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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란?

국가방어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방위산업물자(무기체계)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

총포류 및 화력장비, 항공기, 함정, 전차∙장갑차, 유도무기, 

지휘통제장비, 통신전자장비, 레이더, 탄약 등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산업체

공급자

국방부/방위사업청
육∙해∙공군

수요자

규제 산업적

민수와 다른 가격결정 구조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와 무관)

정부기관(가격결정위원회)에
의해 가격 결정

기술집약적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최첨단 고도 기술 사용

방위산업은 창조적 축적과
경험을 통해 발전

국가 주도 산업으로 軍 수요, 民 파급효과 多

쌍방 독점적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독과점적 성격을 가짐

高 진입장벽
高 수익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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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중심 산업

무기체계 사업화를 전제로
연구, 개발, 생산

군 소요 확정 후에
정부가 연구개발 재원을 부담



방위산업의 특징

최첨단 기술 집약 산업국가 안보 산업

국가 新성장동력

사업 기간

• 방위산업 : 

- KAI (5~15년), TICN (12년)

• 민수산업 : 

- 삼성전자(~2년), ETRI(~3년)

장기간 소요

IT융합기술

전통공학기술에 IT기술이 접목되는 최첨단 융복합 기술

지휘통제/통신

8대 방위산업 요소

감시정찰

기동함정항공 화력유도/방공

화생방

• 군 IT 기술이 민수산업기술에 적용된 대표 사례

민수산업기술 선도

국방 산업 기술이 민수 산업 활성화 유도

인터넷 CDMA GPS 센서 네트워크

• KF-X : 8조원

-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사업

• TICN : 4조 3천억원

-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

대규모의 국책 사업

사업 규모

• 방산업체(2012년 기준):  

- 약 310 업체

- 10대 업체: 삼성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 두산DST, 풍산, 삼성탈레스,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STX엔진

• 방산업체 인력(2012년 기준): 

- 약 3만5천명 (10대 업체: 1만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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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위산업업체



방위산업의 비전

자동차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2위, 가전/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

IT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 방위산업 수출액 7년새 14배 방위산업 대도약: 연 26% 비약적 증가

- 2.53억$/2006  23.82억$/2011  34.16억$/2013

• 소총과 탄약에서 전차와 초음속 항공기 수출

- 소총과 탄약/1970~1990  자주포, 함정, 항공기/2000 이후

- 주요 품목: KT-1 훈련기, K-9 자주포, K-2 전차, T-50 훈련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FA-50, 기뢰제거함, 초계함

방위산업은 수출형 성장동력 엔진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4개 기업 선정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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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삼성테크윈(65위) KAI(67위) LIG넥스원(84위) 한화(100위)

미래 방위산업은 정보기술(IT) 및 고도의 지능화된 첨단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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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50 경공격기 수출
: 2013년 이라크 24대, 2015년 페루 24대

- FA-50 한대는 수출해 얻은 이익은 중형차
1,000대 수출에 해당



국방IT 융합산업 동향

2010년 2015년 2020년

세계시장

국내시장

1,111

2,765

8,775

33.3
82.9

307.1

(단위:억불)
• 세계 국방용 고성능 컴퓨팅 시장

2010년 26억불 → 2015년 33억불

• 2015년까지 세계 국방IT융합 시장

4,810억불 규모 성장 예상

• 2015년까지 국내 국방IT융합 시장

168억불 규모 성장 예상

미래 전장 환경은 국방(감시정찰, 정밀타격 등)과 IT기술이 융합을 더욱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시장 확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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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IT 융합산업 동향

• 세계 항공 시장 규모

2008년 4,300억$ → 2020년 7,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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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 2014 ~2021

세계 항공 교통량 및 수요의 증가로 항공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차세대 항공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IT기술과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음

+130%

+239%

+137%

+192%

+221%

+197%

+165%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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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업연계 학과 운영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국방∙항공 ICT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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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학

민간
• 의대, 한의대, 치의대, 경찰대 등

•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과 , 한양대 미래자동차학과/융합전자공학부 등

군

육군

• 전투병과 : 건양대, 경남대, 대전대, 영남대, 용인대, 원광대, 조선대,

청주대, 서경대, 충남대, 상명대

• 사이버 : 고려대

• 정보통신 : 동양대

해군
• 해군 항해병과 : 세종대, 한양대, 충남대

• 해병대 전투병과 : 단국대

공군
• 조종 : 세종대, 영남대

• 정보통신 : 아주대



* NCW학과 외 46개 학과

* 정보통신대학원(C4I과정) 외 13개 대학원

* 장위국방연구소 외 41개 연구기관

[단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인문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기초교육대학]   약학대학

아주대학교 조직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교무회의

총 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교본부

대 학

일반대학원

연구기관

전문/특수대학원

기타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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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국방ICT 특화 교육 및 연구역량

• 정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 : 1999년 설립
- 국방 C4I,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ICT 전문가 양성 :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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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전공 운영
- 60여명의 졸업생 배출, 졸업 후 각 군 및 방위산업체로 현업 복귀

• 2008년 설립, 교수진 50여명 / 전임연구원 8명으로 구성
• 4개 연구센터 구성 :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 국방정책전략 연구센터,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 지원센터, 국방C4I 연구센터
• 2006년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대학 IT 연구센

터』로 선정
• 2012년 국방상호운용성지원센터가 국방부 지정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

기술 지원기관』으로 선정

장위국방연구소

대학원

-8-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설립(2014년 7월)

학부과정

• 정보통신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석∙박사과정

• 정보통신대학원 C4I전공

• 일반대학원 NCW학과

공군 ICT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방ICT분야 고급기술인력 양성

국방기관

/산업체

연 구

• 장위국방연구소
- 국방전술네트워크연구센터
- 국방C4I 연구센터
-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지원센터
- 국방정책전략 연구센터

국방부/합참,육/해/공군,ADD, 
LIG넥스원,삼성탈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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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목표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공군 정보통신 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술장교 양성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가 新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ICT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방 ICT 분야 합동성·연합성을 갖춘 고급기술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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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운영방안

정보통신대학 內 학과 신설(공군ICT전공)

교육과정 운영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응용분야

장위국방

연구소

기초학문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정보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대학원
C4I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NCW 석∙박사과정

교양

과목

전공

심화

공군

특화전공

(39)

일반

전공필수

(79)

군사학

(15)

교과과정

이수체계

(총 140학점)

교과 이수체계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국방디지털
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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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컴퓨터
공학과



학과 전공교과 운영계획

1. 공군 특화전공 과목 (13과목, 39학점)
- 국방 ICT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

2. 군사학 과목 (5과목, 15학점)
- 공군 장교 소양 과목으로 구성

3. 일반 ICT전공 과목 (27과목, 79학점)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공과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응용 과목으로 구성

전공교과
운영 계획

공군
특화전공

군사학

일반
ICT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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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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기술 교육
(전자, 컴퓨터공학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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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과NCW, 항공SW, 사이버전)

• 공군 특화기술기반 프로젝트 교육
(국방ICT프로젝트1, 2)

ICT 기술 기초 역량 공군 특화기술 기초 역량

ICT기술 전문 역량 공군 특화기술 전문 역량

ICT기술 응용 역량 공군 특화기술 응용 역량

교육과정
수립전략

교육목표

교육목표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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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개별교육운영 계획

• 군사탐방 1~4 과목 수행(1일, 학년별로 연 1회 수행)

- 학년별 연 1회 1일 과정으로 공군부대 견학/실습
- 군 전술통신 등 부대 내 ICT활용에 대한 체험으로 이해도 증진

• 방학 소집교육 (1박 2일, 연 1회, 전 학년 함께 참여)

• 신입생 소양교육

• 어학 집중교육 (6주간 수행)

• Fellowship 수행 (1박 2일, 연1회, 전 학년 함께 참여)

- 공군에서 1박 2일간 체력측정 및 안보교육 등 수행
- 장교로서의 소양 및 체력을 갖추기 위한 활동 수행

- 전 학년 연1회 1박 2일로 군부대, 방위산업체 견학 방문
- 군 ICT 활용사례 체험을 통한 군에서의 ICT활용 이해도 증진

- 입학 초 대학생 핵심역량진단평가 실시(K-CESA)
- 개인별 인적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1:1 상담을 통한 지속 관리

- 3학년 겨율 방학 중 6주간 영어집중교육을 수행
- 교육 후 토익시험 응시료 2회 지원하여 全학생 토익 750점

이상 취득 추진

• 국제공인 IT 자격증 지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분야)

- 데이터베이스(OCA/OCP), 네트워크(CCNA/CCNP) 국제공인
자격증 응시료 2회 지원하여 全학생 자격증 취득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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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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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학 력 연구분야

임재성 학과장, KAIST 전자공학박사 무선이동통신/국방전술통신

김동윤 Massachusetts Inst Tech(MIT) 공학박사 컴퓨터비전/인공지능

노병희 KAIST 전기및전자공학박사 멀티미디어통신/국방네트워크SW

류기열 KAIST 전산학박사 분산소프트웨어

이정태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프로그래밍언어

이태공 Wayne State University 전산학박사 Enterprise Architecting/NCW

홍성표 University of Hull, UK 국제정치학박사 국방안보/정책

이병묵 한남대학교 국방정책학석사 리더쉽/항공이론

구자열 아주대학교 공학박사 국방ICT/레이더

백호기 아주대학교 공학박사 전술데이터링크/이동통신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
평가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신원조사

총 점 비 고

- - - -100%

10명

1단계

50%2단계 면접평가 50%

100점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신원조사

총 점 비 고

- - - -100%10명
일괄
합산

100점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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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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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장학

• 공통

- 4년간 기숙사 입사 보장
-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자격
충족할 경우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우수학생
- 학기당 학업장려금(월40만원) 지원
- 4년간 기숙사비 지원

공군 장학

• 전원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지원



학과 졸업후 진로

성숙도 높은
국방∙항공 + ICT
기술 전문 인력

ㆍ국방 ∙항공 + ICT 분야

전문 기술 교육

아주대학교(4년)

ㆍ 무기 체계 운용 및 개발

군 실무 인턴십

ㆍ국방 ICT 석·박사

공군장교(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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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장교 복무 및 진출

• 병과 : 정보통신, 항공전자, 관제, 방공포

• 복무기간 : 7년

- 소/중위 : 비행단 소/중대장, 연구개발부서

- 대위 : 공본/사령부 참모부서, 연구개발부서

• 근무분야

- 전술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링크, C4I

- 항공전자, 시스템분석, S/W 개발 등

※ ICT분야 운용/관리 및 개발 순환 근무

중령

대령

대위

소령

중·소위 3년

4년

6년

6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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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진출 분야

선도기술 항공기 / 
인공위성 연구 및 개발

유도무기 /
지휘통제체계 개발

국방에 필요한 기술적
연구 및 개발

항공기 / 전투기
독자 개발

항공 / 전자전체계 개발

효율적인 물류 및
항공체계 구축

국내 유일한 항공로
관제기관

국방
과학연구소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
우주산업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국방
기술품질원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정책 연구

국방과학기술 기획

민수 항공기 및
국내/외 군용항공기 정비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아시아나
ICT 융합 연구소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삼성테크윈 정밀기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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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Ⅰ

현대전은 첨단 무기체계가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 합동작전능력을 극대화하는 NCW(네트워크중

심전) 개념의 전장환경입니다.

특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공군력은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들의 네트워크 연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번 아주대학교의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신설로

NCW 전장환경을 주도할 ICT 전문기술인력을 양

성함으로써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

로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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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Ⅱ

국내외 항공산업은 항공 교통량 및 통신

수요의 급증으로 향후 20년간 연평균

5.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금번 개

설되는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항공 ICT

우수인력으로 장래가 유망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하 성 용

국방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신성장동

력으로 창조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

다. 국방 ICT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

하는 핵심기술로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

털융합학과는 우수 ICT 전문기술인력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정 홍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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