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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기술이 집약된 공군

하늘로! 우주로!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는 공군
현대전에서 공군은 적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전쟁승리를 달성하는 

전략적 군으로써, 1990년대 이후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군사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군을 향한 도약
과거에 공중(Air)을 중심으로 수행되던 항공력의 역할이 이제는 

우주(Space)를 포함하는 항공우주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공중 및 우주에서 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수호의 중추적 역할 담당
공군은 2015년부터 8조여 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군의 구호 ‘하늘로! 우주로! ’ 처럼 항공 우주군으로 발전하여 

한반도 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종합관 901호
Tel : 031-219-2991 / Fax : 031-219-2993



추천의 말

현대전은 첨단 무기체계가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합동 작전능력을 

극대화하는 NCW(네트워크중심전) 개념의 전장환경입니다.

특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공군력은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들의 

네트워크 연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번 아주대학교의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신설로 NCW 전장환경을 주도할 

ICT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국내외 항공산업은 항공 교통량 및 통신 수요의 급증으로 

향후 20년간 연평균 5.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금번 개설되는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항공 ICT 우수인력으로 

장래가 유망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

하 성 용

국방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창조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 ICT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핵심기술로써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우수 ICT 전문기술

인력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정 홍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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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Digital Convergence / SUMMARY

방위산업이란?
국가방어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방위산업물자(무기체계)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총포류 및 화력장비, 항공기, 함정, 전차·장갑차, 유도무기, 지휘통제장비, 

통신전자장비, 레이더, 탄약 등이 해당된다.

방위산업의 특징

수요자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공급자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위산업체

KF-X : 8조원

-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사업

TICN : 4조 3천억원

-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

방위산업 : KAI(5~15년)

 TICN(12년)

민수산업 : 삼성전자(~2년)

 ETRI(~3년)

대규모의 국책 사업

장기간 소요
전통공학기술에 IT기술이 접목되는

최첨단 융복합 기술

IT융합기술

8대 방위산업 요소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화생방

항공

함정

기동

유도/방공

화력

사
업

 규
모

최
첨

단
 기

술
 집

약
 산

업

사
업

 기
간

주요 방위산업업체

 방산업체(2013년 기준) : 약 320개 업체

 전년도 대비 성장 : 생산 8.2%, 고용 5.6%, R&D 투자 20.4% 성장

 방산업체 인력(2013년 기준) : 약 3만 3천명

민수산업기술 선도  국방 산업 기술이 민수 산업 활성화 유도

 군 IT 기술이 민수산업기술에 적용된 대표 사례

인터넷 CDMA 센서네트워크 GPS

방위산업의 특수성

무기체계 사업화를 전제로 

연구, 개발, 생산

군 소요 확정 후에

정부가 연구개발 재원 부담

수요중심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독과점적 성격을 가짐

高 진입장벽

高 수익성 산업

민수와 다른 가격결정 구조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와 무관)

정부기관(가격결정위원회)에 

의해 가격 결정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최첨단 고도 기술 사용

방위산업은 창조적 축적과 

경험을 통해 발전

쌍방독점적 규제산업적 기술집약적

국가 주도 산업으로 軍 수요, 民 파급효과 多

방위산업은 대규모 국책사업

ICT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유무인 항공기에 대한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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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비전

방위산업은 수출형 성장동력 엔진

14배 

수출액 8년새

26%

비약적 증가

연

06 국방디지털융합학과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07

국방·항공 IT 융합산업 동향

세계 항공교통량 성장 예측

+130%
+137%

+165%

+197% +309%

+192%

+221%
+239%

2006 2011 2013

40

30

20

10

억$

2.53억$

23.82억$

34.16억$

국내외 국방IT시장 전망

2020

2015

2010

억$

33.3
1,111

307.1
8,775

82.9
2,765

국내시장

세계시장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5개 기업 선정(2015년 기준, 세계방산시장연감)

모두 50위권 밖으로 국방력(9위) 대비 미비한 수준이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음

(77위)(60위) (66위) (85위) (87위)

소총과 탄약에서 전차와 초음속 항공기 수출   

●1970~1990 : 소총과 탄약

●2000 이후 : 자주포, 함정, 항공기 

●주요 품목 : KT-1 훈련기, K-9 자주포, K-2 전차, 

                  T-50 훈련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FA-50, 

                  기뢰제거함, 초계함

FA-50 수출(30.1억 $) : 이라크(24대), 필리핀(12대), 

인도네시아(16대), 태국(4대), 페루(추진 중)

FA-50 1대는 수출해 얻은 이익은

중형차 1,000대 수출에 해당 

국방IT 융합시장 동향

세계 국방용 고성능 컴퓨팅 시장

2015년
33억 달러

2010년
26억 달러

2015년까지 국내 국방IT 융합시장

168억 달러
성장 예상

2015년까지 세계 국방IT 융합시장

4,810억 달러
성장 예상

항공IT 융합시장 동향

 항공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항공(연평균)

여객 4.6%, 화물 6.6%(2005~25년)

항공인력

2005년 15만 명 ▶2025년 36만 명

국내 항공시장 동향

T-50, KT-1 개발 및 수출

KF-X : 2014 ~20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세계 항공 시장 규모

2008년 4,300억 달러

 ▶2020년 7,0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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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설립(2014년 7월)군사학과 개설현황

소요군 일반병과 기술병과

육군
건양대·경남대·대전대·영남대 용인대·원광대·

조선대·청주대·서경대·충남대·상명대

사이버 : 고려대

정보통신 : 동양대

해군
해군 : 세종대·한양대·충남대

해병대 : 단국대

공군 조종 : 세종대·영남대 정보통신 : 아주대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국방·항공 ICT 전문인력 양성

아주대학교 국방ICT 특화 교육 및 연구역량

국내 최고의 국방 ICT 분야 교육기관

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 : 1999년 설립

• 국방 C4I,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ICT 전문가 양성 : 

1,000여 명 배출

• 군인 및 방위산업체 인력 대상, e-learning 강좌 운영

일반대학원 NCW학과 석·박사과정 : 2007년 설립

• 국방 ICT분야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정책  

전문가 

• 군인 및 방위산업체 인력 대상, NCW공학 및 정책 

전공 운영

• 60여명의 졸업생 배출, 졸업 후 각 군 및 방위산업체

로 현업 복귀

장위국방
연구소

•2008년 설립

•교수진 50여명 / 전임연구원 8명으로 구성

• 4개 연구센터 구성 :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 

국방정책전략 연구센터,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 

지원센터, 국방C4I 연구센터, 국방RAM 연구센터

• 2006년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가 미래창조과

학부 지정 『대학 IT 연구센터』로 선정

• 2012년 국방상호운용성지원센터가 국방부 지정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 지원기관』으로 선정

• 2015년 국방 RAM 연구센터 신설

국방 ICT분야 우수인력 양성

석·박사과정

정보통신대학원 C4I전공

일반대학원 NCW학과

국방ICT분야 고급기술인력 양성

학부과정

정보통신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군 ICT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방 ICT/정책분야 선도발전

장위국방연구소

국방전술네트워크연구센터

국방C4I 연구센터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지원센터

국방정책전략 연구센터

국방 RAM 연구센터

국방기관/산업체

국방부/합참, 

육·해·공군, ADD, 

LIG넥스원, 

한화탈레스 등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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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Digital Convergence / OBJECTIVE

학과 조직

정보통신대학 내 학과 신설(공군 ICT전공)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전자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응용분야

장위국방연구소

기초학문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대학원

C4I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NCW 석·박사과정

학과 전공교과 운영

전공교과 운영계획 및 교과이수 체계

교육과정 운영

학과 교육목표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술인력 양성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공군 정보통신 

기술 전문성을 갖춘 

최정예 엘리트 기술장교

양성

국가 新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최고의 

ICT 기술인력 양성

국방 ICT 분야 

합동성·연합성을 갖춘

고급기술인력 양성

공군특화전공
14과목, 40학점

일반 ICT전공
23과목, 76학점

전공기초
22학점

대학필수
19학점

안보학
5과목, 15학점

국방 ICT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공학과 전공과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응용 과목으로 구성

수학, 

기초과학과목

공군 장교 소양 과목으로 구성 아주희망, 영어, 교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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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년별 교육과정

기본소양

교육단계

(1~2학년)

전문기술

교육단계

(3학년)

응용기술

교육단계

(4학년)

•ICT 기초 교육

•융합 도메인 기술교육

•인문사회적 융합 소양교육

•ICT 심화 교육

•융합주제 기반 심화 교육

•프로젝트기반 교육

•문제해결 중심 교육 수행

•ICT 응용 교육

• 융합 도메인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심화 교육

• 공군 특화기술에 적용가능한 응용

기술 교육(전자, 컴퓨터공학 중심)

교양, 일반전공

(전자/컴퓨터 공학)

• 공군 장교로서의 소양교육

   (항공이론, 항공력의 역할, 항공전사, 리더십)

•공군 정보통신 기술 소개

•공군 정보통신 기술 기본 교육

   (국방ICT시스템)

• 공군 특화기술 기본 교육

   (국방통신네트워크, 레이더시스템)

• 공군 특화기술 기반 실무형 심화 교육

(전술데이터링크, C4I시스템, NCW이론 및 응용, 위성통신망, 

EA엔지니어링, 미래전과 NCW, 항공SW, 사이버전)

• 공군 특화기술기반 프로젝트 교육

   (국방ICT프로젝트1, 2)

안보학,

공군특화전공

학과 개별교육운영 계획

군사탐방 1~4 과목 수행

1일, 학년별로 연 1회 수행

• 학년별 연 1회, 1일 과정으로 공군 

부대 견학/실습

• 군 전술통신 등 부대 내 ICT활용에 

대한 체험으로 이해도 증진

Fellowship 수행

1박 2일, 연1회, 전 학년 함께 참여

• 전 학년 연1회 1박 2일로 군부대,  

방위산업체 견학 방문

• 군 ICT 활용사례 체험을 통한   

군에서의 ICT활용 이해도 증진

방학 소집교육

1박 2일, 연 1회, 전 학년 함께 참여

• 공군에서 1박 2일간 체력검정 및  

안보교육 등 수행

• 장교로서의 소양 및 체력을 갖추기 

위한 활동 수행

군 소양교육

신입생 소양교육

• 입학 초 대학생 핵심역량진단평가 

실시(K-CESA)

• 개인별 인적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1:1 상담을 통한 지속 관리

어학 집중교육

6주간 수행

• 3학년 겨울 방학 중 6주간 영어집중

교육을 수행

• 교육 후 토익시험 응시료 2회 지원,

全학생 토익 750점 이상 취득 추진

국제공인 IT 자격증 지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분야

• 데이터베이스(OCA/OCP),   

네트워크(CCNA/CCNP) 국제공인 

자격증  응시료 2회 지원, 全학생 

자격증 취득 의무 추진

개인역량교육

임재성

   •학과장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박사

연구분야

•무선이동통신

•국방전술통신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초빙교수

김동윤

• Massachusetts 

Inst. Tech(MIT)  

공학박사

연구분야

•컴퓨터비전

•인공지능

고영배

Wireless Networks, 

Mobile Computing, 

Embedded SW

노병희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

연구분야

•멀티미디어통신

•국방네트워크SW

이태공

• Wayne State University 

전산학박사

연구분야

• Enterprise Architecting 

/ NCW

구자열

•아주대학교대학원 박사

연구분야

•국방레이다

•국방 C4I 분야

홍성표

• University of Hull,  

UK 국제정치학박사

연구분야

•국방안보 / 정책

류기열

•KAIST 전산학박사

연구분야

•분산소프트웨어

이병묵

• 한남대학교 국방정책학 

석사

연구분야

•리더쉽 / 항공이론

이정태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연구분야

•프로그래밍언어

백호기

•아주대학교대학원 박사

연구분야

•전술데이터링크

•무선네트워크

정 수

•동국대 대학원 

안보학 석사

연구분야

•국방 정책 / 

군사전략 

교수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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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하계소집훈련(2015)

2015년도 학부모 간담회

2015년 한 해 동안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서는

하계소집훈련, 공군참모총장 방문, 학부모 간담회,

수원드론페스티벌까지 다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NCW Fellowship(2015)

공군-아주대 합동홍보행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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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참모총장 방문(2015)



언론으로 보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재학생과 통하다
박재형 _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학년

뜨는 기술 배우는 전공, 매력 있어요.

박재형 학생은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험이 있다.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며 그만둔 뒤 다시 

입시를 준비할 때에는 전공 선택부터 신중했다. 그렇게 선

택한 전공이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였다.

“진로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국방 관련 학과가 눈

에 들어왔죠. 국방 분야가 발전을 하고 있는건 세계적인 추

세거든요. 현실적으로 봐도 취업 걱정이 없고, 군 복무 중에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

요.”

국방디지털학과는 학생을 공군의 군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계약학과다. 입학과 동시에 장교 임관이 결정되어, 큰 결

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졸업 후 바로 장교 복무를 시작

한다. 배우는 학문도 군에 특화된 IT기술이다. 이쯤 되면 

평소 생활도 군대처럼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지

만, 캠퍼스 생활을 묻는 질문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답이 

돌아왔다.

“일반 학과와 분위기는 거의 다르지 않아요. 아무래도 성비

가 좀 치우치긴 하지만 그것도 보통의 공대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학생 수가 적고, 모두 같은 진로가 결정됐기 때문에 

더 끈끈한 면이 있어요. 학생과 교수님들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해요. 절대 군대처럼 ‘각’ 잡는 일은 없어요.”

이제 막 첫번째 입학생을 받은 학과이기 때문에 1학년의 시

간표는 전공 심화 과정보다 전반적인 이해와 교양 수업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군에 특화된 기술이기에 전공 수업이 

만만치 않다. 또 군사 탐방과 박람회, 학회 등에도 참여하도

록 학교에서 연결한다. 박재현 학생은 이 같은 과정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했다.

“일반적인 학과에서 배우기 어려운 기술을 배우잖아요. 또 

소위 ‘뜨는 기술’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있

어요. 준비할 때보다 들어와서 배우면서 전공을 더 좋아하

게 됐어요.”

교수와 통하다
임재성 _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장

공군에 특화된 IT 인력을 배출합니다.

이름부터 ‘디지털’ 또는 ‘IT’가 붙은 IT 관련 학과는 수없이 많

다. 그렇다면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서 배우는 ‘국방분야 특

화된 IT기술’이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학과장을 맡고 있

는 임재성 교수에게 물었다.

“현대전에서는 모든 상황 파악과 정보 전달이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첨단 무기체계

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NCW(Network Centric 

Warfare)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IT 전문 인력이 굉

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말하는 IT 기술이란 것

이 일반 상용 기술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

에 특화된 IT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만 하고, 저희 학과가 공

군에 필요한 인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군 사관학교에도 기술병과 교육이 있지만, 기본적인 군

사훈련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대학처럼 IT 기술을 전

문적으로 다루지는 못한다고 임 교수는 말했다. 아주대에서

는 별도의 군사훈련은 없고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을 이수한다.

NCW 특화 학과가 아주대에만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주대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신설하기 전에도 대학원에 

NCW학과를 개설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해 왔다. 전공자가 

적은 만큼 군 복무 이후의 진로 전망도 밝다고 임 교수는 말

했다.

“군에서 기술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엘리트 기술장

교가 되게 하자는 것이 학과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복무 이후에도 국방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

고의 엘리트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학과이니 전문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임 교수는 교육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언급했다. 중

간에 군대를 가거나 학비 문제로 휴학하는 학생이 없기 때

문이다.

“일반 학과들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 군 복무, 또 경제적

인 어려움이나 거주지의 문제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발

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학기

에 따라 연동되는 수업 진행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팀 프로

젝트도 학생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확실

한 인식만 있다면 정말 좋은 조건이지요.”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 가려면

▶전형 분석

① 수시모집 :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방IT우수인재1 전형으

로 10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모집 인원

의 3배수를 선발하는데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50%와 면접 50%로 최종 합

격생을 선발한다. 졸업 후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공군 계약

학과의 특성상 면접에서는 핵심가치, 국가관, 리더십, 품성, 

표현력, 태도 및 예절, 성장환경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면접 

외에 공군본부 주관항목으로 신체검사, 체력검정, 신원조사

가 있는데 점수로는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판단한다.

② 정시모집 : 수능 100%로 선발하고 수시 전형과 마찬가

지로 신체검사, 체력검정, 신원조사가 있다. 수능 영역별 반

영 비율은 2016학년도 정시요강 기준으로 국어A 15%, 수

학B 35%, 영어 35%, 과탐(2과목) 15%로 수학B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다. 특이하게 정시모집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국어A, 수학B, 영어 등급 합 7 이내에 들어

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등록자 중 수능 국어A, 수학B, 영어 

백분위 평균 상위 4% 이내 해당자에게 기숙사비 전액 지원 

및 자기역량개발 장학금 학기당 160만원 지원된다.

▶지원 시 준비할 점과 유의할 점

다른 일반 학과와 달리 나이 제한과 신장, 시력 등 공군본부 

주관항목의 세부 기준이 있다. 또 면접 외에 신체검사, 체력

검정, 신원조사가 있는데 점수로는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판단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 

따라서 요강을 통해 세부 기준을 확인하고 체력검정을 위해

서는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글 = 박성조 기자  

공군이 ‘4년 전액 등록금’ ‘장교 복무’ 등의 파

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계약 학과를 물색하면서 

20여개 대학 중 굳이 아주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국방과 정보기술

(IT)을 융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총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주대의 장

점인 융합에 더 힘을 쏟고, 국방 관련 학과들에 대한 지원을 넓혀 국방 분야 특성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아주대가 국방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

▶ 아주대는 10여년 전부터 국방 IT 분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이에 따른 성과를 집대성한 

학과다. 공군과 함께 항공 IT 전문 기술 장교를 양성하는 이 학과가 올해 신규 개설되면서 기존 국방 관련 학과들과 함께 

‘국방 IT 교육 클러스터’가 형성됐다.

 ▒ ‘국방디지털융합학과’라는 명칭이 생소한데.

▶ 현대전에서 공군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이다. 최첨단 항공기를 비롯한 무기 체계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려면 네트워크중심전(NCW)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그래야 신속하고 오차 없이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

 ▒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상당하다.

▶ 우선 공군에서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학교에서는 4년간 기숙사비 및 해외 연수 장학금이 지원된다. 학습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전용 실습실도 마련했다. 미국 등 국방 분야 선진국으로의 해외 인턴십도 계획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는 어떤가.

▶ 졸업 후에는 공군에서 7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후에 장군과 같은 고급 장교로 나갈 수 있다. 복무 기간

에는 정보통신 분야 장교로서 국방 IT가 적용된 최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하며 복무 후에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국방 

및 항공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유쾌한 반란’을 강조하고 싶다. ‘반란’은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

인 의지의 표현이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유쾌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특수한 국방 여

건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극복하는 반란, 나 자신을 바꾸는 반란, 나아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바꾸는 반란을 

일으켜 보길 권한다. 김기중기자, gjkim@seoul.co.kr

[취업 ‘블루오션’ 특성화 학과를 가다]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유쾌한 반란 꿈꿔 보길

아주대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

활우수자전형으로서, 내신 교과 영역이 70%, 비교과 영역

이 30%씩 반영돼 내신 교과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내신 

교과 영역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반영하고 

자연계열(금융공학과 포함)은 과학, 인문계열(금융공학과 

제외)은 사회를 추가 반영하되 영역별 비율은 다르다. 비

교과 영역은 전공적합성, 인성,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다.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작년

에 비해 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 비율은 감소하고 비교과 

영역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지

원은 가능하지만 아주대의 모집단위별 소속계열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수를 확

인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아주ACE전형(일반, 고른기회)과 과학우

수인재전형, 단원고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국

방IT우수인재전형1의 5가지 전형으로 분류된다. 아주ACE

전형의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39명 증가한 32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17.1%다. 필요한 서류는 학생부와 자

기소개서다. 아주대는 교사추천서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

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1단계는 서류

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50%+ 면

접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서류평가는 다수의 서류평가위원이 학생부와 자기

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교과 관련 성취, 전공적합성, 

학교생활충실도, 활동경력, 자기주도성, 인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한다. 제출 서류가 적은 만큼 진로에 대한 열정

과 고민을 일관성 있게 잘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2단계 면접평가는 10∼15분 내외로 두 명의 면접관이 수

험생 한 명을 평가한다. 올해도 교과형 발표면접은 실시하

지 않는다. 면접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인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전공 적합성, 서류 진실성 등을 확인한다. 아주ACE

전형은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학과의 경우

에는 수능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과학우수인재전형은 기존의 과학특기자, 과학중점고 연계 

전형을 통합하고 지원 자격을 넓혀 과학적 소양을 지닌 학

생들을 뽑는 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한다. 1단계는 서류평

가 100%, 2단계는 1단계 50% + 면접 50%다.

국방IT우수인재전형1도 눈에 띄는 전형이다. 지난해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공

군과 계약을 맺고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수시 

10명, 정시10명씩을 선발한다. 수시에서는 1단계 서류평

가 100%, 2단계는 1단계 50% + 면접 50%로 전형을 치르

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합격자 전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기숙사 입사 보장, 재학중 별도의 군사훈련 

없이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 임관의 특전이 주어진다.

원서는 9월 9∼15일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아주대, 비교과 영역 평가 강화하고 ACE전형 늘려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

2015. 7. 29일자

취업 100% 보장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인기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졸업 후 바로 채용으로 이어지는 

계약학과는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졸업 후 

채용 조건형(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 계약학과는 13개 대

학 19개 학과가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계약학과는 국방부

와 공군·해군과 같은 군 특정 보직과 관련돼 있어 학과별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군이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

을 기르기 위해 개설한 학과다. 컴퓨터·전자 등 정보통신

기술 학문을 토대로 공군에 특화된 과목을 운영한다. 합

격자 20명 모두에게 입학금·수업료 면제, 기숙사 입사 보

장, 재학 중 별도 군사훈련 없이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 

임관 같은 특전을 제공한다. 졸업생은 공군 장교로 7년간 

복무한 뒤 군에 남거나 정부 기관이나 국책연구소, 국방

항공 방위산업체 같은 국방·안보 산업 분야로 진출해 전

보통신기술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다.

오소연 기자 webmaster@eduk.kr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사이버전쟁 첨병 양성 … 
4년 장학생 20명 선발
공군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

을 국내 우수 대학에서 기르기 위해 지난해 5월 아주대를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주대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신설하고 4년 전액 장학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항공·우주의 정보통신 분야에 특

화된 전문인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컴퓨터·전자 등 정

보통신기술 학문을 토대로 공군에 특화된 과목을 운영

한다. 선발된 학생에겐 풍부한 장학 혜택을 준다. 합격자 

20명 모두에게 입학금·수업료 면제, 기숙사 입사 보장, 

재학 중 별도 군사훈련 없이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 임

관 같은 특전을 제공한다. 입학과 동시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줌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기술에 전문 기술인을 만들기 위해 학

생 맞춤형 소수 정예 교육으로 진행된다.

신입생은 학생부종합 전형 중 국방IT우수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 전형을 통해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서 20명

(수시 10명, 정시 10명)만 뽑는다. 졸업생은 공군 장교로 

7년간 복무한 뒤 군에 남거나 정부 기관이나 국책연구소, 

국방항공 방위산업체 같은 국방·안보 산업 분야로 진출

해 전보통신기술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다. 지난해 국방디

지털융합학과 신입생을 뽑은 2015학년도 국방IT우수인재

전형1 경쟁률은 13.4대 1. 합격생의 평균 학생부 성적은 

1.5등급, 수능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95.2점을 기

록했다. 재성 국방디지털융합학과장은 “국방 정보통신기

술은 첨단 군사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문인

력이 부족하다”면서 “무기체계를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

하고 소프트웨어로 지능을 부여하는 고도의 기술 전문가

를 기르는 과정이 국방디지털융합학과”라고 강조했다.

김기중기자, gjkim@seoul.co.kr

[공군교육사]
미래 정보통신 전문장교 
꿈이 영근다 

공군교육사, 아주대 정보통신 장학생 하계교육

공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는 15·16일 이틀 동안 아주

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 19명과 교수진 3명을 대상

으로 ‘정보통신장학생 하계 소집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 공군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이 될 정보

통신장학생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예비 정보

통신 장교로서 직업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안보관 교육, 정보통신 직무지식 교육, 정보통

신대대 장비·시설 견학, 공군 정보통신체계 소개 등 이틀 

일정의 소집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주관한 위강복(대령) 정보통신학교장은 “예비 공

군 장교에게 꼭 필요한 안보관과 소명의식 확립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며 “장학생들이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할 정

보통신기술 전문 장교로 거듭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지난해 5월 공군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첫 정시 모

집은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5학번 신입생 20명이 

선발됐다. 정보통신장학생들은 졸업까지 4년 동안 장학금

을 통해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고 졸업 후에는 공군 정보

통신 장교로 임관한다.

김상윤 기자 ksy0609@dema.mil.kr

2015. 8. 24일자

대기업ㆍ정부기관서 파격 장학금도
성대 반도체시스템 경쟁은 44대 1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입

학 경쟁률이 최고 40대 1을 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과 정부 기관이 재학 시 장학금을 지원하

고, 졸업 후엔 채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입시업체 유웨이중앙교육의 대학 알리미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계약학과는 학사 학위 취득 기준으로 89개 대학(지

방 캠퍼스 포함) 281개 학과이며, 이 가운데 ‘졸업 후 채용’ 

조건형은 13개 대학 19개학과로 집계됐다. 계약학과는 정

부, 지방자치단체 혹은 산업체 등이 대학과 특정학과 개설

을 계약한 것으로, 학생들의 졸업 후 채용, 직원 재교육 등

의 조건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졸업 후 채용’ 계약학과인 성균관대 반도체시스

템공학과의 2015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은 무려 44.47

대 1에 달했다. 2006년 신설된 이 학과는 입학생 전원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 후 최소한의 채용절차만 

통과하면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할 수 있다.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도 삼성전자와 채용 및 

학자금 지원 계약을 맺은 학과다. 입학과 동시에 삼성전자 

채용이 보장되며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 학과

의 작년 수시모집 경쟁률은 22.47대 1이었다.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학과들도 미래가 보장된다는 점에

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아

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대표적이다. 2011년 신설된 

고대 사이버국방학과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졸

업 후 전원 장교로 임관된다. 2015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

률은 5.2대 1이었다.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도 장학

금 혜택과 장교 임관 조건 등으로 13.4대 1의 경쟁률을 보

였다. 각각 공군과 해군에서 군사 전문가로 양성되는 세종

대의 항공시스템공학과와 국방시스템공학과 역시 재학생 

전원이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졸업 후 소위로 임관

된다. 작년 수시 모집에서 각각 7.86대 1, 4.0대 1의 경쟁

률을 기록하는 등 세종대의 주요 학과로 자리 잡았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취업 보장 매력에… 대학 '조건형 계약학과' 인기 고공행진
2015. 7. 9일자 2015. 8. 18일자

2015. 7. 29일자

대학마다 전략 학과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 특별히 챙기

는 학과인 만큼 장학금과 기숙사 입사 우선순위 배정, 학

과 실습 및 연구 공간 지원 등의 특혜가 따른다. 학과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이 보장된 곳도 있다. 취업이 확정되

지 않는 학과라도 졸업 후 사회 진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학과들은 대부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

상’이 많아 수험생 입장에선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기가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TONG은 대학별 특성화학

과를 하나씩 직접 찾아가 살펴보기로 했다. 두 번째 학과

는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다.

2015. 11. 7일자떴다! 특성화학과 ②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제2의 창학 선언' 재도약 꿈꾸는 아주대학교 ②이색

학과 소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기업

은 물론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어제의 1위가 내일 꼴찌로 

추락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에 

달렸다. 대학은 미래 성장동력 기반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 투자해야 할 분야다. 대학도 이런 사회변

화에 맞춰 일제히 특색학과 육성에 나서는 등 경쟁력 확

보에 몸부림치고 있다. 뉴스1은 ‘21세기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연다’ 기획취재를 통해 지역에 소재했지만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대학들을 소개한다. 또 대학을 이끄

는 총장과 교수, 학생들을 만나 대학의 미래와 대학이 나

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② 이색학과 소개 –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군 특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졸업 후 공군장교 임관
아주대학교에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학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과 협력해 탄생시킨 국

방디지털융합학과다.

네트워크 중심(NCW: Network Centric Warfare) 전장 

환경으로 변화한 현대전에서 공군은 최첨단 항공기 등의 

무기체계 운용을 통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임무

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공군은 각종 첨단 무기체계들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기 위한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상황이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이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고심하던 공군이 지난해 

5월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아주대를 택하면서 탄

생하게 됐다.

아주대는 올해 처음으로 과학고 및 일반고교 출신의 우수

학생 20명을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아주대와 공군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와 기숙사 입사, 교재 무료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들은 4년간 자유로운 환경에서 정보통신 기초 및 전문

기술은 물론 군 특화 응용기술을 습득해 졸업과 동시에 

공군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7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도 계속 장교로 복무할 경

우 장군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삼성탈레스와 

같은 방위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

(KIDA)와 같은 국방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군무원도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졸업생이 고려할 수 있는 

진로 중 하나다.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면 국방디지털융합학과와 연

계된 아주대 일반대학원 NCW학과에서 석·박사학위 취

득 및 교수로 재직할 수 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아주대는 

항공·우주의 정보통신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보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속 교수가 

기초 및 응용과목을 강의하며, 공군에서 20년 이상 복무

한 예비역 장교에게 군사학 과목을 맡겼다.

군부대 탐방 및 방위산업체 견학, 소집교육 등의 대외행

사에서 군 정보통신기술 적용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장교로서의 소양 및 체

력을 갖추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는

아주대학교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맺은 '한·불 기술 초

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을 계기로 1973년 '아주공업초

급대학'으로 설립됐다.

2015년 현재 15개 대학원, 11개 단과대학, 1개 특수학부

로 구성돼 있다. 4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한 아주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 '연구 잘하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끊임없는 화두를 대학사회에 제시하며 개혁에 앞장서온 

아주대는 올해 '제2의 창학'을 선언, 또 한 번의 도약을 위

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특별취재팀: 진현권·김평석·송용환·이윤희·

최대호·조정훈·권혁민 기자

장교·부사관 100% 임관 가능한 

국방 관련 학과 인기

국방부와 협약 맺은 보장형 학과, 

4년제·전문대에 두루 배치

국방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위

활동이자 국민의 의무 중 하나다. 최근에는 이 국방이 

단순 의무를 넘어 하나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

다. 장기화되는 취업난 속에서 직업군인이 안정적인 직

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또한 고도화돼 

가는 국방 기술에 대처하고자 더욱 전문적인 기술을 갖

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을 통해 국방 

관련 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사관학교, ROTC 등으

로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4년제는 물론 전문대에서도 

전문화된 국방 관련 학과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장교를 양성하는 학과가 운영되고 있

다. 장교는 부대를 지휘하거나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사관학교, ROTC 등 장교로 입대하

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특정 병과에 대한 전문

성도 부족해 군 입대 후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 돼 비효

율적인 면도 있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군사학과다.

현재 <대학저널> 조사결과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운영되

는 군사학과 중 20여 개가 실제 군과 협약을 맺은 학과

다. 이 외에는 비협약 학과로 운영된다. 두 학과 간 차

이는 장교 복무 보장 유무이다. 군 협약 학과는 전원 장

교생활이 보장되나, 비협약 학과는 1~2학년 때 군에서 

시행하는 군 장학생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들만이 

군 장학금을 받고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군 협약 

학과는 등록금 전액 지원과 같은 혜택을 보장해주고 있

다. 군사학과 교육과정은 군사학과 별도의 복수전공을 

선택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최근에

는 사이버보안, 정보통신, 조종사와 같은 특화된 장교인

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학과도 존재한다.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정보통신기술로 공군·항공기업 진출 가능
최근 개발되는 무기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돼 갈수

록 정교한 조작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

스템을 운용할 전문기술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군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정예 인재 양성을 위해 아주

대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개설했다. 국방디지털융합

학과는 일반 정보통신기술과 공군 특화 정보통신기술

이 융합된 특성화학과이다. 

공군의 NCW(Network Centric Warface, 네트워크중

심전) 전장 환경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을 목표로 한다. 학과생들에게는 전 학기 등록금이 장

학금으로 지급된다. 성적우수자는 기숙사비 및 학업장

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과를 졸업하면 공

군 정보통신장교로 임관해 7년간 의무 복무기간을 보

내게 된다. 의무 복무 이후 영관급 장교 및 장군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

스원, 삼성탈레스와 같은 방위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국국방연구원(KIDA)와 같은 국방관련 연구소 

등에서도 일할 수 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기획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연다 [아주대학교]
2015. 8. 4일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입시 설명회
공군과 아주대학교는 지난 21일 공군10전투비행단

에서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교 진학부장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군은 이날 참석한 교사들에게 정보통신기술 군사

학과의 필요성과 공군 장교로서의 복지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주대학교는 학과 교육체계, 졸업 

후 비전, 지난해 학생 선발결과 등을 소개했다.

공군은 우수한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아주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국방디지

털융합학과를 신설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매

년 우수한 인재 20명을 선발해 4년 동안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숙사 및 교재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5. 7. 23일자

2015. 7. 16일자

2015. 5. 1일자

[전공과 진로]  국방공무원편 “학업과 취업보장, 두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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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요강
신입생 수능 최저학력기준 및 장학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 정시에만 적용, 국어, 수학B, 영어 3개영역 등급 합이 7이내

●장학제도

•입학생 특전 

- 전원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 4년간 기숙사 입사 보장

-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자격 충족할 경우 선발 시 가산점 부여

•우수학생 특전 

- 학기당 학업장려금(월40만원) 지원

- 4년간 기숙사비 지원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 고서류

평가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신원조사

20명

1단계 100% - - - -

100점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50% 면접평가 50%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

원서접수

1

1차 선발
(3배수)

2

면접/신체검사/
체력검정/신원조사

3

최종선발

4

수시
모집 

전형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 고
수능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신원조사

10명
일괄

합산

80% - - - -
100점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20% 면접평가 20%

원서접수

1

면접

2

1차 선발
(5배수)

3

신체검사/
체력검정/신원조사

4

최종선발

5

정시
모집

전형방법
(수능 위주)

•국방·항공 + ICT분야 전문기술 교육

성숙도 높은 국방·항공 

ICT 기술 전문 인력

국방연구기관

국가 기관

항공 기업

국방 IT 기업

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고급 장교•무기체계 운용 및 개발 군실무 인턴십

•국방 ICT 석·박사

아주대학교(4년)

공군장교(7년)

학과 졸업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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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장교 복무 및 진출 전역 후 진출 분야

•병과 : 정보통신, 항공전자, 방공통제, 방공포, 정보

•복무기간 : 7년

   - 소·중위 : 비행단 소·중대장, 연구개발부서

   - 대위 : 공본 / 사령부 참모부서, 연구개발부서

•근무분야 

   - 전술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링크, C4I

   - 항공전자, 시스템분석, SW 개발 등

공군 ICT 분야 전문기술장교로 첨단 무기체계 운용/관리

ICT분야 운용/관리 및 개발 순환 근무

대령

장군

중령

소령

대위

중·소위

국방연구기관

국방에 필요한 기술적 연구 및 개발

선도기술 항공기 / 인공위성 연구 및 개발

국방과학기술 연구

국방과학기술 정책기획

항공 기업

항공기 / 전투기 독자 개발 및 생산

항공기 정밀기계 개발 및 생산

민군 항공기 정비 및 UAV 생산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및 생산

국가 기관
국가 항공정책 및 산업 민항 항공로 관제기관

국방 IT 기업
유도무기/지휘통제체계 개발 및 생산 항공/전자전체계 개발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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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Specialist
군복무 중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와 함께
세계 최고의 NCW공학 및 정책, 사이버전 전문가가 되다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는 국방 및 산업분야에서 NCW이론을 기반으로 정책, 기술 및 체계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NCW공학 및 정책,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에 목표를 두고 

대학원 NCW학과 아래 NCW공학 전공, NCW정책 전공, 사이버전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CW관련 교과목 구성은 NCW에 관련된 이론, 기술, 방법론 및 정책을 중심으로 개설하였으며, 

교과목 편성은 이론과 방법, 사례연구, 실습, 현장학습 중심으로 진행하고, 일부과목은 자격증 제도와 연계합니다. 

특히 NCW관련 특화된 교과목을 전 교과목 중 50% 이상 운영합니다.

전공소개 |

• NCW공학 분야 심화를 위하여 전공필수로 전술통신 과목 개설

• NCW특화 교과목인 전술통신네트워킹, 위성통신망, 감시정찰체계운영분석, C4ISR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을 전공 선택으로 개설

• 일반대학원 IT관련 학과의 과목을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

NCW공학 전공

전공목표 
NCW이론, 기술 및 체계 구축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

•NCW 정책분야 심화를 위하여 전공필수로 국방정책론 과목을 개설

•NCW기반 군사기획론, NCW와 군사전략론, 국가안보론, 동북아군사론 등을 전공선택으로 개설

•일반대학원 정책관련학과의 과목을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

NCW정책 전공

전공목표 
NCW이론, 정책 분야 개발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

• 사이버전 분야 심화를 위하여 전공필수로 사이버전 과목을 개설

• 사이버전 특화과목인 NCOE 보증, 사이버 상확인식과 지휘통제, 사이버 워게임, 사이버전자전 등을 전공선택으로 개설

• 일반대학원 정보보호 관련 과목을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

사이버전 전공

전공목표 
사이버전 정책, 작전, 체계 및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

교육과정 소개 |

NCW학과만의 특화되고 전문적인 전공과목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NCW전문가가 되다

구분 NCW공학 NCW정책 사이버전

전공필수

전술통신 국방정책론 사이버전

NCW 이론과 응용

전공선택

NCW/사이버전

특화과목

감시정찰체계운영분석

위성통신망

전술통신네트워킹

C4ISR 시스템엔지니어링

NCW와 군사전략론

동북아군사론

NCW기반 군사기획론

국가안보론

국방정보체계와 암호

사이버전 아키텍처

사이버 상황인식과 지휘통제

사이버 공격과 방어

NCOE 정보보증

내부자 사이버위협과 대응

사이버 전자전

무인체계 네트워크와 보안

사이버전 사례연구

사이버 워게임

 

 능력기반소요공학 NC기반 상호운용성과 합동성

 M&S 프로그래밍 정보보증개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정보작전

 무기체계공학 NCO-C2이론과 효과분석론

 복합시스템공학 NCW 세미나

 사업관리론 연합합동작전론

 엔터프라이즈엔지니어링 미래전과 NCW 

 웹기반정보서비스 군사전략세미나

 NCW 특강 1,2 NC기반 지휘통제전력

전공선택

일반대학원 교과목
IT관련 교과목 정책관련 교과목 정보보호 관련 과목

NCW학과

22 국방디지털융합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