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NCW포럼 워크숍 축사
(2017. 11. 29. 수)

합동참모본부

‘2017년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NCW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비롯한
국내·외의 산·학·연 NCW 전문가 분들이
모두 참가하는 이 뜻깊은 자리가
합동작전 발전을 위해 마련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NCW 포럼 워크숍은 해를 더해 갈수록
NCW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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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전투력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워크숍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 역시
의미 있는 연구 산물과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게 할 NCW 발전에 있어
토대를 든든하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및 참석자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는 가운데
군은 국민들로부터 철통같은 대비태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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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강군 건설을 위한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 추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한
전쟁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합동성에 기반한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 구조 및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 개념에서의 합동성을 넘어서
연합자산과 정부 및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자산 등을 모두 통합해 활용하는
합동성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NCW 기반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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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현대전에서
정보자산에 의한 징후감시 정보획득으로
부터 시작하여, 작전상황에 부합한
적절한 대응전력 투입 및 자산운용 등,
하드웨어 측면의 지휘통제체계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용능력 완비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은
전승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이는 곧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개념입니다.
또한 합동전장 속에서 각 군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합동성 강화와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태세 구축은
향후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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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원에서, 前 국방부장관이신
김태영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국방 NCW 포럼에서
이번에 ‘합동작전’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강군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합동성 강화에 대한
지혜와 방향이 제시되는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를 감사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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