의 리더십, 복무규정/방침교육 
∙ 정부 외교정책·창조 국방소개
∙ 연합사령관 특강, 작계 5015

2주�차
∙ 국방정책소개, 국정철학 공유
∙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특강 및 합참 견학
∙ 방사청 전력증강정책소개 및 견학

3주�차
∙ 안보지원사 소개 및 시설견학
∙ 각 군 총장 특강, 정책 소개
∙ 성인지력향상, 언론홍보역량 강화교육, 인문학 특강

4주�차 ∙ 국외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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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내용

구 분 교 육 내 용

장군의�道

∙ 장군의 본분과 도리

∙ 장군 리더십

∙ 장군 복무규정/방침

지휘관� 교육

∙ 장관 특강/국방정책 소개

∙ 합참의장 특강/합참정책 소개

∙ 각 군 총장 특강/각 군 정책 소개

∙ 연합사령관 특강/업무소개

국방정책

∙ 국정철학 공유

∙ 국방정책

∙ 창조 국방소개

정신교육
∙ 국립묘지 참배

∙ 군법/인권

주요기관

방문/견학

∙ 국방부/합참 방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특강

∙ 각군 본부 방문, 각군 총장 특강

∙ 한미연합사 방문, 작계교육

∙ 안보지원사 방문, 국가정보업무 소개

∙ 방사청 방문, 전력증강정책 소개

소양�교육

∙ 언론 홍보역량 강화

∙ 문화예술의 이해

∙ 성인지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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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동연합정책관리자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 급변하고 있는 미‧중 경쟁의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및 국방정책 변화 등을 분석· 평가

❍ 향후 한미 연합방위체계 주도를 위해, 대령급 정책관리자에 대한 합동 ․

연합작전 수행능력 기반 증진

▶ 교육중점

❍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분석을 통해 유동적 국제관계 이해 증

진 및 한 · 미 간 국가이익의 공동 발전 방안 모색

❍ 군비통제, 미국의 군사전략 및 한미동맹의 현안에 대한 이해

❍ 합동 · 연합작전 관련 주요 현안 이해 및 대응 전략 구상

▶ 교육대상 : 국방부 및 합참, 연합사 합동 ․ 연합정책관리자

▶ 교육기간(예정) : 9.15.~ 10.27. (연 1회)(7주 : 주 1회)

▶ 교과편성

기 간 내 용

1주�차 ∙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주�차 ∙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한반도: 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3주�차 ∙ 미국의 핵전략 및 핵확장억제정책

4주�차 ∙ 군비통제: 최근 경향 및 함의

5주�차 ∙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6주�차 ∙ 전작권 전환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7주�차 ∙ 합동성 구현과 합동·연합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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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NDU국제안보교육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최근 한국에 전입한 주한미군 장교 및 외교관,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국

의 역사, 6.25 전쟁, 한미동맹, 한국의 안보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킴으로써 한미동맹 공고화에 기여

▶ 교육중점

❍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 및 한미동맹의 이해 심화

❍ 대한민국과 주요 우방국 간의 신뢰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교육대상 : 주한미군 전입장교, 주한 외국대사관 외무공무원,

주요 우방국 외교관·국방무관, 외신 기자 등

▶ 교육기간(예정) : 2022년 9월 ~ 12월 (12회 / 주 1회)

▶ 교과편성

기 간 내 용

1주�차
∙ 입교식
∙ 문재인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와 한반도의 미래

2주�차 ∙ 한국의 외교

3주�차 ∙ 한반도 비핵화

4주�차 ∙ 북한의 경제

5주�차 ∙ 한국의 국방개혁

6주�차 ∙ 북한의 정치외교

7주�차 ∙ 한미동맹 쟁점

8주�차 ∙ 한국의 공공외교와 예술문화

9주�차 ∙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10주�차 ∙ 정전체제와 남북관계 

11주�차 ∙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미래

12주�차 ∙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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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NDU미래안보아카데미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능력 배양

▶ 교육 방침 및 중점

❍ 국내·외 안보 현안 및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성 함양

❍ 국방 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부서 관리자

를 대상으로 안보 정세 및 국가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전문가그룹-국가안보 관련 부서 관리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교육대상 : 국방부·합참(현역 대령 이상), 국회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공직자(4급 이상), 언론인·기업체(부장급 이상) 국방정책 

관련 부서 관리자

▶ 교육(예정)기간 : 2022년 9월 ∼ 12월 (12회 / 주 1회)

▶ 교과편성

기 간 내 용

1주� 차 ∙ 입교식 / 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2주� 차 ∙ 한국 외군의 외교·군사사

3주� 차 ∙ 손자병법

4주� 차 ∙ 국민 국가를 넘어서

5주� 차 ∙ 현대의 전쟁과 전략

6주� 차 ∙ 우리 국방의 논리

7주� 차 ∙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8주� 차 ∙ 미·중 간 전략 및 패권경쟁의 심화

9주� 차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10주�차 ∙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

11주�차 ∙ 안보전략으로서의 다자외교

12주�차 ∙ 수료식 / 수강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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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과정

가. 주간 석사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안보정책／군사전략／국방관리／국방과학의 각 분야 전문지식과 관련 기법습득을 

통해 장차 정책/실무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배양

▶ 전공별 중점

전 공 교 육 중 점 비고

안� �전
보장학

안보
정책

∙ 국제정세와 안보이론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배양 
∙ 국가안보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기여

42학점
(12과목 +
논문 6학점)

군사학 군사
전략

∙ 무력분쟁의 본질을 이해·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아이디어와 
교리 연구

∙ 외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국� �방

관리학

국방
관리

(국방경제)

∙ 국방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이론적·
실증적 지식 및 분석 능력 배양

∙ 국방경제, 방위산업, 정책분석 등 군 자원관리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창의적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군수
조달

(군수경영)

∙ 국방 물적 자원의 획득, 배분 및 이론 정책, 실무를 학
습하여 국방경영, 군수, 획득 분양에 적용할 수 있는 전
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리�더�십
(인사조직)

∙ 리더십 및 국방인력․조직관리 분야의 이론 습득과 
실무 능력 함양

∙ 군 리더십 및 국방인력 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

국� �방

과� �학

군�사�
운�영
분�석

∙ 군사 운영상의 기획, 계획, 집행, 평가 및 개선업무에 
관한 제반 문제를 통합적/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ㆍ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계량적 기법과 방법론을 교육

45학점
(13과목 +
논문 6학점)

컴퓨터
공�학

∙ 국방정보체계에 적용된 이론과 기술을 이해하고, 최신 
IT 이론과 기술을 습득 및 연구

∙ 국방 정보화 발전과 국방정보체계 개선에 기여

무기
체계

∙ 현대와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획득정책 및 관리, 
체계모델/분석 무기체계 요소기술 및 통합에 관련된 과
학적인 이론과 기법 교육

북�한�학
(협동과정)

∙ 북한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남북한 관계, 통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분석 능력을 향상

42학점
(12과목 +
논문 6학점)

사이버전
(협동과정)

∙ 사이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전과 사이버전 수행 방법에 관한 연구 및 분석 능력을 
배양

45학점
(13과목 +
논문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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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년

▶ 대  상

❍ 위관·영관급 장교

❍ 공무원 및 일반인

교육 운영지침

▶ 교과목 운영

❍ 주간학위과정의 최소 수강인원은 3명 이상, 세미나 과정은 2명 이상을 원칙

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강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과목(공통·전공)은 분반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통합 강의를 할 수 있다.

▶ 수강 범위

❍ 학생들의 교육 충실도를 제고시키고 원활한 학사 진행을 위해 학기별 학점 

취득을 위한 수강과목 수를 아래와 같이 권장한다.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수강과목 4과목 4과목 2∼3과목 1∼2과목

▶ 강의 운영

❍ 현장학습은 과목별 이론과 실무의 연계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 과목별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는 2회(6시간) 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강의계획표는 수강 신청 전에 작성 완료, 홈페이지에 공지

❍ 어학교육 강화

※ 영어 강의 및 영어 졸업논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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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위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석사과정의 학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대학운

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주요 의결사항은 학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기타 세부 교육 운영은 전공별 기본교육계획에 따른다.

교육 운영체계

선수과목 →
전공필수
과    목

→
전공선택
과    목

∙ 기본 소양 교육
∙ 전공별 기초지식 교육

∙ 전공별 요구되는 기초
   이론 교육

∙ 세부 전공 분야교육

논문제출 자격시험

∙ 전공 종합시험(4과목)

∙ 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등 공인 시험결과)

논 문 심 사 / 통 과

학 위 취 득 / 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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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이론강의

❍ 교내 교수 및 전공 분야 전문가 초빙

▶ 현장학습

❍ 현장학습 극대화

구 분 내  용

계� � � � 획 ∙ 방문목적, 요망성과의 명확한 제시

준� � � � 비 ∙ 브리핑/토의, 견학 시설, 획득자료, 접촉 인사 등 사전협조

시� � � � 행 ∙ 당일 결과토의 정리

결과분석
∙ 요망성과 및 결과분석과 개선내용의 피드백(환류)으로 

  차기 현장교육에 반영

❍ 국내외 현장학습 교육

구 분 대 상 일 시 내  용

국내�

시찰
1학년 6월

∙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선정

∙ 유사전공과 통합 시행

국외�

시찰
2학년 6월

∙ 동남아시아, 대양주, 태평양권 국가 위주

∙ 국가별 방문 기관은 교육/군사기관을 우선적 

고려

※ 박사과정 1년 차 국외현장학습 동참

※ 국내외 현장학습 교육 시행 후 결과보고/발표회  

▶ 사례연구, (토의) 세미나, 연구보고서 작성/발표, 학위 논문 작성 등



33

제3장 교육과정

▶ 논문작성

❍ 논문작성 지도

•논문작성 일정 준수 항목 반영(10% 배점)

  ※ 국방정책 현안 과제와 관련된 논제 위주 선정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논제선정

단� � � �계

∙ 안보/국방 현안업무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논제선정지도 강화

- 안보/국방정책부서 논제 수집 배포

∙ 과정별 학생의 논제에 대한 검토 회의의 

  제도화

- 각 대학(원)장 주관하여 관련 교수 참여

각 대학(원)

논문계획/

작성단계

∙ 논문연구계획서 작성의 내실화

- 연구계획서 작성 후 대학원장 승인

∙ 논문 일정/내용 검증단계의 확대

- 3단계 : 연구계획서, 예비심사(공개발표),  

        본심사

공개발표: 

전공별로 

1회 이상 

논문발표

평가단계
∙ 논문작성 일정 준수 여부 논문평가 반영

- 일정 미준수 시 학칙에 의거 감점처리

전 과정 

적용

❍ 논문평가

•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논문 연구계획서에 의해 논문작성

•3단계 검증 : 연구계획서, 예비심사(공개발표), 본심사

•본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3인)에 의해 80/100점 이상으로 평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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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평가 구분

❍ 학업평가

구  분 등  급 비  중

학업평가

등급
상응
점수

평점

A⁺
A⁰
A⁻

96 ~
100

93 ~ 95
90 ~ 92

4.3
4.0
3.7

B⁺
B⁰
B⁻

86 ~ 89
83 ~ 85
80 ~ 82

3.3
3.0
2.7

C 70 ~ 79 2.0

F 69 이하 0

P, NP 청강, 연구

A : 70% 이내 (A+인원비 40% 이내)
B : 30% 이상

과목당
  • 과제부여(30%)
  • 중간시험(30%)
  • 기말시험(40%)

논문평가 심사위원(3명)에 의한 평가(80점 이상)

출석�평가 결석, 지각, 조퇴 시 감점 학칙 제23조 적용

❍ 논문제출자격

구  분 비   중

종합시험
∙ 전공시험(70점 이상) : 4개 과목
∙ 불합격 과목은 3개월 이내 재시험 기회 부여

외국어시험
∙ 공인 외국어 능력 인정 TEPS(308점), TOEIC(700점),
  TOEFL(CBT217점, IBT82점) 반영
∙ 매년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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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이수 단위

구  분 계 1학년 2학년

안전보장
군사학

국방관리
42 24 18

국방과학 45 24 21
  

※ 논문 6학점 포함

▶ 포상제도

❍ 졸업성적 우수자 : 14명

•성적 최우수자 : 국방부 장관상(1명)

•군별 최우수자 : 각 군 총장상(4명)

•장관, 각 군 총장상 수상자 외 성적 최우수자 : 국방대 총장상(10명)

❍ 우수 논문상 : 전공별 최우수자 총장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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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일  정 학 사 업 무

<2022년도>

01. 11.

01. 11.∼02. 18.

01. 21.

02. 03.∼02. 10.

02. 23.

02. 28.∼06. 18.

04. 11.∼04. 16.

05. 30.∼06. 03.

06. 13.∼06. 18.

06. 20.∼06. 25.

06. 20.∼06. 28.

07. 15.

07. 02.∼08. 07.

08. 01.∼08. 05.

08. 22.∼12. 10.

10. 10.∼10. 15.

11. 10.

12. 05.∼12. 10.

12. 12.∼12. 16.

12. 19.∼’23. 2. 4.

<2023년도>

’23. 01. 05.

∙ 가입교식

∙ 선수과목 교육(6주)

∙ 주간학위과정 종합시험

∙ 전반학기 수강신청

∙ 입학식

∙ 전반학기 교육(16주)

∙ 중간시험

∙ Uniform Day(현충원 참배, 01일)

∙ 기말시험 및 종강

∙ 현장학습/국내(1학년)•국외(2학년)

∙ 성적공지/ 열람

∙ 박사과정 종합시험

∙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하계방학)

∙ 후반학기 수강신청

∙ 후반학기 교육(16주) 

∙ 중간시험

∙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 기말시험 및 종강

∙ 성적공지/ 열람

∙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동계방학)

∙ 졸업(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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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세부 교과목 소개

▶ 안보정책전공

<전�공�필�수>

IR6001� 국제정치학이론(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정치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의 학습을 통해 국제관계 현상을 분석 및 종합하고, 

나아가 국제관계 현상을 기술․설명․예측할 수 있는 시각과 분석력을 배양한다.

IR6002� 정치학이론(Theories� of� Political� Science)

정치 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 고안된 정치학의 기본개념, 분석 틀 이론들

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실 정치의 제도와 과정, 그리고 정책적 이슈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IR6006�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제 교과 강의에 임함

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며, 집행

함에서의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전�공�선�택>

IR7140� 북한연구방법론(Theory� and� Method� in� North� Korean� Studies)

본 과목은 북한을 연구하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

게 북한에 대한 학술적, 전문적 분석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에 적용 가능한, 혹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과학적 이론

과 개념, 접근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할 것이다.

IR700B�러시아정치론(Russian� Politics)

러시아 정치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사안별 분석을 통해 러시아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러시아 국가체제의 제도적 측면과 

정치 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치사

를 간략히 소개하여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IR7007� 미국정치론(American� Politics)

미국정치의 운용원리와 방식에 대해 폭넓고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미국의 정치이념,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정치문화의 변천과 특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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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정책적 고찰을 시도한다. 아울러 미국정치의 주요 현안과 한국안보에 대한 

합의를 분석하고 논의한다.

IR7009� 일본정치론(Japanese� Politics)

전전, 전후의 일본정치를 사적으로 고찰한 후,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 일본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치의 미래를 전망하고, 한국

의 대응에 관해 토론한다.

IR7019� 국제분쟁론(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 현상에 대한 원인과 조정에 관한 제반 이론을 탐

구하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연구 및 검토함으로써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IR7023� 국제정치경제론(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시장과의 상호작용 및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론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 및 금융 질서와 국제무역질서의 본질

과 변천, 발전의 정치경제학 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IR7027� 북한사회변동론(Study�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한 사회 구조적 분석과 더불어 북한체제가 형성 유지되어온 

과정 및 전망에 관해 연구한다.

IR7029� 북한정치론(North� Korea� Politics),�영어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

로 고찰한다. 권력투쟁 과정, 유일 체제 및 사상 형성과정, 후계체제 구축 등을 살

펴보고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사상과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그다음 선군정

치 하에서 당·군 관계, 북한군의 능력, 인식, 역할 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북

한정치체제의 향후 변화전망을 논의한다.

IR7039� 군대와�사회(Military� and� Society)

사회 속의 군의 위상, 군대사회화과정, 군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식에 관한 연구 

등 군대 사회와 군과 모사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군대 사회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IR7040� 한국정치론(Theory� of� Korean� Politics)

한국의 정치 현대사와 현재의 정치 현실을 분야별 및 요소별로 분석하고 한국 정치

의 미래상을 구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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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045� 중국현안연구(Current� Issues� of� China)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구체적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현안에 대

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국의 성장과 변화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토론한다.

IR7046� 국제정치사(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근대 국제체제의 성립 이후 국제정치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심층 변화 동인

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며 국제관계 및 한반도 국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정책적 처방능력을 배

양한다.

IR7069� 중국정치론(Chinese� Politics)

전통과 현대의 충돌과정에서 작용하는 제약원인으로서의 중국의 전통적 정치문화

를 이해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제반 요소들을 분석‧평가한다.

IR7101� 일본외교�안보정책론(Japanese� and� Security� Policy� of� Japan)

일본외교·안보에 관한 사적 고찰과 이슈별 분석을 통하여 일본외교·안보에 대하

여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안보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있어서 일본외교·안보라

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IR7106� 중국외교�안보정책론(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중국 외교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징, 변수 등을 분석하며,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정에서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외정책의 내용과 목표를 분석 평가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대외관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설명한다. 범위는 주로 현대 중국, 특히 후진타오 시기 중국 외교안보정책

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IR7107� 북한외교�안보정책론(North� Korea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북한외교안보정책의 전반적 흐름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외교안

보정책의 실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능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북한외교안보 연구방법, 북한외교안보정책의 기조, 정책 

결정 과정, 역사적 전개 과정, 대남전략과의 상관성, 북한의 외교안보전략 발

전전망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IR7109� 한국외교�안보정책론(Korean� and� Security� Policy� of� Korea)

한국 외교·안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 현재 처해 있는 국제적 환경을 고찰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안보가 짊어지고 있는 과제와 그 과제의 해결방안 

장래의 한국 외교·안보의 비전에 관하여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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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110� 한미관계론(ROK-US� Relations)

한․미 양국 체제의 이해에 기초한 양국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안보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IR7111� 정치사상과�국가안보(Political� Thoughts� and� National� Security)

근대 이후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의 형성과정과 변화양상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것이 현대 정치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그 의미에 관해 토

론해 본다. 

IR7115� 중국의�안보사상과�전략(Chinese� Security� Thought� and� Strategy)�

중국의 안보 사상의 일반적 특징과 흐름을 설명한다.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까지 안

보 사상사적 측면에서 그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특히 춘추 전국시대와 당송시대의 

사상을 제자백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 불교의 발전과정을 조명한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그 

한계를 논의한다. 

IR7118� 현대이데올로기론(Contemporary� Ideologies� and� Democracy)�

현대의 이데올로기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실 정

치사회제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IR7119� 자원안보론(Energy� Security)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갈등 및 협력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에너지자원, 그리고 이

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 및 

이들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이 갖는 국제정

치적 의미와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IR7126� 미국외교�안보정책론(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외

교정책의 형성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정책 방

향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토의를 진행한다.

IR7138� 사회과학연구방법론(Research� Inquiry� and�Methods� in� Social� Science)

사회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고찰한다. 본 수업에서

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연구 질문을 던지는 방법부터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나가는 

여러 단계의 절차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특히,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다양한 질적, 양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논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들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논문을 작성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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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139� 남북관계론(Inter-Korean� Relations)

남북관계, 즉 분단의 문제는 다양한 차원의 현실적, 이론적, 규범적 고민이 복잡

하게 얽혀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풀어

야 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본 강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남북관

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문제의식은 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강좌는 남

북관계의 역사, 이론, 쟁점 등에 대한 제 논의를 살펴본다.

IR7146� 핵과�국제정치(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영어

국제사회에서 핵이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한다. 먼저 국제정

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핵무기의 의미를 고찰하

고 핵무기가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핵무기

를 보유한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이것이 이 국가들의 위상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IR7152� 중동안보론(Middle� East� Security)

중동은 왜 ‘화약고’라고 불리는가? 무엇이, 왜 중동을 화약고가 되게 하였으며, 

‘화약고’ 안에서 중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중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변국 및 강대국들이 지역 내 

각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중동을 ‘화약고’로 만든 요소들을 이슈별

로 분석해 본다.

IR7153� 국제사회와�법(International� Law)

국제적 ‘역관계’(relations of force)가 국제법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국제공법상의 개별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

이다. 이로써 국제법이 과연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정치’(politics)에 불과한 것인지

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IR7154� 전쟁법의�이해(Law� of�War)

전쟁법의 각 분야(기초이론, 적대행위, 전쟁희생자 및 재산의 보호, 전력과 군

정, 내전, 군수확보, 휴전과 전쟁의 종결)에 걸쳐 법규와 관행의 정립, 전개 

과정을 전쟁 양상의 변천에 따른 전략, 전술의 발전과 관련지어 이해시키고, 

그 내용과 기능을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법령, 교전규칙, 군사 교범 등과 관련

지어 파악게 하여, 전쟁에 관련된 대내외 문제 처리의 실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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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155� 중동�정치론(Middle� East� Politics)

중동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별, 국가별 특징이 

‘다른’ 것을 넘어 ‘틀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 본 과목은 중동의 지

역적 특징과 더불어 지역 내 국가들의 정치, 종교, 사회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기도, 또 비슷하기도 한 중

동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며,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관련 이슈들

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IR7160� 동남아와�국제정치(South� East� and� World� Politics)

오랜 기간 식민지배를 받으며 국제정치의 변방에 머물렀던 동남아 지역, 강

대국 하나 없는 아세안이 미소 냉전과 탈냉전, 미중 신냉전이라는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구축하며 오늘날 국제무대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힘은 무엇일까? 동시에, 아세안이 가

진 한계와 지역적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도전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동남아

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냉전 

이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보환경 변화가 이 지역과 아세안에 미친 영

향과 그 과정에서 제도로서의 아세안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미국, 중국, 한국, 북한)과의 대외관계에 대해 아세안 및 지역 차원에

서 바라본다.

IR7156� 해양안보론(Maritime� Security)

패권국가는 왜 해양을 장악하는가? 왜 강대국의 경쟁은 해양을 둘러싸고 벌

어지며,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간의 갈등은 해양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 해양은 그 본질적 속성상 국제정치에서 갈등과 경쟁의 공간이자 협력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모두를 

포괄한다. 해양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정치 이슈들을 통해 해양안보가 과

연 무엇이며, 왜 이들은 해양을 두고 경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본다. 또한 해양을 매개로 한 초국경적 안보 위협을 통해 국가간 협력과 상생

의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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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략 전공

<전�공�필�수>

MS6002� 국방정책론(Defense� Policy)

국방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 국방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방위를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 분석,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한다.

MS6005� 군사전략론(Introduction� to� Military� Strategy)

국가전략의 주요 부분으로서 군사전략을 전쟁의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 차원과 

관계를 고려, 그 개념적, 이론적 측면을 전략 사상사적 시각에서 분석 및 고찰하

고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 평가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적합한 군의 규모, 역할 

및 기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과 전략의 수립과 수행에 필

요한 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

MS6006�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제 교과 강의에 

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

하며, 집행함에서의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전� 공� 선� 택>

MS70B1� 위기관리론(Crisis� Management)

본 과목은 탈냉전 이후 국가 간에 증가하고 있는 위기사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분쟁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기관리의 전략, 위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소 등

을 심층 깊게 연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위기관리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한반도에

서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MS7004� 미국군사론(U.S.� Military� Affairs)

미국 군대의 역사적 변천 과정, 군사정책 및 전략, 군사기구 및 제도, 군사력 

배비, 군사동맹 및 대외협력, 민군관계, 대 한반도 군사정책, 주요 군사현안 등

을 포함하여 미국군사 전반에 관해 연구한다.

MS7011� 항공우주전략(Contemporary� Aerospace� Strategy)

21세기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인 항공 우주력에 관하여 그 전략사상, 무기체계, 

항공 우주력 운용 및 현대전에서의 항공우주 전역 사례분석, 그리고 미래 발전방

안을 연구하여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전문가적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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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7017� 북한군사론(North� Korean�Military� Affairs)

본 과목은 북한군사를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북한군의 군사 사상, 군사

전략, 군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능력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과목은 크게 세 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우선 북한 군사전략의 원형이 되는 김일

성 군사 사상, 중공군/소련군 영향, 조선인민군 창설, 적화전략, 6·25전쟁 수행

전략 등 북한군의 기원과 형성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1950년대 이후 

북·중 군사 관계, 4대 군사 노선, 당군 관계 발전, 군사전략 방침 등 김일성 시대

의 북한군사변화과정에 관해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비대칭 전략, 핵전략, 대

남 군사도발, 군사력 평가 등 김정일 시대 이후의 북한군 변화를 다룬다.

MS7030� 테러리즘과�대테러리즘(Terrorism� and� Antiterrorism)�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국제안보의 핵심주제가 되었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강의는 테러리즘의 본질과 개념, 역

사와 기원, 유형, 이론적 배경, 주요 테러 사례, 주요국 및 한국의 대테러 정책/

대응체계 등을 이해함으로써 테러리즘에 대한 학문적/실제적 지식을 함양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 능력을 기르며 향후 대테러리즘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식견을 배양한다. 

MS7046� 동북아군사론(Military�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냉전기 이후 남북한 및 미, 일, 중, 러 등 동북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증강

을 추구해 왔다. 본 강의는 동북아 각국 군사체제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21세기 동북아 각국의 국가전략,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동맹체제 등의 양상

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태세를 검토하는 목적을 지닌다.

MS7047� 전근대한국전쟁사�세미나

(Seminar on History of Warfare during Pre-Modern Korea)

근대이전 한국의 주요 전쟁에 제기된 여러 쟁점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를 검

토한다. 아울러 한국 전근대 전쟁의 전개 양상을 살핌으로써 전쟁사에 대한 

통사적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쟁사에 대한 보편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MS7077� 중국군사론(Chinese� Military� Affairs)

중국군사의 변천 과정, 군사정책에 미치는 대내․외적 영향요인, 군사기구 및 

제도, 군사정책 및 전략, 군사력의 대비, 군사동맹 및 협력관계, 대한반도 군

사정책을 고찰하여 위협요소를 도출하고 미래를 전망해 봄으로써 중국군사 

전반에 대한 지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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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7081� 군사동맹론(Military� Alliance� Theory)

일국의 군사적 능력은 자국의 단선적인 군사력건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는 없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된 안보 상황에서 자국의 능력만으로 안보를 확

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방정책의 가장 핵심에 타국과의 군

사적 관계를 규정 짓은 군사동맹이 자리하게 된다. 본 과목은 군사동맹의 형

성, 유지, 소멸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군사동맹 유지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를 동북아 내 유지되어온 군사동맹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한다.

MS7087� 전쟁론(Study� of�War)

전쟁은 국가의 존재 이후 계속되어온 국가 간 관계의 주요한 행위 양식이다. 

손자와 투키디데스 이래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예외 없이 전쟁

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추구해 왔다. 본 강의에서는 전쟁에 대한 고전적 저작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국제정치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전쟁 

관련 이론들을 고찰한다.

MS7090� 한국군사론(Korean� Military� Affairs)�

국제정치이론과 안보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군 구조와 지휘체계, 군사전략, 

군사 관계, 국방개혁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 및 평가하여 미래 한국군 및 통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명실공히 한국군의 군사 전략가(Strategist)의 기

본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의한다. 

MS7093� 근대이전�한국전쟁사(History� of� Warfare� during� Pre-Modern� Korea)

한반도에 국가가 성립된 이래 근대까지 치른 많은 전쟁을 분석하여 그 전쟁

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군사적, 비군사적 변화양상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고 아울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군사적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MS7094� 한국군사사상사(History� of� Korean� Military� Thoughts)

근세조선 이후 현대까지 한국군사 사상의 흐름을 주요 군사사상가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군사 사상의 맥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군사 사상의 배경이 되는 주요 군사적 상황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 사상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연구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 강의에서는 시기별로 군사 사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 인물의 군사적 인식을 밝힌 주요 논설 및 관련 논문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당시의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서 나타난 것인지를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군사 사상의 주요 배경이 된 당시의 군사적 상황과 국방정

책 등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하도록 한다.

MS7095� 한국군사제도사(History� of� Korean� Military� System)

전근대에서 현대까지 한국 군사제도의 내용과 시대별 변화를 당시의 시대상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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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양상 변화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의 군

사제도 변화양상을 개관하고 향후 요구되는 한국의 군사체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

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MS7101� 신뢰구축과�군비통제(Confidence� Building�Measures� and� Arms� Control)

상호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안보를 달성하는 군비 통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

에 대한 개념과 이론, 유럽의 CSCE, MBFR, CFE, OSCE 등의 역사적 사례, 

미소 간의 핵 군축,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남북한 간의 군비 통

제 협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 협상, 검증 등을 연구함으로써 장차 한반

도 비핵화와 군비 통제, 동아시아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한다.

MS7121� 제4세대� 전쟁(The� 4th� Generation� War)�

나폴레옹 전쟁과 세계 1, 2차 세계대전들이 각각 제1, 2, 3세대 전쟁으로 분류

되고 있다 이들에 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 특히 9ㆍ

11사태를 거치면서 전략가들이 관심을 쏟는 주요 전쟁 양태는 저강도 분쟁/전

쟁(미국의 용어) 혹은 4세대 전쟁으로 불리고 있다. 제4세대 전쟁 양태는 마오

쩌둥의 인민 전쟁을 시발로 전쟁에서 수정 발전하면서 최근 2003년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한다. 군사적 전투의 승리보다는 전쟁지

역의 주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아 정치-전략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쟁인 제4세대 전쟁은 전면전과 정규전도 아니며 첨단 과학전쟁과도 다

르다. 이 전쟁은 비정규전, 게릴라전, 분란전/대 분란전, 테러리즘/대 테러리

즘 등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고 있다.

MS7125� 일본군사론(Military� Affairs� of� Modern� Japan)

탈냉전기 이후 일본은 전후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전수방위 원칙을 유명무실하

면서 대외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현대 일본의 대

외관, 자위대의 군사전략, 무기체계, 군사 활동 등을 검토하면서, 현대 일본 방

위정책의 성격과 향후 변화추이를 고찰한다.

MS7129� 중국군사사상사(A� History� of� Chinese� Military� Thought)�

본 과목은 중국의 兵書 및 군사 서적 등을 중심으로 중국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중국의 군사 사상을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중국인의 戰爭觀, 富國强兵思想, 治軍

思想 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석․박사 학생들에게 한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수

립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한다.

MS7135� 현대전쟁사(Modern� of� Military� History)

전쟁사 연구방법론과 현재의 학문연구 추세를 분석하고, 사례연구로서 전사상 획

기적 전기가 되었던 전쟁들을 연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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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7136� 동아시아분쟁론(Introduction� to� Conflict� in� the� East� Asia)

최근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세계화에 연동된 지역주의 추

세가 초국가적 사고와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다. 본 강의는 ‘동아시아’를 역내 각 

국가와의 병렬적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인접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 그 

분쟁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주목한다. 본 과목을 통해 역사적으로 국경을 

넘어 전개되어 온 동아시아 역내의 구조적 질서와 분쟁의 원인, 영향, 결과를 파악

하여 동아시아 미래를 전망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MS7137� 6ㆍ25전쟁(The� Korean� War)�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에게 6·25전쟁의 발발 배경, 원인, 과정 등을 이해하도록 하

며 6·25전쟁의 주요 관점을 이해하고 중요한 논점들을 고찰하도록 하여 한국적 

안보의 전통적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과목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냉전, 남북한의 분단과 군대 형성, 각국의 전쟁 수행 정책과 전략을 분석한다. 또

한, 현장학습 및 공동으로 수행하는 논문작성을 통해 문제인식, 사료접근 및 분석,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여 6·25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석사과정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한다.

MS7140� 서양전쟁사Ⅰ(Western� Military� HistoryⅠ)�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근대이전 서양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바

탕으로 고급 군사 전략 및 정책전문가가 지녀야 할 전쟁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스, 로마, 중세의 전쟁과 군사제도, 군사혁명, 국민군대의 형성과 

군사제도를 연구한다. 이 수업을 통해 전쟁의 본질과 진화를 고찰하고 전쟁과 사

회제도 및 문화, 기술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확장하고, 부가적으

로 현대 한국군의 발전방향과 미래 전쟁의 방향을 통찰하는 안목을 함양한다. 

MS7145� 서양전쟁사Ⅱ(Western� Military� HistoryⅡ)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다양한 측면

의 접근을 통하여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양대 전쟁과 전간기를 통하여 

각국의 정책, 전략, 전술, 과학기술, 동원, 사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전쟁이 가진 다양한 현상을 고찰하고 이것이 인간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안보전략 및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원칙을 발견

하고 국가 대전략 수립을 위한 안목을 배양한다. 

MS7150� 전쟁과평화(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 간 관계의 양상들이다. 본 

강의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개념, 전쟁의 원인, 전쟁의 수행방식, 전쟁의 영향, 

평화의 구축방안, 평화의 국제제도 등의 주제에 관해 고전적인 저작은 물론, 

최근의 주요 저작을 통해 연구하면서, 전쟁과 평화 현상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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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7163� 북한군사세미나(Seminar� on� North� Korean� Military� Affairs)

본 과목의 목적은 북한군사를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현대 북한군의 군

사력, 군사전략, 군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능력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있

다. 본 세미나는 북한군과 관련된 현안 중에서 특히 김정일 시대 이후의 북한

군 군사력과 군사전략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 생존전략 및 군사전략의 바탕을 이루는 북·중 군사 관계의 기원과 발전, 

비대칭 전략의 형성과 무기체계의 변화, 핵전략, 대남 군사도발, 전면전 전략의 

변화, 군사력 평가, 당군 관계, 지휘체계와 군사적 효율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MS7166� 핵전략(Nuclear� Strategy)

본 과목의 목적은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핵전략의 변천 과

정과 미․중․일․러의 핵전략을 살펴본 후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의 핵

전략을 도출함에 있다. 본 과목은 특히 기존의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를 시행한 후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핵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다. 특히 이란,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 위기 상

황의 극복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점사항이다. 

MS7169� 한반도�안보론(On� National�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본 과목의 목적은 건국 이후 남북한 안보전략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

으로 국가안보전략 수립의 제 요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본 과목은 건국 

이후 한국 안보정책 전개 과정을 북한과 대비하여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에 근

거하여 현재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MS7170� 대전략론(On� Grand� Strategy)

본 과목의 주요 목적은 대전략 개념과 역할에 대해 다루며, 나아가 국가안보전략 기

획 및 수립 절차, 그리고 집행 체제를 교육하는 데 있다. 과목의 주요 내용은 역사 

속의 대전략 흐름,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변천 과정, 그리고 21세기 전략 환경과 국가 

대전략의 기본 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MS7171� 손자병법�강독(Sun� Tze� Bing� Fa)

본 과목은 손자병법을 통해 전략사상 및 전략이론 이해를 심화하는데 주안을 둔

다. 본 강의는 손자병법에 나타난 전쟁 준비 및 전쟁 수행을 연구하고, 과거 전

쟁사례와 연계한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현대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MS7172� 현대러시아의�전쟁과�전략(Contemporary� War� and� Strategy� of� Russia)

본 과목은 러시아의 전쟁과 전략의 이해를 통해 한반도 주변 주요 4강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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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교·안보·국방·군사전략을 이해하고, 러시아 입장에서의 정책·전략 목표 및 

수단을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대외정책 수립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세기 초 볼셰비키 혁명부터 현재

의 푸틴 행정부까지 러시아의 전쟁과 전략, 그리고 러시아와 주요 국가 간 대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다룬다.

MS7173� 전쟁과�동원(War� and� Mobilization)

본 과목은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 동원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은 다양한 동서양 전쟁사에 나타나는 동원제도와 역할을 비교 연구를 

하며, 이를 토대 현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제도적, 사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MS7174� 지정학과�전략(Geopolitik� and� Strategy)

본 과목의 목적은 강대국 정치와 지정학을 바탕으로 전쟁과 평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약소국이 처한 지정학적 비애와 생존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다. 지정학과 

전략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동서양 국가들의 지정학과 생존전략에 

관한 비교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지정학과 생존전략,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과 생존전략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MS7175� 러시아�국방전략�세미나(Seminar� on� Russian� Defense� Strategy)

본 과목은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이자 한반도 주변 4강의 한 축인 러시아를 둘

러싼 주요 안보, 국방, 전략 이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올바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문제와 지역별 러시아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을 살

펴보고, 주요 국가들과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입장과 주변국 관계 등을 분석한다.

MS7177� 한국현대군사사상세미나(Seminar� on� Modern� Military� Thoughts� of� Korea)

한국 현대 군사사의 대표적인 국방정책 담당자와 군사사상가의 관련 사상을 중심

으로 한국 현대 군사 사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자료 해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한국의 군사 사상의 검토를 통해 당대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서 나타난 군사적 상황을 그릴 수 있다.

MS7178� 전략기획론(Strategy� Planning)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전략을 어떻게 만

들 것인가?”의 주제와 통합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 방법론, 

체계와 절차, 실제 사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략기획의 전문가적 자질을 배

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획이론” 및 수준별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

적 기초를 이해하고, 전략기획의 체계와 절차,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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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한국 및 주요국의 전략기획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전략기획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MS7179� 동아시아의�전쟁과�전략(War� and� Strategy� of� East� Asia)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의 전쟁과 전략의 무대가 되

어왔다. 강대국들 간의 경쟁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들의 경쟁과 

타협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과 안보국방군사 전략을 변화시켜와야만 했다. 본 과

목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치루어진 강대국들 간의 주요 전쟁의 기원과 유산, 

국가들의 주요 전략과 목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주요 안보국방군사의 쟁점과 해법을 모

색해본다.

MS7183� 사이버�전략(Cyber� Strategy)

네트워크화 된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 대응이 중요시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전의 특성, 사이버전 관계자 및 역할과 책임, 사

이버전과 국제법, 사이버전 사례, 각국의 사이버전략의 분석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이버전 및 사이버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사이버

전 대응전략 지식을 배양한다. 

MS7183�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

해양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에 관한 수업이다. 해양전략

의 과거의 전략사상에서부터, 현재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미래

의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해양전략 변화를 다룬다. 해양전략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전략은 물론, 앞으로 확장될 전장(우주, 사이버)

과의 관계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MS7183� 군사학�연구방법론(Military� Science� Methodology)

군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

하는 수업이다. 처음으로 석사/박사학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군사학의 정의 및 

범위, 논문작성의 원칙과 방법,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적

(Quantitative), 질적(Qualitative) 방법론 소개를 통해 학위를 위한 성공적인 

논문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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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관리(국방경제) 전공

<전�공�필�수>

DM6001�통계학(Statistics)

통계학의 기본 원리 및 개념, 실제 상황에의 응용 및 처리 결과의 해석에 주

안점을 두고 강의가 이루어진다. 교육의 범위는 확률이론, 통계적 추정, 가설

의 검정, 분산분석, 단순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비모수 검정 등이 주요 내용

이다.

DM6002�국방경제학(Defense� Economic)�

국방비를 결정하는 국제관계, 국내정치, 군사 및 경제적 요인을 미시경제학

적으로 분석해 보고,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에 거시경제적 변수

에 대한 국방비의 역할을 고찰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복지의 상호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DM6010�거시경제이론(Macroeconomic� Theory)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고용수준 등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재정․

금융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DM6011�미시경제이론(Microeconomics)�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경제주체들(가계, 기업, 정부)의 최적화와 이

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경제행위를 학습하는 과목으로서, 수요와 공급, 가

격의 결정, 효율적 자원 배분 등에 대해 학습한다. 타 경제학 과목에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전�공�선�택>

DM7006�경제수학(Mathematics� for� Economic)

집합, 행렬, 미분, 적분 등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DM7016� 경제분석방법론(Method� for� Economic� Analysis)

경제문제의 실증적 분석에 필요한 방법론을 이론, 적응사례분석, 그리고 실지 

적응 연습의 3단계를 통해 이해하고 체득함으로써 본 과목을 통해 실증적 경

제분석 및 관련 논문작성에 필수적인 분석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데 과목 목적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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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7019�재정이론과�정책(Financial� Theory� and� Policy)

국방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의 정부의 수입(조세)과 지출 등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과목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가 시장경

제에서 자원 배분, 소득분배 및 경기순환 등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

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의 수강을 위해 ‘미시경제이론’ 

(DM7004)의 사전 수강을 권고한다.

DM7020�금융이론과�정책(Monetary� Theory� &� Policy)

통화량과 금리, 이자율 구조 등 금융 부분의 기능을 연구하고, 폐쇄 및 개방경

제 아래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정책의 파급경로 및 그 효과를 분석한다.

DM7022�북한경제론(North� Korea� Economics� Theory)

북한경제의 실상파악은 대북한 대결보다 통일 한국의 대비를 위해 중요하다. 

강의 구성은 체제, 실상 대외협력 측면에서 전개한다.

DM7034�경제정책론(Theory� of� Economic� Policy)

경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안정화 정책, 성장정책 등 제 이론을 연구하고 현

안경제문제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을 직접 수립하여 수업시간에 발표 

토의한다.

DM7036�경제성장과�실업(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경제성장에 대한 제반 이론을 기초로 총수요와 총생산능력 및 노동 흡수 능력

의 결정요인과 이들 변수의 불균형적 발전에 의한 경기변동의 문제점을 고찰

하고, 노동수요와 공급의 단기 및 중ㆍ장기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실업의 본

질을 이해하고 균형적 경제성장과 고용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수단을 연구ㆍ논의한다.

DM7045�남북한�경제통합�세미나(Economic�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동서독 경제통합의 경험을 기초로 “기업의 사유화 작업” 화폐통합 “경제성장 

및 실업” 등 남북한 경제통합시에 발생 가능한 경제적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

고, 통일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정책 방향과 수단을 연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DM7048�국가동원�세미나(National� Mobilization� Seminar)

주요국의 국가 동원사례, 동원 체계와 계획, 비상대비 계획과 자원관리법 등

을 연구하고 각 부처 비상대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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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7060�국제금융론(International� Finance)

거시경제이론과 화폐 금융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이론을 개방경제로 확장하여 

국제금융시장과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환율과 무역수지, 국제수지, 

외환시장, 국제자본 이동과 이자율 평가(平價), 환위험 관리, 환율제도와 국제

통화제도, 아울러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DM7061�방위산업론(Defense� Industry)

산업조직론의 이론을 토대로 방위산업을 분석한다. 방산시장의 구조와 수요․공급

의 특수성 등을 살펴본 후 주요국의 방위산업을 알아본다. 방위산업의 환경변화, 

기업인수 및 합병, 공동경영, R&D, 기업실적 원인분석, 정보 비대칭성 및 메커니

즘 디자인 관련 계약이론 등을 학습한다. 본 과목의 수강을 위해 ‘미시경제이론’ 

(DM7004)의 사전 수강을 권고한다.

DM7071�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최근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

실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대한 이론

은 물론 정책에 대한 올바른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는 무

역이론(리카르도모형, 헥셔-올린모형, 경제성장 등), 무역정책, 경제통합, 무기 

교역 등을 학습한다. 본 과목의 수강을 위해 ‘미시경제이론’ (DM7004)의 사전 

수강을 권고한다.

DM7078�게임이론�및�응용(Game� Theory� and� Application)

게임이론은 행위자 간 선택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서로의 이득도 결과적으

로 상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의 전략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게

임이론은 1960년대 초 미국 핵 전략론의 도구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주로 사

용되다가 1980년대부터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다. 게임이론 및 응용에서는 게임의 기본요소, Subgame Perfect Equilibrium, 

Bargaining, Auction, Mechanism Design 등 국방경제와 관련된 분야를 학습

한다. 본 과목의 수강을 위해 ‘미시경제이론’ (DM7004)의 사전 수강을 권고

한다.

DM7139�한국경제�세미나(Seminar� on� Korean� Economy)

한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과목의 핵심내용은 한국경제 관련 교재 및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추이, 현황, 문제점,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의함으로써, 한

국경제의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 및 과제 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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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7152�경제안보�세미나(Economic� Security� Seminar)

세계 경제의 통합이 진전되는 무한경쟁 속에서 경제안보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경제이론,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안보전

략을 모색한다.

DM7160�관리경제�세미나(Managerial� Economics� Seminar)

관리경제학은 경제학의 기초인 미시경제이론의 응용 분야로서 본 과목의 목

표는 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및 경

제, 경영 분야의 고급 및 응용과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쟁 및 성공전략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DM7162�실증모형분석�세미나(Seminar� for� Empirical� Model� Analysis)

본 과목은 경제분석방법론에 대한 후속 과목으로서 국방관리 관련 이론적 모

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고급 분석방법론을 시계열모형을 중심으

로 연구함으로써 이론모형에 대한 실증분석능력을 높이는데 과목 목적을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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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조달(군수경영) 전공

<전�공�필�수>

LP6001� 통계학(Statistics)

통계학의 기본 원리 및 개념, 실제 상황에의 응용 및 처리 결과의 해석에 주안

점을 두고 강의가 이루어진다. 교육의 범위는 확률이론, 추정이론, 가설의 검

정, 분산분석, 비모수 검정, 단순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다.

LP6002� 계량의사결정론(Quantitative� Decision� Making)

학생들이 정책 및 물자․인력관리에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이

룰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 실제적 적용을 다룬다. 주요 내

용으로는 선형계획문제, 투입산출분석, 대기 행렬이론 등 계량적 방법론의 컴

퓨터 소프트웨어 활용, 처리 결과의 실제적 해석과 사례연구다. 군수/조달 및 

획득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지망자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LP6004� 군수관리(Logistics� Management� Theory)

군수 관리는 물자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 분석방법론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군수의 전략적 운영과 과학적 관리의 방법론을 습득시키는 

목적이 있다. 교육의 내용은 전략 군수와 전략 경영, 군수 지원관리, 생명주기 

원가분석, 프로젝트 관리, 전략 경영사례 등이다.

<전�공�선�택>

LP7001� 의사결정론�세미나(Seminar� on� Decision� Making),� 영어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의사결정 기법을 군 및 공공부문의 실제 문제에 적용하

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기법들의 적용방법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현실 

문제를 모형으로 형성하는 방법, 컴퓨터 실행 및 민감도 분석을 한다.

LP7002� 생산운영관리(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전․평시 국방생산 및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 이론의 습득과 관리기법의 이해와 

응용, 사례연구 및 문제 해법을 통하여 분석,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부여하여 

국방자원 관리상의 기획 및 집행능력을 향상시킨다.

LP7003� 국방조달관리(Defense� Procurement� Management)�

국내외 조달과 관련한 국방조달정책, 조달법규 및 제도, 원가관리, 조달절차 

및 체계, 사후관리, 절충 교역, 목록 및 규격관리, 조달정보체계 등을 연구함으

로써 국방조달관리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을 모색, 국방조달관리의 효율적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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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7004� 군수정보시스템(Logistics� Information� Systems),� 영어

효과적, 효율적 군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을 논하며 군수 

관리에 특성화된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원리, 분석방법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군수의 전략적 운영과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적

용과 활용방법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교육내용은 전략 군수와 전

략 경영, 군수지원관리, 생명주기와 원가분석, 프로젝트 관리, 전략경영시스템 

등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군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다.

LP7005�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터득하고 실행해 본다. 조직에서의 통제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behaviors)를 계량화하여 현 실태에 대

한 이해와 미래 예측력을 키울 수 있다. 

LP7006� 국방물자관리�세미나(Seminar� for� Defense� Material� Management)

국방 물자 및 무기체계의 획득/조달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기반, 소요판단 및 

획득 과정에서부터 이후 분배 및 운영 및 군수지원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관련된 제반 이론, 원리, 기법들을 실제와 관련지어 연구케 하

여 국방 물자 관리상의 분석, 종합, 평가능력을 향상시킨다.

LP7007� 재고관리연구(Inventory� Management� Research)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원리, 분석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

다. 강의내용은 재고의 개념과 기능, 재고 관련 비용분석, 고정주문량 시스템 

모형, 고정주문 기간 시스템 모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계량적 모형과 정성적 

관리기법 등이다.

LP7009� 계약�및�협상관리(Contract� and� Negotiation� Management)

계약 및 협상에 대한 개념, 이론 및 과학적인 기법 등을 습득시키고, 국방조달

관리 중 계약실태 및 사례 등의 실제를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협상 및 계약의 이론 습득 후 계약의 형태, 절차, 협상 전략 및 전술, 계약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이다.

LP7010� 국방정보체계�세미나(Seminar� on� Defence� Information� System)

국방정보체계 세미나는 컴퓨터 정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여

러 개념과 구조를 이해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정보화 및 정보체계에 필요한 

주제를 교육하고 있다. CBT, C4I, 국방 사무자동화 체계, 군수 정보시스템

(LAMIS), 지식관리 시스템, 보안, 정보화를 위한 조직의 변화 등이 주요 주제

이다. 외부 특강과 현장견학을 통하여 국방 정보화의 현실을 파악하며 정보마

인드를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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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7011� 획득사업관리(Acquisition/Project� Management)

획득의 순기관리(life cycle)에 따른 소요기획, 획득전략 및 정책, 획득 체계 

및 업무절차, 종합군수지원 등 획득 및 사업관리체계의 전반에 관련된 기초지

식을 배양한다. 

LP7014� 물류�및�공급사슬관리(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제품의 기원에서 소비에 이르는 총체적인 과정에서, 정보 흐름, 물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신 정보관리 기법

들은 물론 네트워크 구조 디자인과 그 구조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행위의 바이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들이 논의된다.

DM7009�관리이론과�실제(Management� Theory� and� in� Practice)�

경영, 경제, 행정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관리

이론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사람, 조직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현

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특이한 사례들로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 알아본다. 

DM7087�경영정보시스템�세미나(Seminar� 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을 위해 정보화는 왜 필요하며, 정보화의 구체적 실체인 정보시스템이 무

엇이며,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정보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를 다룬다.

DM7095�군수정책과�분석(Logistics� Policy� &� Analysis)�

소요, 보급, 정비, 수송 등의 군수 관리 측면과 종합군수지원, 군수지원분석을 

위한 군수 공학 측면의 군수정책과 전략을 연구한다. 현재 군수 관리 분야에

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군수 정책, 제도, 방법론의 효과와 비용을 분석 평가하

는 능력을 함양한다. 

DM7105�방산원가분석론(Defense� Industry� Cost� Analysis)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획득조달 간 방위사업 분야에서 구매가격 결정을 위

한 방산 원가 제도 업무체계와 산정절차 등 학습을 통하여 관련 이론 및 실

무 수행능력 배양과 연구역량을 함양한다. 회계학의 원가 · 관리회계 분야와 

관련하여 방산 원가 주요 비목별 구성항목을 이해하고, 운영실태 간 문제점

을 살펴보면서 발전 방향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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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인사조직) 전공

<전�공�필�수>

LS6003� 리더십�이론과�실제(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리더십의 이론 및 군대 리더십 관련 주요 학술 논문을 섭렵하고, 관련 사례들

을 발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리더십에 대한 통찰력과 실무적용 능력

을 개발한다.

LS6008� 인적자원관리론(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모집, 선발, 인사고과, 보상관리, 직무분석, 

직무설계 등 인적자원 관리에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이해함으로써 조직목적과 

전략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지식과 방법을 이해시킨다. 

LS6010�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내에서 개인 및 집단행동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구성원들

의 행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조직 구

성원 간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LS6011� 조직구조론(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의 구조와 관련된 구성요소, 체계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조직관리 및 설

계와 관련된 현장 사례들을 통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환경적, 구

조적, 전략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S7146� 국방기획론(Defence� Planning)�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를 이해하기 위

한 과목이다. 교육 범위는 기획 일반이론과 국방기획관리에 관련한 제도 및 

이론이다.

<전� 공� 선� 택>

LS6005�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

리더십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되는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이론을 다룬다. 구체

적으로는 연구 질문, 연구설계, 측정, 자료수집, 표본설계, 그리고 기본적인 통

계분석기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S7010 국방인력관리세미나(Seminar� on� Defense� Manpower� Management)

국방인력관리에 관련된 주요 이론 및 기법을 심층 연구하고, 국방인력 관리상

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인

력관리 전문가가 지녀야 할 능력을 구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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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7012� 리더십�세미나(Leadership� Seminar)

리더십 관련 주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리더로서 요구되는 조직의 문제 진단 및 해결능력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리더

십 연구 및 개발 능력을 부여한다.

LS7018� 전략적�리더십(Strategic� Leadership)

고위급 리더의 핵심역량인 시스템 사고, 조직의 미래비전 제시와 실현능력, 지

속적 성장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전략적 리더십에 관

한 지식을 습득한다. 

LS7020� 리더십�방법론�세미나(Seminar� on� Research� Methodology)

통계학과 연구방법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부여하는 교육을 한다. 다양한 학술지에 실제로 발표된 논문들

을 논문 주제와 공헌도, 방법론상의 적절성과 문제점,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 등을 

토론하면서 방법론적 능력을 강화한다.

LA7016� 정책분석방법론(Methodology� of� Public� Policy� Analysis)

정책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며 장기간 지속한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활동이 정책분석이다. 본 강좌는 정책문

제 정의, 정책 비전 및 전략 수립, 정책대안 탐색 및 설계, 정책대안 비교 및 

평가에 관한 일련의 이론체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각 단계에

서 필요로 하는 방법론과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LS7111� 전쟁과�리더십(War� and� Leadership)

전쟁에 대한 이해와 전장에서의 효과적인 리더십 특성 및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군 지휘관으로서 전쟁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이해시키고 적용능력

을 함양한다.

LS7115� 리더십�특별연구(Leadership� Special� Issues)

최신 리더십 연구 흐름을 알아보고, 다양한 리더십 이론 및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환경, 개인, 직무, 조직 내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리더

십 전문가로서의 연구 및 분석역량을 함양시킨다.

LS7119� 평가및보상관리(Management� of� Performance� Appraisal� and� Rewards)

인사관리 전문가로서 인사관리의 핵심인 구성원들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평가하고 보상할 방법을 이해하고,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과 

조직적, 문화적, 개인적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사관리 능력을 배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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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7120 변화와�혁신관리(Management� of� Change� and� Innovation)

현대 조직은 끊임없는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 강의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관한 최근의 기법들을 이해하여, 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제고시킨다. 

LS7121� 모티베이션� 세미나(Seminar� on� Motivation)

구성원을 동기부여 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동기부여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주요 

성과 준거들에 대한 각종 이론 및 연구흐름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군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사례를 발굴 및 분석

함으로써 조직관리 역량을 증진시킨다.

LS7122� 판단력개발세미나(Seminar� on� Development� of� Leaders’� Judgement)

리더의 핵심적 역량인 판단력과 관련된 제 요인들을 분석하고, 제한된 지식과 

정보 속에서 리더가 적절한 판단력을 발휘할 방법에 관하여 학습·연구함으로

써 효과적인 리더십 역량을 개발시킨다.

LS7149� 정책평가론(Public� Policy� Evaluation)

국방 및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개념, 평가의 종류, 평가의 논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정책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책이 군과 국가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력과 파급효과를 감안 시, 주먹구구식이고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LS7124� 인사조직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Human�Resources)

인사조직 분야의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과목이다. 이를 위해 본 강의는 인사조직 분야의 

최근 연구 방향과 연구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세운 

연구주제 및 연구모형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기여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개발시키고자 한다.

LS7148� 정책분석세미나(Seminar� on� Public� Policy� Analysis)

정책문제의 식별, 목적 및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대안 평가 및 최적 안의 

제시 등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분석의 개념과 논리를 습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론뿐만 아니라 정책분석의 방법론적 도구에 숙달하도록 하고, 또한 

이론을 국방정책에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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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7131� 집단역학(Group� Dynamics)

오늘날 조직의 구성원들은 일차적으로 집단(또는 팀)에 속해 있으며, 군을 포

함한 제반 조직은 집단(또는 팀) 과정 및 성과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따라

서 조직의 구성단위인 집단과 집단 내에서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개

인의 정서, 사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며,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강의는 집단과 관련된 이론 및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군 및 일반 조직의 실제 사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효

과적인 팀 운영을 위한 학문적 지식 및 실무적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LS7142� 위기관리리더십(Leadership� and� Crisis� Management)

오늘날 조직의 구성원들은 일차적으로 집단(또는 팀)에 속해 있으며, 군을 

포함한 제반 조직은 집단(또는 팀) 과정 및 성과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단위인 집단과 집단 내에서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

고는 개인의 정서, 사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며,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강의는 집단과 관련된 이론 및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군 및 일반 조직의 실제 사례를 분석·평

가함으로써 효과적인 팀 운영을 위한 학문적 지식 및 실무적 능력을 배양시

키고자 한다.

LS7144� 국방인력개발세미나(Seminar�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국방인력개발에 관련된 주요 이론 및 기법을 기반으로 국방인력 개발상의 주

요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주요 국방인력개발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토의를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방인력개발 전문가가 지녀야 

할 능력을 향상시킨다.

LS7150� 행정이론세미나(Seminar� on� Administration� Theory)

행정학의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고 행정현장의 적용방안을 강

구함으로써, 국방 행정에 대한 분석력을 높인다.

LS7152� 모티베이션� 연구(Motivation� Studies)

집단 및 조직의 목표를 지향하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

내는 동기부여 요인과 이의 영향력 과정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최신 연구 흐

름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학문 분야 및 현장에서 효과적인 모티베이터를 

배양하고자 한다.

LS7154� 정책이론세미나(Seminar� on� Public� Policy� Theory)

정책학 연구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정책 이론들을 공부하고 실증적 정책학 

연구에서 이론의 역할에 이해 하며, 정책학 이론들을  국방분야 정책 개발, 

실행 및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국방정책 수립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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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7041�정책평가세미나(Seminar� on� Public� Policy� Evaluation)�

집행 중인 정책 혹은 집행이 종료된 정책에 대해 확대, 축소, 변경, 종결을 판단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평가이다. 본 강좌는 정책평가의 종

류, 정책평가의 논리와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설계의 유형에 대한 이론체계로 구

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관 정책에 대해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책 

개념상의 문제인지, 정책 논리 구조의 문제인지, 정책 집행상의 문제인지를 판단

하고, 정책이 의도했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어

야 한다.

DM7124�국방기획관리세미나(Seminar� on� Defense� Planning)

장기 국방정보 판단을 바탕으로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장기기획, 중기계획, 

단기 실행을 위한 제도 및 문서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연계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논의한다. 본 강좌는 고급지휘관 및 

고급제대 참모들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이며, 이론과 실무의 정합성을 요구하고 

토론을 강조한다.

DM7125�국방개혁세미나(Seminar� on� National� Defense� Reform)

본 강좌는 국방개혁의 필요성, 기본개념, 개혁 논리 및 전략, 접근방법 등에 

관하여 현실 정합적인 이론의 연마를 강조하며, 다양한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및 토론을 중시하는 과목이다. 여건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DM7129�국방예산세미나(Seminar� on� Defense� Budgeting)

예산의 종류, 예산구조, 예산의 편성방식 및 분석 논리 등 일반 예산 이론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의 내역과 미래 국방력 건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예산전략

을 논의한다. 또한, 예산을 둘러싼 참여자들의 행태와 정치 경제학적 의미의 

이해를 통하여 예산에 대한 통찰력과 종합적인 식견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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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운영분석 전공

<전�공�필�수>

OR6001�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목적과 제 약식이 모두 선형이고 미지수가 모두 0보다 같거나 클 때 주어진 제약

식을 만족하면서 목적함수를 최적화하거나 최소화하는 해를 구한다. 행렬 소거법, 

단체법, 쌍대문제, 수송 문제, 정수계획법, 분지한계법 등의 기법으로 문제의 최적 

해를 구한다.

OR6002� 수리통계학(Mathematical� Statistics)

확률 및 통계의 수학적인 이론을 취급하며, 주요 논제는 확률론 및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 분포함수, 통계적인 추정 및 가설검정이론, 회귀분석 및 상관관계, 

분산분석 및 비모수 통계학이다.

OR6003� 확률과정론(Stochastic� Processes)

확률 및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확률모형의 기초 및 일반이론을 소개

한다. 확률이론 기초, 베르누이과정, 포아송과정, 마코프체인의 개념, 상태분류, 

마코프체인의 한계형태와 응용, 그리고 마코프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다.

OR6004� 군사� OR� 및�워게임�이론(Military� OR� and� War� Game� Theory)

OR의 이론적인 분야를 공부한 후 표적탐지, 사격 할당, 최적 배치, 전투모형 등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하고 게임이론과 워게임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

며, 육·해·공군, 합참체계분석실 실무자를 초빙하여 실무에 OR 적용사례를 소개

한다.

<전�공�선�택>

OR7002� 체계분석론(Systems� Analysis)

체계의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 절차 및 분석 방법들을 연구하며 연구의 초점은 체

계분석 및 체계 공학의 개념, 체계설계절차, 신뢰도 및 정비도 등을 포함한 운용 

가능성 설계, 체계 공학관리 및 응용사례연구 등이다.

OR7003� 선형통계모형(Linear� Statistic� Model)

통계적 내용을 취급하는 경제,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의 통계적 모형을 습득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선형관계를 찾아서 종속변수를 

추정, 예측, 통제할 수 있는 회귀 분석모형과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대안을 

분석할 수 있는 분산분석(ANOVA) 모형이 주로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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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7004� 비선형�계획법(Nonlinear� Programming)

인공지능 등 많은 공학, 과학 연구에서 최적화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법만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본 과목은 continuous 

optimization problem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과 이를 바탕으로 구

현된 여러 가지 기법(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한다. 과목을 통해 우리는 ‘왜 이 기법

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공학 툴

인 GAMS, MATLAB을 활용하여 답을 찾는 연습도 학습한다.

OR7005� 비용추정론�및�경제성공학(Cost� Estimation)

비용분석에 중점을 둔 체계분석의 방법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경제비용의 개념, 

전체사업구조와 단위사업에 대한 비용모형과 비용추정 방법론, 효과모형과 비용분

석의 척도와의 관계, 무기체계의 비용추정, 불확실성과 시간의 처리문제, 공공사업

의 비용추정과 자원 배분 등을 포함한다.

OR7006�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이란 복잡한 현실 세계의 모습을 공학적으로 모의하는 방법 그리고 이

를 위해 필요한 이론을 통칭하는 학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값 분석, 난수 발생, 결과값 분석, 시스템 비교, 실험 디자인 등 이론

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 과목을 통해 우리는 국방 M&S, 워게임, 시뮬레

이터 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갖추게 된다. 

OR7009� 신뢰도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체계의 신뢰도 함수, 신뢰도 추정 및 최적화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며 연구의 초점

은 신뢰도의 척도, 신뢰도 모형, 신뢰도 추정방법 및 신뢰도의 최적화 등이다.

OR7011� 의사결정론(Decision� Theory� and� Support� System)

불확실한 현실 세계하에서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이론 및 모형을 연구한다.

의사결정 tree, 베이지안 분석, 효용함수, 정보 가치분석, risk 분석, 다요소 의사결정, 

전문가 시스템, 게임 및 퍼지이론 등을 포함한다.

OR7015� 일정계획(Scheduling)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정 관리

기법을 연구하고 일정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계산기법, 수학 이론을 소개한

다. Machine scheduling, Flowshop problems, Jobshop scheduling, Manpower 

scheduling 등을 소개한다.

OR7016 군사�OR� 세미나(Seminar� of� Special� Topics� in�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운영분석 또는 체계 공학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자신의 논문에 관계되거나 흥

미 있는 군사 분야를 선택하여 주제를 발표, 토론 및 담당 교수의 지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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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OR7024� 대기행렬이론�및�응용(Queuing� Theory� and� Application)

정보통신, 생산관리, SCM, 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기행렬 

모형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복잡한 현실을 확률적 시스템으로 모

델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다.

OR7041� 자원관리론(Resource� Management)

기업, 조직 등 전 분야에서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최

대로 하기 위한 방법론을 학습한다. 인적, 물적, 금전적 가용자원을 최대로 활용하

기 위해 운영분석 및 체계 공학적 기법과 연계된 기법을 다룬다. 주요 강의내용으

로 프로젝트 관리, 상품 및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서/지점선정/레이아웃 전략, 인

적자원 및 작업 설계, 공급망관리, MRP/ERP 등이다.

OR7042� 마르코프모형�이론�및�응용(Markovian� Modeling� and� Applications)

군수와 재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현실 세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고, 모형화된 문제의 해를 분석적/수치적으로 도출해 

봄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OR7082�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

빠른 시간에 근사 최적 해를 찾을 수 있는 발견적(heuristic) 기법에 관한 필수적

인 최적화 기법의 기본 원리와 이론을 습득하고 특정 문제가 갖는 정보에 크게 구

속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한 상위수준의 발견적 기법인 유전알고리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타부서치, 개미군집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다룬다.

OR7094�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

실험계획법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최소의 실험횟수

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학습범위는 실험계획을 위한 분석 방

법인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포함하여 실험계획법의 종류인 일원 배치

법, 이원배치법, 분할법, 라틴반격법, 요인배치법, 교락법, 직교배열표에 의한 실

험계획, 불완비 블록 계획법 등을 강의한다.

OR7099� 네트워크�이론�및�응용(Network� Theory� and� its� Applications)

본 강의는 그래프(네트워크)에서 정의하는 최적화 문제 중 다항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최소 걸침 나무(Minimal Spanning Tree), 최단 

경로 문제, 최대 흐름 문제, 최소 비용 흐름 문제, 짝짓기(Matching) 문제가 있

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 디자인 아이디어와 계산시간 분석, 

문제의 크기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함을 통해서 군사 분야 네트워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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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7100� 품질공학(Quality� Engineering)

본 강의는 생산관리, 업무프로세서 및 제조품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제반 단계에서 공정절차 관리 방법 및 시스템 분석 등의 접근방법을 다룬다. 주요 

강의내용은 통계적 품질관리 기초, Deming, Taguchi 기법, Shewhart Control 

Charts, 합리적 샘플링 방법, 프로세서 요구능력, 개체 및 속성 통제방법 그리고 

다양한 사례연구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군사 분야의 다양한 품질 공학적 

측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OR7103� 탐지�및�탐색�이론(Search� and� Detection� Theory)

본 강의는 군사 OR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탐지 및 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및 방법론을 다룬다. 강의 주요 내용으로 쏘나 및 레이더 탐지 이론, 

누적 탐지확률, 랜덤/정형화 탐색 기법 및 탐지범위(Sweep Width)에 대한 방법, 

기타 탐지 및 탐색 방법론 구현을 위한 컴퓨터 모델링 능력 배양(엑셀을 활용한 

스프레드시트) 및 컴퓨터 실습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OR7111�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

현실의 모습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결정변수가 정수가 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상당

히 많다. 사람의 수, 장비의 개수, 차량의 대수 등은 모두 정수로 표현돼야 하며 특

히 현실에서 나타나는 논리의 표현(yes/no) 또한 정수(Binary)를 사용해야만 구현할 

수 있다. 본 과목은 결정변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정수인 수학적 계획법

(Mathematical Programming)인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에 대한 이론

과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OR7113� ABM활용의사결정론(Decision-making� with� Agent� Based� Modeling)

기존의 선형 모형에 기초한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다양한 현상에 대

해 ABM (Agent Base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

습한다. Netlogo, Anylogic 등의 Simulation Tool을 활용하여 현실 문제를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OR7114� 최적시설배치이론(Optimal� Location� of� Facilities)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설의 위치설정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능력을 습득하고 군사 분야에서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주요 논제로는 Planar 

Single-Facility Location Model, Planar Multi-Facility Location Model, Planar 

Location-Allocation Problem, Location Models on Tree Network, Location Models 

on General Network, Layout Design-Quadratic Assignment Problem 등을 다룬다.

OR7120� 다변량자료분석(Multivariate� Data� Analysis)

민간 및 국방 분야에 접할 수 있는 다변량 자료에 대한 개념과 분석 방법들을 이해

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한다. 탐색적 자료 분석기법, 주성분 분석, 인자분석, 

판별분석, 대응분석, k-평균 군집화, 다차원척도법 등의 다양한 분석기법들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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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적용해 본다.

OR7121� 국방� M&S(Defense� Modeling� &� Simulation)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 Modeling & Simulation) 기술에 대한 이론을 습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방 분야(교육 훈련, 획득, 분석평가 등)에 적용하는 응용력

을 배양한다.

OR7122� 국방빅데이터분석(National� Defense� Big� Data� Analysis)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들을 연구한다. 분석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사례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방 분야에서 빅 데이터 기법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국방 분야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한다.

OR7123� 국방최적화모델링(Military� Optimization� Modeling)

각 군 그리고 국방 관련 기관 현장 및 실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는 수학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은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그리고 비선형

계획법 등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현실의 문

제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이에 숙달한다. 이를 위해 학

교와 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GAMS 최적화 프로그램을 배우고 연습한다. 다만, 

각 기법의 깊은 이론적 내용은 본 과목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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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 전공

<전�공�필�수>

CS6002� 컴퓨터통신(Computer� Communications)

이 과목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의 기본개

념에 관하여 공부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통신의 개념 및 기본 원리 등 기초이론

과 네트워크 모델의 각 OSI 7개 계층별 기능과 역할 그리고 LAN/WAN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기술과 컴퓨터 통신 관련 신기술에 관하여 연구한다. 전산 정보전공 

석사 학생으로서 학부과정에서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할 것을 권고

한다.

CS60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 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의 특성과 종류를 고찰하고 데이터 모델의 

유형과 함께 구조를 파악하며 파일구조, 데이터 연산, 트랜잭션의 처리, 회복

기법, 동시성 제어 등의 다양한 적용기법을 연구한다.

CS6006� 정보시스템�보안론(Information� System� Security)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요소, 위협, 대책을 소

개하고 암호학을 기반으로 전자서명, 암호 프로토콜 및 위협분석 등 다양한 

기술적 정보보호 대책을 연구한다.

CS6007�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팅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적용해야 할 각종 기술 및 기

법, 도구의 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기법 등을 소개한다. 특히 

본 과목은 객체지향 중심의 개발방법과 사례연구도 병행하여 수행한다.

CS6013� 네트워크정보보호(Network� Security)

국방 네트워크에 대한 불법적 접근, 오용, 무단 변경 및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의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방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보보호의 기본개념과 관련 이론, 표준 및 응용기술을 학습한

다. 또한, 국방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한 사이버 공격모델/시나리

오의 개발과 그에 대한 대응기법의 고안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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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CS6004�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정보기술관리를 위한 방법론인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목으로, 

범위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이론, 정보기술 아키텍처 요소인 전사적 아키텍처, 기

술 참조 모델 및 표준 프로파일에 관해 살펴본다.

CS7004� 멀티미디어�시스템(Multimedia� Systems)

멀티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등장 배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미디어 특징, 응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습득한다.

CS7019� 정보보호� 특론� 세미나(Advanced� Topics� on� Information� Security)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와 관련된 암호학, 인증체계, 암호 프로토콜, 데이터베이

스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암호분석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및 세미나를 수행한다.

CS7020� 멀티미디어�특론� 세미나(Advanced� Multimedia� System)

주요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의 개요, 서비스, 소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

소기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문지도와 함께 세미나 위주로 진행한다.

CS7021� 정보화� 사업관리론(information� Project� Management)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도모, 정보화 사업관리 절차 및 

내용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숙지한다.

CS7035 국방정보자원관리� 세미나

(Seminar� on�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Systems)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장 관리정보체계와 자원

관리정보체계 간 정보공유가 핵심 요소임. 본 과목은 국방 정보자원관리를 위

한 분야를 예산·회계, 기획·인사, 군수·조달, 전자 행정 등 4대 기능으로 대분류

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세미나를 통하여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S7037� 네트워크� 특론� 세미나(Seminar� on� Computer� Network)

컴퓨터 네트워크의 계층적 구조, 스위칭 기법, 접근기법, 흐름 제어, 과잉 밀집 

제어 등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 및 관리와 관련된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분야의 신기술 및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과 관련 분야

의 군 적용사례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와 발표 및 토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논문지도와 함께 진행한다.

CS7046� U-센서� 네트워크(Ubiqutous� Sensor� Networks)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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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관련 기술과 구조, 주요 유형, 라우팅 기술, 데이터 전송기법, 설계방법과 

기법, USN 기반의 주요 응용기술과 응용 분야, 그리고 USN 관련 최신기술의 

동향과 전망 등을 연구한다.

CS7097� 국방USN특론� 세미나(Seminar� on� Special� Topics� in� m-USN)

USN의 구조, 주요 유형, 라우팅 기술, 데이터 전송기법, 설계방법과 기법, USN 

기반의 주요 응용기술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분야의 신기술 및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과 관련 분야의 군 적용사례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와 발표 및 토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논문지도와 함께 진행한다.

CS7103� 무선통신� 네트워크(Wireless� Communicationand� Networks)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선통신 분야에 대한 관련 기술과 통신 망 

구조, 무선통신망의 주요 유형, 무선통신망 설계방법과 관련 기법, 무선통신기

반의 주요 응용기술과 응용 분야, 그리고 무선통신 관련 최신기술의 동향과 

전망 등을 연구한다.

CS7104� NCW� 이론과� 응용(NCW� Theory� and� Application)

NCW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NCW 추진전략을 고찰

하며, 특히 미 국방부 NCW 접근에 대한 주요 핵심기술 습득과 심층 사례분석 

및 토의를 통해 미래전 대비 우리 군의 NCW 건설 능력을 배양한다.

CS7116� 데이터베이스�특론� 세미나(Advanced� Data� 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초거대 

데이터 즉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연

구를 포함한다.

CS7117� 사이버보안�아키텍처(Cybersecurity� Architecture)

사이버보안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고 전사적 차원에서도 다

루어야만 하며, 사이버보안 전략은 조직/업무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사이버보안의 일반적 개념과 정의, 그리고 국방 차원에서의 사

이버보안/사이버전을 고찰하고, 전사적 차원의 사이버보안 아키텍처, 사이버보

안 솔루션 아키텍처, 그리고 이들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접근을 학습한다. 특히 사이버전 아키텍처 개발 실습으로 사이버전의 실

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이버전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CS7118� 소프트웨어�정보보호(Software� Security)�

국방정보체계 및 무기체계 등에 탑재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안전한 개발

을 보장하기 위해 소스 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사전

에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에 대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학습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방

법 및 도구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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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7133�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Data� Structure� and� Algorithm)�

알고리즘의 정의와 분석 방법을 이해하며, Linked List, Stack & Queue, Trees, 

Graph 등의 기본 자료구조와 정렬(sorting), 검색(searching) 알고리즘을 습득

하고 응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S7134� 암호이론� 및� 응용(Cryptography� Theory� and� Application)�

정보시스템보안론을 통해 학습한 기본 암호이론을 바탕으로 고급 암호이론들

을 이해하고, 국내외 군사 관련 응용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모바일 분야와 무

선 네트워크에 관한 선진 적용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국방 분야

에 대한 적용방안 및 국방 암호기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CS7135� 무기체계� 소프트웨어(Weapon� System� Software)

본 과목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

하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중요 분야와 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다

양한 기술들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본 과목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는 데 필요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석, 테스팅 등을 중심

으로 교육하며 그 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획득, 관리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 고찰한다.

CS7137� 소프트웨어특론세미나(Seminar� on� Software)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실시한다. 

주요 범위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획득 및 재사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사례 등이다.

CS7142� 소프트웨어�테스팅(Software� Testing)

소프트웨어를 시험평가하기 위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소

프트웨어 결함과 취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도구를 학

습하고 실제 적용한다. 또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규정의 이론을 이해한다.

CS7148� 가상현실과�증강현실(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대한 기본개념에 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

하여 VR과 AR의 개념, 시스템 구성, 구성요소별 주요 핵심기술, 활용 영역, 

미래 기술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을 연구한다.

CS7149�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개념, 구성요소, 관련 이론과 기법, 적용사례 등

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및 구축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72

2022

국방대학교 요람

▶ 무기체계 전공

<전�공�필�수>

WS6001 무기체계�획득관리론(Weapon� System� Acquisition� Management)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무기체계사업관리

현대 무기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명주기(Life Cycle) 간 소요판단, 획득정

책, 전략, 획득관리체계, 무기체계 사업 및 기술관리 등 무기체계 획득 및 전

반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부여함으로써 학과 내 개설된 타 전문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WS6004� 무기체계�분석론(Weapon� Systems� Analysis)

선수과목 : 무기체계계량분석기초 I, II

연계과목 : 무기체계획득관리세미나

본 과목은 무기체계 분석방법론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무기체계를 과학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무기체계 소요분석, 무기체계 비용 대 

효과분석, 최적 획득관리, 사업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특히 확률/통계이론, 최적화 기법, 시뮬레이션 등 계량적 분석기법에 기반을 

둔 무기체계 분석방법론과 적용사례 등을 학습한다.

WS6009� 현대무기체계�특강(Special� Topics� in� Modern� Weapon� System)�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무기체계 사업관리, 획득가치관리론(EVMS)

지상, 해상, 공중 및 정보전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최신 개발현황 및 발전추세

를 살펴보고, 그 이론과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

체계 획득의 기본 소양을 배양함에 목적이 있다.

WS6014� 무기체계획득관리세미나(Weapon� Procurement� Management� Seminar)�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무기체계 사업관리, 획득가치관리론(EVMS)

무기체계 획득 관리상에서 소요제기, 개념 형성, 연구개발, 생산, 배치/운용과 

관련된 제반 제도 및 절차를 이해하고 정책 및 실무에서의 문제점과 발전 방

향에 대하여 토의한다. 또한, 전력 소요분석 방법, 비용 대 효과분석, 군수지

원 분석, 품질관리, 형상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최신 발전 동향을 세미나를 

통해 학습한다.

WS6016� 무기체계�핵심공학원리(Engineering� Principles� of�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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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ROC)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작전운용성능은 국방획득사업의 소요제기, 선행연구와 체

계개발, 시험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 본 교과에서

는 무기체계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핵심원리를 공학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고 학

습하며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와 연구 개발을 위한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WS6020� 무기체계�공학위험평가(Engineering� Risk� Analysis)

선수과목 : 확률론

연계과목 : 포렌식공학, 항공우주전략무기 공학해석

무기체계 공학과 관련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법

을 학습한다. 데이터기반모델과 물리기반모델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는 방법을 익힌다. 특히 고신뢰성체계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결함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위험도에 기반한 의사결정 이론과 사

례를 배운다.

<전� 공� 선� 택>

WS6011� 재래식�무기효과Ⅰ(WeaponeeringⅠ)

선수과목 : 선형대수학, 확률통계 기초

연계과목 : 재래식 무기효과 II, 국방 M&S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각 무기체계의 효과 측정과 예측에 관한 이론

을 다룸으로써 무기체계 ROC 설정과 교전 M&S 개발의 기초지식으로 활용된

다. 무기효과 예측을 위한 통계적 접근방법, 탄도학, 정확도, 파편효과, 표적 

및 무기체계의 취약점 해석 등을 학습한다. 

WS7008� 유도무기체계(Guided� Weapon� Systems)

선수과목 : 무기체계 수리분석기초

연계과목 : 없음

유도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개념 형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미

래전장 위협과 네트워크 중심전 관점에서 유도 무기체계의 기초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도무기 기술응용 및 전망, 공중․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전과 전장 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적 지식수준을 제공한다.

WS7012� 대량살상무기체계(WMD� System)

선수과목 : 무기체계계량분석기초 또는 교수 동의

연계과목 : 핵무기 및 핵폭발 효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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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개발

전략, 정책, 획득개발, 운용, 통제 그리고 검증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한다.

WS7021� 무기체계�사업관리(Weapon� System� Project� Management)�

선수과목 : 무기체계 획득관리론

연계과목 : 없음

무기체계 사업관리의 개요, 사업관리의 순기, 사업관리의 조직, 사업관리의 

Planning, Scheduling, Controling 등에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특히 사업관리 기법인 

PERT/CPM과 EVMS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다.

WS7142� 국방과학기술정책론(Defense� Techno-Policy� Applications)

선수과목 : 획득관리

연계과목 : 없음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이론(기술혁신이론, 기술예측 및 평가, 기술분류 및 

표준화, 기술경제, 기술가치평가, 기술기획 및 전략, 연구개발 및 기술관리, 과학

기술법과 정책, 지적 재산권, 생산성 이론)과 정책응용을 위한 모수적·비모수적 

분석방법론을 학습하여 국방기술정책 관련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WS7143� 무인전투체계(Unmanned� Combat� System)�

선수과목 : 무기체계 M&S, 무기체계 제어

연계과목 : 없음

발전된 로봇기술을 비롯한 무인화 기술을 전투체계에의 응용성을 분석하고 소요 

군의 전력건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WS7147� 무기체계�M&S(Weapon� System� Modeling� and� Simulation)�

선수과목 : 수리분석 기초 I

연계과목 : 무기체계 제어, 무인 전투체계

M&S 기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하여 수학과 역학적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특히 동역학과 

미분적분학을 바탕으로 포신의 움직임,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의 비행을 모델링하고 단

순한 입력에 반응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시연해 본다. 

WS7149� 무기체계�제어(Weapon� System� Control)

선수과목 : 무기체계 수리분서 기초, 무기체계 M&S, 

연계과목 : 무기체계 제어, 무인전투체계

현대 무기체계가 어떠한 기상 변화에도 원하는 경로를 주행(또는 비행)하고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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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타격하면서 동시에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어 설계 기법을 소개

하고 실습한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 무기체계 소요제기에 필요한 통찰력을 부여한다.

WS7153� 인공지능�무기체계�이론(Artificial� Intelligence� based�Weapon� System)�

선수과목 : 무기체계계량분석기초

연계과목 : 인공지능 무기체계 응용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이해하고 알고리즘 구

현을 통해 데이터 학습을 통한 무기체계 운용 및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WS7154� 인공지능�무기체계�응용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Weapon� System)

선수과목 : 무기체계계량분석기초(Ⅱ)

연계과목 : 없음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기초적 개념, 모델링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무기체계의 발전 방향에 관해 탐구한다. 

WS7155� 무인무기체계�세미나(Unmanned� Combat� System� Seminar)

선수과목 : 재래식 무기효과 I

연계과목 : 없음

무인 무기체계의 작동원리와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미래전 이론과 접목하여 

전력화 비용대비 전투 효과 극대화를 위한 무인 무기체계 운용 최적화 방안을 모

색한다. 

WS7162� 국방핵심인프라방호�세미나

(Seminar� on� the� Defens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선수과목 : 국가안보론

연계과목 : 국방과학기술정책론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인 위협으로부터 물리적 또

는 사이버 영역의 시스템과 자산을 방호하기 위한 예측, 평가, 그리고 복구에 

대한 정책 및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WS7158� 재래식�무기효과Ⅱ(WeaponeeringⅡ)

선수과목 : 재래식 무기효과 I

연계과목 : 국방 M&S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각 무기체계의 효과 측정과 예측에 관한 이론을 

다룸으로써 무기체계 ROC 설정과 교전 M&S 개발의 기초지식으로 활용된다. 공

대지 무기체계, 지대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직사 및 곡사, 일반 탄두 및 클러스

터 탄두의 효과분석 및 표적의 특징에 따른 효과분석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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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7161� 핵무기�및�핵폭발�효과�세미나

(Seminar� on� the� Effects� of� Nuclear� Weapon� and� Nuclear� Explosion)

선수과목 : 무기체계분석론 또는 대량살상무기체계, 또는 교수 동의

연계과목 : 없음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를 살펴보고 직간접 효과와 인명, 시설, 기능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는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시사점을 논

의한다.

WS7165� 북한의�과학기술�세미나(Seminar� on� the� North� Korea'� S&T)�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대량살상무기체계, 국방과학기술정책론, 국방정책론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중요기반시설과 관련한 과학기술수준과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WS7171� 해양환경과�수중전략무기체계

(Ocean� Environment� and� Underwater� Strategic�Weapon� Systems)

선수과목 : 없음

본 교과에서는 해양환경과 잠수함탐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잠수함과 대잠

전 무기체계의 주요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파라미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관련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한 소요기획 능력을 함양한다.

WS7172� 감시정찰무기체계�세미나(Seminar� on� the� ISR�Weapon� Systems)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무기체계 핵심공학 원리

무기체계 연구 개발의 기반이 되는 수치해석과 자료처리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

하며 각종 탐지체계 센서의 신호 모델링과 처리 기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입력에 

반응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시연한다. 또한, 전구급 모의 모델에서의 감시정찰무

기체계에 대한 모의 논리를 학습한다.

WS7173�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s)

선수과목 : 무기체계 획득관리론

연계과목 : 자율무기체계 특론

자율무기체계의 개념과 이슈를 살펴보고 관련 기술들을 이해함으로써 미래전에 

핵심요소가 될 자율능력에 대한 통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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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7174� SMART� Navy�무기체계특론

(Special� Topics� on� the� SMART� Navy�Weapon� Systems)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없음

해군비전 2045를 실현하고 4차 산업기술 기반의 SMART Navy 구현을 지원하

기 위해 향후 요구되는 해군 무기체계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획득정책을 제

언한다. 

WS7175� 기술혁신론

(Technology� Innovation� Theory)

선수과목 : 연구개발및기술관리 또는 교수 동의

연계과목 : 국방과학기술정책론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기술혁신 이론을 이해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WS7180� 인공지능�표적탐지(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Target� Detection)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감시정찰무기체계 세미나

센서의 표적탐지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반의 표적탐지 모델

링을 학습한다.

WS7181� 항공우주전략무기�공학해석(Probabilistic� Engineering� Analysis� &� Design)

선수과목 : 무기체계 공학위험분석

연계과목 : 인공지능 전장상황인식

본 과목은 항공우주전략무기 복잡성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데 필

요한 공학해석 기법을 다룬다. 불확실성 정량화 기법, 통계기반 설계, 그리고 

공학최적화의 주요 주제를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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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협동과정

<전�공�필�수>

NS6003� 북한연구방법론(Theory� and� Method� in� North� Korean� Studies)

본 과목은 북한을 연구하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학생

들에게 북한에 대한 학술적, 전문적 분석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에 적용 가능한, 혹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과학적 이론과 개념, 접근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할 것이다. 

NS6004�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제 교과 강의에 

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

하며, 집행하면서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NS6005� 국제정치학이론(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정치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의 학습을 통해 국제관계 현상을 분석 및 종합하

고, 나아가 국제관계 현상을 기술․설명․예측할 수 있는 시각과 분석력을 배양한다.

<전�공�선�택>

NS7004� 북한정치론(North� Korea� Politics)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

로 고찰한다. 권력투쟁 과정, 유일 체제 및 사상 형성과정, 후계체제 구축 등

을 살펴보고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사상과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그다

음 선군정치 하에서 당·군 관계, 북한군의 능력, 인식, 역할 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정치체제의 향후 변화전망을 논의한다. 

NS7005� 남북한�경제통합�세미나(Economic�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본 과목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제철학과 Karl Marx의 경제발전론에 기초

한 구소련 및 동독 경제의 붕괴 경험을 분석하는 한편, 경제통합에 대한 남북

한 경제 교류․협력의 역할과 한계, 남북한 화폐통합정책의 기조, 북한지역의 

기업 민영화와 토지 사유화 정책 방향, 북한지역에 대한 노동정책과 고용 안

정화 방안 등과 같은 남북한 경제통합 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안정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연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NS7006� 북한군사세미나(Seminar� on� North� Korean� Military� Affairs)

본 과목의 목적은 북한군사를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현대 북한군의 군



79

제3장 교육과정

사력, 군사전략, 군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능력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있

다. 본 세미나는 북한군과 관련된 현안 중에서 특히 김정일 시대 이후의 북한

군 군사력과 군사전략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 생존전략 및 군사전략의 바탕을 이루는 북·중 군사 관계의 기원과 발전, 

비대칭 전략의 형성과 무기체계의 변화, 핵전략, 대남 군사도발, 전면전 전략의 

변화, 군사력 평가, 당군 관계, 지휘체계와 군사적 효율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NS7007� 북한군사론(North� Korean�Military� Affairs)

본 과목은 북한군사를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북한군의 군사 사상, 군사

전략, 군 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능력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과목은 크게 세 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우선 북한 군사전략의 원형이 되는 김

일성 군사 사상, 중공군/소련군 영향, 조선인민군 창설, 적화전략, 6·25전쟁 수

행전략 등 북한군의 기원과 형성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1950년대 이후 

북·중 군사 관계, 4대 군사 노선, 당군 관계 발전, 군사전략 방침 등 김일성 시

대의 북한군사변화과정에 관해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비대칭 전략, 핵전략, 

대남 군사도발, 군사력 평가 등 김정일 시대 이후의 북한군 변화를 다룬다.

NS7008� 남북관계론(Inter-Korean� Relations)

남북관계, 즉 분단의 문제는 다양한 차원의 현실적, 이론적, 규범적 고민이 복

잡하게 얽혀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풀

어야 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본 강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남북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문제의식은 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

발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강

좌는 남북관계의 역사, 이론, 쟁점 등에 대한 제 논의를 살펴본다.

NS7009� 북한사회변동론(Study� on� North� Korean� Social� Change)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한 사회 구조적 분석과 더불어 북한체제가 형성 유지되

어온 과정 및 전망에 관해 연구한다.

NS7011� 북한외교�안보정책론(North� Korea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북한외교안보정책의 전반적 흐름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외교안

보정책의 실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능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북한외교안보 연구방법, 북한외교안보정책의 기조, 정책 

결정 과정, 역사적 전개 과정, 대남전략과의 상관성, 북한의 외교안보전략 발

전전망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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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7014� 핵과�국제정치(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사회에서 핵이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한다. 먼저 국

제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핵무기의 의미

를 고찰하고 핵무기가 국제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

울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이것이 이 국가들의 위상과 정책

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NS7015� 북한경제론(North� Korea� Economics� Theory)

본 과목은 기본적으로 북한경제체제의 기본운용 틀, 발전과정, 그리고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경제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 강의내용으로는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및 운

용원리 소개, 북한경제의 발전과정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

른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산업 및 무역구조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현황 

분석, 최근 북한경제의 동향과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NS7016� 일본외교�안보정책론(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Japan)

일본외교·안보에 관한 사적 고찰과 이슈별 분석을 통하여 일본외교·안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안보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있어서 일본외

교·안보라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NS7018� 러시아정치론(Russian� Politics)

러시아 정치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사안별 분석을 통해 러시아 정치체제

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러시아 국가체제의 제도적 

측면과 정치 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러시

아 정치사를 간략히 소개하여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NS7019� 중국외교�안보정책론(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중국 외교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징, 변수 등을 분석하며,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

성과정에서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외정책의 내용과 목표를 분석, 평가한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대외관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범위는 주로 현대 중국, 특히 후진타오 시기 중

국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NS7020� 미국외교�안보정책론(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외교정책의 형성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토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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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153� 국제사회와�법(International� Law)

국제적 ‘역관계’(relations of force)가 국제법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국제공법상의 개별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

이다. 이로써 국제법이 과연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정치’(politics)에 불과한 것인지

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IR7069� 중국정치론(Chinese� Politics)

전통과 현대의 충돌과정에서 작용하는 제약원인으로서의 중국의 전통적 정치

문화를 이해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중국의 정

치‧사회적 제반 요소들을 분석‧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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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전 협동과정

<전�공�필�수>

CW6001� 사이버안보론(Introduction� to� Cybersecurity)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및 제도적 현안들을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그리고 국제사회 

및 주요국들의 정책 및 전략 추진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CW6004�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팅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적용해야 할 각종 기술 및 기

법, 도구의 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기법 등을 소개한다. 특히 

본 과목은 객체지향 중심의 개발방법과 사례연구도 병행하여 수행한다.

CW6005� 정보시스템�보안론(Information� System� Security)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요소, 위협, 대책을 소

개하고 암호학을 기반으로 전자서명, 암호 프로토콜 및 위협분석 등 다양한 

기술적 정보보호 대책을 연구한다.

CW6006� 사이버전세미나(Seminar� on� Cyber� Warfare)

물리적 형태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이버전의 본질과 사이버 작전

의 개념을 이해하는 가운데, 탈린 매뉴얼과 미 국방부의 전쟁 매뉴얼 등을 중

점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사이버전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군사작전 측면에서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한 교전수칙의 틀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사이버전 추진 사례 중 국방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정책들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CW6007� 네트워크�정보보호(Network� Security)

국방 네트워크에 대한 불법적 접근, 오용, 무단 변경 및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의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방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보보호의 기본개념과 관련 이론, 표준 및 응용기술을 학습한

다. 또한, 국방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한 사이버 공격모델/시나리

오의 개발과 그에 대한 대응기법의 고안 사례를 소개한다. 

CW6008� 컴퓨터통신(Computer� Communications)

이 과목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의 기본개

념을 공부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통신의 개념 및 기본 원리 등 기초이론과 

네트워크 모델의 각 OSI 7개 계층별 기능과 역할 그리고 LAN/WAN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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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크 구성 기술과 컴퓨터 통신 관련 신기술에 관하여 연구한다. 전산 

정보전공 석사 학생으로서 학부과정에서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

할 것을 권고한다.

CW6010� 군사전략론(Introduction� to� Military� Strategy)

국가전략의 주요 부분으로서 군사전략을 전쟁의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 차원과 

관계를 고려, 그 개념적, 이론적 측면을 전략 사상사적 시각에서 분석 및 고찰하

고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 평가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적합한 군의 규모, 역할 

및 기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과 전략의 수립과 수행에 필

요한 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

CW6011� 국방정책론(Defense� Policy)

국방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 국방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방

위를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 분석,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한다.

CW6012�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제 교과 강의에 

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

하며, 집행함에서의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전�공�선�택>

WS7015� 정보/전자전체계(Information� and� Electronic�Warfare� Systems)

정보/전자전의 정의, 개념, 원리에서부터 공세적 정보작전, 방어적 정보작전, 전

자 보호, 전자공격, 전자지원책 분야의 기술적 발전추세 등을 알아봄으로써 미래전

의 핵심인 정보/전자전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건설,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CW7004� 자료구조�및�알고리즘(Data� Structure� and� Algorithm)

알고리즘의 정의와 분석 방법을 이해하며, Linked List, Stack & Queue, Trees, Graph 

등의 기본 자료구조와 정렬(sorting), 검색(searching) 알고리즘을 습득하고 응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W7005� 소프트웨어�정보보호(Software� Security)�

국방정보체계 및 무기체계 등에 탑재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안전한 개발

을 보장하기 위해 소스 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학습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방법 및 도구 등

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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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7006� 군사전략론(Introduction� to� Military� Strategy)

국가전략의 주요 부분으로서 군사전략을 전쟁의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 차원과 

관계를 고려, 그 개념적, 이론적 측면을 전략 사상사적 시각에서 분석 및 고찰하

고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 평가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적합한 군의 규모, 역할 

및 기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과 전략의 수립과 수행에 필요

한 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

CW7007� 국방정책론(Defense� Policy)

국방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 국방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방위를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 분석,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한다.

CW7010� 무기체계�소프트웨어(Weapon� System� Software)

본 과목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하

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중요 분야와 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본 과목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

요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석, 테스팅 등을 중심으로 교육

하며 그 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획득, 관리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CW7012� 분산시스템�보안(Distributed� System� Security)

선수과목: 네트워크정보보호

분산시스템의 개념과 기본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분산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Process, Communication, Naming, Synchronization, Consistency and 

Replication, Fault Tolerance 등의 핵심 요소기술을 소개하며 분산시스템을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을 학습한다. 

CW7014� 디지털�증거수집�및�분석(Digital� Forensics)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사이버 범죄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및 추적을 위한 사이버 범죄 탐지 기

법, 디지털 증거수집/보존 및 분석 방법, 사이버 범죄 사건의 해결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CW7009� 소프트웨어�테스팅(Software� Testing)�

소프트웨어를 시험평가하기 위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소

프트웨어 결함과 취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도구를 학

습하고 실제 적용한다. 또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규정의 이론을 이해한다.

CS7149� 컴퓨터�인공지능�시스템(Compute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개념, 구성요소, 관련 이론과 기법, 적용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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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및 구축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CW7016� 정보보호�특론�세미나(Advanced� Topics� on� Information� Security)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와 관련된 암호학, 인증체계, 암호 프로토콜, 데이터베이

스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암호분석 등에 관한 깊이 있는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및 세미나를 수행한다.

CW7015� 네트워크보안특론세미나(Seminar� on� Special� Topics� in�Network� Security)

선수과목: 네트워크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의 국내·외 최신 연구 분야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최신 

논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발표, 토론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관련 이론

과 기술지식을 심화한다.

CS7104� NCW�이론과�응용(NCW� Theory� and� Application)

NCW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 NCW 추진전략을 고찰

하며, 특히 미 국방부 NCW 접근에 대한 주요 핵심기술 습득과 심층 사례분석 

및 토의를 통해 미래전 대비 우리 군의 NCW 건설 능력을 배양한다.

MS7179� 동아시아의�전쟁과�전략(War� and� Strategy� of� East� Asia)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의 전쟁과 전략의 무대

가 되어왔다. 강대국들 간의 경쟁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들의 경쟁과 타협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과 안보국방군사 전략을 변화시켜와

야만 했다. 본 과목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치루어진 강대국들 간의 주요 

전쟁의 기원과 유산, 국가들의 주요 전략과 목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주요 안

보국방군사의 쟁점과 해법을 모색해본다.

MS7183� 사이버�전략(Cyber� Strategy)

네트워크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 대응이 중

요시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전의 특성, 사이버전 관계자 및 역할과 

책임, 사이버전과 국제법, 사이버전 사례, 각국의 사이버전략의 분석 등을 통

해 학생들에게 사이버전 및 사이버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

아가 한국의 사이버전 대응전략 지식을 배양한다. 

MS7087� 전쟁론(Study� of�War)

전쟁은 국가의 존재 이후 계속되어온 국가 간 관계의 주요한 행위 양식이다. 

손자와 투키디데스 이래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예외 없이 전쟁

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추구해 왔다. 본 강의에서는 전쟁에 대한 고전적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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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국제정치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전쟁 

관련 이론들을 고찰한다.

MS7178� 전략기획론(Strategy� Planning)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주제와 통합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 

방법론, 체계와 절차, 실제 사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략기획의 전문가적 

자질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획이론” 및 수준별 “전략기획”

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전략기획의 체계와 절차, 방법에 대한 다양

한 논의를 고찰한다. 또한, 한국 및 주요국의 전략기획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전략기획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WS7165� 북한의�과학기술�세미나(Seminar� on� the� North� Korea'� S&T)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대량살상무기체계, 국방과학기술정책론, 국방정책론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중요기반시설과 관련한 과학기술수준과 정책을 이해하

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WS7166� 사이버무기체계�세미나(Seminar� on� the� Cyber-Weapon� System)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대량살상무기체계,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사이버안보론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버 기술의 발전이 미래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이버무기체계 운

용요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이다.

WS7171� 해양환경과�수중전략무기체계

선수과목 : 없음

본 교과에서는 해양환경과 잠수함탐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잠수함과 대잠

전 무기체계의 주요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파라미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관련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한 소요기획 능력을 함양한다.

MS7183� 군사학�연구방법론(Military� Science� Methodology)

군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는 

수업이다. 처음으로 석사/박사학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군사학의 정의 및 범위, 논

문작성의 원칙과 방법,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적

(Quantitative), 질적(Qualitative) 방법론 소개를 통해 학위를 위한 성공적을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87

제3장 교육과정

나. 주간 박사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국가안보 및 군사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실제를 교수함으로써 국가안보

․ 군사정책의 기획․집행․평가․분석의 제 단계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

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 전공별 중점

전   공 교 육 중 점 비고

군

사

학

안보정책
∙ 안보에 관한 이론 숙지와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

력 연마를 통해 외교/안보/통일정책 분야에서 독
자적인 연구와 정책대안 개발

60학점

군사전략

∙ 전․평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의 본질과 성
격을 연구하고, 전쟁 억제와 평화의 유지를 위해 
군사력의 개발, 운용, 지원, 그리고 군사와 관련
된 정치, 경제, 사회 제 요소를 연구

국방관리
(국방경제)

∙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
의 획득, 분배, 관리와 관련된 이론을 습득

군수조달
(군수경영)

∙ 국방 물적 자원의 획득, 분배, 관리와 관련된 고
급 이론, 정책, 군수, 획득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교육 및 연구

리더십
(인사조직)

∙ 리더십 및 국방인력․조직 분야의 이론연구와 정
책 수립 역량을 개발

군사운영분석
∙ 국방 제 분야의 과학적 분석과 의사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연구

컴퓨터공학
∙ U-Defense/KCW 실현을 위한 정보기술 분야의

최신 이론을 습득/연구

무기체계
∙ 군사 운영상의 기획, 계획, 집행업무에 관한 제

반 문제를 전체 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기법 및 계량화 방법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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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및 대상

▶ 기  간 : 3년

▶ 대  상

❍ 위관·영관급 장교

❍ 5급 이상 공무원

❍ 공기업 및 관련 단체 부장급 이상 간부

교육 운영 지침

▶ 교과목 운영

❍ 박사학위과정의 최소 수강인원은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강 범위

❍ 타 대학교의 학점은 12학점 범위 내 인정

❍ 심도 있는 교육 준비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기별 학점 취득 수강과목 

수 제한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6학기

수강과목
3과목

(9학점)
3~4과목

(9~12학점)
3~4과목

(9~12학점)
2~3과목

(6~9학점)
논문

(6학점)

❍ 청강은 주임교수와 지도교수 사전승인 시 수강과목 수를 초과하여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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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운영

❍ 과목별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는 2회(6시간) 이내 실시

❍ 현장학습은 과목별 이론과 실무의 연계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 강의계획표는 수강 신청 전에 작성 완료, 홈페이지에 공지

❍ 정책 실무응용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접목형” 교육체계 운영

❍ 전공별 교과목 체계 재정립

•민간대학과 차별화된 교과목 편성 및 수업방식 개선 

•전공별 박사 과목 특화로 석사과정과 차별화된 교육 

❍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 중심형” 교육체계 교육 운영 및 교육 평

가방법 반영 

•교육 운영 : 최소 수강인원제 폐지

•교육평가 방법 : 공통과목 3인 이내 절대평가, 4인 이상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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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체계

선수교육 →
전공필수
과    목

→
전공선택과목

∙ 석․박사 합동선택
∙ 박사 선택

∙ 연구과제 해결 ∙ 전공별 요구되는 필수 
  교육

∙ 세부 전공 분야교육
∙ 박사전문과목

전공별 종합시험 통과(2차 기회 부여)

+
영어 시험 통과

(논문 본심사 전까지 합격 인정)

(TOEFL, TOEIC, TEPS 등 공인 시험결과)

※ 영어권 석사학위 취득자 면제

국제전문학술지 1편 또는 국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단독 1편 혹은 공동논문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학위 논문 통과 /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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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이론강의

❍ 교내 교수 및 전공 분야 전문가 초빙

▶ 현장학습

❍ 과목별 이론과 실무의 연계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 사례연구, (토의) 세미나, 연구보고서 작성/발표, 학위 논문 작성, 개

인연구 등

이수학점

▶ 학기별 이수학점

구 분 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6학기

전 전공 60
3과목

(9학점)
3~4과목

(9~12학점)
3~4과목

(9~12학점)
2~3과목

(6~9학점)
논문

(6학점)

❍ 석사학위 취득 인정학점 : 24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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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 논문작성 지도

❍ 논문작성 일정 준수 항목 반영(10% 배점)

      ※ 국방정책 현안 과제와 관련된 논제 위주 선정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논제선정

단� � � � 계

∙ 안보/국방 현안 업무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논

제선정지도 강화

- 안보/국방정책부서 논제 수집 배포

∙ 과정별 학생의 논제에 대한 검토회의 제도화

- 각 대학(원)장 주관하여 관련 교수 참여

각 대학(원)

논문계획/

작성단계

∙ 논문연구계획서 작성의 내실화

- 연구계획서 작성 후 대학원장 승인

∙ 논문 일정/내용 검증단계의 확대

- 3단계 : 연구계획서, 예비심사(공개발표), 본심사

공개발표: 

전공별로 

1회 이상 

발표

평가단계
∙ 논문작성 일정 준수 여부 논문평가 반영

- 일정 미준수 시 학칙에 의거 감점처리

전 과정 

적용

▶ 논문평가

❍ 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후 논문 연구계획서에 의해 논문작성

❍ 3단계 검증 : 연구계획서 제출, 예비심사(전공별 공개발표),

            본심사(3심 : 심사방법은 전공 자율)

❍ 본심사 결과 심사위원 5분의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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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평가 구분

❍ 학업평가

구  분 등  급 비  중

학업평가

등급 상응점수 평점

A⁺
A⁰
A⁻

96 ~ 100
93 ~ 95
90 ~ 92

4.3
4.0
3.7

B⁺
B⁰
B⁻

86 ~ 89
83 ~ 85
80 ~ 82

3.3
3.0
2.7

C 70 ~ 79 2.0

F 69 이하 0

P, NP 청강, 연구

A : 70% 이내
    (A+ 인원비 30% 
     Ao 인원비 20%
     A- 인원비 20% 이내) 
B : 30% 이상 과목당

∙ 과제부여(30%)
∙ 중간시험(30%)
∙ 기말시험(40%)

※ 박사과정 전담과목 중 3인 이하
   수강과목 절대평가

논문평가 발표/심사평가 ∙ 심사위원 4/5인 이상의 찬성

출석평가
∙ 학칙 제23조 참조
  (결석, 지각, 조퇴 등 감점 기준)

❍ 논문제출 자격시험

구  분 비  중

종합시험
∙ 전공시험(70점 이상) : 4개 과목

∙ 불합격 과목은 3개월 이내 재시험 기회 부여

외국어시험

∙ 공인 외국어 능력 인정 : TEPS(327점), TOEIC(720점),

   TOEFL(CBT221점, IBT85점) 반영

∙ 매년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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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일  정 학 사 업 무

<2022년도>

01. 11.

01. 11.∼02. 18.

01. 21.

02. 03.∼02. 10.

02. 23.

02. 28.∼06. 18.

04. 11.∼04. 16.

05. 30.∼06. 03.

06. 13.∼06. 18.

06. 20.∼06. 25.

06. 20.∼06. 28.

07. 15.

07. 02.∼08. 07.

08. 01.∼08. 05.

08. 22.∼12. 10.

10. 10.∼10. 15.

11. 10.

12. 05.∼12. 10.

12. 12.∼12. 16.

12. 19.∼’23. 2. 4.

<2023년도>

’23. 01. 05.

∙가입교식

∙선수과목 교육(6주)

∙주간학위과정 종합시험

∙전반학기 수강신청

∙입학식

∙전반학기 교육(16주)

∙중간시험

∙Uniform Day(현충원 참배, 01일)

∙기말시험 및 종강

∙현장학습/국내(1학년)•국외(2학년)

∙성적공지/ 열람

∙박사과정 종합시험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하계방학)

∙후반학기 수강신청

∙후반학기 교육(16주) 

∙중간시험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기말시험 및 종강

∙성적공지/ 열람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동계방학)

∙졸업(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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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세부 교과목 소개

▶ 안보정책 전공

<전�공�필�수>

IR6003� 안보이론연구(Theoretical� Approaches� to� Security)� � � � � � � � � � � � � �

안보연구자는 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안보를 논의한다. 

즉 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라 안보의 범위, 대상, 방안 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안보이론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것이 안보연구의 필수

적 과정이다. 본 과목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비판적 이

론 등과 각 이론이 제기하는 대표적 안보 이슈를 논의할 것이다.

IR6005� 안보정책�연구방법론(Research� Inquiry� and� Methods� in� Security� Policy)

사회과학으로서의 안보정책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고찰한다. 본 수업에서

는 안보정책을 연구하는 연구 질문을 던지는 방법부터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나

가는 여러 단계의 절차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특히, 논문을 작성

하는 데에 있어서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다양한 질적, 양적 방법들을 소개하

고 이를 논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들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논문을 작성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전�공�선�택>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96

2022

국방대학교 요람

▶ 군사전략 전공

<전�공�필�수>

MS6001� 군사전략론(Introduction� to� Military� Strategy)

국가전략의 주요 부분으로서 군사전략을 전쟁의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 차원

과 관계를 고려, 그 개념적, 이론적 측면을 전략 사상사적 시각에서 분석 및 

고찰하고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 평가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적합한 군의 규

모, 역할 및 기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과 전략의 수립과 

수행에 필요한 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

MS6002� 국방정책론(Defense� Policy)

국방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 국방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방

위를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 분석,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한다.

MS6006�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교과 강의에 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

며, 집행함에서의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전�공�선�택>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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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관리(국방경제) 전공

<전� 공� 필� 수>

DM6004�고급통계학(Advanced� Statistics)

본 강좌는 석사과정 통계학의 고급 과정으로서 통계학의 기본 원리 및 개념, 

실제 상황에의 응용 및 처리 결과의 해석을 바탕으로 현실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학의 응용과 통계 패키지 활용 등을 학습한다. 

DM6012�고급미시경제이론(Advanced� Microeconimic� Theory)

본 강좌는 석사과정 미시경제이론의 고급 과정으로서 석사과정 미시경제이론

의 내용을 심화 학습한다. 이론의 심화를 위해 주요 논문들의 모형 설정과 균

형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고 

균형을 도출해 봄으로써 미시경제이론의 응용능력을 학습한다.

DM6013�고급국방경제학(Advanced� Defense� Economics)

본 강좌는 석사과정 국방경제학의 고급과정으로서 국방비를 결정하는 국제관

계, 국내정치, 군사 및 경제적 요인을 미시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경제성

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에 거시경제적 변수에 대한 국방비의 역할을 고찰

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복지의 상호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DM6014�고급거시경제이론(Advanced� Macroeconimic� Theory)

본 강좌는 석사과정 거시경제이론의 고급 과정으로서 석사과정 거시경제이론

의 내용을 심화 학습한다. 이론의 심화를 위해 주요 논문들의 모형 설정과 균

형 도출과정, 실증분석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고 균형을 도출해 봄으로써 거시경제이론의 응용능력을 학습한다.

<전�공�선�택>

DM7169�고급게임이론�및�응용(Advanced� Game� Theory� and� Application)

본 강좌는 석사과정 게임이론의 고급 과정으로서 석사과정 게임이론의 내용을 심

화 학습한다. 이론의 심화를 위해 주요 논문들의 모형 설정과 균형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고 균형을 도출해 봄

으로써 게임이론의 응용능력을 학습한다.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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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조달(국방경영) 전공

<전�공�필�수>

DM7051�모델링�방법론(Modeling� Methodology)�

시뮬레이션, 대기 행렬이론, 마아코브모형, 선형계획문제, 확률이론 등의 

계량적 모델 방법론과 AHP, ANP, DEA 등의 정성적 방법론의 내용과 적

용 분야를 연구한다. 이들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획

득, 군수, 작전, 인사 등 국방 분야에 필요한 모델의 적용과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DM7150�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은 계량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민간기업은 물

론 군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수업을 통해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본적

인 원리를 숙지하고,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익히게 된

다.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회논문투고다(시간 관계상 게재까지는 힘들

겠지만).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통계학, 계량 의사결정론 수업을 들은 학

생만 신청할 수 있다.

<전�공�선�택>

DM7087� 경영정보시스템세미나(Seminar� 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첨단 정보기술(IT)과 경영이론을 접목해 교육함으로써 경영철학을 함양하는 

것으로, 경영정보시스템(MIS) 기본이론, BPR, ERP, SCM, CRM, Data-mining, 

Case-Study 등 연구하여 발표 및 토의하고자 한다.

DM7088�방산마케팅론(Defense� Industry� Marketing)�

방산마케팅론은 국제마케팅 환경, 국제마케팅의 조사, 국제마케팅 전략 및 전

개 등을 연구한다. 선진국을 포함한 국내외 방산 업체가 국내외 방산 계약체

결 성공 및 실패 요인 등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시행한다.

DM7095�군수정책과�분석(Logistics� Policy� &� Analysis)�

소요, 보급, 정비, 수송 등의 군수 관리 측면과 종합군수지원, 군수지원분석을 

위한 군수 공학 측면의 군수정책과 전략을 연구한다. 현재 군수 관리 분야에

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군수 정책, 제도, 방법론의 효과와 비용을 분석 평가하

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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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7105�방산원가분석론(Defense� Industry� Cost� Analysis)

원가를 수단으로 한 경영활동의 관리를 통해 원가분석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여 방

산 물자 원가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특히,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원

가감독, 원가절감, 성과평가 및 통제방안 등을 연구하여 발표 및 토의하고자 한다.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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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인사조직) 전공

<전�공�필�수>

LS6015� 거시조직연구� (Organization� Theory� Studies)

기존의 조직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조직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진

단·분석하여 다양한 조직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축적

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LS6016� 조직행동� 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효과성 및 성과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개인, 집단, 구조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조직행동 분야의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

고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배양하고자 한다.

LS6017� 고급정책평가세미나� (Advanced� Seminar� on� Public� Policy� Evaluation)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판단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적 틀을 제

공하고, 정책평가 연구 시 적용할 수 있는 질적 및 양적 연구 방법을 공부한

다. 이를 통해 국방정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배양한다. 

LS6006� 리더십�세미나(Leadership� Seminar)

리더십 관련 주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을 

활용한 세미나를 통하여 리더로서 요구되는 조직의 문제 진단 및 해결능력을 

개발하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 연구 및 개발 능력을 부여한다.

LS6018� 가치중심의� 인적자원관리(Value-based�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의 가치 창출과 동시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설명하는 

학문영역으로, 조직의 가치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조직관리의 원리가 되는 가치들과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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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LS7115� 리더십�특별연구(Leadership� Special� Issues)

최신 리더십 연구 흐름을 알아보고, 다양한 리더십 이론 및 패러다임을 중심

으로 환경, 개인, 직무, 조직 내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

써 리더십 전문가로서의 연구 및 분석역량을 함양시킨다.

LS7121� 모티베이션� 세미나(Seminar� on� Motivation)

구성원을 동기부여 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동기부여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주

요 성과 준거들에 대한 각종 이론 및 연구흐름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론적 지

식을 토대로 군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사례를 발굴 

및 분석함으로써 조직관리 역량을 증진시킨다.

LS7151� 위기관리리더십연구� (Crysis� Management� Leasdership� Studies)

위기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심도깊게 연구하여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다. 

LS7153� 창의성�세미나(Seminar on Creative)

조직, 집단, 및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대

한 이론 및 실증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특히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발현과정을 고찰함으로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LS7155� 국방조직세미나� (Seminar� on� Military� Organizations)

조직이론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국방부 및 각군 차원의 조직관리, 조직

설계 등 국방현장에서 일어나는 조직수준의 현실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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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운영분석 전공

<전�공�필�수>

OR6006� 분석평가방법론(Program� Analysis� &� Evaluation� Theory)

OR의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국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평

가 수행 기법과 절차를 학습한다. 비용분석, 무기체계 효과분석, 비용편익분

석, 비용 대 효과분석 수행을 위한 세부측정단위, MOE, MOP 등과 관련된 이

론을 연구 토의한다. 

OR6007� 군사OR�특수논제(Special� Topics� in� Military� OR)�

군사 분야의 다양한 특수논제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해법을 다루는 분야로 

조합 최적화 문제, 신뢰성 최적화 문제, 수송 문제, 네트워크 및 경로 문제, 

다목적 최적화 문제 등을 소개한다.

OR6009� 전투모형설계론(Combat� Model� Design)

체계의 국방 워게임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살상이론, 표적탐지, 사격 

할당, 피해평가 등 모의 논리와 각종 모델링 방법들과 이론을 습득하

고, 미군 및 한국군의 육/해/공군/합참 등에 활용되고 있는 워게임 시뮬

레이션에 관한 실무와 전투 모의 논리를 설계하는 능력을 높인다.

<전�공�선�택>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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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 전공 

<전�공�필�수>

CS7144� 소프트웨어아키텍처(Software� Architecture)

정보체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과 이론, 아키텍처 등을 소개하고, 특

히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과 아키텍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소요를 도출

하고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CS6014� 고급네트워크이론(Advanced� Computer� Networks)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의 신기술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s, SDN),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Content Centric Networks, CCN), 네

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등 네트워크의 고급주

제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들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방법 등에 대

하여 토론한다.

CS6015� 고급소프트웨어공학(Advanced�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적용해야 할 최신 이론과 기술, 도구를 활용한 방법론을 학습

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기법 등을 연구한다.

<전� 공� 선� 택>

CS7097� 국방USN특론세미나(Seminar� on� Special� Topics� in� m_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의 계층적 구조, 라우팅 기법, 제어 등 USN 

설계 및 관리에 관련된 USN 전반에 대한 개념과 신기술 및 연구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시행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군 적용사례 및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의하

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CS7138� 정보검색론(Information� Retrieval)

웹의 발달로 인해 무한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고 웹상에서 유용한 정보

를 찾기 위해 정보검색과 그 기술에 관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정보검색 시

스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기수를 바탕으로 컴퓨터 과학의 입장에

서 깊이 있게 연구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다른 분야와의 통합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4

2022

국방대학교 요람

CS7141� 리얼리티� 마이닝(Reality� Mining)

현재 여러 분야에 축적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가 

잘 유지되어 개인정보보호가 지켜지고,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하였

는가에 있다. 본 교과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빅 데이터 분석, 즉 리얼리티 마이닝을 통하여 데이터 분석 그 자체

에 머물지 않고 그 분석이 양심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에 관련

된 상황과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좋은 사회시

스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CS7143� 데이터분석(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 방법 중 특히 Big Data 분석과 Meta 분석 등을 포함한 고급 데이

터 분석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국방 분야 

응용방법 및 능력을 배양한다.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105

제3장 교육과정

▶ 무기체계 전공

<전�공�필�수>

WS7178 무기체계�설계�및�개발�이론(Weapon� Design� and� Development)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무기체계사업관리

무기체계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최적 설계를 위한 방법론을 학습

함으로써 공학적 설계 방법론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WS6017� 무기체계�분석방법론(Weapon� Systems� Analysis� Methodology)

선수과목 : 무기체계계량분석기초

연계과목 : 무기체계분석론

무기체계의 대안 분석에 응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을 학습함.

<전�공�선�택>

WS7018� 시스템엔지니어링�특론(Special� Topics� in� Systems� Engineering)

선수과목 : 무기체계 획득관리론

연계과목 : 없음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복

합시스템의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WS7147� 무기체계� M&S� 특론

(Special� Topics� on� the� Weapon� System� Modeling� and� Simulation)�

선수과목 : 무기체계 M&S

연계과목 : 없음

선진국의 M&S 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작전환경을 고려한 실전적인 

M&S 기반의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 방안을 논의한다.

WS7179�해양무인체계�특론(Special� Topics� on� the� Maritime� Unmanned� Systems)

선수과목 : 없음

연계과목 : 없음

선진국 해군의 해양무인체계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해양무인체계의 전략적⋅작전

적 활용방안을 탐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 전투용 해양무인

체계 기술 개발 및 획득 방안을 논의한다.



106

2022

국방대학교 요람

WS7183� 자율무기체계�특론(Special� Topics� in� Autonomous� Weapon� Systems)

선수과목 : 무기체계 획득관리론

연계과목 : 없음

자율무기체계가 활용될 미래전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

발 및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WS7182� 국방과학기술정책�특론(Special� Topics� in� Defense� S&T� Policy)

선수과목 : 국방과학기술정책론

연계과목 : 논문연구

4차산업혁명 관련 유망기술과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기술혁신, 연구개발 전략, 그

리고 국방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WS7177� 핵심기반방호�방법론(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Methodology)

선수과목 : 무기체계분석론

연계과목 : 핵무기 및 핵폭발 효과 세미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기반을 방호하기 위한 위협분석, 피해평가, 복

구능력 분석에 응용이 가능한 방법론을 학습한다.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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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간석사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국방과학의 각 전공 분야의 이론과 실무적 

응용력을 겸비한 전문요원 양성

▶ 전공별 교육 중점

전  공 교 육 중 점

안보정책

∙ 국제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동향에 대한 분석력을 배양하

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 및 비군사 분야의 제 이론

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가안보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 계발

국방전략

∙ 군사학 연구 및 교육을 바탕으로 무력분쟁의 본질을 이해하

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아이디어와 교리를 연구하

며, 외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국방자원관리

∙ 국방 관련 인적, 물적 자원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 이론 

등의 학습으로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자

로서의 역량 제고

국방사업관리

∙ 국방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한 분석평가기법, 계량화 

기법과 최적화 경영기법, 그리고 무기체계 사업관리, 군수조달 

및 계약 등의 학습을 통하여 국방투자 사업관리 능력 배양

국방정보관리

∙ 국방 정보체계 획득,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

문지식과 관련 기술을 학습하고 국방정보화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응용능력 배양

교육기간 및 대상

▶ 기  간 

❍ 수업연한(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 : 2년 6월(5학기)

❍ 재학연한(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 : 8년(16학기)

단, 휴학기간 포함(휴학은 횟수 제한 없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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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장기복무자인 현역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

❍ 공무원 및 일반인

교육운영지침

▶ 교과목 운영

❍ 야간학위과정의 최소 수강인원은 8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

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강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과목(공통·전공)은 분반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통합 강의를 할 수 있다.

❍ 학생들의 교육 충실도를 제고시키고 원활한 학사 진행을 위해 학기별 

학점 취득을 위한 수강과목 수를 아래와 같이 권장한다.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수강과목 2과목 2과목 2과목 2과목 논문

▶ 수강범위

❍ 재학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각 군 학군제휴대학(원)에서 학점교류 신청 

가능(총 6학점)

•반드시 교학처를 거쳐 공문처리 필요

❍ 학기별 수강과목은 학기당 2과목(6학점) 수강. 단, 직전 학기 성적이 A° 이

상인 자는 다음 학기에 한해 3과목 수강 가능

❍ 청강은 과목담당 교수 및 주임교수 사전승인 시 수강 가능

❍ 동일과목 중복수강 불가. 단, F 학점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함.

▶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 전공별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청자격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B0(3.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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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험은 이수 과목 중 전공별 필수과목 2과목,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

영어시험은 공통영어, 전공영어 응시

(영어시험은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인어학 성적 결과도 인정)

❍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 가능.

   (단,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하며, 시험은 연속 응시)

▶ 논문작성 

❍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 가능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논제선정은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며, 반드시 논문 지도

교수의 검토를 받은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

❍ 5학기 추가학점 이수 신청서 미제출자는 논문제출자로 간주하며, 논문

선택자는 번복(추가학점이수제 선택) 불허

▶ 추가학점이수제

❍ 5학기 개강 전까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B0(3.0) 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

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

❍ 추가학점이수제 선택자는 번복(논문선택) 불허

❍ 졸업시험은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재응시는 

재학연한내에 가능

❍ 졸업시험은 전공필수 과목 1과목, 선택과목 3과목에 합격하여야 함

(선택과목 중 종합시험 시 응시한 과목은 응시 불가)

❍ 2018.1.1. 학칙개정으로 추가학점이수제 폐지

(2017년 입학생까지 추가학점이수 가능)

▶ 강의 운영

❍ 과목별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는 2회(6시간) 이내 실시. 다만, 예산 허용 범위 

내 초빙횟수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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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체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 이수 (1~3학기)

↓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응시 (18학점 이수 후)

↓

전공선택 학점 이수 (4학기)

  

↓

학위 논문작성 또는 추가학점이수제 선택

(’18년 1월 이후 입학생은 논문작성 필수)
  

↓

      [논 문 작 성 자] 논문 작성 / 제출 및 심사

      [추가학점신청자] 추가학점 이수
(5학기)

  

↓

[논 문 작 성 자] 논문 합격자 졸업

[추가학점신청자] 졸업시험 합격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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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이론강의/현장학습( 교내 교수 및 전공 분야 전문가 초빙 )

▶ 사례연구, 세미나, 연구보고서 작성/발표, 학위 논문 작성 교육 등

▶ 이수학점 : 30학점(논문 및 추가학점 6학점 포함)

※ 학군제휴대학 수강학점 인정 : 6학점 이내 반영

※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학칙 25조) : 12학점 이내 반영

전공/학위 및 전공 주임교수

전 공 학 위 교 수

안보정책 안보정책학 석사 안 준 형

국방전략 국방전략학 석사 배 학 영

국방자원관리 국방자원관리학 석사 노 명 화

국방사업관리 국방사업관리학 석사 하 용 훈

국방정보관리 국방정보관리학 석사 권 태 욱

기 타

▶ 위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학위과정의 학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대

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주요 사항은 학사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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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학업평가    

구 분 등 급 비 중

학업평가

등 급 상응점수 평 점

A⁺
A⁰
A⁻

96 ~ 100
93 ~ 95
90 ~ 92

4.3
4.0
3.7

B⁺
B⁰
B⁻

86 ~ 89
83 ~ 85
80 ~ 82

3.3
3.0
2.7

C 70 ~ 79 2.0

F 69이하 0

P, NP 청강, 연구

A : 70% 이내
(A⁺ 인원비 30%

A0 20%
A- 20% 이내)
B : 30% 이상

과목당
∙ 과제부여(30%)
∙ 중간시험(30%)
∙ 기말시험(40%)

▶ 출석평가 : 결석, 지각, 조퇴 시 감점(학칙 제23조 적용)

▶ 논문평가

- 종합시험(본시험: 학기 말 / 재시험: 본시험일 기준 3개월 이내)

구 분 비 중

종합시험
∙ 전공시험(70점 이상) : 3과목  
∙ 불합격 과목은 3개월 이내 재시험 기회 부여

외국어시험
(택� 1)

∙ 자체시험(70점 이상)
∙ 공인 외국어 능력 인정 TEPS(308점), TOEIC(700점),
  TOEFL(CBT 217, IBT 82점)반영

-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논문지도 교수 배정 후

▶ 포상제도

❍ 졸업성적 우수자, 우수 논문상 : 총장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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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일 정 학 사 업 무

<2022년도>

01. 22

02. 03.∼02. 11.

02. 23.

02. 28.∼06. 18.

04. 11.∼04. 16.

06. 13.∼06. 17.

06. 20.∼06. 28.

07. 23.

08. 01.

08. 01.∼08. 05.

08. 22.∼12. 10.

10. 10.∼10. 15.

12. 05.∼12. 10.

12. 15.∼12. 21.

<2023년도>

01. 05.

01. 22.

∙야간 학위과정 종합시험

∙전반학기 수강신청

∙입학식

∙전반기 교육(16주)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종강 / 설문평가

∙성적 공지/ 열람

∙야간 종합 및 졸업시험

∙후반기 입학식

∙후반기 수강신청

∙후반기 교육(16주)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종강 / 설문평가

∙성적 공지/ 열람

∙졸업(학위수여식)

∙야간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

      ※ 위 학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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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세부 교과목 소개

▶ 안보정책 전공

<전�공�필�수>

DP6002� 국제정치론(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

국제정치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관계 현상을 분석 

및 종합하고, 나아가 국제관계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할 수 있는 시각과 분

석력을 배양한다.

DP6015� 국가안보론(Theories� of� 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제 교과 강의에 

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

하며, 집행함에서의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전�공�선�택>

DP706A� 러시아� 및�중앙아시아연구(Seminar� on� Russian� and� Central� Asia)�

국제관계의 중요한 갈등 및 협력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에너지자원, 그리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적 상

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와 갈등의 해

결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DP7095� 북한외교론(North� Korean� Foreign� Policy)

북한외교의 이론부문에서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 결정요인, 정책 결정기구, 그

리고 정책 수립과정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외교정책의 기본 틀을 이해한

다. 북한외교의 실제 부분에서는 시기별 대외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연구하며, 

북한 대외정책의 발전 방향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토론한다.

DP7100� 동양�정치사상과�국가안보(Oriental� Political� Thought� and� National� Security)

동양정치 사상의 일반적 특성과 흐름을 중국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적 측면에서 그 변화과정을 고찰하

고, 특히 춘추전국시대와 한대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선

진시대의 유가 사상, 법가사상, 도가사상의 원류와 한대에 와서 유가 사상으로

의 통일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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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7102� 한미관계론(ROK-US� Relations)

한․미 양국 체제의 이해에 기초한 양국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안보문제에 관하

여 연구한다.

DP7113� 중국정치론(Theories� of� Chinese� Politics)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개혁개방 이후의 다양

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한 정치‧

사회적 제반 요소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DP7121� 군대와� 사회(Military� and� Society)

사회 속의 군의 위상, 군대사회화과정, 군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식에 관한 

연구 등 군대 사회와 군과 모사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군대 사회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DP7124� 한국정치론(Theories� of� Korean� Politics)

한국의 정치 현대사와 현재의 정치 현실을 분야별 및 요소별로 분석하고 한국 

정치의 미래상을 구성해 본다.

DP7136� 국제분쟁론(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 현상에 대한 원인과 조정에 관한 제반 이론을 

탐구하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례를 연구 및 검토함으로써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DP7147� 미국외교론(American� Foreign� Policy)

본 과목은 미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미국의 외교정책 형성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우

리의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DP7154� 남북관계론(Inter-Korean� Relations)

남북관계, 즉 분단의 문제는 다양한 차원의 현실적, 이론적, 규범적 고민이 복

잡하게 얽혀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풀

어야 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다. 본 강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남북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문제의식은 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

발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강

좌는 남북관계의 역사, 이론, 쟁점 등에 대한 제 논의를 살펴본다.

DP7160� 북한정치론(North� Korean� Politics)

본 과목은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특히 본 강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정치적, 비교 정치적 맥락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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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북한의 현상’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한 입체를 

시도한다.

DP7164� 일본외교안보론

(Study� o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Japan)

일본의 외교ㆍ안보에 대한 사적 고찰과 이슈별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외교ㆍ

안보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며, 향후 수강생들이 정책을 수립하

거나 실시하면서 일본의 외교ㆍ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합

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DP7166� 안보학연구방법론

(Research� Inquiry� and� Methods� in� Security� Policy)

사회과학으로서의 안보정책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고찰한다. 본 수업에서

는 안보정책을 연구하는 연구 질문을 던지는 방법부터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여러 단계의 절차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특히,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다양한 질적, 양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논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

울러, 이러한 과정들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논문을 작성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DP7167� 중국현안연구(Current� Issues� of� China)ㅇ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구체적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현

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중국의 성장과 변화가 우리나라의 안

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토론한다.

DP7173� 중동정치론(Middle� East� Politics)

중동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각 지역별, 국가별 특징이 

‘다른’ 것을 넘어 ‘틀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 본 과목은 중동의 지

역적 특징과 더불어 지역내 국가들의 정치, 종교, 사회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기도, 또 비슷하기도 한 중동

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며,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DP7174� 국제정치사(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근대 국제체제의 성립 이후 국제정치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심층변화 동인

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국제정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며 국제관계 및 한반도 국제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정책적 처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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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7178� 국제사회와� 법(International� Law)

국제적 ‘역관계’(relations of force)가 국제법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국제공법상의 개별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

이다. 이로써 국제법이 과연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단순히 ‘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정치’(politics)에 불과한 것

인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DP7179� 중동안보론(Middle� East� Security)

중동은 왜 ‘화약고’라고 불리는가? 무엇이, 왜 중동을 화약고가 되게 하였으며, 

‘화약고’ 안에서 중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중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변국 및 강대국들이 지역 내 

각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중동을 ‘화약고’로 만든 요소들을 이슈별

로 분석해 본다.

DP7181� 전쟁법의� 이해(Laws� of� War)

전쟁법의 각 분야(기초이론, 적대행위, 전쟁희생자 및 재산의 보호, 전력과 군

정, 내전, 군수확보, 휴전과 전쟁의 종결)에 걸쳐 법규와 관행의 정립, 전개 

과정을 전쟁 양상의 변천에 따른 전략, 전술의 발전과 관련지어 이해시키고, 

그 내용과 기능을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법령, 교전규칙, 군사 교범 등과 관련

지어 파악게 하여, 전쟁에 관련된 대내외 문제 처리의 실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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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략 전공

<전�공�필�수>

DF6001� 군사전략론(Theories� of� Military� Strategy)

전쟁의 제 차원을 고려, 군사전략의 개념적, 이론적 측면을 전략 사상사적인 

시각에서 분석․고찰하고,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 평가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적합한 군의 규모, 역할 및 기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여, 군사전략의 수립

과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DF6002� 국방정책론(Theories� of� Defense� Policy)

국방정책 및 기획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정책 수립 및 국방정책 

수립 및 기획관리자로서 분석․평가․관리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DF6005� 국가안보론(Theories� of� 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교과 강의에 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

며, 집행함에서의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전�공�선�택>

DF7002� 북한군사론(North� Korea� Military� Affairs)

북한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 향후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발전에 이바지한다.

DF7003� 현대전쟁사(Modern� of� Military� History)

전쟁사 연구방법론과 현재의 학문연구 추세를 분석하고, 사례연구로서 전사상 

획기적 전기가 되었던 전쟁들을 연구․분석한다.

DF7007� 중국군사론(China’s� Military� Affairs)

현대 중국군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 즉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군사정

책과 교리, 군구조 및 전력 수준, 방위산업, 군비 통제, 민군관계, 대외 군사 

관계, 그리고 최근 군사력 현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

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본 과목 이수를 통해 학생들

은 중국군사 분야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중국과 관련하여 한국의 군사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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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011� 현대중국의�전쟁과�전략(Contemporary� Chinese� Warfare� and� Strategy)

현대 중국의 전쟁과 전략을 중국 내전, 한국전쟁, 중인전쟁, 중월전쟁, 그리고 

대만해협 위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무력사용 및 대 주

변국 군사개입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성향이 유사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군사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평가한다.

DF7012� 근대이전�한국전쟁사(History� of� Warfare� during� Pre-Modern� Korea)

한반도에 국가가 성립된 이래 근대까지 치른 많은 전쟁을 분석하여 그 전쟁의 과

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군사적, 비군사적 변화양상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쟁

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고 아울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군사적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DF7014� 미국군사론(U.S.� Military� Affairs)

미국의 안보 및 국방 역사와 전통, 제도와 조직과 능력,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

전략을 이해하고, 기타 군사적 현안 이슈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장차 미국군

사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한 학문적인 역량을 배양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지

식을 활용,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방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다. 

DF7018� 일본군사론(Military� Affairs� of� Modern� Japan)

탈냉전기 이후 일본은 전후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전수방위 원칙을 형해화하면

서 대외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현대 일본의 대외

관, 자위대의 군사전략, 무기체계, 군사 활동 등을 검토하면서, 현대 일본 방위

정책의 성격과 향후 변화추이를 고찰한다.

DF7032� 동북아군사론(Military�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냉전기 이후 남북한 및 미, 일, 중, 러 등 동북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비증강

을 추구해 왔다. 본 강의는 동북아 각국 군사체제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21세기 동북아 각국의 국가전략,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동맹체제 등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태세를 검토하는 목적을 지닌다.



120

2022

국방대학교 요람

DF7034� 제4세대� 전쟁(The� 4th� Generation� War)�

전투 수행 방법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 양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본 과목

은 정치적 폭력, 테러리즘, 비정규전, 게릴라 전쟁, 빨치산 전쟁, 소규모전쟁, 

제4세대 전쟁, “새로운 전쟁” 등으로 불리는 전쟁 양상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클라우제비츠, 마오쩌둥의 인민 전쟁론으로부터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제5세

대 전쟁을 비롯한 전쟁세대론, “새로운 전쟁”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비

정규전의 전략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탈냉전 이후 나타난 실제 전쟁사례를 

분석하여 현대전쟁에서 나타나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분석한다.

DF7035� 테러리즘과� 대테러리즘(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국제안보의 핵심주제가 되었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강의는 테러리즘의 본질과 개념, 역

사와 기원, 유형, 이론적 배경, 주요 테러 사례, 주요국 및 한국의 대테러 정책/

대응체계 등을 이해함으로써 테러리즘에 대한 학문적/실제적 지식을 함양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 능력을 기르며 향후 국제정치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

책을 연구한다.

DF7036� 한국군사론(Korean� Military� Affairs)�

국제정치이론과 안보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군 구조와 지휘체계, 군사전략, 

군사 관계, 국방개혁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 및 평가하여 미래 한국군 및 통일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명실공히 한국군의 군사 전략가(Strategist)의 기

본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의한다. 

DF7037� 6ㆍ25전쟁(The� Korean� War)�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에게 6·25전쟁의 발발 배경, 원인, 과정 등을 이해하도록 하

며 6·25전쟁의 주요 관점을 이해하고 중요한 논점들을 고찰하도록 하여 한국적 

안보의 전통적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과목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 냉전, 남북한의 분단과 군대 형성, 각국의 전쟁 수행 정책과 전략을 다룬다. 

아울러 현장학습과 논문작성을 통해 문제 인식과 해결, 사료의 활용, 설득력 있

고 체계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여 석사과정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제

공한다.  

DF7043� 중국군사사상사(A� History� of� Chinese� Military� Thought)�

본 과목은 중국의 兵書 및 군사 서적 등을 중심으로 중국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중국의 군사 사상을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중국인의 戰爭觀, 富國强兵思想, 治軍

思想 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석․박사 학생들에게 한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수

립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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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045� 동아시아� 분쟁론(Introduction� to� Conflicts� in� East� Asia)

최근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세계화에 연동된 지역주의 

추세가 초국가적 사고와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다. 본 강의는 ‘동아시아’를 역내 

각 국가와의 병렬적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인접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

고, 그 분쟁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주목한다. 본 과목을 통해 역사적으로 

국경을 넘어 전개되어 온 동아시아 역내의 구조적 질서와 분쟁의 원인, 영향, 

결과를 파악하여 동아시아 미래를 전망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DF7057�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 간 관계의 양상들이다. 본 

강의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개념, 전쟁의 원인, 전쟁의 수행방식, 전쟁의 영향, 

평화의 구축방안, 평화의 국제제도 등의 주제에 관해 고전적인 저작은 물론, 

최근의 주요 저작을 통해 연구하면서, 전쟁과 평화 현상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해 고찰한다. 

DF7063� 한국군사사상사(History� of� Korean� Military� Thoughts)

한국 군사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정책 담당자와 사상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군

사 사상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다. 특정한 군사 사상은 기본적으

로 그 인물의 지성사 및 사회사, 군사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구축되는 것으로 

군사 사상의 검토를 통해 당대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난 군사적 상황

을 그릴 수 있다.

DF7066� 서양전쟁사Ⅰ(Western� Military� HistoryⅠ)�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근대이전 서양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

으로 고급 군사 정책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함양하고 군사전략을 강구할 수 있

는 소양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리스, 로마, 중세의 전쟁과 군사제도, 군사

혁명, 국민군대의 형성과 군사제도를 연구한다. 이 수업을 통해 단순한 전쟁사가 아

니라 사회제도 및 문화와 전쟁과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어 학생들의 전쟁 자체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DF7070� 북한군사세미나(Seminar� on� North� Korean� Military� Affairs)

본 과목의 목적은 북한군사를 연구하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현대 북한군의 군사

력, 군사전략, 군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능력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 

본 세미나는 북한군과 관련된 현안 중에서 특히 김정일 시대 이후의 북한군 군

사력과 군사전략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 생

존전략 및 군사전략의 바탕을 이루는 북·중 군사 관계의 기원과 발전, 비대칭 전

략의 형성과 무기체계의 변화, 핵전략, 대남 군사도발, 전면전 전략의 변화, 군사

력 평가, 당군 관계, 지휘체계와 군사적 효율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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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082� 핵전략(Nuclear� Strategy)

핵무기의 개발과 함께 냉전이 시작되었으며, 핵전략의 발전에 따라 엄밀하고 

과학적인 의미의 군사전략도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본 과목은 핵무기가 가지

고 있는 정치, 전략적인 함의와 핵전략의 기초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변천 과정과 주요국의 핵전략을 살펴보고, 핵확산 이론, 비확산

정책, 핵군비통제, 핵 위기관리와 같은 전략적 논쟁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함의를 찾는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의 대비전략을 도출하는 것도 본 과목의 중점사항이다.

DF7083� 현대� 러시아의� 전쟁과�전략(Wars� and� Strategies� of� Modern� Russia)

본 과목의 목적은 현대 러시아의 전쟁과 전략의 이해를 통하여 한반도 주변 

주요 4강 국인 러시아의 현재 외교·안보·국방·군사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의 정책 및 전략 목표 및 수단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따른 우

리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대외정책 수립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본 과목에

서 학생들은 20세기 초 볼셰비키 혁명부터 현재의 푸틴 행정부까지 러시아의 

전쟁과 전략을 이해하고, 러시아와 주요 국가 간의 대외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식견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DF7090� 손자병법� 강독(Textual� Exposition� of� Sun� Tzu� Bing� Fa)

이 과목은 동양의 고전인 손자병법 원문을 읽어나가면서 전쟁과 전략의 본질

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손자병법 원전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텍스트에 

숨어있는 문맥과 의미를 파악할 것이며, 동서고금의 주요 군사 사상과 비교 

및 역사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손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전쟁 및 전략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치, 외교, 경

제, 사회, 군사적 차원에서 ‘혜안’을 갖추고자 한다. 

DF7096� 러시아� 국방전략� 세미나(Seminar� on� Russian� Defense� Strategy)

본 과목은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이자 한반도 주변 4강의 한 축인 러시아를 

둘러싼 주요 안보, 국방, 전략 이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국제질서 변

화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올바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문제와 지역별 러시아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과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입장과 주변국 관계 등

을 분석한다.



123

제3장 교육과정

DF7097� 전쟁론(Study� of� War)

전쟁은 국가의 존재 이후 계속되어온 국가 간 관계의 주요한 행위 양식이다. 

손자와 투키디데스 이래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예외 없이 전쟁

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추구해 왔다. 본 강의에서는 전쟁에 대한 고전적 저작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국제정치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전쟁 

관련 이론들을 고찰한다.

DF7098� 한미안보현안세미나(Seminar� on� ROK-US� Alliance)

최근 한미동맹 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러한 현안들이 어떠

한 정치적, 역사적, 전략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주요 한미안보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을 통해, 장차 한미 연합 작전과 동맹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DF7099� 전략기획론(Strategy� Planning)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주제와 통합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 

방법론, 체계와 절차, 실제 사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략기획의 전문가적 

자질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획이론” 및 수준별 “전략기획”

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전략기획의 체계와 절차, 방법에 대한 다양

한 논의를 고찰한다. 또한, 한국 및 주요국의 전략기획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전략기획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DF7108� 동아시아의� 전쟁과� 전략(War� and� Strategy� of� East� Asia)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의 전쟁과 전략의 무대

가 되어왔다. 강대국들 간의 경쟁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들의 경쟁과 타협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과 안보국방군사 전략을 변화시켜와

야만 했다. 본 과목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치루어진 강대국들 간의 주요 

전쟁의 기원과 유산, 국가들의 주요 전략과 목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주요 안

보국방군사의 쟁점과 해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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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111� 서양전쟁사Ⅱ(Western� Military� HistoryⅡ)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통하여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양대 전쟁과 전간기를 

통하여 각국의 정책, 전략, 전술, 과학기술, 동원, 사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학생들에게 고급정책전문가 및 군사전략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함양

시킨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전쟁 수행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전쟁사 연구방법론을 습득시킨다.

DF7112� 사이버� 전략(Cyber� Strategy)

네트워크화 된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 대응이 중

요시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전의 특성, 사이버전 관계자 및 역할과 

책임, 사이버전과 국제법, 사이버전 사례, 각국의 사이버전략의 분석 등을 통

해 학생들에게 사이버전 및 사이버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

아가 한국의 사이버전 대응전략 지식을 배양한다. 

MS7183�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

해양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에 관한 수업이다. 해양전략

의 과거의 전략사상에서부터, 현재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미래

의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해양전략 변화를 다룬다. 해양전략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전략은 물론, 앞으로 확장될 전장(우주, 사이버)

과의 관계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MS7183� 군사학�연구방법론(Military� Science� Methodology)

군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는 수

업이다. 처음으로 석사학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군사학의 정의 및 범위, 논문작성의 

원칙과 방법,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적(Quantitative), 질적

(Qualitative) 방법론 소개를 통해 학위를 위한 성공적을 논문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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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자원관리 전공

<전�공�필�수>�

RM6001� 연구방법론(Statistical� Research� Methods)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통계적 연구 

및 분석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과학 분야의 조사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지식을 

갖춤으로써 현실적인 응용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RM6004�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현대 미시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경

영분야의 고급과목이나 국방경제학 등에 대한 응용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

본적 지식을 습득한다. 주요 이론의 개념과 기본적인 방법론을 강의하되 순수 

이론적 측면보다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응용과 경제적 함의 도출을 통해 수강

생들의 경제현실 이해와 추후 논문작성 시 미시경제학적 지식이 활용될 수 있

도록 한다.

RM6005� 국방인력관리론(Defense� Manpower� Management)

국방영역에서 인력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이해

함으로써 국방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시킨다. 

RM6006� 생산운영관리(Operation� Management)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공부한다. 제품은 일회성 제품, 연속형 제품, 프로젝트 제품 등으로 나뉘며, 

이에 적합한 생산 방식을 탐구한다.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과목으로, 각종 이론들에 대해 접할 기회를 가진다. 예를 들면, 재고관리, 프

로젝트, 제약자원이론, 시스템 이론, 공급사슬관리 등이다. 다양한 이론을 배

워 논문작성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가동되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어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전� 공� 선� 택>

RM7001�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내에서 개인 및 집단행동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구성원들

의 행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조직 구

성원 간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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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7002� 조직구조관리론(Organization� &� Management)�

본 과목은 조직관리와 관련한 현상을 이해ㆍ설명ㆍ예측하기 위한 기본개념과 

조직관리의 원리 및 이론을 습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루는 분야는 조직관

리 분야, 조직의 목표, 구조, 인간, 기술 등 제 분야, 조직에서 관리의 주요 문제, 

조직 및 기관 그리고 부대의 외부 환경 관리(대민관계) 전반에 이르며, 고객관

리, 지식관리, 전략적 관리, 핵심역량관리, 의사전달과 홍보 등도 다룬다. 

RM7003� 리더십�이론과�실제(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리더십의 이론 및 군대 리더십 관련 주요 학술 논문을 섭렵하고, 관련 사례들

을 발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리더십에 대한 통찰력과 실무적용 능력

을 개발한다.

RM7039� 정책평가관리론(Management� on� Public� Policy� Evaluation)

국방 및 공공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정책

평가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있고, 정책평가의 유형 및 종류, 정책평가의 논

리, 그리고 정책평가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목은 정책평가의 효

용과 한계를 이해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우리나라 및 주

요 외국에서 행해지는 정책평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RM7006� 국방복지행정론(Military�Welfare� Administration)

인사행정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군의 계급 및 분과, 복

무, 보임, 능률, 진급, 전역과 제적, 권리와 의무, 보수, 징계 등 인사와 관련된 

현행 법률과 명령 그리고 관련 판례를 이해하는 과목으로서, 군 인사정책 수

립과 행정 능력을 배양한다.

PM7008� 군수관리(Logistics� Management)

본 과목은 로지스틱스 관리/공학에 관한 개념과 이론 및 기법을 군의 실제와 

관련지어 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수 분야에 대한 응용, 분석, 종합 및 평가능력

을 부여하고자 한다.

RM7009� E-business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과 절차 

및 관련 자본 지식을 교육한다. CALS/EC,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 및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분야 및 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가 병행된다.

PM7153� 경제성�효과분석(Engineering� Economy)

관리 및 계량화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학의 기본이론과 분석기법을 연구하여 

운영분석의 최적화 이론 및 효율적 사업관리의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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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의 기초 개념인 화폐의 시간가치, 손익(CVP: Cost Volume Profit)분석, 

비용편익(Cost/Benefit)분석, 자본투자(Capital Budgeting) 의사결정 모형, 가

격책정과 특수논제에 대해 강의를 한다.

RM7012� 국방경제학(Defense� Economic)�

국방비를 결정하는 국제관계, 국내정치, 군사 및 경제적 요인을 미시경제학적

으로 분석해 보고,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에 거시경제적 변수에 

대한 국방비의 역할을 고찰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복지의 상호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M7015� 경제정책론(Economic� Policy)

경제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안정화 정책, 성장정책 등 제 이론을 연구하고 현

안경제문제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을 직접 수립하여 수업시간에 발표․

토의한다.

RM7017� 리더십�개발론(Leadership� Development)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이론 및 기법을 연구함으로써 리더

십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RM7019 국방인력관리론(Defense�Manpower� Management)

국방인력관리에 관련된 주요 이론 및 기법을 심층 연구하고, 국방인력 관리상

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인

력관리 전문가가 지녀야 할 능력을 구비시킨다.

RM7020� 국방조직론(Defense� Organization� Theory)�

조직이론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의 조직

관리, 조직설계 등 국방현장에서 일어나는 조직수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RM7021� 국방조달관리(Defense� Procurement� Management)

국방조달개념, 일반현황, 조달업무 수행절차, 조달전략에 관한 제반 이론 및 

실제를 연구한다. 주요 내용은 계약 및 구매형태, 절차, 계약실태 및 계약사

례, 원가 및 목표가 산정업무, 절충 교역, 미국의 구매 및 계약방법 개선, 전자

상거래와 조달정보체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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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7022� 공급망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

생산관리, 재고관리, 운영관리의 이해 후에 고객, 내부, 자원 및 공급자, 기술과 

계획, 성과측정의 통합을 통한 총체적 핵심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또한, IPT와 

iPad 개념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RM7023�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을 위해 정보화는 왜 필요하며, 정보화의 구체적 실체인 정보시스템이 무

엇이며,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정보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를 다룬다.

RM7024� 의사결정론(Decision� Theory� and� Support� System)

불확실한 현실 세계하에서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이론 및 모형을 연구한다. 

의사결정 tree, 베이지안 분석, 효용함수, 정보 가치분석, risk 분석, 다요소 의사결

정, 전문가 시스템, 게임 및 퍼지이론 등을 포함한다.

RM7025� 국방동원론(National� Mobilization)

주요국의 국가 동원사례, 동원 체계와 계획, 비상대비 계획과 자원관리법 등을 

연구하고 각 부처 비상대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

한다.

RM7026�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고용수준 등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재정․

금융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RM7027� 재정이론과�정책(Financial� Theory� and� Policy)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

을 획득,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과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

로 한다.

RM7029� 금융이론과�정책(Monetary� Theory� &� Policy)

통화량과 금리, 이자율 구조 등 금융 부분의 기능을 연구하고, 폐쇄 및 개방경

제 아래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정책의 파급경로 및 그 효과를 분석한다.

RM7032� 방위산업론(Defense� Industry)

방위산업은 산업조직론의 이론을 토대로 방위산업을 분석한다. 시장구조, 기

업결합 등을 살펴본 후 주요국의 방위산업을 알아본다. 방위산업체에 관한 연

구는 주로 방위산업의 환경변화, 기업인수 및 합병, 공동경영, R&D, 기업실적 

원인분석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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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7034� 통계학(Statistics)

통계학의 기본 원리 및 개념, 실제 상황에의 응용 및 처리 결과의 해석에 주안

점을 두고 강의가 이루어진다. 교육의 범위는 확률이론, 추정이론, 가설의 검

정, 분산분석, 비모수 검정, 단순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다.

RM7035� 전력지원체계관리(Non-Weapon� System� Management)

비무기체계인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이론 및 국방 전력지원체계 주요 학술 논

문을 다루고, 관련 사례들을 발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전력지원체계 

개발 및 관리에 대한 통찰력과 실무적용 능력을 개발한다.

RM7036� 군수관리�정책과�실제

(Policy� and� Practice� of� Defense� Logistics� Management)

군수 관리의 정책 및 국방 군수 관리 관련 주요 학술 논문을 다루고, 관련 실

제 사례들을 발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군수 관리에 대한 통찰력과 실

무적용 능력을 개발한다.

RM7037� 실증분석방법론(Methods� for� Empirical� Analysis)�

국방자원관리의 이론 및 현안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방법론

을 소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방법론의 실제 활용법을 습득함으로써 실증분

석역량을 재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RM7038� 게임이론�및�응용(Game� Theory� and� Application)

게임이론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개인들, 기업들, 국가 간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에 응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현상을 전략적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주요 이론의 개념과 기본적인 방법론을 강의하되 순수 이론적 

측면보다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응용과 경제적 함의 도출을 통해 수강생들의 

현실 이해와 추후 논문작성 시 게임 이론적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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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사업관리 전공

<전�공�필�수>

PM6005� 획득사업관리론(Defense� Acquisition� Program� Management)

현대 무기체계의 개념과 획득이론을 소개하고, 현존 및 미래 무기체계 획득관

리 전반에 관해 설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요분석으로부터 무기체계 획득 

방법 결정, 기종 결정, 시험 평가 및 운영유지, 폐기 단계에 걸쳐 요구되는 의

사결정 및 분석․관리에 관한 제반 이론과 사례 및 발전 방향에 관해 연구한다.

PM6007� 사업관리분석방법론(Project� Management� Methodologies� and� Tools)

본 과목은 국방사업관리의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공학적 분석기

법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확률, 통계, 수학에 기반한 기초 방법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성과분석, 재고관리, RAM, 일정관리, 비용분석, 품질관리, 시뮬레이션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본 과목은 각 방법론의 깊은 이론적 이해보다는 실

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기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각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한 툴(R)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다.

<전� 공� 선� 택>

PM7002�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을 위해 정보화는 왜 필요하며, 정보화의 구체적 실체인 정보시스템이 무

엇이며,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정보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를 다룬다.

PM7004� 비용분석(Cost� Estimation)

비용분석에 중점을 둔 체계분석의 방법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경제비용의 개

념, 전체사업구조와 단위사업에 대한 비용모형과 비용추정 방법론, 효과모형

과 비용분석의 척도와의 관계, 무기체계의 비용추정, 불확실성과 시간의 처리

문제, 공공사업의 비용추정과 자원 배분 등을 포함한다.

PM7005�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무기체계 획득 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규정 및 이론, 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무기체계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M7011�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y)

관리 및 계량화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학의 기본이론과 분석기법을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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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분석의 최적화 이론 및 효율적 사업관리의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경제성 

공학의 기초 개념인 화폐의 시간가치, 손익(CVP: Cost Volume Profit)분석, 

비용편익(Cost/Benefit)분석, 자본투자(Capital Budgeting) 의사결정 모형, 가

격책정과 특수논제에 대해 강의를 한다.

PM7015� 통계적�의사결정론(Statistical� decision� theory)

과학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인 통계적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함으

로써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확률 및 

통계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패

키지(R)를 활용하여 통계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서 학습한다. 

PM7051� 군수관리(Logistics� Management)

군수 관리는 물자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 분석방법론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 군수의 전략적 운영과 과학적 관리의 방법론을 습득시키는 목적이 

있다. 교육의 내용은 전략 군수와 전략 경영, 군수 지원관리, 생명주기 원가분석, 

프로젝트 관리, 전략 경영사례 등이다.

PM7012� 기술관리� (Technology� Management)

기술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술기획, 기술혁신, 그리고 과제선정의 이론 및 

기법의 학습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미래군사기술 획득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PM7052� 연구개발�및�기술관리(R&D� Management� and� Technology� Management)

연구개발과 기술관리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고, 특히 국방연구개발 및 기술관

리 관련 전반에 관해 설명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과 기술관리 개념, 

기술혁신 모형,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과제선정, 기술예측 및 평가, 그리고 

연구개발 사례, 차세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기술관리 발전 방향에 관해 연

구한다.

PM7057�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품질관리 분야의 중요한 논점들에 대한 개념, 원리, 분석방법론의 교육을 통해 

품질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주요 강의내용은 

품질 개념, 표준화와 품질인증제도, 공정관리와 관리도, 통계적 품질관리의 제 

기법, 군수조달과 품질 보증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이다.

PM7058� 경영과학(Operations� Research� &� Systems� Analysis)

운영분석 및 체계분석은 시스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된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학문이다. OR의 기본적 최적화 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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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계획법, 비선형계획법, 동적 계획법, 수송 및 할당문제, 네트워크 모델, 대

기행렬 모델, 재고관리 등에 대한 기초이론 및 적용방법을 강의한다.

PM7086� 시스템엔지니어링(Systems� Engineering)

국방획득사업의 시스템개발 및 수명주기와 관련된 공학관리 분야의 기본적 지

식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실무적용 사례연구를 통해 시스템공학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PM7104� 국방모델링&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

시뮬레이션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모의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법이다. 모의과

정(Simulation process)에 대한 기본이론 강의 및 시뮬레이션 언어 실습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의 사업관리 및 정보화 사업관리 분야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PM7105� 국방예산관리(Defense� Budgeting� Management)

국방예산의 종류, 구조, 편성방식 및 분석 논리 등 예산 이론을 소개하고 미래 

국방력 건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예산전략을 논의한다.

PM7117� 국방재정관리(Defense� Financial� Management)

국방에 필요한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

동과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PM7119� 신뢰성분석(RAM� Analysis)ㅇ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면 이후 운영유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 전투장비가 

고장이 나기 전부터 장비의 수리부속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운영유지 관련 

부서는 수리부속의 수명과 고장시기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본 과목을 통해 제공되는 고장의 분포와 예측 방법을 활용할 수 있

다. 관찰된 고장 패턴에 따라 분류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향후 시스

템의 고장 빈도를 예측하고 이를 응용하여 개발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설계방법을 제시하며 재고관리를 해야 하는 실무자들에게 적정 재고량을 추

천한다. 

PM7120� 계약�및� 원가관리(Contract� and� Cost� Management)�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원가감독, 원가절감, 성과평가 및 통제방안을 

학습하고 기술혁신과 방산 기반 강화를 위한 계약관리 정책대안을 학습한다.

PM7125� 무기체계�기술론(Introduction� to� Weapon� System� Technology)�

학생들에게 현대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킴으로써 무기체

계의 획득, 관리, 분석 및 운용,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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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7134� 국방경제학(Defense� Economic)�

국방비를 결정하는 국제관계, 국내정치, 군사 및 경제적 요인을 미시경제학적

으로 분석해 보고,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에 거시경제적 변수에 대

한 국방비의 역할을 고찰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복지의 상호 조화로운 발전 방

향을 도출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PM7144� 의사결정�방법론(Methodology� of� Decision�Making)

의사결정자가 불확실한 상황 및 다양한 조건에서의 각종 의사결정 시 최적의 

대안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주요 내용으로 의사결정 나무, 영향도, 민감도 분석, 불확실 모형, 

다기준 의사결정 및 효용함수 등을 다룬다.

PM7146� 시스템엔지니어링�관리(Systems� Engineering� Management)

시스템엔지니어링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 지식

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다룬다. 

PM7148� 데이터분석방법론(Data�Analysis�Methodology)�

국방의 정책 및 현업에서 자주 접하는 현상과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서 개인의 직관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평가/예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데

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배운다. 데이터 분석

을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부터 최종 데이

터 분석을 통해서 함의를 추출하는 방법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 

PM7150� 연구조사방법론(Research�Methodology)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국방에서도 주요 현상 진단 및 의사결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사 연구에 관한 연구조사 방법론 과목이다. 조사목적, 모집단 선정 및 

표본추출, 조사방법, 실제 조사, 자료 분석, 함의 추출 등 조사의 모든 과정과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룬다. 이론뿐만 아니라 현업

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직접 조사 및 분석의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PM7151� 국방사업분석�이론과�실제(Defense� Program� Analysis)�

국방사업분석과 관련된 이론을 습득하고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국

방사업들을 분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PM7152� 무기체계�사업관리�사례연구(Weapon� System� Project� Management)

무기체계 사업관리의 개요, 사업관리의 순기, 사업관리의 조직, 사업관리의 

Planning, Scheduling, Controlling 등에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체

계 획득사업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특히 사업관

리 기법인 PERT/CPM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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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7164� 무기체계�핵심기술원리(Core� Technology� Principles� of�Weapon� Systems)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성능(ROC)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작전 운용성능은 국방획득사업의 소요제기, 선행연구와 체

계개발, 시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 본 교과에서

는 무기체계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핵심원리를 기술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고 학

습하며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와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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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보관리 전공

<전�공�필�수>

IM6001� 정보기술원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의 기본이 되는 컴퓨터에 대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부터 다양

한 응용시스템까지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목이다. 특히 개인과 컴

퓨터, 기업 간의 이용, 국가 간의 이용 등에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

가를 보고 정보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이다.

IM6002� 정보화사업관리론(IT� Project� Management)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관리기법, 개발방법론 등 기술적인 내용과 인력관리, 

자원관리와 같은 관리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화 사업관리는 이론보

다는 실전이 동시에 중요하므로 실패/성공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한다. 

<전�공�선�택>

IM7007� 정보시스템� 보안론(Information� System� Security)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요소, 위협, 대책을 소

개하고 암호학을 기반으로 전자서명, 암호 프로토콜 및 위협분석 등 다양한 

기술적 정보보호 대책을 연구한다. 

IM7013� 소프트웨어� 관리론(Introduction� to� Software� Management)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팅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적용해야 할 각종 기술 및 기

법, 도구의 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기법 등을 소개한다. 특히 

본 과목은 객체지향 중심의 개발방법과 사례연구도 병행하여 수행한다.

IM7052� 정보통신시스템(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정보화 사회의 기반체계에 해당하는 통신체계를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하며, 본 

과목은 정보통신의 기초와 응용을 두루 소개하고 특히 데이터 통신의 기초기

술, LAN, WAN, ISDN,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광인터넷 프로토콜,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를 다루게 된다. 이를 통해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단단한 기초를 놓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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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7055� 사이버안보론(Introduction� to� National� Cybersecurity)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및 제도적 현안들을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그리고 국제사회 

및 주요국들의 정책 및 전략 추진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IM7116� 네트워크� 정보보호(Network� Security)

국방 네트워크에 대한 불법적 접근, 오용, 무단 변경 및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의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방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보보호의 기본개념과 관련 이론, 표준 및 응용기술을 학습한

다. 또한, 국방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한 사이버 공격모델/시나리

오의 개발과 그에 대한 대응기법의 고안 사례를 소개한다.

IM7117� 디지털증거수집�및� 분석(Digital� Forensics)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각종 사이버 범죄 사례를 통해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사

이버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 사이버 범죄 탐

지 기법, 디지털 증거수집/보존 및 분석 방법,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학습한다.

IM7119�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의 특성과 종류를 고찰하고 데이터 모델의 

유형과 함께 구조를 파악하며 파일구조, 데이터 연산, 트랜잭션의 처리, 회복

기법, 동시성 제어 등의 다양한 적용기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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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말 박사과정

교육목표 및 중점

▶ 교육목표

국가안보 및 군사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실제를 교수함으로써 국가안보 ․

군사정책의 기획․집행․평가․분석의 제 단계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

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 전공별 중점

전   공 교 육 중 점 비고

군

사

학

군사전략

∙ 전․평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의 본질과 성격을 

연구하고, 전쟁 억제와 평화의 유지를 위해 군사력의 

개발, 운용, 지원,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제 요소를 연구 60학점

인력조직
∙ 리더십 및 국방인력․조직 분야의 이론연구와 

정책 수립 역량을 개발

교육 기간 및 대상

▶ 기  간 : 3년 6월

▶ 대  상

❍ 석사학위 소지자

❍ 군인·군무원·공무원(교육 종료 후 가산복무 가능 자)

❍ 일반인(교육기관, 학술단체, 정부투자기관, 언론사, 기업체 등)

교육 운영 지침

▶ 교과목 운영

❍ 박사학위과정의 최소 수강인원은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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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범위

❍ 타 대학교의 학점교류는 12학점 범위 내 인정

❍ 심도 있는 교육 준비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기별 학점 취득 수강과목 

수 제한

학기 1학기 2학기 3~5학기 6학기 7학기

수강과목
3과목

(9학점)
3~4과목

(9~12학점)
3~4과목

(9~12학점)
2~3과목
(6~9학점)

논문
(6학점)

❍ 청강은 주임교수와 지도교수 사전승인 시 수강과목 수를 초과하여 수강 

가능

▶ 강의 운영

❍ 과목별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는 2회(6시간) 이내 실시

❍ 현장학습은 과목별 이론과 실무의 연계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 강의계획표는 수강 신청 전에 작성 완료, 홈페이지에 공지

❍ 정책 실무응용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접목형” 교육체계 운영

❍ 전공별 교과목 체계 재정립

•민간대학과 차별화된 교과목 편성 및 수업방식 개선 

•전공별 박사 과목 특화로 석사과정과 차별화된 교육 

❍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 중심형” 교육체계 교육 운영 및 교육 평

가방법 반영 

•교육 운영 : 최소 수강인원제 폐지

•교육평가 방법 : 공통과목 3인 이내 절대평가, 4인 이상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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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체계

선수교육 →
전공필수
과    목

→
전공선택과목

∙ 석․박사 합동선택
∙ 박사 선택

∙ 연구과제 해결 ∙ 전공별 요구되는 필수 
  교육

∙ 세부 전공 분야교육
∙ 박사전문과목

전공별 종합시험 통과(2차 기회 부여)

+
영어 시험 통과

(논문 본심사 전까지 합격 인정)

(TOEFL, TOEIC, TEPS 등 공인 시험결과)

※ 영어권 석사학위 취득자 면제

국제전문학술지 1편 또는 국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단독 1편 혹은 공동논문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학위 논문 통과 /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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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이론강의

❍ 교내 교수 및 전공 분야 전문가 초빙

▶ 현장학습

❍ 과목별 이론과 실무의 연계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 사례연구, (토의) 세미나, 연구보고서 작성/발표, 학위논문 작성, 개인

연구 등

이수학점

▶ 학기별 이수학점

구 분 계 1학기 2학기 3~4학기 5~6학기 6~7학기

전 
전공

60
3과목

(9학점)
3~4과목
(9~12학점)

3~4과목
(9~12학점)

2~3과목
(6~9학점)

논문
(6학점)

❍ 석사학위 취득 인정학점 : 24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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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 논문작성 지도

❍ 논문작성 일정 준수 항목 반영(10% 배점)

      ※ 국방정책 현안 과제와 관련된 논제 위주 선정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논제선정

단� � � � 계

∙ 안보/국방 현안업무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논제

선정지도 강화

- 안보/국방정책부서 논제 수집 배포

∙ 과정별 학생의 논제에 대한 검토회의 제도화

- 각 대학(원)장 주관하여 관련 교수 참여

각 대학(원)

논문계획/

작성단계

∙ 논문연구계획서 작성의 내실화

- 연구계획서 작성 후 대학원장 승인

∙ 논문 일정/내용 검증단계의 확대

- 3단계 : 연구계획서, 예비심사(공개발표), 본심사

공개발표: 

전공별로 

1회 이상 

발표

평가단계
∙ 논문작성 일정 준수 여부 논문평가 반영

- 일정 미준수 시 학칙에 의거 감점처리

전 과정 

적용

▶ 논문평가

❍ 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후 논문 연구계획서에 의해 논문작성

❍ 3단계 검증 : 연구계획서 제출, 예비심사(전공별 공개발표),

            본심사(3심 : 심사방법은 전공 자율)

❍ 본심사 결과 심사위원 5분의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인정



142

2022

국방대학교 요람

평가방법

▶ 평가 구분

❍ 학업평가

구  분 등  급 비  중

학업평가

등급 상응점수 평점

A⁺
A⁰
A⁻

96 ~ 100
93 ~ 95
90 ~ 92

4.3
4.0
3.7

B⁺
B⁰
B⁻

86 ~ 89
83 ~ 85
80 ~ 82

3.3
3.0
2.7

C 70 ~ 79 2.0

F 69 이하 0

P, NP 청강, 연구

A : 70% 이내
    (A+ 인원비 30% 
     Ao 인원비 20%
     A- 인원비 20% 이내) 
B : 30% 이상 과목당

∙ 과제부여(30%)
∙ 중간시험(30%)
∙ 기말시험(40%)

※ 박사과정 전담과목 중 3인 이하 

수강과목 절대평가

논문평가 발표/심사평가 ∙ 심사위원 4/5인 이상의 찬성

출석평가
∙ 학칙 제23조 참조
  (결석, 지각, 조퇴 등 감점 기준)

❍ 논문제출 자격시험

구  분 비  중

종합시험
∙ 전공시험(70점 이상) : 4개 과목

∙ 불합격 과목은 3개월 이내 재시험 기회 부여

외국어시험

∙ 공인 외국어 능력 인정 : TEPS(327점), TOEIC(720점),

   TOEFL(CBT221점, IBT85점) 반영

∙ 매년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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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일  정 학 사 업 무

<2022년도>

01. 22.

02. 03.∼02. 10.

02. 23.

02. 28.∼06. 18.

04. 11.∼04. 16.

06. 13.∼06. 18.

06. 20.∼06. 28.

08. 01.∼08. 05.

08. 22.∼12. 10.

10. 10.∼10. 5.

12. 05.∼12. 10.

12. 12.∼12. 16.

<2023년도>

’23. 01. 05.

∙ 박사과정 주말과정 종합시험

∙ 전반학기 수강신청

∙ 입학식

∙ 전반기 교육(16주)

∙ 중간시험

∙ 기말시험 및 종강 / 설문평가

∙ 성적 공지/ 열람

∙ 후반기 수강신청

∙ 후반기 교육(16주) 

∙ 중간시험

∙ 기말시험 및 종강 / 설문평가

∙ 성적 공지/ 열람

∙ 졸업(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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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세부 교과목 소개

▶ 군사전략전공

<전�공�필�수>

WM6003� 군사전략론(Introduction� to� Military� Strategy)

국가전략의 주요 부분으로서 군사전략을 전쟁의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 차원

과 관계를 고려, 그 개념적, 이론적 측면을 전략 사상사적 시각에서 분석 및 고찰하

고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 평가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적합한 군의 규모, 역할 및 

기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과 전략의 수립과 수행에 필요

한 사고의 기초를 제공한다.

WM6002� 국방정책론(Defense� Policy)

국방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 국방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방위를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 분석,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한다.

WM6001�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게 함으로써 이후의 제 교과 강의에 임함

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차 국가안전 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며, 집행

함에서의 배경적 지식을 부여한다.

<전�공�선�택>

WM7002� 한반도안보론세미나(Seminar� on�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Issues)

1945년 이후 한반도에 각각 수립된 한국과 북한 정부는 각각 어떠한 안보정

책관에 입각하여 국가제도를 건설하고, 대외정책 및 통일정책을 추진해 왔는

가? 본 과목은 이러한 주제를 냉전기, 탈냉전기, 그리고 21세기의 시간적 경

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각 시대 남북한 지도자 및 주요정책결정자

들의 연설문과 주요 문건 등을 읽으면서, 각 시대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WM7025� 동북아군사론세미나(Seminar� on� the� East� Asian� Security� Issues)

동북아 지역은 남북한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복

잡한 상호작용을 영위해온 지역이다. 본 과목에서는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검

토한 후, 냉전기,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주요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서 전개해

온 국제관계 및 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냉

전기의 미소대립 및 탈냉전기의 미중대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강대국

의 세력경쟁 속에 중견 약소국들이 대응해온 안보정책의 특성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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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7013� 동아시아의�전쟁과�전략� (War� and� Strategy� in� East� Asia)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역사적으로 발생된 전쟁들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

회, 문화적 측면에서 기원과 유산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아시아의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각국의 대응전략을 전망한다. 미·중 패권경쟁, 일본

과 중국의 군사 대국화, 북핵과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한과 주변국의 입장

과 전략, 전작권, 유엔사, 국방개혁 등 한국의 전략 상황 변화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략적 식견을 배양한다.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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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조직전공

<전�공�필�수>

WL6002� 거시조직연구� (Organization� Theory� Studies)

기존의 조직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조직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진단·분석하여 다양한 조직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WL6003� 조직행동세미나(Seminar� in� Organizational� Behavior)

본 과목은 조직행동 분야에서 출간된 주요 논문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기회

를 제공한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최고의 저널들은 조직행동 분야의 발전

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이 과목을 통해서 조직행동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WL6004� 고급정책평가세미나(Advanced� Seminar� on� Public� Policy� Evaluation)

평가의 의의, 평가 유형, 평가 논리, 기법, 평가 활용 및 주의점 등 정책평가

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정책평가 시행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및 국방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생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정책평가 역랑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국의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 및 각국의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특징 및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WL6006� 리더십�세미나(Leadership� Seminar)

리더십 관련 주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을 

활용한 세미나를 통하여 리더로서 요구되는 조직의 문제 진단 및 해결능력을 

개발하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 연구 및 개발 능력을 부여한다.

WL6007� 가치중심의�인적자원관리(Value-based� Human� Resources�Management)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의 가치 창출과 동시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설명

하는 학문영역으로, 조직의 가치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조직관리의 원리가 되는 가치들과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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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WL7005�전장리더십연구� (Studies� on� Leadership� in� the� warplace)

전장에서의 효과적인 리더십 특성 및 행동을 파악하고, 전쟁의 속성과 그 속

에서의 인간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WL7024�위기관리리더십연구� (Crysis� Management� Lesdership� Studies)

위기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심도깊게 연구하여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다. 

WL7016�국방조직세미나� (Seminar� on� Military� Organizations)

조직이론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국방부 및 각군 차원의 조직관리, 조직

설계 등 국방현장에서 일어나는 조직수준의 현실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WL7027�리더의�결정과� 판단� (Decision� &� Judgement� of� Leaders)

리더십의 본질인 결정과 판단에 미치는 제 요인들을 학습하고, 제한된 지식과 

정보 속에서 리더가 정확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연구함

으로써.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개발시키고자 한다.

WL7029�전략적리더십연구� (Strategic� Leadership� Studies)

고위급 리더가 갖추어야 할 전략적 리더십 역량들이 조직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 특성들을 분석하여 조직과 개인에 적절한 최적의 리

더십 역량들을 도출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장차 군 고위 리더로서 필요한 소양

들을 개발시킨다. 

※ 기타 석·박사 공통과목은 석사과정 과목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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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무교육 과정

교육목표

국방 분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분야별 창의적인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형 국방 전문 인력 육성

교육 중점

❍ 안보 및 공직가치, 리더십(조직관리), 직무전문 지식 함양

❍ 교육대상별 맞춤식 교육

•군무원보수교육 : 직급(직책)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역량 교육

•직무전문교육 : 직무별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

•특별교육 : 교육대상별 교육 수요기관(부대)의 요구과정 반영

교육 방침

❍ 과정별 명확한 교육목표, 중점, 요망수준 설정 / 달성

❍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 및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

•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창의적이고 업무 지향적인 과목 지속 개발

•일방적 지식전달 강의운영을 탈피하여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운영

❍ 과정에 온라인 선수과목 포함 시 교육 입교 전 반드시 사전 학습

•과정 입교 후 온라인 과목 포함 평가 예정(성적의 5% 이상 반영)

❍ 코로나19 상황 고려, 안정적 교육운영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 편성

교육대상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현역 / 공(군)무원

❍ 합참, 연합사 소속 현역 / 군무원

❍ 기타 유관기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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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지침

❍ 교육 대상자 선발 / 교육과정 취소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은 과정별 국방부 업무주관 부서에서 담당하며, 교육

개시 2주 전까지 직무교육원으로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교육 입과 대상 인원 12명 미만 시 교육과정 취소 가능

❍ 과정별 교과목 편성

•과정별 교과목은 담임 교수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과정별 상시 학습을 위한 e-러닝 학습과목 지속 개발/활성화

❍ 교육평가

•학업평가는 필기, 분임활동, 실습, 학습활동 평가로 구분하며, 필기와 실

기 평가비율은 60:40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별 특성 고려 조절 가능

•학습활동 평가 결과는 담임 교수가 과정 종료 1일 전까지 평가담당에

게 제출

•중견리더과정의 경우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

•과정별 수료는 학습활동 점수를 포함 60점 이상 획득 시 가능

  ※ 학습활동 감점 및 가점의 적용기준

구 분 기 준 감점점수 비 고

감점

결석(1일) -2점

조퇴 및 결강(1시간당) -0.5점

지각(1회당/30분 이내) -0.3점
30분 초과 시
결강으로 적용

평가 부정 -10점

학습/생활 태도 
불량(1회당)

-0.5점 
이내

가점

학생장 / 총무 +2점 이내 1회만 부여

학습활동 우수
+0.5점 
이내 전체인원의

20% 이내
분임활동 우수 +1점 이내



150

2022

국방대학교 요람

❍ 교육 지원

•학생 입교등록은 교육 개시일 13:00 이전까지 완료

•입교식 및 수료식 : 장기과정은 총장, 기타과정은 원장(담임 교수) 주관 

실시

•학생 복장은 사복 정장 또는 간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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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총괄

과 정
담임
교수

기간
㈜

횟수
계획
인원
(명)

교 육 일 정

43개� 과정 - - 133 4,820 -

군무원

보수

교육

(8)

중견리더
신희래
표현상
이상호

44 1 40 2.7.∼12.9.

군무원신규임용(국직)
표현상
조철희

2 10 400
2.14.∼25,� 3.7.∼18,� 4.4.∼4.15,�
4.18.∼29,� 5.16.~27,� 6.13~24,

7.4.~15,�10.10.∼21,�11.7.~18,�11.28.~12.9.

군무원신규임용통합(각군) 담당교수 2 10 1,000
2.28.∼3.11,� 3.21.∼4.1,� 4.11.∼22,�
5.9.~20,� 6.6~6.17,� 6.27.~7.8,�7.11.∼22,

9.19.~30.�10.24.~11.4,�11.14.~25.

국방실무자기본
윤홍규
이상호

2 8 320
2.7. ~ 2.18,� 3.14. ~ 3.25,� 4.11. ~ 4.22.
5.9. ~ 20,� 6.20. ~ 7.1,� 8.22~9,2
10.17.~10.28,� 11.21.~12.2.

국방실무자심화
송유계
강응태

2 6 240
� � � 2.7.~18,� 5.2.~13,� 6.27.~7.8,

8.22.~9.2,� 9.19.~30,� 11.7.~18.

사무관승진자
송유계
이창석

2(3) 7 265
� � 3.7.~ 18,� 4.4.~ 15,� 6.13.~ 24.
7.4.~15,� 7.11.~22,� 9.12.~23,� 10.10.~28.

국방관리자 박상중 2 4 100
� � � � � � 3.14.~25,� 6.27.~7.8,�

� � � � 10.10.~21,� 11.21.~12.2.

KNDU미래설계 조철희 1 2 50 3.21.∼25,� 9.26.∼30

직무

전문

교육

(25)

국가안보정책 박상중 2 4 100
2.14.∼25,� 4.4.∼15,� 9.12.~23,�

10.31.~11.11

국방상호운용성 윤홍규 1 2 50 3.21.∼25,� 11.21.∼25.

국방사이버안보 윤홍규 1 2 50 3.28.∼4.1,� 11.28.∼12.2.

국방AI빅데이터 윤홍규 1 4 100
3.14.∼18,� 4.25.∼29,
6.13.∼17,� 10.17.∼21.

국방정보체계감리 윤홍규 2 2 50 5.16.∼27,� 9.19.∼30.

국방주파수관리 윤홍규 1 2 50 4.11.∼15,� 10.24.∼28.

인권교관양성 이창석 1 7 225
2.21.∼25,� 3.28.∼4.1,� 4.25.∼29,�
5.23.∼27,� 8.22.∼26,� 9.26.∼30,�

10.31.∼11.4.

지휘관인권 이창석 2일 4 160 3.2.∼3,� 5.3.∼4,� 8.31.∼9.1,� 11.8.∼9.

국방갈등관리 강응태 1 2 50 2.14.∼18,� 7.18.∼22.

자살예방교관 이창석 1 5 150
3.14.∼18,� 4.11.∼15,� 5.9.∼13,�

9.19.∼23,� 10.17.∼21.

국방통합물류전문가 정영운 3일 2 50 1.24.∼26,� 6.27~7.1

군책임운영기관 정영운 1 2 50 7.11.∼15,� 8.29.∼9.2.

성과관리 정영운 1 2 80 2.7.∼11,� 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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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담임
교수

기간
㈜

횟수
계획
인원
(명)

교 육 일 정

직무

전문

교육

(25)

군사시설보호 정영운 1 2 50 3.14.∼18,� 11.28.∼12.2.

국방감사정책실무 정영운 1 2 60 4.4.∼8,� 11.7.∼11.

창의혁신 정영운 1 2 60 4.18.∼22,� 6.13.∼17.

청렴교육강사양성 정영운 1 2 60 5.9.∼13,� 9.19.∼23.

국방공무원군사전문 박상중 1 4 100
3.28.∼4.1,� 4.25.∼29,
6.20.∼24,� 10.31.∼11.4

국방부전입직원 송유계 1 2 70 1.17.∼21,� 11.28.∼12.2.

국가동원정책기본 박상중 1 4 100 2.7.∼11,� 2.28.∼3.4,� 8.29.∼9.2,� 10.3.~7.

국가동원정책심화 박상중 2 1 25 7.11.∼22.

국방우주정책실무 조철희 2일 2 50 5.3.∼4,� 9.6.∼7.

핵·WMD� 대응 강응태 1 2 50 4.18.~22,� 10.24.~28

국방데이터정책 윤홍규 1 2 50 4.18.~22,� 10.31.~11.4.

한국형사이버보안제도 윤홍규 1 1 20 11.7.~11

특별

교육

(10)

KNDU최고경영자 박상중 9 1 40 4.25.∼6.24.

국방전쟁수행체계 조철희 2일 2 50 6.2.∼3,� 11.10.∼11.

국방개혁정책실무 조철희 1 2 50 4.4.∼8,� 11.14.∼18.

3군본부전입직원 강응태 1 2 50 1.10.∼14,� 1.24.∼28.

국방탄약및폭발물
안전정책

강응태 2일 2 50 3.22.∼23,� 8.23.∼24.

국방안전관리담당관 강응태 2일 2 50 3.24.∼25,� 8.25.∼26.

인터넷윤리및도박
예방교관

정영운 1 4 160
3.21.∼25,� 5.23.∼27,
9.26.∼30,� 11.21.∼25.

군사업무실무자 조철희 3일 2 50 6.8.∼10,� 10.5.∼7.

대통령경호처신임직원 조철희 3일 1 20 7.20.~22

과학기술전문사관 표현상 2 1 25 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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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교육계획

군무원 보수교육

중견리더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내용 44주 연 1회 40명 2.7.∼12.9.
∙ 육,해,공군 및 국직부대

(기관)소속 4급 및 5급 
군무원

❍ 교육목표

국방개혁 2.0추진(군무원 증원 및 관리자급 직위 확대)에 부합하는 미래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공직자 기본가치 및 리더십, 직무분야에 대한 역량 개발

❍ 교육중점

•국가안보와 공공인재에 대한 이해

•소통과 협력중심의 참여형 리더십 능력 배양

•직무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함양

•자기주도학습 등을 통한 관리자로서의 자기개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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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공직기본]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공직기본

∙ 국가안보

∙ 정부정책이해

∙ 국방정책이해(Ⅰ)

∙ 북한이해

∙ 공직자로서의 기본가치

∙ 자기주도학습

∙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

36

37

36

18

21

61

36

소계 245

리더십

∙ 의사소통, 갈등관리

∙ 조직목표설정, 동기부여

∙ 업무기획, 의사결정

∙ 통합적사고, 변화와 혁신

∙ 팀워크증진, 네트워킹

∙ 역량진단(Ⅰ,Ⅱ), 개발계획수립 및 분석 

∙ 자기주도학습

∙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

36

36

36

36

36

36

80

48

소계 344

직무공통

∙ 국방정책이해(Ⅱ)

∙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체계 이해

∙ 자원관리

∙ 정보화역량개발

∙ 인문학 강의

∙ 자기주도학습

∙ 개인연구 및 자료수집

18

36

36

24

9

61

36

소계 240

정책연구�및�

자기개발

∙ 과학적글쓰기 및 사례분석

∙ 정책과정론

∙ 정책연구 및 심의(발표)

∙ 안보현장학습

∙ 체력단련

∙ 세미나, 입교식 등 행사

∙ 자료수집 및 개인연구(3주)

∙ 예비

54

18

132

154

132

30

108

23

소계 651

계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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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신규임용자과정(국직)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2주
연10회 
400명

2.14.~ 2.25, 3. 7.~ 3.18.

4. 4.~ 4.15, 4.18.~ 4.29.

5.16.~ 5.27, 6.13.~ 6.24.

7. 4.~ 7.15, 10.10.~10.21.

11. 7.~11.18, 11.28.~12. 9.

∙ 국직부대
( 기관) 신규임
용군무원 6급 
이하

❍ 교육목표

      국방분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건전한 공직가치를 이해하고, 국방조직 적응에 

필요한 관계역량과 공통직무역량을 갖춘다.

❍ 교육중점

•국방문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국방조직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직무동기

•국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지식, 예산관리지식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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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공직�가치

∙ 국가안보의 이해 Ⅰ

∙ 북핵과 한반도 안보정세

∙ 군과 인권 Ⅰ

∙ 청렴으로 시작하는 공직생활

3

3

2

3

3

3

2

3

소계 11 11

리더십/관계역량

∙ 조직생활의 원리와 사례 Ⅰ

∙ 조직생활의 원리와 사례 Ⅱ

∙ 생명 존중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 의사소통 Ⅰ

∙ 긍정심리

∙ 관계형성

∙ 종합토의

3

9

3

3

3

3

4

3

9

3

3

3

3

4

소계 28 28

직무공통

∙ 사무기록관리 Ⅰ

∙ 군무원이 알아야할 법령과 제도 Ⅰ

∙ 국방 및 군사용어

∙ 국방재정업무 Ⅰ 

3

3

3

3

3

3

3

3

소계 12 12

기타

∙ 자기주도학습 / 자기계발

∙ 학습평가(온라인평가)

∙ 과정소개 / 수료

4

7

1

4

7

1

소계 12 12

계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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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신규임용자통합과정(육⋅해⋅공⋅해병대)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2주
연 10회 
1,000명

2.28.~ 3.11, 3.21.~ 4, 

1.4.11.~ 4.22, 5. 9.~ 

5.20, 6. 6.~ 6.17, 6.27.~ 

7. 8, 7.11.~ 7.22, 

9.19.~30, 10.24.~11. 4, 

11.14.~11.25.

� 육·해·공·해병대
신규 임용 군무원  
6급 이하

❍ 교육목표

      국방분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건전한 공직가치를 이해하고, 군조직 적응에 

필요한 관계역량과 공통직무역량을 갖춘다.

❍ 교육중점

• 국방문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 군 조직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직무동기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지식, 예산관리지식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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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공직가치

∙ 국가안보의 이해
∙ 북핵과 한반도 안보정세
∙ 군과 인권 Ⅰ
∙ 청렴으로 시작하는 공직생활

3
3
2
3

소계 11

리더십� /� 관계역량

∙ 조직생활의 원리와 사례 Ⅰ

∙ 조직생활의 원리와 사례 Ⅱ

∙ 생명 존중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 의사소통 Ⅰ

∙ 대인관계능력 향상

∙ 관계형성프로그램

∙ 종합토의

3
3
9
3
3
3
3
4

소계 28

직무공통

∙ 사무 및 기록관리 Ⅰ
∙ 군무원이 알아야할 법령과 제도 Ⅰ
∙ 군방 및 군사용어
∙ 국방재정업무Ⅰ

3
3
3
3

소계 12

기타

∙ 자기주도학습 / 자기계발
∙ 체력단련
∙ 과정소개 / 수료

7
4
1

소계 12

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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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실무자기본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2주
연 8회 
320명

2.7. ~ 2.18, 3.14. ~ 3.25.

4.11. ~ 4.22, 5.9. ~ 5.20.

6.20. ~ 7.1, 8.22~9,2.

10.17.~10.28, 11.21.~12.2.

∙ 국직부대(기관)
∙ 군무원 7~8급

❍ 교육목표

   7∼8급 군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와 리더십을 이해하고, 

  직급에 상응하는 직무 공통역량을 갖춘다.

❍ 교육중점

• 국가관, 안보관, 윤리관(청렴,인권)함양

• 국방 주요정책과 제도 이해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인재 역량 함양

• 과제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및 관계 역량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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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안보� /� 공직가치

∙ 국가안보의 이해
∙ 북한의 올바른 이해
∙ 공직가치의 이해
∙ 반부패법령의 이해

3
3
3
3

소계 12

직무공통역량

∙ 군무원이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 사무관리 및 기록관리
∙ 재정업무
∙ 보고서작성법
∙ 자기계발 방향설정
∙ IT활용능력 개발
∙ 4차 산업혁명과 국방정보화

3
3
3
3
3
3
3

소계 21

관계역량

∙ 아이스브레이킹
∙ 직무동기부여 / 과제작성
∙ 의사소통Ⅱ

3
7
3

소계 13

기� � � 타

∙ 자기주도학습
∙ 과정소개, 온라인평가 / 준비

9
7

소계 16

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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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실무자심화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2주
연 6회
240명

2.7.~2.18, 5.2.~5.13.

6.27.~7.8, 8.22.~9.2.

9.19.~9.30, 11.7.~11.18.

∙ 국직부대(기관) 6급
군무원

❍ 교육목표

6급 군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와 리더십을 이해하고, 직급에 상응하는 

직무 공통역량을 갖춘다.

❍ 교육중점

•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기본 역량에 대한 이해와 자기진단

• 국방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등 직무 공통역량 숙달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

• 의사소통, 관계 역량 이해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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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안보� /� 공직가치

∙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 동북아 정세와 안보
∙ 공직가치 이해와 실천
∙ 청렴과 공직생활

3
3
3
3

소계 12

직무공통역량

∙ 군무원이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 국방기획관리제도
∙ 국방정책과 미디어
∙ 기획 및 보고서 작성
∙ 4차 산업혁명과 오피니언 리더
∙ 군사보안 Ⅱ
∙ 사무관리 및 기록관리 Ⅱ

3
3
3
3
3
3
3

소계 21

관계역량

∙ 리더십 브레인스토밍
∙ 위기와 변화관리
∙ 조직생활과 갈등Ⅰ
∙ 네트워크 관리

3
3
3
3

소계 12

기� � � 타

∙ 자기주도학습, 종합토의
∙ 과정소개, 평가(온라인평가)

9
9

소계 18

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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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승진자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2주
연 6회 / 

240명

3.7.~3.18, 4.4.~4.15.

6.13.~6.24, 7.4.~7.15.

    9.12.~9.23. 

∙ 국직부대(기관) 및 각 
군 5급 사무관 승진예정
자 및 승진 후 1년 이내
인 자소집

교육
3주

연1회 / 
25명

7.11.~7.22.

10.10.~10.28.

❍ 교육목표

사무관 승진자에게 요구되는 공직가치와 직무공통 역량을 이해하고 장차 

중간관리자로서 요구되는 관계역량과 리더십을 갖춘다.

❍ 교육중점

•국가관, 안보관, 윤리관 고취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이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획 및 관리역량 함양

•갈등관리, 조정, 설득과 협상 등 리더십 역량 함양

•자기주도적 안보현장 학습으로 안보의식 제고(3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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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2주 3주

안보� /� 공직가치

∙ 국가안보와 정책전략
∙ 공직자 사명과 리더
∙ 군과 인권Ⅱ
∙ 청렴으로 재충전하는 공직생활

3

3

3

3

3

3

3

3

소계 12 12

직무공통역량

∙ 북한 핵/미사일 위협
∙ 미래전 양상과 무기체계
∙ 군무원이 알아야 할 법령 및 제도
∙ 국방기획관리제도
∙ 4차 산업혁명과 오피니언 리더

3
3
3
3
3

3
3
3
3
3

소계 15 15

관계역량

∙ 리더십 브레인스토밍
∙ 의사소통Ⅳ
∙ 위기와 변화관리
∙ 조직목표 설정
∙ 네트워크관리
∙ 조직생활과 갈등Ⅱ
∙ 공직역량과 공직자 리더십
∙ 자기주도적 안보현장 학습(2박3일)
∙ 분임연구 / 발표

3
3
3
3
3
3
3
-
-

3
3
3
3
3
3
3
21
14

소계 21 56

기� � � 타

∙ 자기주도학습 / 종합토의
∙ 과정소개, 평가(온라인평가)

7
8

8
9

소계 15 17

계 6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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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리자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주
연 4회 / 

100명

3.14.~3.25, 6.27.~7.8.

10.10.~10.21, 11.21.~12.2.

∙ 국직기관 및 각 

군 군무원 4급 

이상

❍ 교육목표

국방부 산하기관 소속 중견 군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책 / 제도를

소개하고,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조직관리 역량 및 리더십 함양

❍ 교육중점

• 국방 관련 주요 정책 이해

• 국방 공무원으로서의 안보의식 및 공직 가치 함양

• 조직관리 / 리더십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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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국가안보

∙ 국가안보와 국방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 이념 갈등과 북한 문제

3
3
3

소계 9

정책/제도

∙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 미래전 양상과 무기체계
∙ 국방 감사 정책

3
3
3

소계 9

직무역량

창의적
직무능력

∙ 관리자의 창의적 혁신
∙ 4차산업혁명과 오피니언 리더

3
3

소계 6

리더십/
조직관리

∙ 바람직한 공직자 역할과 역량
∙ 공직자 사명과 리더
∙ 기획 및 관리역량 강화

3
3
3

소계 9

분임연구/
현장학습

∙ 분임연구 / 발표
∙ 안보/군사시설 현장학습

8
14

              소계 22

기타
∙ 입·수료식 / 평가·설문 / 친화활동 8

소계 8

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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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DU미래설계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50명

3. 21. ~ 3. 25.

9. 26. ~ 9. 30.

∙ 퇴직 10년 이내

  군무원

❍ 교육목표

퇴직 10년 이내 군무원의 퇴직 이후 삶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에 기여

❍ 교육중점

• 변화관리에 대한 이해(미래설계, 자산관리 등)

• 자기실현 사례토의(현장학습, 재취업⋅창업 등)

• 웰빙 및 재충전(건강관리, 여가활동 등)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미래설계

∙ Birkman 자기진단
∙ 퇴직 선배와의 대화
∙ 4차 산업혁명과 혁신기술

3
1
3

소계 7

재무관리�및�
힐링

∙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
∙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3
3

소계 6

취업� 및�창업

∙ 유튜브를 활용한 제2의 삶 개척
∙ 지적재산 전략 및 활용
∙ 창업시장 탐색과 사례분석
∙ 귀농귀촌 현장학습 및 자기설계 문화탐방

4
2
3
7

소계 16

기�타

∙ 입교 및 과정소개, 설문 및 수료식
∙ 개인연구 및 분임토의

1
3

소계 4

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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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문교육

국방공무원군사전문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4회� /
100명

3.28.∼4.1,� 4.25.∼4.29.
6.20.∼6.24,� 10.31.∼11.4.

∙ 국방부 일반직 공무
원 4, 5급 이하

❍ 교육목표

국방부 공무원의 군사분야 전문지식 및 군사작전에 대한 이해 증진

❍ 교육중점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계 이해
•각 군 조직 및 군사작전, 무기체계 운영실태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국방정책�및
군사전략

∙ 국가안보와 정책전략

∙ 주변국 안보환경

∙ 핵WMD 위협

∙ 무기체계 소요기획

3

3

3

3

소계 12

전구작전�및
각�군� 작전

∙ 합동작전기획

∙ 육군작전

∙ 해군작전

∙ 공군작전]

∙ 해병대 작전

3

2

2

2

2

소계 11

기�타

∙ 입교/상호소개, 설문/수료

∙ 분임친화활동

1

4

소계 5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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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과정

국방갈등관리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소집교육불가 시 원격으로 전환 ∙ 갈등관리업무분야 근무(예정)자

∙ 갈등관리분야에 관심있는 자

  * 현역, 공무원, 군무원 등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50명

2.14.~2.18.

7.18.~7.22.

❍ 교육목표

•갈등관리업무 실무자 대상 갈등관리 분야 직무역량 함양

❍ 교육중점

•갈등관리 이론과 기본원리 이해

•국방갈등관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이해

•국방갈등관리 사례연구 및 이해관계자 관리기법 이해

•분임별 과제수행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함양(실무과정)

❍ 교과 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갈등영향분석 4

소계 4

직무

역량

이론/실무

∙ 민관군 협의체 구성과 운영기법
∙ 군 관련 갈등의 이해와 관리
∙ 갈등협상의 이해

3
3
3

소계 9

사�례
∙ 갈등협상전략과 사례 3

소계 3

실�습

∙ 갈등사례 분임토의
∙ 발표 및 토의

4
3

소계 7

기타
∙ 입교, 과정안내, 설문/수료
∙ 분임친화활동

2
3

소계 5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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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WMD대응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50명
4.18.~ 4.22.
10.24.~10.28.

∙ 현역 대위 이상
∙ 공무원 / 군무원 7급 이상

❍ 교육목표

핵WMD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핵WMD대응에 대한 이해 증진

❍ 교육중점

•핵WMD 위협 및 대응체계 이해

•정책, 정보, 작전, 전력분야별 대응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국방정책�및�군사전략

∙ 주변국 핵WMD 정책 및 대응
∙ 핵WMD 군비통제
∙ 방호전력 소요기획

4
3
3

소계 10

전구작전�및�각�군�작전

∙ 핵WMD 위협
∙ 핵WMD 대응체계
∙ 미사일 위협 및 방어체계

∙ WMD 제거작전

4

3

3

3

               소계 16

기타

∙ 입교 / 상호 소개, 설문·수료
∙ 분임토의(정책, 작전, 전력)
∙ 분임친화활동

1
3
4

               소계 8

계 31



171

제3장 교육과정

국방상호운용성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50명
3.21∼3.25.

11.21.∼11.25

∙ 상호운용성 관련분야 근무자
∙ 국방부·합참·방사청·각 군 상

호운용성 업무 관련자

❍ 교육목표

정보체계 소요제기부터 운용까지 표준관리, 상호운용성 평가업무 이해, 정보체계 

관련 업무 전문성 향상 및 관리 능력 제고

❍ 교육중점

•상호운용성 개념 정립 및 업무전문성 제고

•상호운용성 기반 기술 및 관리체계 운용능력 배양

•표준관리, 상호운용성 평가업무 이해 및 실무능력 증진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국방상호운용성 정책 2

소계 2

직무역량

∙ 상호운용성 일반

∙ 연동업무관리

∙ 국방정보화 표준

∙ 국방상호운용성 평가

∙ 국방아키텍처실무

3

2

7

8

2

               소계 22

기타

∙ 입․수료식 / 과정 소개, 설문
∙ 개인 연구

2
2

               소계 4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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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이버안보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 /

50명

3.28~4.1
11.28~12.2.

∙ 정보화업무분야 근무(예정)자

∙ 각 부대 전산 실무자

∙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 현역, 공(군)무원, 방산업체  대리급 이상

❍ 교육목표

국방정보체계의 사이버위협 대응책 강구로 국방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 

보장 및 사이버 방호능력 향상

❍ 교육중점

•사이버 안보 개념 및 국방 사이버 정책 이해

•국방 정보체계에 대한 보호체계 이해

•최신 보안 트렌드 및 사이버 위협 인식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및�제도

국방사이버정책 
합동사이버작전수행체계

3
3

소계 6

직무역량

∙ 네트워크 보안
∙ 서버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안
∙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 사이버위협동향 및 대응
∙ 사이버방호기관평가

3
3
3
2
3
2

                 소계 18

기타

∙ 입·수료식 / 과정소개
∙ 개인연구

2
2

소계 4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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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AI빅데이터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4회/
100명

3.14.~18.
4.25.~4.29.
6.13.~6.17.

10.17.~10.21.

∙ 사업관리 기본과정 이수자

∙ 국방 정보화 업무 담당자

*현역, 공(군)무원, 방산업체 대리급 이상

❍ 교육목표

국방 빅 데이터/AI 추진전략의 이해와 사례분석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국

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실무능력구비

* AI :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교육중점

• 국방 빅 데이터 / AI 추진전략 이해

• 기술발전 동향 및 국방적용사례를 통한 발전 방향 및 실무적용 분야 이해

• 빅 데이터 / AI 실습을 통한 직무적용능력 배양

•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회와 군의 발전 방향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국방 빅 데이터 AI 추진전략
∙ 4차산업혁명과 국방정보화

3
3

소계 6

직무역량

∙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방적용사례
∙ 국방빅데이터 분석포털 소개 및 사용법
∙ 딥러닝 기반 영상인식 기술
∙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분석

3

3

3

4

7

소계 20

기�타
∙ 입·수료식 / 과정 소개, 설문 2

소계 2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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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체계감리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주

연 2회 / 

50명

5.16.~5.27.

9.19.~9.30.

∙ 정보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이수자
∙ 정보처리분야 유관자격 소지자
∙ 정보체계사업관리 관련부서 근무(예정)자 등
  * 현역, 공무원, 군무원 등

   * 정보처리분야 유관자격 취득자로서 경력 충족자[정보처리기사 7년, 정보처리산업

기사 10년,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호전문가(SIS) 5년, CISA 정식자격 5년 등]는 

심사를 통해 “전자정부법”에 의한 감리원 국가자격 등록 지원

❍ 교육목표

국방정보체계 사업관리분야 전문가/실무자에게 감리 및 사업관리 직무수행

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정보화 인력 양성에 기여

❍ 교육중점

•정보체계사업 관리자로서의 전략적 사고능력 부여

•정보체계사업 종합관리능력 함양(소요제기/개발/유지보수 등)

•정보체계 주요 공정별 감리역량 및 감리보고서 작성능력 배양

❍ 교과편성(선행학습)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선수과목
(원격)

∙ 정보시스템 감리 개요

∙ IT 프로젝트관리 이해

∙ CBD개발방법론 이해/적용절차

∙ UML언어 이해

3

3

9

3

             소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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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정규학습)

분 야 과    목 시간 배정

정책/제도

∙ 정보시스템 감리원 자격제도 운영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체계
∙ 정보시스템 감리착수실무/수행가이드
∙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
∙ 감리보고서 우수 작성 사례
∙ 감리원의 윤리 및 감리 우수사례
∙ (특강) 감리 동향 및 발전 방안

1
2
2
4
2
2
1

소계 14

직무

역량

분야별�
감리기법

∙ 사업관리 감리
∙ 품질보증 활동 감리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감리
∙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감리
∙ 데이터베이스 감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 응용시스템 감리
∙ 시스템 구조 및 안보 감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2
2
3
2
3
3
3
3
3

소계 24

종합실습

∙ 실습 감리팀 구성 및 점검항목
∙ 영역별 감리 실무 업무 개요
∙ 산출물 검토 및 범위 확인
∙ 인터뷰/현황 확인 및 문제점 도출
∙ 문제점 정리/개선방안 제시
∙ 개별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영역별 토의 및 개별 강평
∙ 감리보고서 발표/감리 종료회의 및 강평
∙ (특강)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

2
1
3
5
2
3
2
2
3

소계 23

기타

∙ 입·수료식 / 과정 소개
∙ 평가
∙ 분임 및 친화 활동 

2
1
3

소계 6

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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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주파수관리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50명
4.11.~15.
10.24.~28.

∙ 국방부, 합참 및 각군 방사청 
등 전력/사업관리/전파담당자

∙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 
  소속/출연기관 전파담당자

❍ 교육목표

•국가·국방 전파정책 및 주파수 관련 업무 수행체계를 이해하여 주파수 

소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기획/사업관리 능력구비

•무기체계에 대한 일반적 운용개념 및 작동원리 이해를 통해 군 주파수 

소요기획 및 관리능력 제고

❍ 교육중점

•국가·국방 전파정책과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이해

•국가·국방 주파수 획득절차 및 관리절차 이해

•주파수소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개념 및 작동원리 이해

•4차산업혁명/혁신기술 적용을 위한 군 전파소요 기획 방법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국가전파정책, 국방전파정책 3

                 소계 3

직무역량

∙ 전파규칙 및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 무기체계 소요기획 업무 소개
∙ 전파관리 및 혼간섭 사고사례 소개
∙ 방위력 개선사업 소개
∙ 무기체계 이슈 및 미래전 수행
∙ 주파수관련 신기술
∙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

3
2
4
2
2
2
2

소계 17

기타

∙ 입․수료식 / 과정 소개, 설문
∙ 견학

1
7

소계 8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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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정책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50명
4.18~22

10.31.~11.4.

∙ 국방부, 국직, 합참 및 각 군 본부
업무실무자

∙ 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 현역, 공무원, 군무원

❍ 교육목표

국방 공공데이터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대한 추진전략의 이해와 데이터 

관리(품질,표준화 등) 및 활용활성화에 대한 실무능력 구비

❍ 교육중점

•국방 공공데이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전략 이해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에 대한 이론이해 및 직무능력 배양

•데이터기반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결정방법 능력  배양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 활용 능력 배양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국방 공공데이터 추진전략
∙ 공공데이터 정책방향 / 활용 사례
∙ 데이터기반행정 소개

3
3
3

                 소계 9

이론� 및�실습

∙ SDQ 사용 실습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 공공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능력
∙ 빅데이터 분석/기획 능력

4
3
4
3
3

소계 17

기타
∙ 입․수료식 / 설문 2

소계 2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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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물류전문가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50명

1.24.~�1.26.

6.27.~� 7.1.

∙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 

군수·물류업무 담당자 또는 근무

희망자

❍ 교육목표

통합물류관리 개념 및 민간 물류관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군 물류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임무수행 역량을 제고

❍ 교육중점

•통합물류관리에 대한 개념 이해

•물류혁신 기법 및 이론 교육을 통한 업무지식 함양

•민간 및 군 물류 혁신사례를 통한 군 물류관리 능력 향상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물류정책⋅이론

∙ 물류혁신의 원리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물류관리
∙ 통계기반 품질관리
∙ 국방물류정책 발전방향

3
2
3
2

소계 11

물류�사례

∙ SCM 성공과 실패사례
∙ 기업 SCM의 軍 도입사례
∙ 軍 물류 혁신방안

3
4
3
4

소계 14

기�타

∙ 분임토의
∙ 입교/과정소개, 설문/수료

1
2

               소계 3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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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80명

2.7.∼2.11.

2.21.∼2.25.

∙ 국방부 산하기관, 부대의 성과관리

업무담당자

❍ 교육목표

국방분야의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확산 및 우수사례 전파로 국방기관 업무담당

자의 성과관리 직무수행능력 향상

❍ 교육중점

•성과관리 제도 이해 및 성과관리의 필요성 인식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을 포함한 성과계획서 수립능력 배양

•국방기관 성과관리 우수사례 전파,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성과관리이론

∙ 성과관리 이해
∙ 성과관리 지표 개발
∙ 성과계획서 작성 전략
∙ 성과관리 지표 이해
∙ 보고서 작성 전략

2
2
3
3
3

소계 13

성과관리실무

∙ 국방기관업무평가 방향
∙ 기관업무 평가 실무
∙ 성과지표 작성 실무
∙ 성과관리 우수사례

2
3
4
2

소계 11

기타

∙ 분임토의
∙ 입교/과정소개, 설문/수료

2
2

소계 4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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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책임운영기관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50명

7.11.~15.

8.29.~� 9.2.
∙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담당자

❍ 교육목표

군 책임운영기관의 정책⋅제도 이해 및 우수기관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

❍ 교육중점

•군 책임운영기관의 목적과 제도 이해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및 전략수립 능력 향상

•우수기관 사례 공유를 통한 군 책임운영기관 발전방향 모색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군 책임운영기관 정책 방향
∙ 성과관리체계

1
3

              소계 4

이론⋅실습

∙ 성과관리의 이해
∙ 성과관리 역량 개발
∙ 전략수립 방법 이해
∙ 전략수립 방법 실습

3
4
3
4

소계 14

사�례
∙ 우수사례 #1, #2, #3 7

소계 7

기타
∙ 분임토의, 입교/과정소개, 설문/수료 3

소계 3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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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과정

국방감사정책실무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 60명

4.4.∼4.8.

11.7.∼11.11.

∙ 각 군 및 국직기관 감사(감찰)

업무담당자

* 현역, 공(군)무원

❍ 교육목표

국방감사(감찰) 담당자의 국방부 감사정책 이해 및 실무에서 요구되는 감

사업무 전문성과 숙련도 배양

❍ 교육중점

•국방부 감사정책의 이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감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이해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국방감사 제도의 이해
∙ 공직윤리제도의 이해
∙ 반부패 법령의 이해
∙ 국방부 청렴시책/청탁금지법

2

3

3

2

소계 10

감사기법⋅사례

∙ 조사기법 및 사례
∙ 예산회계 분야 감사 기법
∙ 감사실시 및 처리 요령
∙ 변상책임업무
∙ 민원처리 실무

3
2
3
3
2

소계 13

기� 타

∙ 분임토의
∙ 입교/과정소개, 설문/수료

4
1

소계 5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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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60명

4.18.∼4.22.

6.13.∼6.17.

∙ 국방부⋅합참⋅국직�근무자

∙ 각�군�교육기관�및�리더십센터�교관

∙ 야전부대�교관�등

� � *� 현역,�공(군)무원

❍ 교육목표

‘창의와 혁신 기법’ 내면화를 통한 국방인력의 창의적 역량 배양

❍ 교육중점

•창의와 혁신 관련 핵심이론 및 전략 이해

•Design Thinking기법의 시연⋅실습을 통한 창의와 혁신기법의 체득

•국방분야의 적용기법 확산 및 우수사례 전파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창의혁신이론

∙ 창의적 혁신의 비밀

∙ 디자인사고 기반 문제해결

∙ 창의력 개발

∙ Design Thinking 소개

∙ 창의적 사고

3

3

4

1

3

소계 14

실습
∙ Design Thinking 실습 13

소계 13

기타
∙ 분임토의, 입교/과정소개, 설문/수료 1

소계 1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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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과정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60명

5.9.∼5.13.
9.19.∼9.23.

∙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청렴
업무 담당자

❍ 교육목표

반부패 및 청렴과 관련한 최신 법⋅제도의 교육, 평가를 통해 軍 내에서 활용

가능한 청렴교육 강사양성

❍ 교육중점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이해

•“공익신고제도” 등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 이해

•청렴교육 강사의 역할 및 자긍심 제고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법�령

∙ 반부패 법령의 이해
∙ 청탁금지법
∙ 공공재정 환수법
∙ 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3
3
2
3

               소계 11

제�도

∙ 부패 및 공익신고
∙ 신고자 보호·보상

2
2

소계 4

평�가
∙ 학습평가 2

소계 2

기�타

∙ 효과적인 강의법
∙ 분임토의
∙ 입교/과정소개, 설문/수료

3
6
2

                소계 11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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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50명

3.14.∼3.18.

11.28.∼12.2.

∙ 군사시설보호관리업무 분야 

근무(예정)자

∙ 군사시설보호관리분야에 관심있는 자

* 현역, 공(군)무원

❍ 교육목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

❍ 교육중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 수행절차 및 실무 이해

•건축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 이해 및 사례 토의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법령⋅제도

∙ 군사시설관리 기본계획 및 현안
∙ 정부개발계획 협의 이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총론)
∙ 군사보호구역 심의서 작성요령/
  군사보호구역 관련 타부처 법률 소개

2
3
3
2

소계 10

이론⋅실무

∙ 작전성 검토기준(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실무
∙ 군보심의의결서 작성 등 실습
∙ 갈등관리 이해

4
3
6
3

소계 16

기� 타

∙ 분임토의
∙ 입교/과정소개, 설문/수료

1
1

소계 2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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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인권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2일
연 4회/
160명

3.2.∼3.3, 5.3.∼5.4.
8.31.∼9.1, 11.8.∼11.9.

∙ 대대장/연대장 

보직(예정)자

❍ 교육목표

지휘관으로서 장병 인권존중 책임의식 제고 및 부대 내 인권교육활성화 

분위기 조성

❍ 교육중점

•지휘관과 인권에 대한 이해

•최근 인권경향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

•군 인권의 특성, 인권교육 체계 이해

•인권감수성 고취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 /� 제도
∙ 군 인권정책 방향 2

소계 2

직무
역량

이론/실무

∙ 인권의 이해
∙ 군과 인권

4
3

소계 7

인권감수성
∙ 인권과 소통 3

소계 3

기타
∙ 입․수료식 / 과정 소개 / 설문 2

소계 2

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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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관양성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1주
연� 3회� /
105명

2.21.∼2.25,�
5.23.∼5.27.
10.31.∼11.4.

∙ 인권관련업무분야 근무
(예정)자

∙ 인권교육 담당자, 인권교관
∙ 기타 관계자(중대장, 주

임원사, 행정보급관 등)
  * 현역, 공무원, 군무원

소집
교육

1주
연� 4회� /
120명

3.28.∼4.1,� 4.25.~29
8.22.~26,� 9.26.∼30.

❍ 교육목표

군 인권교육에 필요한 이론/실습 교육 및 분임연구를 통해 인권교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제고

❍ 교육 중점

• 인권감수성 고취

•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최근 인권경향 이해

• 군 인권의 특성, 인권교육 체계 이해

• 인권관련 교수법 학습, 교수안 작성 및 발표를 통해 교관역량 향상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군 인권정책 방향 소개 및 군과 인권 6

소계 6

직무
역량

이론/실무

∙ 인권의 이해
∙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 인권에 대한 마음열기(인권감수성)

3
4
3

소계 10

교관역량
∙ 인권교수법 및 인권 표준교안 6

소계 6

실습/토의
∙ 분임 연구
∙ 분임별 발표 및 피드백

3
1

소계 4

기타�
∙ 입·수료식 / 과정 소개, 설문 2

소계 2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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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관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 육 주 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소집교육불가 시 원격교육으로 전환 ∙ 자살예방 임명 교관
∙ 자살예방분야에 관심있는 자
∙ 기타 관계자(중대장, 주임원

사, 행정보급관 등)
* 현역, 공(군)무원

소집
교육

1주
연 5회/
150명

3.14.∼3.18, 4.11.∼4.15, 
5.9.∼13, 9.19.∼23, 

10.17.∼21.

❍ 교육목표

자살예방교육에 필요한 이론/실습교육 및 분임연구를 통해 자살예방교관

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제고

❍ 교육중점

•자살예방교관으로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실습

•자살 징후자 식별을 위한 상담 및 관리능력 함양

•사례별 연구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기법, 관리, 사후조치 능력 함양

•자살위기 개입교육을 통한 임무수행 능력 제고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및�제도
∙ 군 자살예방정책 기본방향 3

            소계       3

직무

역량

이론/실무

∙ 감정코칭
∙ 자살예방 교수법
∙ 자살위기 개입
∙ 각 군 자살예방 특성
∙ 병영상담기법
∙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3
4
4
3
3
2

소계 19

실습

∙ 효과적인 자살예방교육 방법
∙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습

1
3

소계 4

기� �타
∙ 입·수료식 / 과정소개, 설문 2

소계 2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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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정책실무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일

연� 2회/

50명

5.3.∼4.

9.6.∼9.7.
∙ 국방우주정책 및 전력실무자

❍ 교육목표

국방우주정책 및 전력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국방우주 추진사항 공유

❍ 교육중점

•국방우주정책 및 전략에 대한 이해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에 대한 소개 및 공유

•국방우주에 대한 민군협력분야에 대한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국방우주정책�및� 전략
∙ 국방우주정책 / 전략 6

               소계 6

국방우주력�발전�
및�민군협력

∙ 국방우주력 발전

∙ 국방우주에 대한 민군협력

3

3

소계 6

기�타

∙ 입교 / 상호소개, 설문, 수료

∙ 토론

1

1

소계 2

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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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정책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주 연 4회 /

100명
2.14.∼2.25, 4.∼4.15.
9.12.~23, 10.31.~11.11

∙ 현역 소령 이상
∙ 공무원/군무원   

5급 이상

❍ 교육목표

국방부/직할기관의 공무원/군무원, 현역군인의 안보의식 강화 및 국방 안보

정책의 공감대 형성으로 안보정책 이해도 강화/확산

❍ 교육중점

•국가안보 및 주변국 군사정책 이해

•공직자로서의 안보관 및 역사인식 함양

•북한 군사문제 및 남북관계 변화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공직자�윤리� /� 안보

∙ 공직자 사명
∙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 전장 변화와 무기체계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3
3
3
3

소계 12

직�무

역�량

역사의식
∙ 한중 영토분쟁과 통일
∙ 역사를 통해 본 전쟁

3
3

소계 6

주변국
군사정책

∙ 미국 군사정책
∙ 일본 군사정책
∙ 중국 군사정책
∙ 러시아 군사정책

3
3
3
3

소계 12

북한문제

∙ 우리의 대북정책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 이념갈등과 정치적 중립

3
3
3

소계 9

기타

∙ 입·수료식/설문/시험평가
∙ 안보현장 견학
∙ 분임활동 및 발표

2
14
8

소계 24
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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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전입직원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70명

1.17.∼1.21.

11.28.∼12.2.
∙ 국방부 전입 현역/공무원

❍ 교육목표

국방부 전입직원에 대한 국방정책 현안 이해, 분야별 업무절차 숙지와 

국방부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및 책임의식 고취

❍ 교육중점

•국가안보·국방정책 및 육·해·공군·해병대 정책현안 이해

•국방정책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함양

•공직소양 및 직무역량 함양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국가안보·국방정책
∙ 국가안보의 이해
∙ 국방기획관리 제도
∙ 국방정책과 미디어

3
3
3

각�군�임무� 및�역할

∙ 육군의 역할 및 임무
∙ 해군의 역할 및 임무
∙ 공군의 역할 및 임무
∙ 해병대의 역할 및 임무

2
2
2
2

공직� 소양 / 직무역량
∙ 국방조직의 원리와 사례
∙ 국방 및 군사용어
∙ 군사보안

3
2
4

기타
∙ 등록 / 과정 소개
∙ 수료 / 설문           

1
1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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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정책기본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4회/
100명

2.7.-2.11.
2.28.-3.4.
8.29.-9.2.
10.3.-10.7.

∙ 동원부대(서) 참모/실무자
∙ 예비전력업무 담당자
∙ 정부부처 비상대기 업무 담당자

❍ 교육목표

동원⋅예비군⋅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이해하고, 

발전방안 토의를 통해 미래 동원정책⋅제도 수립 등 직무수행능력 제고

❍ 교육중점

•개정된 국가 동원⋅예비군⋅비상대비 정책 및 제도 이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원⋅예비군 관련 부대 현장학습 시행

•동원정책 결정 고위관계관 간담회를 통한 실무 의견 반영기회 마련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및� 제도

∙ 국방개혁 추진과 미래예비전력 발전 비전
∙ 국방동원 / 예비전력 소개
∙ 과학화 예비군 훈련체계
∙ 예비군 조직 편성 / 관리

2
1
1
2

소계 6

이론�및� 실무

∙ 국가 비상대비 업무체계
∙ 역사를 통해 본 전쟁
∙ 예비전력과 민군관계
∙ 리더십 특강

3
2
3
3

소계 11

실습�및�간담회
∙ 현장학습
∙ 동원관계관 간담회

7
2

소계 9

기타
∙ 입교/상호소개, 설문, 수료
∙ 분임토의 및 개인연구

1
5

소계 6

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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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정책심화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기간 교육횟수/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주 연� 1회/25명 7.11.∼7.22.
∙ 국가동원정책기본과

정 수료자

❍ 교육목표

국가 동원⋅예비군⋅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방안 제시

❍ 교육중점

•국가 동원⋅예비군⋅비상대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심화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학습 시행

•맞춤형 논문지도를 통해 적용 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및 발표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동원정책

∙ 국가동원정책 발전방안
∙ 정책연구 논문지도
∙ 국가동원정책 발표 / 토의

3
4
4

소계 11

비상대비

∙ 전·평시 비상대비 발전방안
∙ 정책연구 논문지도
∙ 전·평시 비상대비 발표 / 토의

2
2
3

소계 7

민군협력

∙ 예비전력의 민군관계 발전방안
∙ 정책연구 논문지도
∙ 민군협력 발전방안 발표 / 토의

3
4
4

소계 7

실습� 및�간담회

∙ 논문작성 및 연구방법
∙ 예비전력 특강
∙ 예비전력 미래비전
∙ 동원전력 법제 및 사례
∙ 정책연구작성 및 발표 준비

3
2
2
2
4

소계 13

기� 타

∙ 입교/상호소개, 설문, 수료
∙ 팀빌딩 단결활동
∙ 안보현장견학

1
2
14

소계 17

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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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교 육

KNDU최고경영자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9주

연� 1회/

40명
4.25.∼6.24.

∙ ’21.8.31∼’22.9.30 전역(예정) 장성

∙ ’21.8.31 이전 전역장성 중 교육 미이

수자로 희망자

* 배우자 참석 권장

❍ 교육목표

전역에 따른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개척 및 사회 지도자로서 국

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 고취

❍ 교육중점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자신 및 주변관리 능력 배양

•사회 이해 및 적응 기반 구축

•진로개척을 위한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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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안보상황�이해
∙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와 국가안보 3

소계 3

사회적응� 및�활동

∙ 군인연금정책 및 제도
∙ 후반전을 위한 유쾌한 인생 전략
∙ 오피니언 리더의 SNS 소통전략
∙ 전역장성의 SWOT분석과 행복설계 코칭
∙ 재향군인회 방문, 신규장성 초청간담회

3
3
3
3
6

소계 18

진로개척

∙ 퇴직 후 변화관리-명강사가 되는 길
∙ 창업절차와 창업가정신
∙ 행복한 노후걸계

3
3
3

소계 9

자기관리

재산관리

∙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재테크 전략
∙ 부동산정책과 자산 관리
∙ 세법-종합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세제
∙ 사회생활과 법률-민사법을 중심으로

3
3
6
3

건강관리
∙ 건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 당당하고 아름다운 중년의 건강관리

3
3

자신 /
가정관리

∙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새출발

3

소계 24

현장학습

체력단련 ∙ 3회 12

국토탐사 ∙ 동해안, 울릉도/독도(3박4일) 24

기타
∙ 입수료 행사, 과정 안내
∙ 설문

3
1

소계 40

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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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본부전입직원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50명

1.10.∼1.14.
1.24.∼1.28.

∙ 육·해·공·해병 방위력개선  
  업무분야 ’22년 신규보직자

❍ 교육목표

각 군 본부 방위력개선분야 신규 보직자에게 관련 법규 및 절차를 교육하여 

국방 무기체계 사업관리 직무지식과 주요 핵심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업

무수행 역량 제고

❍ 교육중점

•국방 전력소요기획 관련 업무 이해 및 숙지

•국방 무기체계 사업관리 관련 업무 이해 및 숙지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업무절차 소개

❍ 교과편성 

분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총수명주기체계관리 3

소계 3

직무
역량

소요
기획

∙ 전력소요기획체계

∙ 합동성/상호운용성

3

3

소계 6

사업
관리

∙ 무기체계 사업관리
∙ 전력화 지원요소 관리
∙ 연구개발 사업관리
∙ 시험평가 관리
∙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3
3
3
3
3

소계 15

기타

∙ 분임연구/토의
∙ 입교·수료식 / 과정소개, 설문

3
1

소계 4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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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탄약및폭발물안전정책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일

연2회� /�

50명

3.22.∼3.23.

8.23.∼8.24.

∙ 탄약 및 폭발물 업무관리자

* 중령 이상, 군무원 4급이

상, 공무원 5급 이상

❍ 교육목표

탄약 및 폭발물, 관련장비와 탄약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련 국방정책 및 법

규, 업무절차, 사후관리 등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능력 

배양

❍ 교육중점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 관련 정책의 이해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숙지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시설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숙지

•국내·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발전방향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국방 탄약정책 소개

∙ 국방 안전정책 소개
2
1

소계 3

직무역량

∙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사례 및 조치방안

∙ 탄약/폭발물 안전관리 국내·외 발전방향

∙ 탄약저장시설 현대화의 효과적 추진방안

2
3
2

소계 7

기타
∙ 입교·수료식 / 교육강평, 설문 1

소계 1

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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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전관리담당관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일

연2회� /�

50명

3.24.∼3.25.

8.25.∼8.26.

∙ 안전책임관 및 관리관/담당관

* 중사 이상, 군무원 7급이상,

공무원 7급 이상

❍ 교육목표

국방 안전관리 책임관 및 관리관/담당관에게 안전 관련 법규, 국방위험성평

가, 안전업무절차, 사고조사 및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국

방 안전분야 책임관 및 담당관의 역량 강화

❍ 교육중점

•국방 안전 정책, 관리체계 및 관련 규정 숙지

•국방 안전 조직관리 및 의사소통 방법

•국방위험성 평가절차 및 부대안전활동 숙지

•국방 안전사고 조사 및 보고절차 숙지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정책/제도
∙ 국방 안전정책 및 법령, 규정소개 1

소계 1

직무역량

∙ 국방 위험성평가 절차 및 실습

∙ 안전조직관리 및 의사소통

∙ 부대 안전계획 수립

∙ 부대 안전 및 문화활동

∙ 사고사례 및 안전사고 조사 및 보고절차

2
2
2
2
2

소계 10

기타
∙ 입교·수료식 / 교육강평, 설문 1

소계 1

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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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및도박예방교관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4회� /�

160명

3.21.∼25,� 5.23.∼5.27.

9.26.∼9.30,� 11.21∼11.25.

∙ 국직및야전부대 교관
* 현역, 군무원, 병영  

   생활전문상담관 등

❍ 교육목표

병영 내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 및 도박문제로 인한 피해 최소를 

위해 군 인터넷윤리 및 도박예방 교관으로서 역량 배양

❍ 교육중점

•군 인터넷윤리 및 도박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병영 내 인터넷윤리 및 도박문제의 특성 이해

•강의안 작성과 강의 실습을 통한 교관 임무수행 능력 배양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인터넷윤리

∙ 디지털시민의 이해
∙ 자기관리 역량/소통과 관계역량
∙ 비판적 판단 및 사회참여
∙ 인터넷윤리 이슈
∙ 인터넷윤리 교안 교수법
∙ 상의시연 및 피드백

1
2
2
1
1
3

소계 10

도박예방

∙ 사행산업과 도박문제 현황
∙ 도박문제 선별 및 의뢰
∙ 군인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콘텐츠
∙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 도박중독 치료/회복사례 경험담
∙ 재정 및 법률문제
∙ 참여학습/효과적인 강의법
∙ 강의시연 및 령가

2
1
3
1
3
2
2
2

소계 16

기�타
∙ 입교/과정소개, 설문, 수료 2

소계 2

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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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정책실무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 2회/
50명

4.4.∼4.8.
11.14.∼11.18.

∙ 국방개혁실무자

❍ 교육목표

체계적인 국방개혁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방개혁 업무담당자 직

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교육중점

•국방개혁정책 및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전문성 제고

•국방개혁 2.0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국방개혁 전문가 초청강의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국방개혁정책

∙ 국방개혁정책 이론과 실제
∙ 역대정부 국방개혁정책
∙ 국방개혁업무수행체계

2
2
3

소계 7

국방개혁2.0

∙ 국방개혁2.0 업무수행체계
∙ 군구조개혁(지휘/부대/병력/전력구조)
∙ 병영문화개혁 및 스마트국방 혁신
∙ 국방개혁예산 및 법령
∙ 국방개혁전문가 초청강의
∙ 부대개편 및 재배치

2
3
3
2
2
2

소계 14

현장학습/
기타

∙ 현장학습
∙ 분임토의 및 개인연구
∙ 입교/상호소개, 설문, 수료

7
3
1

소계 11

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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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쟁수행체계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2일
연� 2회/
50명

6.2.∼6.3.
11.10.∼11.11.

∙ 국방부 5급 이상 공무원

❍ 교육목표

국방부 공무원의 전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쟁수행체계 이해 증진 

❍ 교육중점

•국가위기관리체계 및 국가전쟁수행체계에 대한 이해

•전구작전 기획 및 수행체계에 대한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국가위기관리체계� 및
국가전쟁수행체계

∙ 국가위기관리체계
∙ 국가전쟁수행체계
∙ 국가동원체계

3
2
2

소계 7

전구작전�기획체계
및� 수행체계

∙ 전구작전 기획 및 수행체계
∙ 전구연습 소개

3
3

소계 6

기타
∙ 입교/상호소개, 설문, 수료 1

소계 1

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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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軍史)업무실무자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1주

연2회� /�

50명

6.8.∼6.10.

10.5.∼10.7.

∙ 군사(軍史)업무담당자

* 국방역사, 부대사 작성실무자

∙ 軍史업무분야에 관심있는자 

(현역, 군(공)무원)

❍ 교육목표

국방정기역사 및 부대사를 작성하는 군사업무담당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올바

른 역사의식 고취 및 창의적 군사(軍史)연구 자세 견지, 자료수집절차 및 군사

(軍史)업무 분야 직무역량 함양

❍ 교육중점

•근대 및 현대 우리 군의 역사에 대한 이해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창의적 군사(軍史)연구 자세 견지

•국방역사서에 대한 이해(기본원리 및 원리)

•기록관리학 및 자료수집절차에 대한 직무 지식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직무역량

∙ 근대 및 현대 우리 군의 역사

∙ 각 군의 역사 소개(육·해·공군, 해병대)

∙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 및 절차

∙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 수집

3

4

2

1

소계 9

기�타

∙ 입교/과정소개, 설문, 수료

∙ 견학
1
4

소계 5

계 15



202

2022

국방대학교 요람

대통령경호처신임직원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기간 교육횟수/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소집

교육
3일 연1회� /� 20명 7.20.~22 ∙ 경호처 신임직원

❍ 교육목표

국가안보 및 국방업무 수행체계 이해를 통한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에 기여

❍ 교육중점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으로서 안보의식 고취

•군 조직체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이해 도모

•경호작전과 관련된 군 업무수행체계 이해

❍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군/경호경비� 업무

∙ 국방정책 소개

∙ 군조직과 정원

∙ 합참 및 통합방위작전 소개

∙ 경호경비 작전

1

1

3

3

소계 8

현장학습

∙ 합참 지휘통제실, B-1 문서고

∙ 계룡대(지휘통제실, U-2 문서고)
4
8

소계 12

기�타 ∙ 입·수료식 / 과정소개 2

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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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사관과정(ADD수탁과정)

❍ 과정운영

구분
교육
기간

교육횟수/
인원

교육주기 교육대상

원격

교육
2주

연1회� /�

25명
8.15.∼8.26. ∙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자

❍ 교육목표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복무할 신임장교들이 지향해야 할 건전한 공직가

치를 함양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역량을 습득

❍ 교육중점

•국가관, 안보관, 윤리관

•국방과학연구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군사지식

•조직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관계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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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편성

분 야 과    목 시간배정

공직가치

∙ 국가안보의 이해

∙ 북핵과 한반도 안보정세

∙ 군의 사회적 책임

3

3

3

소계 9

직무공통역량
(군사지식)

∙ 국방 및 군사용어

∙ 전쟁과 합동성

∙ 육군작전 소개

∙ 해군작전 소개

∙ 공군작전 소개

∙ 해병대작전 소개

∙ 군사보안

3

3

2

2

2

2

2

소계 16

관계역량
(조직적응)

∙ 관계형성 프로그램

∙ 조직생활의 원리와 사례Ⅰ

∙ 조직생활의 원리와 사례Ⅱ

∙ 의사소통

∙ 긍정심리

∙ 생명존중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 실습결과 발표 및 종합토의

3

3

7

3

3

3

4

소계 26

기타

∙ 과정소개/설문

∙ 분임친화활동

∙ 현장학습

1

4

7

소계 12

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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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과정

가. UN 군 옵서버 / 참모장교 과정

▶ 교육목표

   ❍ “파병 즉시, 현지 임무수행 가능한 파병요원 육성”

▶ 교육중점

   ❍ UN 지정과목 (CPTM·STM) 교육을 통한 'PeaceKeeper' 소양구비

•’20년 UN UNMO STM(개정본, ’20. 1. 22.부) 최신화 반영(강의록, 교안)

•INSTEX / FTX IB토의, 협조회의를 통한 훈련성과 극대화

•CPTM·STM 강의 간 동영상 등 교육보조자료 활용 ⇨ 이해도 향상

•소집교육 前 e-러닝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시행(CPTM·STM 과목, 1주)

   ❍ 참모/ 옵서버 상황조치능력 구비(MAPEX / INSTEX, 지형모델훈련/ FTX)

•임무단 실제 사용프로그램 숙달(Microsoft Word, Outlook-Express 등)

•UN 참모과정 훈련 : 3주 모델(강의 → MAPEX → INSTEX)

•UN 옵서버과정 훈련모델 : 지형모델훈련(도상, 8H) → 야외종합훈련(32H)

•옵서버 현장 임무수행능력 구비(FTX, 국제평화지원단 훈련장)

   ❍ 현지 임무단별 최신상황을 반영한 파병 유경험자 초빙교육

•임무단별 SOP, MOU, SOFA, ROE 교재 발간 및 가이드북 배포

•성과분석을 통한 교육과목 시간 조정, 임무단별 특성화 교육반영

•최근 파병복귀자 초빙을 통한 파병 실무경험교육 시행(임무단별 매칭)

•안보대 외국군 학생장교를 통한 영어교육 확대(아프리카·아시아·남미 등)

▶ 교육 기간 : 9주  

     * 과정 오리엔테이션 / 출국 준비(1주 차), CPTM/공통과목(2～3주 차),

        UN 참모장교 과정(4～6주 차), UN 군 옵서버과정(7∼8주 차), 

        센터 지정과목(9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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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기 및 대상

구분 계 1기 (3. 14. ~ 5. 13.) 2기 (9. 13. ~ 11. 11.)

대상

23명 15명 8명

4개국 인도/파키스탄, 남수단, 레바논, 서부사하라

▶ 주요 교육과목

❍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15)

Module1.1
∙ UN 평화유지활동 소개
  (Introduction of UN PKO)

1

Module1.2
∙ 평화와 안보활동

(Spectrum of Peace and Security Activities)
1

Module1.3
∙ UN 평화유지 원칙
  (Principles of UN Peacekeeping)

1

Module1.4
∙ UN 평화유지활동의 법적기반

(Legal Framework for UN Peacekeeping)
1

Module1.5
∙ 안보리 위임명령 실행
  (Security Council Mandates in Practice)

1

Module1.6
∙ 평화유지활동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How peacekeeping Operations Work?)

1

Module1.7
∙ 임무단 조직으로서 활동
  (Working As One in the Mission)

1

Module1.8 ∙ 임무단파트너(Mission Partners) 1

Module2.1
∙ 위임명령 과업
  (An Overview of Mandated Tasks)

1

Module2.2
∙ 평화구축 활동

(Peacebuilding Activities)
1

Module2.3 ∙ 인권보호(Human Rights) 1

Module2.4
∙ 여성, 평화와 안전
  (Women, Peace and Security)

1

Module2.5
∙ 민간인 보호
  (Protection of Civilians)

1

Module2.6
∙ 분쟁관련 성폭력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1

Module2.7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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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계속)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12)

Module3.1
∙ UN 핵심가치 및 자격
(UN Core Values and Competencies)

1

Module3.2
∙ 다양성 존중

  (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3
∙ 품행 및 규율

  (Conduct and Discipline)
1

Module3.4
∙ 성 착취 및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1

Module3.5
∙ 환경 및 자연자원

  (Environment and Natual Resources)
1

Module3.6
∙ UN 요원을 위한 안전과 방호

  (Safety and Security for UN Personnel)
1

Module3.7
∙ 개인 방호인식
  (Personal Security Awareness)

1

Module3.8 ∙ 건강(Health) 1

Module3.9 ∙ HIV / AIDS 1

Module3.10
∙ 스트레스 관리
  (Stress Management)

1

Module3.11
∙ 도로안전(Road Safety) 

  * 종합군수학교 3수송교육연대 

위탁교육

8

Module3.12
∙ 현장 기본 응급처치(Basic First Aid)

   * 국군의무학교 세이브센터 위탁교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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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장교(UN SO) STM(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 특별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UN
참모
장교�
(19)

Module1.1
∙ UN 사무국 조직
(UN Secretary Structure) 

1

Module1.2
∙ 임무단 구성 및 기능
(Mission HQ Structure and Functioning) 

1

Module1.3 ∙ 통합 분석 및 기획(IAP) 2

Module2.1 ∙ 국제법(International Law) 

1
Module2.2

∙ UN 법 및 정책
(UN Legal and Policy Framework) 

Module2.3
∙ 임무단 세부 법적기반
(Mission Specific Framework) 

1

Module3.1
∙ 군사계획수립절차
(Military Planing Process) 

4

Module3.2
∙ 평화유지활동 정보 / JOC & JMAC
(Peacekeeping Intelligence) 

2

Module3.3 ∙ 임무단 군수지원(Mission Support) 2

Module3.4 ∙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2

Module 4 ∙ MAPEX, INSTEX 80

Staff

Duty

SD� 1
∙ UN 보병대대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Techniques) 

2

SD� 2 ∙ 인사참모 업무(Personnel Branch U1 G1) 2

SD� 3
∙ 정보참모 업무
(Information Staff Branch U2,G2) 

1

SD� 4
∙ 작전참모 / 기획참모
(Operation Branch U3,G3,U5,G5) 

1

SD� 5 ∙ 군수참모(Mission Support) 1

SD� 6
∙ 민군업무 / 민군참모 
(UN CIMIC Branch, U9 & G9) 

1

SD� 7 ∙ 지휘 / 통제(Command & Control) 1

SD� 8
∙ UN 공병부대
(UN Military Engineer Uni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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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군 옵서버 STM(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 특별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UN�
옵서버
(16)

Module3.1
∙ 기초 UN 조사 및 확인
(Basic UN Investigation & Verification Techniques) 

2

Module3.2 ∙ 연락 및 협조(Liaison and Coordination) 2

Module3.3 ∙ 협상 및 조정(Negotiation & Mediation) 2

Module3.4 ∙ 인터뷰 기술(Interview Techniques) 2

Module3.5
∙ 무기·차량·항공기 식별
(Weapons, Vehicles and Aircraft Recognition) 

1

Module3.6 ∙ DDR(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2

Module3.7
∙ 지뢰·전쟁잔해·급조폭발물·탄흔분석
(Mines, Explosive Remnants of War, IED and 

Crater Analysis) 

2

Module3.8
∙ 통역활용
  (Use of Language Assistants) 

2

Module3.9 ∙ 미디어 대응(Media Relations) 2

Module3.10
∙ UN 보고절차 / 브리핑 기법
  (UNMO Reporting Procedure) 

8

OD 1 ∙ 정찰(Patrolling) 1

OD 2
∙ UN 기지 및 팀 리더
  (UN Bases & Team Leader)

1

OD 3
∙ 독도법 및 GPS
  (Map Reading & GPS)

2

OD 4 
∙ 무선통신
  (Wireless Communication)

4

OD 5
∙ 관측기술

  (Observation Technique)
1

야외종합훈련(Field Training Exercise) 40



210

2022

국방대학교 요람

❍ 센터지정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18)

ROK 1 ∙ 센터 소개교육 1

ROK 2 ∙ 이슬람 문화의 이해 3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ROK 4 ∙ 성평등 / 성폭력 예방교육 2

ROK

5

#1 ∙ 레바논 현지정세 3

#2 ∙ 남수단 현지정세 3

#3
∙ 인도 / 파키스탄, 예멘, 시리아,      

쿠웨이트 현지정세
3

#4 ∙ 서부 사하라 현지정세 3

#5 ∙ 수단 다푸르 현지정세 3

#5
∙ 소말리아, 바레인, 지부티, 美      

아프리카사령부 현지정세
3

#6 ∙ 美 중부사령부, UAE 현지 정세 3

#7 ∙ UAE 현지정세 3

ROK 6 ∙ 합참 지휘통제 3

ROK 7 ∙ 해외 방첩교육 2

ROK 8 ∙ PKO 전문가 초빙교육 3

ROK 9 ∙ 파병 실무경험 교육 3

ROK 10 ∙ 테러의 유형과 대응 3

ROK 11 ∙ PTSD 예방 3

ROK 12 ∙ 원어민 영어교육 10

ROK 13 ∙ 해상 교전규칙 3

ROK 14 ∙ 해양법 3

ROK 15 ∙ 최근 해적활동 동향 3

ROK 16 ∙ 임무단 교전규칙(ROE) /주둔군지위협정(SOFA) 3

ROK 17 ∙ 다국적군(MNF) 개념·활동·구조 이해 2

ROK 18 ∙ 다국적군(MNF) 작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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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Orientation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GO

(5)

GO 1 ∙ 세계지역기구의 PKO 활동 소개 2

GO 2 ∙ CIMIC(민군협력) 이해 2

GO 3 ∙ UN 경찰과 업무(UNPOL) 2

GO 4 ∙ UN 난민기구(UNHCR) 2

GO 5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2

❍ 기 타

분야 세부과목 시간배정

기타
(13)

∙ 입교 / 수료식 4

∙ 국제분쟁 개관 1

∙ Ice-Breaking 2

∙ WHO, ‘COVID-19' e-러닝 / 소감문 작성 4

∙ UNAC 시나리오 소개 3

∙ FTX 지형모델훈련 이론교육(선행교육) 4

∙ FTX 지형모델훈련 6

∙ 파병 임무수행 Back-Briefing 4

∙ 출국준비
   * 관용여권 발급, 예방접종, 피복신청, 신체검사 등

12

∙ 안전보장대학원 영어교육 11

∙ CPTM 선행평가 1

∙ 전투체육 (총 2회) 7

∙ 파병지역 개인연구 (총 7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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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NF 참모 과정

↳ Multinational Force(다국적군) 

▶ 교육목표

❍ 다국적군 참모로서 파병지역별 실무습득 / 임무 수행능력 구비

▶ 중 점

❍ 원활한 작전 / 임무수행을 위한 현지정세 등 기본지식 구비

❍ MNF 참모로서 상황조치능력 구비(참모협조훈련 등 / 종합상황실)

    * 해상 교전규칙, 해양법, 합참 지휘통제, 이슬람 문화의 이해 등

▶ 교육 기간 : 3주

▶ 교육 시기 및 대상

구분 계 1기 (3. 14. ~ 4. 1.) 2기(9. 13. ~ 30..)

대상

15명 4명 11명

4개국

독일(美 아프리카사)

바레인(IMSC)

바레인(연합해군사)

쿠웨이트(CJTF-OIR)

지부티(CJTF)

바레인(CMF)

아덴만(CT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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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육과목

❍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2)

Module3.2
∙ 다양성존중
  (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10
∙ 스트레스 관리
  (Stress Management)

1

❍ STM(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 특별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STM

(5)

Module1.3 ∙ 통합분석 및 기획(IAP) 2

Module2.1 ∙ 국제법(International Law) 2

Module3.1
∙ 군사계획수립절차
(Military Planing Process) 

4

Module3.10
∙ UN 보고절차 / 브리핑 기법
(UNMO Reporting Procedure) 

8

Module� 4 ∙ 참모협조훈련(INSTE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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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지정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14)

ROK 1 ∙ 센터 소개 교육 1

ROK 2 ∙ 이슬람 문화의 이해 3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ROK 4 ∙ 성평등 / 성폭력 예방교육 2

ROK 5 ∙ 임무지역 현지정세 3

ROK 7 ∙ 해외 방첩교육 1

ROK 9 ∙ 파병 실무경험 교육 3

ROK 10 ∙ 테러의 유형과 대응 3

ROK 11 ∙ PTSD 예방 2

ROK 13 ∙ 해상 교전규칙 3

ROK 14 ∙ 해양법 3

ROK 15 ∙ 최근 해적활동 동향 3

ROK 17 ∙ 다국적군(MNF) 개념·활동·구조 이해 2

ROK 18 ∙ 다국적군(MNF) 작전 2

❍ 기 타

분야 세부과목 시간배정

기타
(5)

∙ 입교 / 수료식, 교육 / 강의만족도 설문평가 4

∙ 국제분쟁 개관 1

∙ 출국준비, WHO, COVID-19 e러닝 12

∙ 전투체육 7

∙ 파병지역 개인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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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명(레바논)부대 교육과정

▶ 교육목표

❍ UN PKO 기본개념 이해

❍ 업무능력 함양 / 현지 임무 수행능력 제고

▶ 중점

❍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UN PKO 활동에 대한 이해와 숙지

    * UN 지정과목 교육 : 파병 전 핵심과목(CPTM), 특별훈련과목(STM)

❍ 성공적인 PKO 활동을 위한 기본소양와 능력 구비

    * 이슬람 문화의 이해, 레바논 현지정세, 테러의 유형과 대응, PTSD, 스트레스관리 등

▶ 교육 기간 : 3주(국제평화지원단 출강교육)

▶ 교육 시기 및 대상 

구분 계  동명 27진 ('22. 7. 4. ~ 22.)

대상 395명 395명 (선 간부 : 70명 / 본대 : 325명 )
  

▶ 주요 교육과목

❍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8)

Module1.1 ∙ UN 평화유지활동 소개
  (Introduction of UN PKO)

1

Module1.2 ∙ 평화와 안보활동
(Spectrum of Peace and Security Activities)

1

Module1.3 ∙ UN 평화유지 원칙
  (Principles of UN Peacekeeping)

1

Module1.4 ∙ UN 평화유지활동의 법적기반
(Legal Framework for UN Peacekeeping)

1

Module1.5 ∙ 안보리 위임명령 실행
  (Security Council Mandates in Practice)

1

Module1.6 ∙ 평화유지활동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How peacekeeping Operations Work?)

1

Module1.7 ∙ 임무단 조직으로서 활동
  (Working As One in the Mission)

1

Module1.8 ∙ 임무단파트너(Mission Partn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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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계속)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15)

Module2.1 ∙ 위임명령 과업
  (An Overview of Mandated Tasks)

1

Module2.2 ∙ 평화구축 활동(Peacebuilding Activities) 1

Module2.3 ∙ 인권보호(Human Rights) 1

Module2.4 ∙ 여성, 평화와 안전
  (Women, Peace and Security)

1

Module2.5 ∙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1

Module2.6 ∙ 분쟁관련 성폭력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1

Module2.7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1

Module3.1 ∙ UN 핵심가치 및 자격
(UN Core Values and Competencies)

1

Module3.2 ∙ 다양성 존중(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3 ∙ 품행 및 규율(Conduct and Discipline) 1

Module3.4 ∙ 성 착취 및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1

Module3.5 ∙ 환경 및 자연자원
  (Environment and Natual Resources)

1

Module3.6 ∙ UN 요원을 위한 안전과 방호
  (Safety and Security for UN Personnel)

1

Module3.7 ∙ 개인 방호인식
  (Personal Security Awareness)

1

Module3.10 ∙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2

❍ STM(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 특별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STM
(6)

Module3.1 ∙ 군사계획수립절차 소개
  (Military Planing Process) 

2

Module3.4 ∙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2

SD� 1 ∙ UN 보병대대 평화유지활동 소개
  (Peacekeeping Techniques) 

2

Module3.3 ∙ 임무단 군수지원
  (Mission Support) 

1

Module3.6 ∙ DDR 2

Module3.9 ∙ 미디어 대응 / 군수지원
   (Media Relations)

2



217

제3장 교육과정

❍ 센터지정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8)

ROK� 1 ∙ 센터 소개교육 1

ROK� 2 ∙ 이슬람 문화의 이해 3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ROK 5-1 ∙ 레바논 현지정세 3

ROK 7 ∙ 해외 방첩교육 2

ROK 10 ∙ 테러의 유형과 대응 3

ROK� 11 ∙ PTSD 예방 3

ROK� 16
∙ 임무단 교전규칙(ROE) /

  주둔군지위협정(SOFA)
2

❍ 기 타

분야 세부과목 시간배정

기타

(3)

∙ 입교식 및 수료식 2

∙ CPTM 필기평가 1

∙ 교육 / 강의만족도 설문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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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빛(남수단)부대 교육과정

▶ 교육목표

❍ UN PKO 기본개념 이해

❍ 업무능력 함양 / 현지 임무 수행능력 제고

▶ 중점

❍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UN PKO 활동에 대한 이해와 숙지

    * UN 지정과목 교육 : 파병 전 핵심과목(CPTM), 특별훈련과목(STM)

❍ Peacekeeper로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소양과 전문능력 구비

    * 남수단 현지정세, 이슬람 문화의 이해, 테러의 유형과 대응, PTSD 예방 등

▶ 교육 기간 : 3주(국제평화지원단 출강교육)

▶ 교육 시기 및 대상

구분 계  
한빛 15진

('22. 1. 10. ~ 28.)
한빛 16진

('22. 9. 5. ~ 23.)

대상
684명 342명 342명

비고 선 간부 57명 / 본대 285명

▶ 주요 교육과목

❍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8)

Module1.1
∙ UN 평화유지활동 소개
  (Introduction of UN PKO)

1

Module1.2
∙ 평화와 안보활동

(Spectrum of Peace and Security Activities)
1

Module1.3 ∙ UN 평화유지 원칙
  (Principles of UN Peacekeeping)

1

Module1.4
∙ UN 평화유지활동의 법적기반

(Legal Framework for UN Peacekeeping)
1

Module1.5
∙ 안보리 위임명령 실행
  (Security Council Mandates in Practice)

1

Module1.6 ∙ 평화유지활동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How peacekeeping Operations Work?)

1

Module1.7
∙ 임무단 조직으로서 활동
  (Working As One in the Mission)

1

Module1.8 ∙ 임무단파트너(Mission Partn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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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계속)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15)

Module2.1 ∙ 위임명령 과업
  (An Overview of Mandated Tasks)

1

Module2.2 ∙ 평화구축 활동(Peacebuilding Activities) 1

Module2.3 ∙ 인권보호(Human Rights) 1

Module2.4 ∙ 여성, 평화와 안전
  (Women, Peace and Security)

1

Module2.5 ∙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1

Module2.6 ∙ 분쟁관련 성폭력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1

Module2.7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1

Module3.1 ∙ UN 핵심가치 및 자격
(UN Core Values and Competencies)

1

Module3.2 ∙ 다양성 존중(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3 ∙ 품행 및 규율(Conduct and Discipline) 1

Module3.4 ∙ 성 착취 및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1

Module3.5 ∙ 환경 및 자연자원
  (Environment and Natual Resources)

1

Module3.6 ∙ UN 요원을 위한 안전과 방호
  (Safety and Security for UN Personnel)

1

Module3.7 ∙ 개인 방호인식
  (Personal Security Awareness)

1

Module3.10 ∙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2

❍ STM(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 특별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STM
(5)

Module3.1 ∙ 군사계획수립절차
  (Military Planing Process) 

2

Module3.4 ∙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2

SD� 1 ∙ UN 보병대대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Techniques) 

2

SD� 8 ∙ UN 공병부대(Engineering Unit) 2

Module3.9 ∙ 미디어 대응(Media Relations) /  
  군수지원(Mission Suppo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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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지정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10)

ROK� 1 ∙ 센터 소개교육 1

ROK� 2 ∙ 이슬람 문화의 이해 3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ROK 5-2 ∙ 남수단 현지정세 3

ROK 6 ∙ 합참 지휘통제 2

ROK 7 ∙ 해외 방첩교육 2

ROK 9 ∙ 파병 실무경험 교육 3

ROK 10 ∙ 테러의 유형과 대응 3

ROK� 11 ∙ PTSD 예방 2

ROK� 16
∙ 임무단 교전규칙(ROE) /    

  주둔군지위협정(SOFA)
3

❍ 기 타

분야 세부과목 시간배정

기타

(3)

∙ 입교식 및 수료식 2

∙ CPTM 필기평가 1

∙ 교육 / 강의만족도 설문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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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해부대 선 간부교육 과정

▶ 교육목표

   ❍ 성공적인 파병 임무수행 완수 

   ❍ 소말리아(아덴만) 해적활동 이해, 현지 임무수행능력 제고

▶ 교육중점

   ❍ 다국적군 활동에 대한 개념과 구조,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

   ❍ 파병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소양과 능력 구비

         * 소말리아 현지정세, 최근 해적활동 동향, 해상교전 규칙 / 해양법 등

▶ 교육 기간 : 1주

▶ 교육 시기 및 대상

구 분 계
청해 37진

('22. 2. 7. ~ 11.)

청해 38진
('22. 8. 22. ~ 26.)

대상(명)
30명 15명 15명

비고 해군, 해병대   

▶ 주요 교육과목

❍ UN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3)

Module2.3 ∙ 인권보호(Human Rights) 1

Module3.2 ∙ 다양성 존중(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10 ∙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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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지정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10)

ROK� 1 ∙ 센터 소개교육 1

ROK� 2 ∙ 이슬람 문화의 이해 2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ROK� 4 ∙ 합참 지휘통제 2

ROK 5-6 ∙ 소말리아 현지정세 3

ROK 7 ∙ 해외 방첩교육 1

ROK 10 ∙ 테러의 유형과 대응 2

ROK� 13� /

ROK� 14
∙ 해상 교전규칙 / 해양법 3

ROK� 15 ∙ 최근 해적활동 동향 2

ROK� 17 ∙ 다국적군 개념 · 구조 · 활동 이해 2

❍ 기 타

분야 세부과목 시간배정

기타

(2)

∙ 입교 / 수료식 1

∙ 교육 / 강의만족도 설문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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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크부대 교육과정

▶ 교육목표

   ❍ 성공적인 파병 임무수행 완수

   ❍ 현지 작전수행능력 배양, 직책별 임무수행 숙달

▶ 교육중점

   ❍ 성공적인 국방협력을 위한 임무수행능력 배양

   ❍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위한 기본소양과 능력 구비

         * 이슬람 문화의 이해,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현지정세 등 

▶ 교육기간 : 2일

▶ 교육시기 및 대상

구 분 계
아크 20진

('22. 6. 16. ~ 17.)

대상

150명 150명

비고 육군(특전사)   

▶ 주요 교육과목

❍ UN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전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4)

Module2.3 ∙ 인권보호(Human Rights) 1

Module3.2 ∙ 다양성 존중
  (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3 ∙ 품행 및 규율
  (Conduct and Discipline)

1

Module3.10 ∙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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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및 기 타

분야 세부과목 시간배정

GO

/

기타

(2)

∙ CIMIC(민군협력) 이해 1

∙ 교육 / 강의만족도 설문평가 1

❍ 센터 지정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4)

ROK� 2 ∙ 이슬람 문화의 이해 2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ROK 5-7 ∙ UAE 현지정세 2

ROK 7 ∙ 해외 방첩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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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비부대 교육과정

▶ 교육목표

   ❍ 의명, 파병임무 부여 시 합참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 준비태세 완비

▶ 교육중점

   ❍ UN 필수과목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UN 기본소양 구비
         * UN 지정과목 교육 : 핵심과목(CPTM), 센터지정과목 위주 교육

   ❍ 국제평화활동 참여 임무부여시 1~2개월 이내 임무수행 가능태세 유지

▶ 교육기간 : 1주

▶ 교육 시기 및 대상

구분 계  '22 - 1기
('22. 5. 23. ~ 27.)

'22 - 2기
('22. 11. 21. ~ 25.)

대상
40명 20명 20명

비고 예비 및 별도지정부대
(육군 16명, 해· 공군, 해병대 · 의무사 각 1명 : 소부대 지휘자 위주)  

▶ 주요 교육과목

❍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8)

Module1.1 ∙ UN 평화유지활동 소개
  (Introduction of UN PKO)

1

Module1.2 ∙ 평화와 안보활동
(Spectrum of Peace and Security Activities)

1

Module1.3 ∙ UN 평화유지 원칙
  (Principles of UN Peacekeeping)

1

Module1.4 ∙ UN 평화유지활동의 법적기반
(Legal Framework for UN Peacekeeping)

1

Module1.5 ∙ 안보리 위임명령 실행
  (Security Council Mandates in Practice)

1

Module1.6 ∙ 평화유지활동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How peacekeeping Operations Work?)

1

Module1.7 ∙ 임무단 조직으로서 활동
  (Working As One in the Mission)

1

Module1.8 ∙ 임무단파트너(Mission Partn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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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계속)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14)

Module2.1 ∙ 위임명령 과업
  (An Overview of Mandated Tasks) 1

Module2.2 ∙ 평화구축 활동(Peacebuilding Activities) 1

Module2.3 ∙ 인권보호(Human Rights) 1

Module2.4 ∙ 여성, 평화와 안전
  (Women, Peace and Security) 1

Module2.5 ∙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1

Module2.6 ∙ 분쟁관련 성폭력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1

Module2.7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1

Module3.1 ∙ UN 핵심가치 및 자격
(UN Core Values and Competencies)

1

Module3.2 ∙ 다양성 존중(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3 ∙ 품행 및 규율(Conduct and Discipline) 1

Module3.4 ∙ 성 착취 및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1

Module3.5 ∙ 환경 및 자연자원
  (Environment and Natual Resources)

1

Module3.6 ∙ UN 요원을 위한 안전과 방호
  (Safety and Security for UN Personnel)

1

Module3.7 ∙ 개인 방호인식
  (Personal Security Awareness) 1

❍ STM(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 특별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STM
(1) SD� 1 ∙ UN 보병대대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Techniqu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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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지정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4)

ROK� 1 ∙ PKO센터 소개교육 2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ROK 6 ∙ 합참 지휘통제 2

ROK� 16
∙ 임무단 교전규칙(ROE) /    

  주둔군지위협정(SOFA)
2

❍ 기타

분야 세부과목 시간배정

기타

(3)

∙ 입교식 및 수료식 2

∙ CPTM 필기평가 1

∙ 교육 / 강의만족도 설문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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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외기관 PKO 교육과정

▶ 교육목표

   ❍ 국제 안보환경에서 PKO 및 다국적군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PKO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 필요

   ❍ 한국(외국)군 장교, 민간대학교(원) 학생, 직무교육원 교육생 등 

        다양한 외부교육 과정에 대한 PKO 관련 교육을 통해 PKO 

        중요성과 센터 위상 제고

▶ 교육중점

   ❍ UN의 역할 및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이해(CPTM)

   ❍ UN이 적용하는 군사계획수립절차(MPP) 숙지 및 이해

   ❍ 평화유지와 평화강제, 평화조성과 분쟁 후 평화복구에 대한 

       이해 및 UN PKO 중요성 인식

▶ 교육기간 : 1일 ~ 분기단위 1회

▶ 교육 시기 및 대상

구분 계  
육대 

정규과정
육대 

정규과정
경찰대학교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중견리더과정)

한림대
글로벌

협력대학원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유엔평화
기념관

시기 -
2H

(9. 21.)
4H

(9. 22.)
8H

(10. 5.)
4H

(3. 23.)
분기 1회 2H

(10. 4.)
2H

(10. 6.)

인원 580명 200명 200명 40명 30명 30명 40명 40명

교육내용
한국군 
PKO

소개교육

UN
군사계획

수립절차교육

UN CPTM
과목교육

한국군
PKO 소개
역사와 활동

한국군 PKO
소개교육

▶ 주요 교육과목
❍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4)

Module1.1 ∙ UN 평화유지활동 소개
  (Introduction of UN PKO)

1

Module1.2 ∙ 평화와 안보활동
(Spectrum of Peace and Security Activities)

1

Module1.3 ∙ UN 평화유지 원칙
  (Principles of UN Peacekeeping) 1

Module1.4 ∙ UN 평화유지활동의 법적기반
(Legal Framework for UN Peacekeep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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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 파병 전 핵심훈련과목)(계속)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CPTM
(18)

Module1.5 ∙ 안보리 위임명령 실행
  (Security Council Mandates in Practice)

1

Module1.6 ∙ 평화유지활동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How peacekeeping Operations Work?)

1

Module1.7 ∙ 임무단 조직으로서 활동
  (Working As One in the Mission)

1

Module1.8 ∙ 임무단파트너(Mission Partners) 1

Module2.1 ∙ 위임명령 과업
  (An Overview of Mandated Tasks)

1

Module2.2 ∙ 평화구축 활동(Peacebuilding Activities) 1

Module2.3 ∙ 인권보호(Human Rights) 1

Module2.4 ∙ 여성, 평화와 안전
  (Women, Peace and Security)

1

Module2.5 ∙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1

Module2.6 ∙ 분쟁관련 성폭력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1

Module2.7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1

Module3.1 ∙ UN 핵심가치 및 자격
(UN Core Values and Competencies)

1

Module3.2 ∙ 다양성 존중(Respect for Diversity) 1

Module3.3 ∙ 품행 및 규율(Conduct and Discipline) 1

Module3.4 ∙ 성 착취 및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1

Module3.5 ∙ 환경 및 자연자원
  (Environment and Natual Resources)

1

Module3.6 ∙ UN 요원을 위한 안전과 방호
  (Safety and Security for UN Personnel)

1

Module3.7 ∙ 개인 방호인식
  (Personal Security Awareness)

1



230

2022

국방대학교 요람

❍ STM(Specialized Training Materials / 특별훈련과목)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STM
(1) Module3.1 ∙ 군사계획수립절차

  (Military Planing Process) 
4

❍ 센터지정

분야 과목코드 세부과목 시간배정

센터
지정
과목
(2)

ROK� 1 ∙ PKO센터 소개교육 2

ROK� 3 ∙ 한국군 파병의 역사와 교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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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학사안내

1. 학점교류

  국방대학교는 민간대학 및 교육/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학술 공동

연구와 학술회의 공동개최, 교수 교환 강의 및 석사 학생 학점교류, 학술, 출판자료 

정보교환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 기타문의 : 국방대학교 교수부 학사관리과(041-831-3133 학사관리담당)
                        관리대 교학처(041-831-5324 주간교육지원담당)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 학위과정 학칙 제25조 / 관리대학원 교육운영 예규 제4장

신청자격
∘ 국방대학교 석․박사과정 학생
∘ 학술교류 협정체결 대학의 대학원생 및 위탁교육생

신청시기 ∘ 정규학기 개강 전(1~2월, 7~8월)

신청절차

≪국방대�→�민간대≫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승인 후 

국방관리대학원 교학처에 제출
≪민간대�→�국방대≫
∘ 자격 : 소속 대학원 각 학기 등록자로서 소속 대학원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 수강안내 : 인터넷 www.kndu.ac.kr 공지사항 및 학술교류 협정
- 수강신청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본인 소속 
대학원 교학처로 신청

교과목이수
∘ 학술교류 협정 대학교에서 대학원 수준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청강은 대학 수준의 과목도 가능하다.
∘ 소속 대학원의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취득학점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외 다른 학교 및 교육부에서 학점 
인정받은 군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학점교류에 의한 취득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12학점으로 
제한한다.

신청인원
∘ 수강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수강인원의 과다로 담당 교수가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학점인정�및
성적평가

∘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학점 취득을 신청한 학생에게는 대학 평가 기준을 적용하되 절대평가를 한다.

학칙준수
∘ 학점을 신청한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서관�이용
∘ 학점교환을 신청한 학생은 도서관 운영 내규에 따라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시설물�이용 ∘ 학점교환을 신청한 학생은 교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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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술교류 협정 현황

1) 국내 학술협정 현황

❍ 국내대학

대 학 명 일자 대 학 명 일자

2000년

고려대학교 1.24. 2007년 서울사이버대학교 12.13.

이화여자대학교 2.11.

2008년

숭실대학교 2.26.

연세대학교 2.24. 아주대학교 7.23.

경기대학교 3.16. 한국외국어대학교 8.26.

서강대학교 5.25.
2009년

국민대학교 4.10.

KDI 국제정책대학원 10.25. 성신여자대학교 4.15.

성균관대학교 10.31.
2010년

경상대학교 2.26.

2002년

항공대학교 1.29. 한양대학교 12. 2.

명지대학교 1.31.
2011년

순천향대학교 9.16.

숙명여자대학교 2.15. 세종대학교 10.27.

초당대학교 5.31.

2013년

목원대학교 6.26.

인하대학교 10. 4. 건양대학교 7. 4.

2003년

서울대학교 1. 8. 한남대학교 7. 4.

경희대학교 1.16. 2014년 동국대학교 4. 9.

가천대학교 6.16.
2015년

원광대학교 5.18.

카톨릭관동대학교 6.16. 전북대학교 6.17.

2004년 포항공과대학교 7.12.

2016년

KAIST 2. 2.

2005년

한성대학교 1.24. 공주대학교 4.26.

한림국제대학원 2.25. 충북대학교 11.28.

한동대학교 3.18.

2019년

강원대학교 10.11

동양대학교 8.22.
한국폴리텍특성화

대학교
10.24

중앙대학교 11.21.

2006년

영남대학교 3. 6.

2020년

광주과학기술원 1.21.

조선대학교 4.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5.
청주대학교 10.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31.
대전대학교 10.26.

합동군사대학교 7.6.충남대학교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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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기관

구 분 기관명 체결일자

연구소

세종연구소 2000. 5. 30.

통일연구원 2004. 5. 11.

국립외교원 2010. 9. 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3. 18.

국방과학연구소(ADD) 2018. 7. 18.

한국전자통신연구소 2018. 8. 22.

국방기술품질원 2019. 10. 24.

KDI 2020. 10. 21.

자치단체

서울시 강남구청 2003. 8. 8.

충청남도 2017. 9. 26.

논산시 2017. 9. 26.

고양시 2018. 3. 8.

충청북도 2018. 11. 23.

기타

국회도서관 2001. 4. 3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8. 12. 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 3. 30.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1. 10. 6.

금융감독원 2013. 5. 8.

언론중재위원회 2013. 9. 12.

한국정보관리협회 2014. 2. 4.

중앙공무원교육원 2014. 5. 2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9. 2. 21.

한국국방외교협회 2019. 11. 5.

태권도진흥재단 2020. 2. 13.

주재현 JFKN 어학연구소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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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학술협정 현황

체결기관 내 용 협정체결일

미국

해군대학원

∘ 교수 및 연구원의 교류
∘ 석사과정 학생 교환프로그램 시행

- 1년 차: 국방대학교 교육
- 2년 차: 미해대원 교육 및 학위취득

∘ 학술연구, 출판물 상호교환 

2003.09.23.

오하이오�
주립대

머션센터�

∘ 교수 및 연구원의 교류
∘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2004.09.17.

랜드�연구소�
∘ 교수/연구원 교환연수
∘ 학생위탁 교류
∘ 공동연구 및 정보자료 교환

2005.03.01.

아태
안보연구소
(APCSS)

∘ 상호방문 및 인력교환
∘ 합동연구, 세미나, 교환 및 출판, 교육 및 훈련 등
∘ APCSS 한국인 동창회 지원

2014.09.02.

국방대학교
∘ 교수 및 연구원의 교류
∘ 학생 위·수탁교육 교류
∘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2016.02.24.

중국�국방대학교�
∘ 학교 고위층회담: 격년 상호방문 
∘ 학생대표단 상호방문
∘ 연구원 상호파견 및 강의

2004.04.22.

호주�국방대학교�
∘ 공동학술연구 및 학술교류
∘ 학생대표단 상호방문
∘ 연구원 상호파견 및 강의

2005.09.20.

이스라엘�
국방대학교

∘ 양 교 대표자 상호교환 방문
∘ 학생대표단 상호방문 
∘ 교환교수 파견 및 교환 강의 

2008.12.14.

컬럼비아�
국방대학교

∘ 지휘부 및 학생대표단의 상호방문
∘ 교수 및 연구원의 교환 강의
∘ PKO 센터 교류협력

2011.11.10.

베트남� 국방대학교
∘ 학술교류 및 교수 및 연구원 교류
∘ 지휘부 및 학생대표단 상호방문

2012.09.25.

몽골�국방대학교

∘ 상호방문, 연구원 상호파견 및 강의
∘ 관심 분야 회담, 세미나, 토의회 개최
∘ 석･박사학위 상호 과정 지원
∘ 훈련, 연구, 학술과정의 자료교환

2012.10.16.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 학술교류
∘ 학생 및 교수 교환 장려

2012.10.30.

스위스� GCSP
∘ 교수와 연구원의 교환 방문 및 학술교류
∘ 학생의 교환 및 연수
∘ 연구소 행정 및 운영 협조

2012.11.16.

폴란드� 국방대학교
∘ 지휘부, 학생대표단 주기적 상호방문
∘ 교수 및 연구원의 교환 강의 또는 연수

2013.10.23.



235

제4장 학사안내

체결기관 내 용 협정체결일

인

도

네

시

아�

국방대학교
∘ 교수 및 연구원 교류 

∘ 회의,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 등 상호 참여
2015.07.06.

국립대학교
∘ 교수 및 연구원 교류

∘ 합동 연구 활동
2019.11.17.

국가안보연구원
∘ 학생 교환방문, 교수 교환 강의 및 연구

∘ 출판 문헌 및 자료교환
2020.08.03.

페루�고등연구원
∘ 출판물과 발간물 교환

∘ 교육과정, 인턴십 혹은 능력계발 프로그램 

진행
2015.11.23.

싱가포르�

난양기술대(RSIS)

∘ 출판 문헌 및 자료교환

∘ 공동 관심사에 대한 회의, 워크숍 등 참석
2016.01.26.

헝가리�국방대학교
∘ 지도부 상호방문

∘ 교직원 및 연구 인력교환
2016.05.20.

스리랑카�국방대학교

∘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상호방문, 연구 및 

학술교류

∘ 초청 강의와 연구를 위한 교수 및 연구진 

교환

2016.10.04.

UAE�국방대학교 ∘ 학술, 연구, 기술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 이행 2016.11.22.

영국

국방대학교(RCDS)
∘ 학생 교환방문, 교수 교환 강의 및 연구

∘ 출판 문헌 및 자료교환
2017.06.24.

스웨덴

국방대학교(SEDU)

∘ 학생 교환방문, 교수 교환 강의 및 연구

∘ 출판 문헌 및 자료교환
2017.09.13.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IHEDN)
∘ 학술적 관계 형성 및 상호 간의 도서 이용

∘ 전략세미나 등 상호 간 학술방문 제공
2018.05.25.

캄보디아�

국방대학교(CNDU)
∘ 학생 교환방문, 교수 교환 강의 및 연구

∘ 출판 문헌 및 자료교환
2018.11.12.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

∘ 연구자료, 발간물 및 학술정보의 교환

∘ 학생, 교수, 교직원 교류 및 관심 분야 공동 

교육과정 개발

2019.03.07.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

∘ 원거리 교육체계 구성, 공동연구, 출판물 

교환 등

∘ 학생, 교수, 교직원 상호교류 및 관심 분야 

주제발표 및 토의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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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 · 복학 · 재입학 안내

   가. 휴학 · 복학

    휴학신청 기간

       ⦁ 학기 전 : 수강신청기간(학위과정 공지 참고)

       ⦁ 학기 후 : 개강 후 7주 이내

    휴학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

    복학

       ⦁ 학기 시작 30일 전 복학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관련규정 : 「학위과정 학칙」 제9장 휴학 및 복학, 자퇴

   나. 재입학

    대상/자격 : 재학 연한 내 졸업이 가능한 자 중 입학정원 내 1회

    지원조건 : 최초 입학 당시의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함

    선발 : 학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

    제출서류 : 재입학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권자의 추천공문,

재입학 사유서 등

    관련규정 : 「학위과정 학칙」 제13장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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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연한 ·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의미

      :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 기간을 말함.

    학위과정별 연한

       ⦁ 주간 석사과정 : 2년

       ⦁ 야간 석사과정 : 2년 6월

       ⦁ 주간 박사과정 : 3년

       ⦁ 주말 박사과정 : 3년 6월

    관련규정 

      : 「학위과정 학칙」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목 및 학점

   나. 재학연한

    의미

      :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 기간을 말함.

    학위과정별 연한

       ⦁ 주간 석사과정 : 8년

       ⦁ 야간 석사과정 : 8년

       ⦁ 주간 박사과정 : 10년

       ⦁ 주말 박사과정 : 10년

    관련규정

      : 「학위과정 학칙」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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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경고 · 제적 · 퇴학 안내

   가. 학사경고

    ⦁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2.7) 미만에 해당한 자

    ⦁ 학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제적

    ⦁ 소정의 기일 내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학 기간이 경과

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때

    ⦁ 재학연한을 초과하였을 때

    ⦁ 징계 절차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 재시험(3회)에 불합격하였을 때

    ⦁ 수업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납부대상자만 해당)

    ⦁ 사망하였을 때

   다. 퇴학

    ⦁ 학업부실 또는 신병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 1·2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등급 B0(3.0) 미만에 해당한 자

    ⦁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 타교에 이중 취학하였을 때

    ⦁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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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명서 발급 안내

   가. 증명서 종류

과 정 종 류 신청조건

학위

과정

성적증명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학위수여증명서 석·박사과정의 학위취득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석·박사과정의 학위취득예정자

수료증명서
재학연한을 만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자

연구생증명서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

안보

과정

성적증명서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

졸업증명서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

재학증명서 안보과정에 재학 중인 자

직무

과정

수료증서 직무과정을 이수한 자

성적증명서 직무과정을 이수한 자

   나. 증명서 신청/발급 절차

    1) 온라인증명발급시스템(국방망)

       ⦁ 이용시간 : 08:30 ~ 17:30

       ⦁ 신청방법 : 온라인증명서발급시스템 접속(홈페이지) - 

국방망제증명신청 - 비회원로그인 - 신청 

- 발급

    2) 온라인증명발급시스템(인터넷망)

       ⦁ 이용시간 : 08:30 ~ 17:30

       ⦁ 신청방법 : 온라인증명서발급시스템 접속(홈페이지) - 

국방망제증명신청 - 비회원로그인 - 신청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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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민원포털 ‘민원24’(FAX민원)

       ⦁ 신청방법

           -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민원24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접수 후 3시간 이내 해당 구청, 주민센터로 FAX 

발송

    4) 방문 신청(국방대학교 본교)

       ⦁ 이용시간 : 08:30 ~ 17:30

       ⦁ 신청방법 : 방문 후 구두신청 및 발급 / 신분증 지참

       ⦁ 발급장소 : 국방대학교 본교 본관 3층 교수부 

                    학사관리과(302호)

       ⦁ 발급수수료 : 국문 100원/1부, 영문 150원/1부

    5) 기타 유의사항

       ⦁ 석·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증명서’가 아닌 ‘학위수여증명

서’로 신청

       ⦁ 야간석사과정의 경우, ‘과정’ 선택 시 ‘석사’가 아닌 ‘야간

석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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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  칙

가. 기본 및 특별과정 학칙

제정  2000. 01. 01.
개정  2000. 06. 17.
개정  2003. 04. 11.
개정  2005. 01. 15.
개정  2010. 07. 28.
개정  2011. 10. 21.              

     개정  2014. 01. 08.
          개정  2015. 10. 02.

개정  2020. 06. 04.
개정  2020. 08.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대학교에 설치하는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과정 : 안보과정(안전보장대학원)

2. 특별과정 : 국방직무교육과정(직무연수부), 고위정책결정자과정·KNDU

미래안보전략과정·KNDU국제안보교육과정(안전보장대

학원), PKO과정(국제평화활동센터)

제2장 입학 및 교육기간

제3조(입학자격과 학생선발)

①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선발은 “국방대학교 설

치법”, “동시행령” 및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특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선발은 국방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학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

간 내에 본 대학교에 입학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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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학연한 및 교육기간)

① 기본과정의 재학연한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교육기간은 40

주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과정의 교육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국군의 날

2. 하계방학

제3장 교과목 및 학점

제7조(과정별 교과 및 교과목)

①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에 개설되는 교과 및 교과목은 과정별 교육

목표 및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항의 교과목은 교육계획에 의한다.

제8조(학점)

① 안보과정(이하 “대학원 기본과정”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의 이

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아래 기준에 의한다.(개정, ’14.1.8)

1. 공통과목은 30시간당 1학점

2. 공통과목 중 연습 및 시찰교과는 60시간당 1학점

3. 선택과목은 15시간당 1학점

4. 논문은 4학점

② 각 교과 및 과목별 학점은 교육시간비에 따라 전항의 기준에 의거

하여 매 학년 초에 따로 정한다.

제9조(수강신청 및 취소) 대학원 기본과정에서의 선택 과목의 수강신청 

및 취소는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취소 시에는 미리 강의담당교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분임연구회 및 학구의 자유보장

제10조(분임연구회의 설치)  부여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교육계획에 따라 분임연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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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임연구회의 구성) 각 분임연구회는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

성하며 분임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회원의 임무)

① 분임장의 임무

  1. 담임교수 및 분임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 소속 분임연구회

원을 통제한다.

  2. 분임지도교수의 조정을 받아 분임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분임연구안을 종합 성안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정한다.

  3. 소속 분임연구회원의 출·결석 상황(조퇴, 지각 등 포함)을 파

악, 담임교수, 분임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4. 소속 분임연구회원에게 학생주지사항과 학업에 관련된 제사

항을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

5. 기타 분임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간사의 임무

1. 간사는 분임장을 보좌하며, 분임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대여받은 분임서지의 관리 및 기타 분임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회원의 임무

1. 부여된 연구과제를 해결 및 발표한다.

2. 과제토의 및 분임연구안 작성에 참여하여 연구회 운영에 기여한다.

3. 기타 학업에 관련된 연구장 지시에 협조한다.

제13조(연구 및 토의)

① 연구 및 토의는 지도교수의 학습지침에 따라 학생 중심으로 계획 및 실시

하며, 각자는 자율적 학습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05.1.15)

② 연구 및 토의는 적극적이고 학술적이어야 하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③ 연구 및 토의는 분임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사고가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분임연구시간에는 분임장 승인 하에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연구) 개인연구시간은 자료수집, 연구과제 해결 및 논문작

성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5조(교외자료수집)  자료수집차 교외활동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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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임장, 분임지도교수 및 교학과장을 경

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학구의 자유보장)

①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얻기 위하여 학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다만, 학생은 대학교 

내에서의 강의, 토의, 보고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학생의 졸업논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 또는 공개를 원하

지 않는 논문은 제외한다.(개정 ’03.4.11)

제5장 수 업 규 율

제17조(수업시간)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수업시간은 교육기관별 교육

시간표에 따른다.

제18조(복장) 학생은 다음에 의하여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군인학생은 각 군 복장규정에 의한 군복을 착용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사복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

2. 민간학생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3. 교내에서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4. 군인학생은 전투복(예비군 학생은 예비군복)을 지정된 장소에 상시 

비치한다.

제19조(수강)

① 수강은 강의 시간 전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체장애로 인하여 수강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교학과장에게 요청하여 

좌석 변경할 수 있다.

② 강의 중에는 강의실 출입을 금하며 강의중 사용이 허가된 정보통

신 기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언행 및 친화)

① 학생은 위계에 따른 응분의 예절을 지키며 학구활동에 있어서는 

기탄없이 그 소신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업상 편성된 학생직책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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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은 전통과 명예를 존중하며 학생 상호간 협력하고 친화단결을 

도모한다.

제21조(결석신고 등)

① 학생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석 또는 조퇴하게 될 때에는 분

임장 및 교학처장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질

병으로 인한 결석이 6일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결석하게 될 때에는 

인편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후 전항에 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다.

③ 지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학생장을 거쳐 교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6장 학 업 평 가

제22조(평가구분)

① 학업평가는 보고서평가, 연구활동평가, 출석률 및 교외활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개정 ’05.1.15)

② 대학원 기본과정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③ 특별과정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평가의견) 학업평가교수는 다음 사항을 평가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1. 성적등급 F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 사유

2. 차후 교육에 반영하여 할 시정사항

3. 기타 중요사항

제24조(교과목 이수 및 학점 인정)

① 기본과정 학생의 교과목 출석률이 교육실시시간의 2/3이상이고 학

업성적 등급이 C(2.0)이상이면 해당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과정인 국방직무교육과정 전 과정은 교육 시간의 90% 이상을 수

강한 경우에 해당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KNDU미래안

보과정, KNDU국제안보교육과정은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

한 경우에 해당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기본과정인 안전보장대학원의 학점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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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14.1.8)

제25조(성적통보)

① 각 개인성적은 본인에게 통보하되, 통보 시기는 과정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가 없는 교육과정은 성적을 통보하지 않는다.

② 졸업성적은 학생소속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할 수 있다.

제7장 졸업 및 자퇴

제26조(졸업)

① 기본과정의 교육기간을 만료하고, 학업평가 종합평균점수가 C등급 

이상인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특별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자퇴)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학할 수 없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자격증 수여) 특별과정(국방직무교육과정) 이수자 중 국방사업관

리사 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에 합격한 후 해당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심사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는 국방부 장관이 인증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제8장 학 생 회

제29조(학생회의 설치) 대학교가 정한 제 규칙의 자율적 이행을 기하고 

학생 상호간의 친화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단, 대학원 기본과정은 학생회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임원구성)

① 학생회에는 학생장, 부학생장 및 총무와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학생장은 학생 중 선임자로서 총장(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학생장은 학생회별로 적정수의 인원을 총장(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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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무는 학생회에서 선임한다.

제31조(각원의 임무)

① 학생장은 학생을 대표하며 학생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② 부학생장은 학생장을 보좌하고 소속 학생의 규율을 유지하며 학생

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간부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32조(학생간부회의)

① 학생회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간부회의를 둔다.

② 학생간부회의는 학생장이 의장이 되며, 의원은 각 부학생 및 임원

으로 구성하고 총무가 간사가 된다.

제33조(운영 등)

① 학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은 교학처장과의 사전 

협의 하에 학생간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생장이 정한다.

② 학생간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학생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학사 및 수업에 관련된 학생 건의사항은 학생장이 교학처장에게 제안한다.

④ 학생회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서클은 조직․활동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학생회의 명의로 교외활동을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학생장은 다음 사항을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5.1.15)

사       항 보  고  시  간

총장(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학생간부회의 의결사항

기타 중요사항(경조사 포함)

학생회의 구성원(임원 및 간사) 명단

학생회 연간사업계획(예산포함)

학생회 운영결과(예산포함)

회   칙

수   시

수   시(지체없이)

수   시(지체없이)

인원구성 완료시 및 변경 시

계획수립 완료시 및 주요사항 변경 시

졸업 3일전

작성 완료시

제34조(기념 및 친목활동) 학생회 주관 하에 추진하는 기념 및 친목활동은 다

음과 같다.

1. 기념앨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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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에 기념품 기증 및 기념물 건립

3. 학생회 수첩 제작

4. 졸업생 초청 등 모교방문 행사

5. 사은회

6. 스승의 날

7. 기타

제9장 포상, 지도면담, 징계 및 퇴학

제35조(포상)  총장은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지도면담)  교학처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학생의 지도면담을 

실시하여 학업을 촉구하고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1. 교과목 성적에서 등급 F를 받았을 때

2. 무단결석, 무단지각 및 조퇴를 하였을 때

3. 결석일수가 5일에 달하였을 때 (개정 ’00. 6. 17)

4. 계속 우수하였던 성적이 현저하게 저하경향에 있을 때

5. 기타 필요할 때

제37조(징계)  총장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

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연구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된 행위로 국

방대학교 위상을 훼손한 자 

2.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석 하거나 5회 이상 무단지각 및 조퇴를 하

였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

다.(개정 ’20.00.00.)

제38조(퇴학) 총장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학업부실 또는 신병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2. 결석일수가 연간 15일 초과할 때. 다만, 공무출장, 유지비행, 총장

승인사항, 복무규정상 허용된 기간은 제외(개정 ’03.4.11)

3. 공상으로 인한 결석은 연간 30일을 초과할 때(개정 ’03.4.11)

4. 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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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위원회 및 수업료 등 징수

제39조(학위과정 학칙의 적용) 교수인사위원회․학사심의위원회 및 수업

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위과정 학칙을 적용한다. 

제11장 산합협력단

제40조(산학협력단의 설치) 산학협력교육과 연구 및 사업을 촉진, 발전

시키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제41조(산학협력단의 운영) 산학협력단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17)

이 학칙은 승인일(’00. 6. 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5)

이 학칙은 승인일(’05. 1. 1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8)

이 학칙은 승인일(’10. 7. 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1.)

이 학칙은 승인일(’11. 10. 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8.)

이 학칙은 승인일(’14. 1. 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예규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00. 00.)

이 학칙은 승인일(’20. 00. 00.)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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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위과정 학칙

제    정  2000. 01. 01.

개    정  2000. 04. 25.

개    정  2000. 06. 17.

개    정  2003. 04. 11.

개    정  2005. 01. 15.

전문개정  2008. 01. 01.

개    정  2010. 01. 01.

개    정  2011. 06. 27.

개    정  2012. 08. 22.

  개    정  2014. 01. 08.

개    정  2016. 05. 31.

개    정  2018. 01. 01.

개    정  2019. 01. 01.

개    정  2020. 01. 08.

개    정  2021. 01.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위과

정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학위과정 교육목표는 국가안보 및 군사 분야의 학문적 이

론과 실제를 교수함으로써 국가 안보·군사정책의 기획·집행·평가·분

석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경

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개정2008.1.1.>

제3조(전공)

① 주간학위 석·박사 과정 전공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과정 :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군수조달, 리더십, 군사운

영분석, 컴퓨터공학, 무기체계<개정2014.1.8.>

2. 협동과정 : 북한, 사이버전<신설2014.1.8.>

② 야간학위 석사과정 전공은 안보정책, 국방전략, 국방자원관리, 국방사업

관리, 국방정보관리로 한다. <개정2019.1.1.>

③ 박사학위 주말과정 전공은 군사전략, 인력조직으로 한다.

제4조(협동과정 교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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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합동과정에는 운영을 총괄하는 전공주임 교수 1인을 둔다. <신설2014.1.8.>

② 협동과정에는 겸무교수를 임명하여 강의 및 논문 지도를 실시한다.<신설2014.1.8.>

제5조(전임직 교수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직 교수는 각 대학원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에 겸

임될 수 있다. <신설2008.1.1.>

② 총장은 교수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신설2008.1.1.>

③ 각 학과에는 학과장 1인, 학과 각 전공에는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시간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2008.1.1.>

제2장 위 원 회

제6조(학사심의위원회)

① 학사심의위원회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대학원 학과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를 위원으로 둔다. 다만, 안건에 따라 해당 대학

원 실무과(처)장을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기타 세부적인 사

항은 교육운영예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0.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석사․박사과정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개정2008.1.1.>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학업평가에 관한 사항<개정2008.1.1.>

5. 석․박사학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2008.1.1., 2020.1.8.>

6. 입학, 퇴학, 졸업 및 학적변경에 관한 사항

7. 수업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국외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8.>

9. 본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점교류에 의해 민간대학에서 취득한 학

점 인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8.>

10. 기타 학사징계 등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교수인사위원회) 교수인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심의 관련 사항은 교

수인사에 관한 예규에 정한다. <개정2008.1.1., 2016.5.31.,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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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집승인을 얻기에 

앞서 발의부서에서는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인원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연구 또는 검토하

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입학, 학기 및 수업일수

제10조(입학자격과 학생선발)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선

발은 「국방대학교 설치법」,「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및「국방대학

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입학시험 시

행에 관하여서는 대학교 예규로 정한다.

제10조의2(외국인의 입학)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해 외

국인도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2011. 6. 27.>

제11조(입학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본 대학교에 입학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2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2018.1.1.>

② 전공별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학점을 부여 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본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2018.1.1.>

③ 전반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 후반학기는 9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당

해연도 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시작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2018.1.1.> 

제13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

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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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2008.1.1.>

제14조(휴업)

① 정기 휴업은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국군의 날로 한다. <개정2019.1.1.>

② 임시 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신설2008.1.1., 개정2019.1.1.>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목 및 학점

제1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주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은 2년, 재

학연한(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은 8년으로 한다. <개정

2012.8.22., 2018.1.1.>

② 야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 재학 연한은 8년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단, 박사학위 주말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6개

월(7학기)로 한다)으로 하고, 필요시 6개월씩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재학연

한은 10년으로 한다. <신설2008.1.1., 개정2018.1.1.>

➃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개정2019.1.1.>

➄ 다만, 제1,2,3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이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2016.5.31., 개

정2019.1.1.>

     1. 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

제15조2(수업연한의 단축) 삭제<2019.1.1.>

제16조(교과목의 구분)

①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전공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석사과정에서 사전에 전공별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를 교과과목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08.1.1.>

제17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

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 세미나, 기타 연구활동의 학점은 학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54

2022

국방대학교 요람

② 학기당 취득학점은 석·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 야간석사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해당 대학원 심

의 후 추가과목 수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2008.1.1., 2019.1.1.>

③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한다. <신설2018.1.1.>

④ 원격수업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위과정 졸업학점의 20% 이내로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으로 대면수업이 불가할 경우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

한 학점인정 상한은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이수학점)

① 주간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6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으로 한다. <개정2019. 1 .1.>

② 야간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으로 한다. <개정2019.1.1., 2020.1.8.>

③ 박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6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9. 1. 1.>

④ 상호 학생교류협정이 체결된 국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시 국방대 졸업이

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협동과정은 협동과정 전공 내 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신

설2014.1.8.>

제19조(수강신청 등)  

  ➀ 수강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변경한다. 다만, 청강의 경우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만 있으면 수강이 가능하다. <개정 2020.1.8.>

  ➁ 수강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2016.5.31., 

2020.1.8.>

제5장 학 업 평 가

제20조(등급과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3인 이하 수강과목은 절대평

가를 실시한다. <개정20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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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평 점 분포비율(%) 세부 분포

A＋ 4.3

70% 이내

30%

A o 4.0 20%

A - 3.7 20%

B＋ 3.3

30% 이상

B o 3.0

B - 2.7

C 2.0

F

P, NP 청강, 연구

② 교과계획에 지정되는 교과목 및 청강․연구 교과목에 대해서는 통과 여부

만 구분하여 P 또는 NP로 표시한다. <개정2008.1.1.>

제21조(평가구분) 학업성적은 과목별 성적과 출석성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며, 과목별 성적등급은 대학교 교육운영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0.1.8.>

제22조(과목별평가)

① 과목별 성적은 학기중간시험 30%, 학기말시험 40%, 과제부여 30% 비율

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제부여성적은 지시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 또는 토의로서 평가한다.

제23조(출석평가)

① 강의담당교수는 결석, 지각, 조퇴 및 시간불참을 파악하여 기록을 유지하

고 과목별 최종성적을 결정한다. 단, 매학기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20.1.8.>

② 지각 3회, 조퇴 2회, 시간불참 3시간을 1일 결석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유로 결석 시에는 허용기간동안 감점하

지 아니한다. 다만, 제59조 제4호 규정은 적용받는다. <개정2018.1.1.>

사 유 허 용 기 간

1. 본인의 결혼, 기

타 경조사

군인학생은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군인

이외의 학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간

2. 본인의 공상 진단서 명시기간

3. 공가 공가기간(개정 ’20.0.0.)

4. 상급기관 지시

된 훈련

24시간 훈련으로 수업 참여 제한 기간<개정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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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과목 이수 및 졸업성적)

① 학생의 수강교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

적 등급이 C(2.0)이상 또는 P이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업성적은 총 평점평균이 Bo(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

제25조(학점인정)

① 본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점교류에 의해 민간대학 및 군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재학기간 중에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타 대학(원) 또는 각 군 학군제휴 

대학(원)에서 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며, 최대학점은 석사과정 6학점, 박사

과정 1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③ 제1항과 2항에 규정된 취득학점은 합산하여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24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8.>

④ 제3항에서 규정한 학점 중 석사과정에서 인정받은 취득학점은 박사과정에 

이중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2018.1.1.>

제26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 및 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 

전에 강의담당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본 시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6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27조(응시자격 및 과목)

①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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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수학기 이수학점 성적기준 시험과목

석사 2(이상) 24

B°(3.0)

전공 4과목

(세부과목은 전공별

기본교육계획에 따름)박사 3(이상)
40

(석사 인정학점 포함)

야간
석사 3(이상) 18

전공3과목

(세부과목은 전공별

기본교육계획에 따름)

② 외국어시험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공

인어학시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다만, 야간 석사

과정의 경우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공인어학성적 제출 또는 별도

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③ 논문 심사를 위해서는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합격해야 한다.<개정 2019.1.1.>

제28조(시험방법 및 합격인정점수) 외국어시험 및 전공 종합시험 방법과 

합격인정 점수는 예규로 정한다. 

제29조(재시험 및 추가시험) 석․박사학위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기회는 3회(1차, 2차, 3차)로 제한하며, 시험은 

연속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20.1.8.>

제30조(합격확정)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결과는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함으로써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제7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1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

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0.1.1., 2019.1.1.>

제3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 교수는 주간학위과정은 2학기 이내, 야간학위과정은 3∼4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전공 주임교수 및 학

과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10.1.1, 

2018.1.1., 2020.1.8.>

② 논문지도 교수는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임명한다. 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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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소요제기에 의거 박사학위를 소지한 순환직 교수를 학사심의위

원회에서 심의 후 석사과정 논문지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

제33조(논문제출자격)

①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9.1.1.>

1.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학기 이상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자

3. 주간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야간석

사과정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박사과정은 4

학기 이상 이수하고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설 2019.1.1.>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예비심사에서 학위논문제출을 승인 받은 자는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 심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34조(논문예비심사 원고제출)

① 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사전 표절검사 학인서를 첨부하여 석사

학위논문 원고는 3부를, 박사학위 논문원고는 5부를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개정2008.1.1., 2020.1.8.>

②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고,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으로 작성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개정2011 .6. 27.>

제35조(논문심사위원)

① 대학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임명하되, 석사학위논문

은 논문당 3인으로, 박사학위논문은 5인으로 하고,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구

성은 지도교수 1인, 지도교수가 추천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

문가 1~2인과 교내 전공교수 2~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2011. 6. 27.>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 및 교내·외 심사위원 임명은 학과에서 건의 후 해당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개정2010.1.1.>

③ 위원중 1인은 주심이 되며, 심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다만 심사에 있어서 

주심교수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자격심사, 논문의 예비 및 본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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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논문 예비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제출자격,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

방법의 적절성, 연구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소정 기일 내에 완성가능성을 판단하여 학위논문제출을 승인한

다.

② 심사위원은 필요시 논문제출자에게 그가 인용한 문헌 또는 그 역문, 모형, 

표본,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한다. 발표 시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

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7조(논문 본심사)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 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으

로서의 가부를 심사 평가하되, 석사학위논문 심사평가는 위원 3분의 2 찬

성으로, 박사학위논문 심사평가는 심사위원 5분의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

격을 인정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논문은 논문심사위원 및 학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8.1.1., 

2020.1.8.>

제38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논문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전공분야에 관해서 실시하되 본심사

와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본심사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③ 구술시험은 공개할 수 있다.

④ 논문본심사에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서 다시 불합격이 될 경우 학

위논문의 합격판정은 취소된다.

제39조(논문의 제출)

① 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의 컴퓨터 파일과 지시된 인

쇄부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한다. <개정2008.1.1., 2020.1.8.>

② 학위논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 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논문은 제외한다.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과정이수 후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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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석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은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은 과정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다만, 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 기간 연장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2년 범위 내에서 승인

할 수 있다. <신설 2011.6.27.>

제40조(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 대한 조치 및 논문제출 기한) 삭제

<2019. 1. 1.>

제41조(대학원 연구생) 본교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만료한 자로서, 학위논문

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원 연구생의 자격을 주되, 그 세부적인 

자격·신분·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1., 2020.1.8.>

제42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총장이 수여[별지 제1호 서

식]한다. 단, 박사학위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SCIE, 

SCOPUS)에 1편(단독 혹은 제1저자) 또는 국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에 단독 1편 혹은 공동논문 2편 이상(이 가운데 1편이상이 

제1저자이어야 할 것)의 논문을 학사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게재 또는 게

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08.1.1., 

2020.1.8.>

1. 주간석사학위 : 국가안전보장학, 군사학, 국방관리학, 국방과학<개정

2014.1.8.>

2. 야간석사학위 : 안보정책학, 국방전략학, 국방자원관리학, 국방사업관

리학, 국방정보관리학

3. 박사학위 : 군사학

② 국외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

설2008.1.1.>

③ 국가안보 및 국방분야의 학술과 정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

제평화 및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심의위원 또는 추천심의회 추천

을 거쳐 총장 승인 이후 명예박사학위[별지 제2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08.1.1.>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절차는「위원회 및 회의운영에 관한 

예규」에 정한다. <신설2019.1.1.>

④ 수업연한 경과 및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학점(주간



261

제4장 학사안내

석사과정 36학점, 야간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54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16.5.31., 2019.1.1., 

2020.1.8.>

⑤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학사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2008.1.1.>

제8장 수 업 규 율

제43조(수업시간)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

② 수업시간은 학위과정(석·박사)별 교육예정표에 의한다. <개정 2019.1.1.>

③ 학교 일과표를 준수하되 수업 외 시간은 연구실 및 도서관을 포함하여 교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8.> 

제44조(교외자료수집) 수업시간외 단체 및 개인의 교외활동(교육목적 등)

으로 외출이 필요할 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9.1.1.>

1. 단체교외활동은 학과장 및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개정2019.1.1.>

2. 개인 교외활동은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승인 하에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관리대학원 교육운영예규를 따른다. <2019.1.1., 2020.1.8.>

제45조(결석신고 등)

① 유계결석이란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계결석은 사전

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 또는 대학원장이 명하는 소집에 불참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8.>

② 유계결석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때에는 수업 담당교수에게 

결석계를 제출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결석하게 될 때에는 인

편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수업 담당교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사후에 전항에 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다.

3. 삭제  

③ 무단결석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1.1.>

1. 무단결석자가 발생하면 수업담당 교수는 주임교수에게 통보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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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교수는 이를 교학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2016.5.31.>

2. 각 연구실 학생대표는 무단 결석자가 발생하면 교학처장에게 이를 보

고한다. <개정2016.5.31.>

제9장 휴학 및 복학, 자퇴

제46조(휴학 및 복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

청 기간에 휴학원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인 및 군무원은 휴학

원 제출 전 입학 시 추천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8.> 

②학기 중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 승인을 얻은 후 개강 후 7주 이내에 종합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휴학 및 복학기간은 학기단위로 실시)하여야 하고, 신청 

시 복학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14.1.8, 2018.1.1., 2020.1.8.>

②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시작 30일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대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단, 복학 예정일을 넘겨 추가로 휴

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제적된다.

<개정2019..1.1., 2020.1.8.>

제47조(자퇴)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인 및 공무원은 부대(서)장, 그 외의 

학생은 학과장 승인을 얻은 후 자퇴원 및 주임교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

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2018.1.1., 2019.1.1.>

제10장 학생 및 학생회

제48조(학생의무, 학생회 설치, 복장, 외모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대학원 「교육운영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9. 1. 1.>

제49조(복장 및 외모) 삭제<2019. 1. 1.>

제50조(학생회의 설치)  삭제<2019. 1. 1.>

제51조(임원구성)  삭제<2019. 1. 1.>

제52조(각원의 임무) 삭제<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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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학생간부회의) 삭제<2019. 1. 1.>

제54조(운영등)  삭제<2019. 1. 1.>

제11장 포상 및 학사지도, 징계 및 퇴학

제55조(포상) 총장은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56조(지도면담) 각 주임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학생에 대한 지도

면담을 실시하여 학업을 촉구하고, 교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

고한다. <개정2016.5.31.>

1. 교과목별 성적에서 등급 F를 받았을 때

2. 무단결석, 무단조퇴 및 지각을 하였을 때

3. 결석일수가 5일에 달했을 때

4. 계속 우수하였던 성적이 현저하게 저하경향에 있을 때

5. 기타 필요시

제57조(학사경고) 한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등급 B-(2.7) 미만에 해당한 자

에게는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경고를 한다.

제58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제법규 및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연간 3회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5회 이상 무단지각 및 조퇴를 하였을 때

제59조(퇴학)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사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학업부실 또는 신병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1․2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등급 Bo(3.0) 미만에 해당한 자

3.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4. 타교에 이중 취학하였을 때

5.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6.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신설2008.1.1.>

제60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신설2018.1.1.>

1. 소정의 기일 내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

지 않을 때<개정 2020.1.8.>

2. 재학연한을 초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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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절차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재시험(3회)에 불합격 하였을 때<개정 2020.1.8.>

5. 수업료(일반학생)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개정 2020.1.8.>

6. 사망하였을 때<개정 2020.1.8.>

제12장 수업료 등 징수

제61조(수업료 등 징수)  

① 총장은 국방대학교에 입학한 자로부터 수업료 및 기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2018.1.1.>

  ② 수업료 징수금은 학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징수금은 수입금 출납공무

원이 국고로 귀속한다. <신설2011. 6. 27., 개정2018.1.1.> 

  ③ 수업연한 이후, 또는 재입학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2분의 1금액<개정2018.1.1.>

    2.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 전액<신설2011. 6. 27., 개정2018.1.1.>

  ④ 수업료 등 징수금 감면혜택, 장학금에 대한 내용은 대학교 교육운영 예규

를 적용한다. <신설2018.1.1.>

제62조(납부대상자의 결정) 수업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대상자는 학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납부의무 및 납부절차)

수업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기일까지 학사심의위원회에서 

징수 결정된 금액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입교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제64조(중퇴․퇴학자의 수업료 기타 징수금)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중퇴․퇴

학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65조(수업료 기타 징수금의 반환) 

① 한번 납입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

② 개강 전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 받은 자의 기 납부한 수업료 및 기타 징

수금은 전액 이월 또는 반환되고, 개강 후 휴학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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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기 개시일 2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개정2018.1.1.>

    2. 학기 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4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개정2018.1.1.>

    3. 학기 개시일 4주 경과한 날부터 7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2018.1.1.>

    4. 학기 개시일 7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신설2011. 6. 27., 개정

2018.1.1.>

제66조(장학금)

① 총장은 수업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부대상자에게 학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소정의 장학금을 수업료 감면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8.1.1.> 

② 장학금 종류별 수업료 감면액은 대학교 교육운영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2010.1.1., 개정2018.1.1.> 

제13장 재 입 학

제67조(대상 및 자격)

① 재입학은 재학 연한 내 졸업이 가능한자 중 입학정원 내에서 1회에 한하

며 학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국방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60조 

3호에 의해 제적한 자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

정2019.1.1.>

② 재입학 대상자는「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입학 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2018.1.1.>  

제68조(재입학 등록) 

① 재입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8.1.1.> 

  1. 재입학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성적증명서 1부.

  3. 추천권자의 추천공문 1부.(해당자)

  4. 사유서 1부.

② 재입학은 최초 입학 당시의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입학 허

가 후 소정의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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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 

할 수 있다. <신설2018.1.1.> 

④ 수업료 납부 대상자는 재입학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 수업료는 

해당년도 신입생 수업료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2018.1.1.>

제14장 추가학점이수제

제69조(용어 정의) 추가학점이수제란 야간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논문 제출을 

대신하여 5학기 수강등록 후 6학점의 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할 경우 학위를 수여 받는 것을 뜻한다. <신설 2019.1.1.>

제70조(추가학점이수대상)

①야간석사과정 2017년도 이전 입학생 중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취득한 학

점의 평균이 Bo(3.0)이상이며,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자는 논문

학기에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의 추가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추가학점이수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개강 전까지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추가학점이수제를 신청한 자는 논문제출이 불가하고 또한 

논문 제출을 신청한 자는 추가학점이수제 신청이 불가하다.

   ③ 추가학점이수 학기에 타 학교의 학점 교류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제71조(추가학점이수자 졸업시험 자격요건)  논문 제출대신 추가학점이수

제를 선택하여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취득 학점의 평균이 Bo(3.0)이

상인 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2조(추가학점이수자 졸업시험) 

① 졸업시험은 학과별로 전공필수 1과목을 포함하여 총 4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전공 선택과목 중 종합시험에 응시했던 과목에는 중복하여 응시가 

불가하고 응시했던 과목에 불합격하여 재응시를 할 때는 불합격 과목을 변

경할 수 없다.

  ② 졸업시험은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재응시는 재

학연한에 한한다.

③ 졸업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되 불합격 시에는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2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불합격 과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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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④ 졸업시험 과목 중 외래강사의 과목은 1과목으로 제한하되 교내 교수의 선

택 과목이 제한될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추가적으로 외

래강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73조(추가학점이수자 학위수여)

①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정

책학석사, 국방전략학석사, 국방자원관리학석사, 국방사업관리학석사, 국

방정보관리학석사의 전문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②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정의 학점(30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5.)

이 학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17)

이 학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5.)

이 학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이 학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

이 학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의 시행 전에 졸업자한 자에

게는  제3조(전공)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1. 6. 27.)

이 학칙은 승인일('11. 6. 27)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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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 8. 22.)

이 학칙은 승인일('12. 8. 2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8.)

이 학칙은 승인일('14. 1. 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31.)

이 학칙은 승인일('16. 5. 3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

이 학칙은 승인일('18. 1. 1.)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추가학점 이수제는 2021년

까지 유예한다.

부    칙(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승인일(2019. 1. 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장 추가학점 이수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 1.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승인일(2020. 1. 8.)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6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2020학년도 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출석평가), 제60조(제적)는 2020학년도 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장 추가학점이수제는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2017년 이전 야간석사

과정 입학생에만 적용한다.

부    칙(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승인일(2021. 1. 5.)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전반기 입학생부터 적

용한다.

② 제1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후반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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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   ○

○○○○년 ○월 ○일생

위사람은 본대학원석사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국방대학교 총장 ○○○○    ○  ○   ○ 

학위번호 : 국방대 20○○(석) ○ ○ ○

------------------------------------
[별지 제1-1호 서식]

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명 ○  ○   ○

○○○○년 ○월 ○일생

위사람은 본대학원박사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국방대학교 총장 ○○○○    ○  ○   ○ 

학위번호 : 국방대 20○○(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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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   ○   ○
○○○○년 ○월 ○일생

이 분은 ○○○○○○○○○○○○○○○○○○○○○○○○○○○○○
○○○○○○○○○○○○○○○○○○○○○○○○○○○○○ 본 대학교
학위과정 학칙에 의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
함.

20○○년 ○월 ○일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    ○  ○   ○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국방대학교 총장 ○○○○    ○  ○   ○

학위번호 : 국방대 20○○(명박) ○ ○ ○

------------------------------------
[별지 제3호 서식]

수료증명서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사과정을 수료하고 ○년 ○월간

○ ○ ○ ○ ○ ○전공분야를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년 ○월 ○일

국방대학교 교수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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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재 입 학  신 청 서

인

적

사

항

전공: 현직책(직급):

교번: 학기: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부서포함)

직책

주소 전화
사무실

군)

일반)

휴대폰

E-Mail

학

적

사

항

지 역 전 공

입학년도            년        월       일

취득학점    학점 평균학점

제적일자

(자퇴, 퇴학 등)
                년       월       일   

재입학사유 * 재입학사유서 첨부

사정
학기

학기 1 2 3 4 5 6 7 8 계

취득
학점

                                    확인자:          (인)   

상기 본인은 20  년도  학기에 재입학하고자 하오며 재입학 후 학칙준수

및 학업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국  방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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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부� � 록

1. 국방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가.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정 1999. 9. 7.  법률  제6017호
개정 2001. 1.29.  법률  제6400호
개정 2004. 1.20.  법률  제7088호
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개정 2011. 7.21.  법률 제10866호
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개정 2014. 6.11.  법률 제12745호
개정 2017. 3.21.  법률 제14609호

          (시행 2017. 6. 2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제3조(대학원�등의�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정�및�수업연한�등)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

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

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고등

교육법」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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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고등교육법」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제6조(교과)�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학위�수여�등)��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총장�등의 임명)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

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

개정 2017.3.21.]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3.21.]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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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수등의�임용�등)�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

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8년 이내

  2. 부교수: 6년 이내

  3. 조교수: 4년 이내

  ⑤ 교수 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

(訴請)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법」및「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징수)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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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6017호, 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법률의�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재학생�및�졸업생에�관한�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방대학원

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원(이하 "국방대학원"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안전

보장대학원 또는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해당학위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직원에�관한�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대학원의 교직원은 

국방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대학원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최초 소속하였던 교육기관에서의 임용일을 

이 법에 의한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률의�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8호,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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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

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17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률의�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

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3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준용에�관한�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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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45호, 2014.6.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9호, 2017.3.21.> (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법률의�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장관급)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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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6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1. 9.12.  대통령령 제17355호

개정 2004. 9. 9.  대통령령 제18536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8536호

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7호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5호

개정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0호

개정 2012. 2.29.  대통령령 제23644호

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13호

개정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개정 2014.12. 9.  대통령령 제25824호

개정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4호

개정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개정 2021. 7.27.  대통령령 제3190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

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

② 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 중에서 원장의 제

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보한다.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정보

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 중에서 원장의 제

청으로 총장이 보한다.

제4조 삭제 <2014.12.9.>

제5조(직무연수부)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

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하되, 교수로 

보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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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수부 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2.3. >

1. 교수부

2. 기획조정실

3. 행정지원부

4. 국제평화활동센터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

1. 교수부 : 국방대학교의 교육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

수등”이라 한다)의 임용․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2. 기획조정실: 국방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업무 및 국방대

학교의 조직과 예산의 편성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업무

3. 행정지원부: 국방대학교의 교수등 외의 사람에 대한 임용ㆍ운용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 등 군

수지원에 관한 업무

4. 국제평화활동센터: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 및 국제평화활동 분야

의 군사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

③ 교수부․기획조정실․행정지원부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조직

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

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

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 방송사․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 경제․사회단체

5. 기업체

제9조(입학자격)

①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6.12.>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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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중 국방부령으

로 정하는 자

② 삭제 <2014.12.9.>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10.19.>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 공무원

3. 제8조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 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 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

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5.2.3. >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①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

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총장 등)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

을 지도한다. <개정 2014.12.9. >

④ 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

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과정 및 특별과

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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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

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

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

게 제청한다.[본조신설 2004.9.9.]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

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 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 출판물의 간행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지도

④ 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

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2.3. >

제15조(도서관)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

한다.

제16조 삭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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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칙)

①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

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① 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전공․교과․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

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21.7.27.>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

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8.6.]

부    칙<대통령령 제16626호, 1999.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

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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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

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

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

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

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

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

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

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

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

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

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 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의 입교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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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

각 “교육인적부장관”으로 한다.

<74> 내지 <152>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7355호, 2001.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536호, 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4> 내지 <241>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337호, 2007. 10. 2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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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780호, 2009.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824호, 2014.12.9.> (합동군사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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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 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084호, 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266호, 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장성급)"으

로 한다. <24>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908호, 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정원표

(제12조제1항관련)

총 계 61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32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3

군인·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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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정  2000. 1.  10. 국방부령 제507호

개정  2008. 3.   4. 국방부령 제646호

개정  2009. 10. 19. 국방부령 제690호

개정  2013.  3. 23. 국방부령 제793호

개정 2014. 11. 19. 국방부령 제835호

일부개정  2014. 12. 10. 국방부령 제842호

개정 2015.  3.  5. 국방부령 제855호

개정 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

개정 2018.  1.  2. 국방부령 제9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선발․입학절차 및 수업 

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10.19.>

②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

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1. 현역군인 : 소속 군 참모총장

2.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

장.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나. 군무원 :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

3. 시행령 제8조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기관 또

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

다.

③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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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학정원 등)

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

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기관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제4조(입학추천)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 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

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제5조(학생선발)

① 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 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등)

① 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

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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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

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

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부� � � �칙� <200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학생선발및입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 � � �칙 <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 � � �칙<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 � �칙�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 � � �칙<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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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칙<2014.12.10.>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 � �칙� <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

교 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

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 � � �칙� <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 � �칙� <201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생선발, 입학절차, 입학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기본과정(260명) 학위과정(400명)

육 군

해 군

공 군

일 반

20∼30%

5∼20%

5∼20%

30∼60%

50∼65%

10∼15%

10∼15%

15∼20%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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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는 1972년 2월 국내 최초의 안보

관련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국가안보정책 수립의 핵심 

브레인으로 역할해 왔으며, 세계적인 외교·안보·국방·군사 분야의 

싱크탱크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2018년 이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임  무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개발

▶ 국방대학교 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 국제 및 국가안보에 관한 출판물 간행

▶ 민간학자에 대한 안보관련 학술 연구자금 지원

▶ 국가 예비전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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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연구센터 소개

▶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은 연구소의 연구계획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 및 통제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학술회의 개최 및 대외 연구교류 협력을 돕고 출간물 

간행, 연구자료실 운영,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의 꾸준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 안보전략연구센터

안보전략연구센터는 국내외 안보정세 분석과 범국민 안보

의식조사를 통해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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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략연구센터

군사전략연구센터는 한국의 국방개혁 및 전력증강,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북한핵 개발 및 무력도발 실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 등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문제를 연구한다.

▶ 국방관리연구센터

국방관리연구센터는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관리에 관한 이론적 기초 및 정책제언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예산 및 인력, 방위산업, 군수분야의 획득 및 조달 등과 

같이 광범위한 이슈를 다룬다.

▶ 군사과학연구센터

군사과학연구센터는 국방과학 분야의 핵심기술 및 응용에 

대한 이론, 정책, 현안 과제 연구를 수행한다. 센터는 운영

분석, 컴퓨터공학, 무기체계 등 3개 세부 연구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

▶ 북한문제연구센터

북한문제연구센터는 북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한다. 센터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 군사적 변동,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변화하는 북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부 및 관련

정부 부처에 정책제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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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연구센터

동북아연구센터는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와 안보 상황의

역학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최근 정세와 국제안보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안보 위협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국방정책연구센터

국방정책연구센터는 국방부 및 합참의 안보 관련 정책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방 현안을 파악하고, 필요 시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장관 및 고위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조언을 제공한다.

▶ 예비전력연구센터

예비전력연구센터는 국가차원의 동원, 예비전력 및 비상대비

분야의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며, 정책 

개발 및 제도발전을 뒷받침할 학술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예비전력 연구센터는 3개의 전문 연구분야(동원, 

예비군, 비상대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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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 연구보고서

안보연구

시리즈

Security Monograph

Series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론, 정책, 전략 등에 관한 학술 및 

정책 연구보고서로 1년 단위로 발행된다, 매년 15∼20개

가량의 중장기 주제를 선정하며,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안보교육 및 정책대안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General National 

Security Survey

범국민 안보의식조사는 1989년부터 매년 지속되어온 

국내 유일의 종합적인 국민안보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이다. 1단계는 조사대상을 일반국민, 군인, 전문가 그룹

으로 구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는 이를 바탕

으로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보에 관한 국민여론을 폭넓게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매년 안보의식 변화추이에 관한 실증적 조사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안보학술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International Joint

Projects

안보 및 국방 이슈와 관련된 국제적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안보 및 국방 분야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이슈에 관해 연구소 내 전문인력과 해외 유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여 보다 다양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안보학술논집

Security Research 

Papers

안보 및 국방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연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구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외부

민간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들을 

발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외부 민간학자들에게

안보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고 안

보 및 국방 이슈에 대한 학계의 관심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보정세전망

Forecast on 

Security Situation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지역과 분야를 

종과 횡으로 결합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개괄식 연구

보고서로 국방부 및 합참 실무자들은 물론 안보관련 학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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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정기간행물/ 책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 「국방연구」는 한국어로

연 4회 발행 중이다. 본 학술지는 주요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의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KJSA)는 

1996년 창간 이래 연 2회 발행되는 국방·안보분야

영문 전문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전문학술지로 

등재되어 있다. 국가안보전략,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및 국제안보 이슈 등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게재하여 

학문적,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

에도 기여하고 있다.

KJS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군사과학연구는 2007년 창간하여 1년에 두 번 발간되는

국방과학을 주제로 하는 학술지이다. 첨단 국방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군사운영분석,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군사과학연구

Journal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안보와 국방 분야 주요 당면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적시에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관련 이슈에 

관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안보현안분석(월간)

Current Security 
Issue Analysis

(Monthly, Korean)

당면한 주요 국내외 안보문제 중 2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한 후 격월로 발간하는 영문분석지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국내외로 널리 전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RINSA FORUM

(격월)

RINSA Forum

(Bimonthly, English)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수준 높고 함의가 큰 해외저서를

선정하여 번역·출판함으로써, 안보 관련 학술연구와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개발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안보총서

Security Book 

Translati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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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및 세미나

세계안보학대회

The World 

Congress of 

Security Studies

강대국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지역적 위협을 넘어 세계적 안보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안보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여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 중견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인 ‘세계안보학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한다. 

연례 

국제학술회의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매년 중요한 외교 및 안보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된 

저명한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한 후 심도 있는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연례

동북아안보정책포럼

Northeast Asian 

Security Policy 

Forum

매년 동북아 안보와 직결된 이슈를 골라, 동북아를

포함한 외국의 학자들 그리고 국내 학자들을 함께 초

청하여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

아가 정책적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데나워 재단과 

연례 

공동국제학술회의

Annual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KAS

매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으로 한국과 독일 

나아가 동북아와 유럽의 공통적 안보 관심사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택된 주제에 관한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구체적 강화방안도 모색해 오고 

있다.

연례 

국내안보학술회의

Annual National 

Security Conference

매년 국방, 외교, 통일분야의 시의적절한 이슈를 선정

하여, 그에 관한 국내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분석과 진지한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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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외교, 통일분야의 뛰어난 전문가 또는 고위정책

결정권자를 초빙하여 조찬을 하면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고 정책적 대안에 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다.

국방조찬포럼

Defense Forums 

with Breakfast

프랑스의 전략연구재단(FRS; Foundation pour la Recherche

Strategie)과 함께 공통의 안보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전략 대화를 2017

년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포럼은 서울과 파리에서 

번갈아 가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한-불 

공동전략포럼

ROK-France Joint 

Strategic Forum

국내에 방문한 안보 분야 저명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자

신들의 전공지식에 관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연중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소속 연구원

들이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

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방문학자 초청 

세미나

Seminars with 

Visiting Foreign 

Scholars/ Experts

안보 및 국방 분야의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연 5회 정도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초청인

사들의 경험과 식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해당

분야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

사업의 발굴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Seminars with 

Distinguished 

Domestic Scholars/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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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 이용안내

안보 및 국방 관련 학술정보의 최대 허브인 국방대학교 도서관은 1955년 개관된 

이래 교직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외 안보 및 국방 전문가들에게 교육 및 학술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69개 국방전자도서관(NDDL)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보 및 국방 분야 

전문자료 수집과 정보인프라 구축, 특성화 서비스 운영을 통한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 대표도서관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연혁 

1955.08 국방대학 창설 및 도서관 설립(관훈동)

1956.03 수색동으로 이전

1972.10 도서관 1차 신축(퇴계관)

1993.02 도서관 2차 신축

2000.01 국방대학교 부설도서관으로 변경

        국방대학교 도서관과 국방참모대학 도서관 통합

2000.08 전자도서관 개통

2004.03 주요 군 기관 전자도서관 표준 소프트웨어 보급

2006.04 도서관리자동화 시스템 구축

2009.11 국방전자도서관 개통

2012.09 문서보안시스템(DRM) 구축

2015.11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검색기능 개선

2016.10 국방 연구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선행연구

2017.08 논산 신축이전(現 캠퍼스 도서관)

2019.09 국방전자도서관 정보체계 고도화 개념연구(BPR/ISP)

2020.10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 착수( ~22년 5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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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내

▶ 이용시간

  ❍ 월-목 : 08:30 ~ 21:00

  ❍ 금-토, 매월 마지막 수요일 : 08:30 ~ 17:30

  ❍ 휴관일 : 일요일 및 공휴일 

▶ 회원가입절차

  ❍ 국방대학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국방대학교 교육생은 입교시 “교번”으로 자동 등록(회원가입 불필요)  

  ❍ 인터넷 전자도서관 및 원문 이용자는 관리자(전자정보화담당 ☎6513)     

승인 후 가입

  ❍ 1-4층 안내데스크에서 바코드 이용증 부착

▶ 층별안내

4F
•그룹스터디룸(30인) •멀티미디어자료실

•시네마룸(30인,6인) •DVD 시청존 •S·캐럴 •대덕헌

3F

•단행본실(국내),  •개인기증자료실

•특수(북한)자료실 •스터디룸(1인), 그룹스터디룸(4~8인)

•도서관장실, 학술정보운영과, 회의실

2F 

•창의융합자료실

(연속간행물, 단행본(국외), 논문, 교리문헌, 군사자료)

•스터디룸(1인) •수서정리실

1F 
•종합안내데스크 •정보검색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갤러리

•자유열람실

B1 •보존자료실 •입수자료보관실

•ID : 개인 고유번호(군번, 순번 등)  

•PASSWORD : 문자와 숫자 혼용 1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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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 안내

▶ 장서 현황                               (2021. 11.30. 기준)

▶ 도서(자료) 대출

구분 대출책수 대출기간

재학생

정규과정, 석사과정 20 30일

박사과정 30 60일

단기과정(직무, PKO) 10 교육 기간 내

교수 / 연구원 30 90일

교직원 20 30일

기타 5 10일

▶ 멀티미디어 대출

구분 대출수량 대출기간

재학생, 교직원 3점 5일

▶ 전자자료 이용

  ❍ 도서관에서 가입·구독하고 있는 국내·외 학술 DB, 전자저널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

  ❍ 인터넷망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자료 검색'에서 국내·외 DB 클릭 후 이용

(멀티미디어담당 ☎6515)

구분 수량(권)

단행본 335,680

연속간행물 142,064

교육참고자료 53,564

특수자료 4,511

비도서(DVD 등) 및 e-book 11,100

총   계 54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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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반납 장소

  ❍ 도서자동반납기(정문입구) 이용가능:일과 후 및 휴관 시 이용

  ❍ 자가대출반납기(1~4층) 이용 가능

  ❍ 반납기 미작동시 각 층 안내데스크에서 대출 및 반납 처리

▶ 자료검색 및 소장위치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명, 저자, 키워드 등으로 검색

  ❍ 검색결과에서 청구기호, 대출상태, 자료실 확인, 단행본의 

     서가 배열은 청구기호순

  ❍ 학술기사의 경우, 자료명과 권호정보 확인, 연속간행물의 서가

     배열은 가나다순

  ❍ 자료의 소장위치

4F 멀티미디어 자료

3F 단행본(국내), 특수(북한)자료, 신착도서, 추천도서, 아동도서

2F 연속간행물, 단행본(국외), 논문, 교리문헌, 군사자료, 권장도서

1F KNDU 출판물, 테마도서

B1F 보존자료(안내데스크 신청 후 이용)

  

▶ 대출 기간 연장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반납연기 클릭 

     (연기 횟수 1회에 한함)

▶ 미소장 자료 신청     

  ❍ 희망도서 구입: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 홈페이지 

     ‘My Library’-도서구입신청에서 신청(자료획득담당 ☎6512)

  ❍ 상호대차서비스: RISS, NDSL 가입 후 국내외 협력기관의 

     도서대출 및 원문복사신청(학술정보지원담당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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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및 복사

  ❍ 무인 복사 코너

   • 각 층별 설치된 복사기 셀프 이용

  ❍ 무인 입금 출력기

   • 1층 정보검색실 PC에서 국방망 및 인터넷망별로 출력

      (요금 A4/15원)

   • 이용요금은 1층 무인 입금기에서 천원 단위로 충전 후 잔액 범위 내에서 출력

▶ 서비스 데스크 안내

1F 이용자 통합데스크, 원문이용 안내(☎6518)

2F
창의융합자료실, 문헌복사/상호대차(☎6514) 

구입 희망도서 신청((☎6512), 우선정리요청(☎6516)

3F
단행본 이용(☎6517)

특수자료 이용(☎6521)

4F
시네마룸(30인), 그룹스터디룸 예약, 전자정보 이용(☎6515)

전자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자 관리/승인(☎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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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교류협력기관 

가. 국내대학 및 기관과의 MOU 체결 현황

❍ 국내대학 MOU 체결 현황(총 54개)

(’21. 12. 31. 현재)

대 학 일 자 대 학 일 자

고려대학교 ’00. 01. 24. 이화여자대학교 ’00. 02. 11.

연세대학교 ’00. 02. 24. 경기대학교 ’00. 03. 16.

서강대학교 ’00. 05. 25. KDI 국제정책대학원 ’00. 10. 25.

성균관대학교 ’00. 10. 31. 항공대학교 ’02. 01. 29.

명지대학교 ’02. 01. 31. 숙명여자대학교 ’02. 02. 15.

초당대학교 ’02. 05. 31. 인하대학교 ’02. 10. 04.

서울대학교 ’03. 01. 08. 경희대학교 ’03. 01. 16.

가천대학교 ’03. 06. 16. 가톨릭관동대학교 ’03. 06. 16.

경원대학교 ’03. 06. 16. 관동대학교 ’03. 06. 16.

포항공과대학교 ’04. 07. 12. 한성대학교 ’05. 01. 24.

한림국제대학원 ’05. 02. 25. 한동대학교 ’05. 03. 18.

동양대학교 ’05. 08. 22. 중앙대학교 ’05. 11. 21.

영남대학교 ’06. 03. 06. 조선대학교 ’06. 04. 17.

청주대학교 ’06. 10. 25. 대전대학교 ’06. 10. 26.

충남대학교 ’06. 10. 26. 서울사이버대학교 ’07. 12. 13.

숭실대학교 ’08. 02. 26. 아주대학교 ’08. 07. 23.

한국외국어대학교 ’08. 08. 26. 국민대학교 ’09. 04. 10.

성신여자대학교 ’09. 04. 15. 경상대학교 ’10. 02. 26.

한양대학교 ’10. 12. 02. 순천향대학교 ’11. 09. 16.

세종대학교 ’11. 10. 27. 목원대학교 ’13. 06. 26.

한남대학교 ’13. 07. 04. 건양대학교 ’13. 07. 04.

동국대학교 ’14. 04. 09. 원광대학교 ’15. 05. 18.

전북대학교 ’15. 06. 17. KAIST ’16. 02. 02.

공주대학교 ’16. 04. 26. 충북대학교 ’16. 11. 28.

강원대학교 ’19. 10. 11.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교 ’19. 10. 30.

광주과학기술원 ’20. 01. 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 02. 0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 03. 31. 합동군사대학교 ’20.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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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관 MOU 체결 현황(총 30개)

(’21. 12. 31. 현재)

기 관 일 자 기 관 일 자

세종연구소 ’00. 05. 30. 국회도서관 ’01. 04. 30.

서울시 강남구청 ’03. 08. 08. 통일연구원 ’04. 05. 1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8. 12. 03. 국립외교원 ’10. 09. 0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1. 03. 30.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 10. 06.

금융감독원 ’13. 05. 08. 언론중재위원회 ’13. 09. 12.

한국정보관리협회 ’14. 02. 04. 한국학중앙연구원 ’14. 03. 1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4. 05. 29. 충청남도 ’17. 09. 26.

논산시 ’17. 09. 26. 고양시 ’18. 03. 08.

국방과학연구소(ADD) ’18. 07. 18.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18. 08. 22.

충청북도 ’18. 11. 2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원 ’19. 02. 21.

국방기술품질원 ’19. 10. 24. 한국국방외교협회 ’19. 11. 05.

태권도진흥재단 ’20. 02. 13. 주재현 JFKN 어학연구소 ’20. 04. 16.

한국개발연구원(KDI) ’20. 10. 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0. 10. 21.

계룡시 ’21. 01. 26.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21. 04. 07.

전쟁기념사업회 ’21. 06. 25. 한국효문화진흥원 ’21. 10. 19.

  나. 국외대학 및 기관과의 MOU 체결 현황(총 28개)

(’21. 12. 31. 현재)

국 가 대학 및 기관 일 자

미국

해군대학원 ’03. 09. 23.

오하이오 주립대 ’04. 09. 17.

RAND 연구소 ’05. 03. 01.

아태안보연구소(APCSS) ’14. 09. 02.

국방대학교 ’16. 02. 24.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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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대학 및 기관 일 자

중국 중국 국방대학교 ’04. 04. 22.

호주 호주 국방대학교 ’05. 09. 20.

몽골 몽골 국방대학교 ’12. 10. 16.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방대학교 ’08. 12. 14.

콜롬비아 콜롬비아 국방대학교 ’11. 11. 10.

베트남 베트남 국방대학교 ’12. 09. 25.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12. 10. 30.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 ’12. 11. 16.

폴란드 폴란드 국방대학교 ’13. 10. 2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방대학교 ’15. 07. 06.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19. 11. 17.

인도네시아 국가안보연구원 ’20. 08. 03.

페루 페루 고등연구원 ’15. 11. 23.

싱가포르 싱가포르 난양기술대(RSIS) ’16. 01. 28.

헝가리 헝가리 국방대학교 ’16. 05. 20.

스리랑카 스리랑카 국방대학교 ’16. 10. 04.

UAE UAE 국방대학교 ’16. 11. 22.

영국 영국 국방대학교(RCDS) ’17. 06. 24.

스웨덴 스웨덴 국방대학교 ’17. 09. 13.

프랑스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IHEDN) ’18. 05. 25.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방대학교(CNDU) ’18. 11. 1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 ’19. 03. 07.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 ’19.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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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년 국내외 교류현황

’21년 국외 교육 시찰

※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외 교육 시찰 미실시.

’21년 외국 국방대 및 안보기관 내방 현황

’21년도 교수 국제학술회의 참가

※ 코로나19 영향으로 공무국외출장 국방부 승인 제한

순위 국 가 일자 인원 인 솔 단 장 비 고

1 콜롬비아

2. 23 2
국방무관로빈슨바예호

네스토
-

6. 8 1
대사후안까를로스카이사

로세로

2 멕시코 3. 12 6 대사브루노피게로아피셔

3 영국

4. 14 1
국방무관 미챌 브라이슨

머독
-

11. 24 3
국방아카데미지휘참모대학

맷 잭슨

4 스웨덴 8. 5 3 국방무관 요한 라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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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외교활동

  ▶ NATO 국방대총장 회의 현황

횟수 일자 개최국 참가국, 인원 대학 측 참석자

41차 ’12. 5. 프랑스 43개국 130명 심용식 총장 등 3명

44차 ’15. 6. 오스트리아 45개국 124명 위승호 총장 등 3명

45차 ’16. 5. 폴란드 44개국 130명 위승호 총장 등 3명

47차 ’18. 5. 크로아티아 45개국 134명 김해석 총장 등 4명

48차 ’19. 5. 이탈리아 48개국 114명 이석구 총장 등 3명

50차 ’21. 10. 덴마크 44개국 92명 김종철 총장 등 2명

※ 2012년 최초 참가, 2017년 회원국만 초청(파트너 국가 미초청)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미실시, 2021년 대면 및 화상회의 병행 개최

▶ ’22년도 제51차 NATO 국방대 총장 회의 참석 계획

◦ 기  간 : 2022년 5월 또는 10월(예정)

◦ 장  소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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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F 국방대총장 회의 현황

횟수 일자 개최국 참가국, 인원 대학 측 참석자

1차 ’97. 10. 필리핀 19개국 58명 이호승 총장 등 2명

2차 ’98. 9. 한  국 22개국 50명 이호승 총장 등 2명

3차 ’99. 10. 몽  골 17개국 40명 김희상 총장 등 2명

4차 ’00. 9. 중  국 21개국 58명 장호근 부총장 등 2명

5차 ’01. 8. 일  본 17개국 40명 서종표 총장 등 3명

6차 ’02. 9. 러시아 18개국 35명 배창식 부총장 등 3명

7차 ’03. 10. 인  도 18개국 50명 황규식 총장 등 3명

8차 ’04. 9. 싱가포르 19개국 53명 권영기 총장 등 3명

9차 ’05. 10. 베트남 23개국 55명 이상태 총장 등 3명

10차 ’06. 9. 말레이시아 24개국 70명 정동한 총장 등 3명

11차 ’07. 10. 호  주 27개국 85명 정동한 총장 등 3명

12차 ’08. 10. 파키스탄 15개국 39명 駐파키스탄 무관 대리참석

13차 ’09. 11. 태  국 20개국 61명 이정하 합참대학장 등 3명

14차 ’10. 11. 미  국 20개국 72명 고덕천 부총장 등 2명

15차 ’11. 11. 인도네시아 22개국 81명 한용섭 부총장 등 4명

16차 ’12. 11. 중  국 21개국 61명 한용섭 부총장 등 5명

17차 ’13. 11. 브루나이 25개국 80명 박삼득 총장 등 7명

18차 ’14. 9. 한  국 23개국 86명 박삼득 총장

19차 ’15. 9. 미얀마 23개국 80명 위승호 총장 등 3명

20차 ’16. 10. 인  도 22개국 80명 위승호 총장 등 3명

21차 ’17. 9. 필리핀 27개국 80명 김병조 총장직무대리 등 4명

22차 ’18. 9. 일  본 24개국 74명 김해석 총장 등 3명

23차 ’19. 11. 싱가포르 24개국 60명 이석구 총장 등 3명

24차 ’21. 10. 파키스탄 15개국 30명 이춘주 원장(대리참석)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미실시, 2021년 화상회의 개최

▶ ’22년도 제25차 ARF 국방대 총장 회의 참석 계획

◦ 기  간 : 2022년 9월 26일~29일 또는 10월 3일~6일

◦ 장  소 :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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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교수 단기연수

연수기간 국가 계급 성 명 전 공 분 야

'03. 2. 5.~6. 30.
(5개월)

필리핀� 육군
대령

Hermenegildo
Navarro JR.

∘ 경영학(석사)
∘ 대대장
∘ 사단정보/작전참모

'03. 3. 31.~4. 14.
(3주간) 미국

민간인
교수(여) Cynthia Watson

∘ 미국방대 군사전략교수
∘ 군사전략연구원
∘ 교수개발부장
∘ 국제학박사

'03. 4. 20.~5. 9.
(3주간)

미국
공군
중령

Thom
Terwilliger

∘ 미국방대 교무처장
∘ 미국방대연구소장
∘ 안보전략사

'03. 4월~8월
(3개월)

뉴질랜드 육군
중령

Mackinnon Nzic
∘ 방위학(석사)
∘ 정보장교
∘ 4.11부 중령진급

'03. 5. 25.~6. 8.
(2주간) 영국

민간인
교수 RON Matthews

∘ 클랜필드대학 방관리학장
∘ 국방관리대학원 연구소장
∘ 국방과학기술분야 연구
∘ 경제학 박사

'04. 3. 9.~3. 26.
(3주간)

멕시코
공군
중장

Humberto
Fernando Chapa

Casts

∘ 주미국방부관
∘ 공사총장
∘ 동남아지역 참모장
∘ 공군참모차장

'04. 3. 9.~3. 26.
(3주간)

멕시코
육군
준장

Adelfo Castillo
Lopez

∘ 해군연구소 교관
∘ 미국 국방무관
∘ 여단장 참모장
∘ 제3특수여단장

'05. 4. 25.~5. 15.
(3주)

일본 연구원 Yuri Takaya ∘ 항공우주법

'05. 5. 23.~5. 29.
(1주)

중국 교수
(육군대령)

Yao Zhenyu ∘ 국방발전 및 동원

Tang Yongshen ∘ 국가안보전략, 국제전략

'06. 5. 16.~7. 15.
(2개월)

뉴질랜드
육군
중령

Androw Shaw

∘ 아프카니스탄 민/군작전 
민사과장

∘ 뉴질랜드 방위군 
지휘참모대연수

∘ 합동군본부 작전훈련관

'08. 4. 28.~6. 19.
(8주) 뉴질랜드

공군
중령

A.F.R(Tony)
Millsom

∘ 신병훈련소 비행단장
∘ 오클랜드 기지 작전지원전대 

전대장
∘ 간부후보생, 참모대학 등에서 

합동교리 강의

'13. 9. 27.~12. 26.
(3개월)

몽골 중령
Gandorj 

Tserendavga
∘ 군사과학 학사
∘ 군사과학 석사

'14. 4. 28.~7. 27.
(3개월)

몽골 중령 Galbadrakh 
Togoo 

∘ 안보연구학 박사
∘ 국방연구학 박사
∘ 군사과학 학사

'14. 9. 1.~11. 21. 
(3개월)

몽골 대령
Amarbayasgalan 

Shambaljamts

∘ 미국 육군지휘참모대
∘ 유엔 옵서버 과정
∘ 인도주의과정

'15. 5. 20.~7. 19.
(2개월)

인도 교수 Sandip Kumar
Mishra

∘ 한국정치, 한국의 안보
∘ 동아시아 /한국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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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군 수탁교육

연도 국가 계 급 성 명 비 고

’98년 일본 육군대령 도*베 병무청 오끼나와 지청장

’02년 베네수엘라 육군대령 힐베*또 공장장 겸 판매부장

’03년

말레이시아 육군준장 다* 유* 술*이만 육본 예비군처장

베트남 육군특대령 티* 민 푸* 국방대 국외시찰과장

태국 육군특대령 차*완 자*락 통합사 인사처장

’04년

베네수엘라 육군대령 베*또 베**모 베*스 무관과장

베트남 육군특대령 도 *언 * 국방부 대외부 보좌단

말레이시아 공군대령 슈*루 빈 하미*딘 교육사 훈련참모장

몽골 육군대령 바야*후 담바*쟈 국방대 안보대 부원장

태국 육군대령 제* 찬타*사남 태국지참대학 참모학 교관

’05년

몽골 육군대령 투무*밭 룹산*단 국방부 행정 및 관리국방

캄보디아 해군대령 네* 씨*로 해군본부 부참모장

말레이시아 육군대령 바*롬 빈 함* 제3기계화사단참모장

필리핀 육군대령 페*로 피 비아*바스 남부사령부 참모장

베네수엘라 육군대령 루*스 알*소 국가수비대 본부사령

미국 육군대령 커* L. 테*러 유엔사 군정위부비서장

’06년

베네수엘라 육군대령 게르*스 호세 모레노 
아*스타

국가수비대
특수작전부대장

몽골 육군대령 칼* 다와*렌 256부대장

캄보디아 육군대령 넴* *릿 육본 국경방위국 부국장

일본 육군중령 고* 후*야 육상막료부 정보과

미국 육군중령 하*진 국방성 포로/실종자담당장교

베트남 해군대령 팜*통 해군대 기획관리차장

말레이시아 해군대령(진) 무하*드 리*완 빈 라* 해군교육사 인사과장

’07년

베트남 공군대령 비* 국방국제관계연구소연구위원

캄보디아 육군대령 셈*붓 지휘참모 교육센터지휘참모장

필리핀 해군대령 페* 함대 감찰관

몽골 육군대령 더르*거* 089# 부대 지휘관

인도네시아 공군대령 아마*라 공군 제3특수부대 사령관

인도 해군준장 샤*마 GOA 11지역사령관

말레이시아 공군대령 마*레 공군본부 계획발전처장

태국 해군대령 타* 해군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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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미국 육군중령 켐* UN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 부비서장

’08년

요르단 육군준장 이브*힘 킹 탈랄 군사학교 교장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그* 선임장교

몽골 육군대령 네*귀 327부대 연대장 

말레이시아 육군대령 칼*드 보급부대장

나이지리아 공군대령 붐*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

필리핀 육군대령 요*단 행정장교

베네주엘라 육군대령 듀* 국가수비대 범죄처장

베트남 육군대령 히* 국방대 교관

태국 육군대령 나* 육군 군수학교 선임교관

미국 육군중령 그란*박 주한미군 기획참모부

’09
년

안
보
과
정

인도네시아 공군대령 수*디 공군본부 인사부 인사참모

베네수엘라 육군대령 마르*스 국가수비군 예산처장

몽골 육군대령 바트*토르 군수사령부 부사령관

베트남 육군대령 럼* 국방대 교관

미국 육군중령 미*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 부단장

필리핀 해병중령 비* 해병대본부 인사참모 보좌관

우크라이나 육군중령 드미*로 국방부 인사국 선임장교

합
참
과
정

카자흐스탄 육군중령 사마*프 국방부 지휘통제실

우즈벡 육군소령 오*프 보병대대 작전장교

우즈벡 육군소령 블라*미르 공수부대 부대대장

’10
년

안
보
과
정

요르단 육군준장 알바*이다 육본 작전처장

요르단 육군대령 알브*우쉬 국방대 교수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스와*토노 국방부 연구개발부장

페루 육군대령 야* 비서실장

베트남 해군대령 둥* 국방대 교수

몽골 육군대령 소론*볼드 국방대 교수

미국 육군중령 어* 리 베트남 무관

학
위
과
정

우즈베키스탄 육군소령 라술*프 안보정책전공

우크라이나 육군소령 펠립*크 안보정책전공

우크라이나 육군소령 보베*스키 안보정책전공

베트남 육군대위 탕* 국방정보체계전공

카자흐스탄 육군대위 바* 안보정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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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방글라데시 육군준장 바* 보병여단장

베트남 육군대령 누* * 뛴 군사과학학교 교관

말레이시아 해군대령 아*프 함대보급창 대외협력부

인도네시아 공군대령 아*스 공군지휘참모대학

캄보디아 육군대령 찬다*부스 지휘참모대학 계획처장

카자흐스탄 육군대령 아*다르 국방부 참모장교

인도 해군대령 싱* 해군본부 대외협력부장

몽골 육군중령 알탄*약 육본 보안과장

페루 해군중령 인다*취야 초계함 함장

’12년

인도네시아 해군대령 에디*위토 아태협력부장

요르단 육군대령 하*지네 보병대대장

인도 육군대령 감*르 * 전술항공통제단장

몽골 공군대령 바*르 방공사령부 참모장

나이지리아 공군대령 골*
전술항공사령부 
지휘행정장교

페루 육군대령 에스*데로 교육사령부 계획처장

베트남 해군대령 동 *인 해사 심해무기과장

미국 육군대령 정*찬 방위산업청

말레이시아 공군중령 하*피 기진전대장

에콰도르 해군중령 아르*호스 해군대학 교육지원처장

’13년

이라크 육군준장 칼*드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관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이스*다르 국방부 아태 군사전략분석관

몽골 육군대령 넘* 국방부 기록정보관리단장

말레이시아 육군대령 마*키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베트남 육군대령 탕* 민사참모부 조사과장

나이지리아 해군대령 파* 함장

이집트 육군대령 레* 특수전 작전장교

투르크메니스탄 해군중령(진) 쇼흐*트 해군사관학교 계획장교

’14년

이라크 육군준장 두*감 연대훈련소 지휘관

말레이시아 공군대령 아*리 우주공학센터 지휘관

인도네시아 공군대령 조* 주태국 국방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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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필리핀 육군대령 로사*오 육군본부 보좌관

베네수엘라 육군대령 토*르 보병연대장

베트남 공군대령 탄* 국방대 교수

미국 육군대령 댄 *슨 JUSMAG-K 부단장

미국 해군중령 토* 박 항공 태평양지역 전문가

나이지리아 해군대령 우누*에레 해군방위본부 지휘관

몽골 육군대령 바얀*르갈 합동참모본부 군수참모장

투르크메니스탄 공군소령 베*프 국방부 인사참모

’15
년

안

보

과

정

파키스탄 육군준장 나*드 포병여단장

요르단 육군준장 타*르 국방대 전략학처장

말레이시아 육군대령 나즈*딘 전기기계 공병단장

인도네시아 해군대령 술라*만 미국유럽과 차장

이라크 육군대령 이스*일 공병부대장

미국 육군대령 러브*이 주한 국방무관

나이지리아 육군대령 이*니 훈련부 차장

브라질 육군대령 람*르 제5공병대대장

페루 해군대령 로베*또 해군참모부 정보작전과장

베트남 육군대령 쿡* 육군대학 교관

몽골 육군대령 에르*벌드 국방대 정보통신처장

베네수엘라 육군대령 무*조 육본비서실 법무참모

에콰도르 해군중령 후* 해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일본 육군중령 나가*마 육군참모부 정보처

학
위
과
정

몽골 육군소령 푸* 국방부 군사외교담당

베트남 공군대위 판*엔 공사 유도무기교관

’16
년

안

보

과

정

파키스탄 육군준장 사*드 정보본부 분석 부국장

이집트 육군준장 아시*프 기갑여단장

말레이시아 육군대령 말* 군수국장

페루 공군대령 마*엘 공군참모총장 비서

브라질 공군대령 마*코 무기구매관리자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하*펜디 육본 참모

미국 육군대령 비* 통신전자사령부 작전장교

몽골 육군대령 러* 국방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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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년

안
보
과
정

사우디 해군대령 칼*드 작전부장

미국 해군중령 홍*표 해군 작전기획장교

투르크 육군소령 할*브 연대장

학
위
과
정

베트남 육군대위 판*언 보안장교

몽골 육군대위 투*크 국방차관 보좌관

’17
년

안

보

과

정

요르단 육군준장 타*르 국방대 전략실장

레바논 육군준장 조* 인사처장

스리랑카 육군준장 쿠*라 육군본부 심리작전실장

파키스탄 육군준장 카*프 여단장

이라크 육군준장 아*스 군사정보국 참모

이집트 육군준장 칼*드 국방대 지휘관

말레이시아 육군준장 조* 국방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나이지리아 해군준장 압둘*히 해군사령부 부실장

캄보디아 육군대령 펭* 국방대 교관 기획담당관

태국 공군대령 누* 공군대학 교육부 부실장

베트남 육군대령 그* 국방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육군대령 맥* 재일미대사관 지상군프로그램담당

인도네시아 공군대령 데* 지참대 선임교수

브라질 육군대령 이* 지상군 작전사령부 대대장

몽골 육군대령 바트*이한 총참모부 작전지휘처 민군협력과장

파키스탄 공군대령 자*드 비행단 군수지원실장

키르기스스탄 육군대령 눌* 국방부 교육관리과장

미얀마 육군대령 웬* 지참대 전술과장

사우디 해군대령 야*르 Makkah 군함 함장

인도 육군대령 삼*시 -

페루 공군중령 루*스 특수전부대 부지휘관

학
위
과
정

미얀마 육군대위 아*셋 육해공사관학교 교관

캄보디아 육군대위 삼* 국방부 관료 보좌관

몽골 육군대위 멘* 제310부대 작전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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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년

안

보

과

정

인도네시아 해군대령 슈*르디 해군본부 특수보안장교

브라질 육군대령 안*니오 육군정보학교 부학장

몽골 육군대령 바* 총참무부 포병장

나이지리아 해군대령 에* 해군공과대 부학장

사우디아라비아 공군대령 팔* 92비행대대 대대장

레바논 육군대령 니*라스 정보부

페루 해군대령 리*르도 국방부 해군조정실장

미얀마 육군대령 탄*이 전략연구부 부서장

이집트 방공군대령 아*메드 호크미사일여단 여단장

이라크 육군대령 알* 참모대학 교관

인도 공군대령 강*라 비행대대 조종사

태국 육군대령 아*폰 육군대학 교관

캄보디아 육군대령 삼* 국방부 사무국

파키스탄 육군중령 알* 보병대대 대대장

키르기스스탄 육군중령 카*벡 참모본부 참모부장

투르크메니스탄 육군소령 쇼*랏 -

학
위
과
정

베트남 공군대위 뚜* 항공무기체계관리자

미얀마 육군대위 코*민 사관대학 컴퓨터교관

’19
년

안

보

과

정

이집트 육군준장 하* -

스리랑카 육군준장 찬*나 511연대 연대장

필리핀 육군대령 얼* 육군본부 공보실 공보과장

인도네시아 육군대령 루* 주 사우디 인도네시아 대사관  국방무관

브라질 육군대령 알*스 육군 교육부 교리부부장

말레이시아 공군대령 피*다우스 330 비행대대 대대장

캄보디아 육군대령 삼*스 국방부 인사참모부장

우간다 육군대령 임*누엘 지휘참모대학 부서장 및 교수

나이지리아 공군대령 딕* 합동본부 참모장교

미얀마 육군대령 톤 전술작전사령부 지휘관

몽골 공군대령 바*르사이한 공군본부 방공과장

파키스탄 육군대령 아*드 육군본부 참모장

이라크 해군대령 오*이 미사일함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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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안

보

과

정

인도 육군대령 리* -

태국 육군대령 파*이툰 군수참모부 부부장

키르기스스탄 육군중령 쇼*랏 -

투르크메니스탄 육군소령 아*트 지상군지휘부

학

위

과

정

캄보디아 육군중령 수*링 국방대

캄보디아 해군중령 분*온 해상해상보안위원회 훈련책임자

베트남 공군대위 호* 817부대

미얀마 육군대위 년* 422부대

몽골 육군대위 바*소리 234부대

’20
년

안

보

과

정

파키스탄 육군준장 임* 88대대본부

이집트 육군준장 엘*하위 군사고등전쟁대학

스리랑카 육군준장 투*사라 특전사

캄보디아 육군준장 소*라 국방대

브라질 공군대령 판* 공군본부

인도네시아 공군대령 라* 공군본부

나이지리아 육군대령 아*베 육군본부

미얀마 육군대령 아*툰 국방대

우간다 육군대령 키*왈라 401 포병여단

베트남 육군대령 티*우 -

몽골 육군대령 어*겅 육군사령부

인도 해군대령 굽* -

파키스탄 공군대령 샤* No 86 비행중대

키르기스스탄 육군중령 아*벡 -

투르크메니스탄 육군소령 아* 밧 234부대

학

위

과

정

몽골 육군대위 얀자 국방부

베트남 육군대위 응웬탕 -

미얀마 육군대위 코코 방위대학교

캄보디아 육군대위 소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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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년

안

보

과

정

파키스탄 육군준장 파* 여단장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준장 와* 해군학교 교수 

인도네시아 해병대령 *로 제2함대 전문장교 

브라질 육군대령 벤*라 육군교육센터 사령관

미얀마 육군대령 민** -

미국 육군대령 석** 주한 미8군

우간다 육군대령 루*도 봄보 지역 지상군 본부 

태국 육군대령 나*윗 -

키르기스스탄 육군대령 샤**벡 국방부

캄보디아 육군대령 썸* 31여단 장교

에콰도르 해군중령 게*로 에콰도르 해군 잠수함

몽골 육군중령 서드** 국방연구소 

학

위

과

정

캄보디아 육군중령 성* 3지역군대 조수

몽골 육군소령 아** Dornogobi 도청

미얀마 육군대위 민* 군사 임명 사무실

베트남 육군대위 탄 해군사관학교 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