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찾아 오시는 길

[버스]- 간선(파랑): (삼각지역 100,150,151,152,500, 501,502,
504,506, 507, 605)/(전쟁기념관역 740, 110A교대)
- 지선(초록): (녹사평역 용산-2)/(전쟁기념관역 용산-3)
- 공항버스: 6001
[네비게이션]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컨벤션
- 전화 일반: 02-748-0744/ 군: 900-0744
[지하철]
-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200m/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300m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국방인력의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세미나 관련 연락 및 문의처
국방인력연구센터 Tel : 02-961-1645(1162), Fax : 02-961-1161
담당자 : 02-961-1730, 1838, 1134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만찬 인원 파악을 위하여 위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9년 9월 4일(수) 13:00 - 18:00

장소

국방컨벤션 대연회장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주최

국방부(인사복지실)

37 Hoegi-ro, Dongdaemun-gu, Seoul 02455, Korea

주관

한국국방연구원(국방인력연구센터)

www.kida.re.kr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19 국방인력발전 세미나

모시는 글

한 여름 무더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준비
하는 녹음은 짙어만 갑니다. 폭염의 날씨에도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계획

13:00-14:00

개회사 정경두Ⅰ국방부장관
축

우리 군은 비예측적인 안보위협,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청년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하고 급격한 군내외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록

개회 - 진행 : 현익재(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
14:00-14:25

건강하심과 평온을 기원 드립니다.

등

사 안규백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박해철(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전 부총장)
순서

시간

발표 : 미래 국방인력환경의 전망과 이슈
안석기(KIDA 책임연구위원)

국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역병력
규모의 조정, 국방인력의 경제적인 운영 등은 이러한 변화 노력에
해당합니다.

제1부

14:25-15:20
지정토론 김종탁(前 KIDA 명예연구위원)
이은영(인사혁신처 과장)
조철규(예비역 육군 준장)

이번에 국방부(인사복지실)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와 함께 국방 분야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 국방인력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라는 주제로 국방 인력발전 세미나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휴식

15:20-15:40

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귀하를 정중히

제2부

15:40-16:30
지정토론 이인구(국방부 인력정책과장)
정원호(국방대 교수)
문병옥(예비역 해군 소장)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이남우

다과 및 음료
발표 :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인력 구조 및
제도 개선방향
이현지(KIDA 연구위원)

국방 인력분야에 관심이 있는 군내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은 미래 국방 인력정책 발전의 아이디어를 결집해

주요 내용 및 발표자

자유토론

16:30-17:00

발표/토론자 및 참석자

만찬

17:10-18:00

장소: 회의장(뷔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