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
The 19th ROK-US Defense Analysis Exchange

억제 강화를 위한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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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8년
Date: May

5월 8일(화) ~ 11일(금)

8(Tue.) ~ 11(Fri.), 2018

장 소: 한국국방연구원
Venu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주 최: 한국국방연구원, 미육군분석연구소
Hosts: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nd US Army Center for Army Analysis

모시는 글

최

근 들어 국제안보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쟁수
행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국방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필요성
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국방연구원과 미 육군 분석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9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한미 국방분석세미나」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학술세미나로 이제 39년의
세월과 함께 더욱 성숙하고 전문성 높은 세미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 열리는 제19차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 및 전략환경에 발맞추어「억제 강
화를 위한 분석지원(Analysis Support to Enhance Deterrence)」이라는 주
제 아래 한미 양국의 국방전문가가 약 70여 편의 국방현안 및 최신 국방분석
기법에 관한 논문를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한국국방연구원과 미 육군 분석연구소는 귀하를「제19차 한미 국
방분석세미나」에 초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의 활발한 국방학술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노 훈
미 육군 분석연구소 소장 포레스트 크레인

Letter of Invitation

T

he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n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brought about much new develop-

ment in the concepts of warfighting. Thus,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defense paradigm is essential as well as the scientific analyses method
used for its development.
Therefore, it seems most meaningful th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and the Center for Army Analysis, US Army (CAA)
co-host the 19th Defense Analysis Exchange (DAE-XIX)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discuss and learn about defense analyses methods.
DAE is held biennially and has continued to strengthen its expertise in
defense analysis since its first session in 1979. This year, under the
theme of “Analysis Support to Enhance Deterrence,” defense analysts
and specialists from the ROK and the US will gather to exchange ideas
and share their insights.
KIDA and CAA cordially invite you to attend the DAE-XIX and honor us
with your presence, and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OK-US defense research cooperation.
April 2018
Dr. Noh, Hoon President, KIDA
Dr. Forrest Crain Director, CAA

Program

[1분과]
관영당

5.08
(화)

[2분과]
미래관
중회의실

[3분과] [4분과] [5분과]
미래관
본관
통일관
다목적 중회의실 203호
회의실

09:00-10:30

Registration [등록/준비]

10:30-11:20

Opening Session [개회식]

11:20-12:20

특별가연 #1: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특별강연 #2: 미국의 신 국방전략
(미 합참)

12:20-13:20

Lunch(중식)

13:20-14:40

Special Joint Session [특별세션, SJS]
(주제: 국방 분석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방안)

14:40-15:00

휴식

15:00-16:45

분과별 발표 및 토의

16:45-17:00

휴식

17:00-18:00

Special Joint Session [특별세션, SJS]
(주제: 대화력전 모의분석&전구 작계분석 기준자료)

▸ Opening Session 및 특별세션 : 동시통역 제공
▸ 주제별 논문발표 할당시간 : 35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0분)

[1분과]
관영당

5.09
(수)

[3분과] [4분과] [5분과]
미래관
본관
통일관
다목적 중회의실 203호
회의실

09:20-10:00

분과별 발표 및 토의

10:00-10:20

휴식

10:20-12:20

분과별 발표 및 토의

12:20-13:20

중식

13:20-17:40
18:00-20:00
5.10 (목)

5.11
(금)

[2분과]
미래관
중회의실

분과별 발표 및 토의
Official Dinner (공식만찬 - KIDA)
Break Day

09:00-11:00

분과별 주요 이슈 토의 / 종료회의 준비

11:00-12:20

종료회의

12:20-13:20

중식

▸ 주제별 논문발표 할당시간 : 30~40분(발표20~30분, 질의/응답 10분)
▸ 5.11 일정(종료회의 및 토의) 참석자 개별 안내

제19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 참가신청서
❖ 참석일자
5.8.(화)

5.9.(수)

참석가능 여부

❖ 참가신청서는 국문과 영문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

영문

이름
소속
직책
직급

사무실
연락처

(일반)

(군)

핸드폰
이메일

▸ 일자별 세부 프로그램은 KIDA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일부 발표는 비밀세션으로 진행되며, 비취인가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당일
참석을 위해 현역 및 공무원(군무원)은 공무원증을, 민간인은 신분증과 비밀취급
인가증을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는 4.25(수)까지 추진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차명환 (국방망 mhcha0509@kida.mil, 인터넷 mhcha0509@kida.re.kr)
윤웅직 (국방망 yoonwjik@kida.mil, 인터넷 yoonwjik@kida.re.kr)

제19차 DAE 추진위원회

위원장

책임연구위원

진재일

(02)961-1611

현역연구위원

이윤호

961-1879

연구원

윤웅직

961-1366

연구원

차명환

961-1335

선임연구원

이종화

961-1319

연구원

김기범

961-1644

2분과

선임연구원

김종회

961-1332

3분과

연구위원

임 정

961-1842

현역연구위원

박동호

961-1781

선임연구원

심송보

961-1060

연구위원

조성림

961-1724

총괄팀

1분과

4분과
5분과

한국국방연구원 오시는길

교통편
- 지 하 철 : 6호선 고려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 버 스 : 1226번, 273번, 한국국방연구원 정류소에서 하차
- 자가차량 : 주차 가능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세미나 관련 연락 및 문의처
- Tel : 일반 (02)961-1335, 1366 / 군 909-1335, 1366
- Fax : (02)961-1163
- email : mhcha0509@kida.re.kr / yoonwjik@kida.re.kr
안내(Information)
정문, 후문, 통일관에서 세미나 관계자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발표자 및 세미나 참석자는 연구원 내의 회의장 출입 시 명찰을 상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연구원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사진촬영 제한지역이 있으니 안내 담당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and assistance will be provided at the main gate, auxiliary gate and lobby.
Presenters and attendees must wear their name tags when entering the conference rooms.
Lunch will be served at Restaurant of KIDA, free of charge.
There are restricted areas for photo-taking at KIDA. Please request when necessary.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 37 Hoegiro, Dongdaemun-gu, Seoul, 02455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