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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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정   홍   용

국방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창조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 ICT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핵심기술로써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는 우수 ICT 전문기술인력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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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특징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기간

•방위산업 : KAI (5~15년), TICN(12년)

•민수산업 : 삼성전자(~2년), ETRI(~3년)

대규모의	국책	사업

•KF-X : 8조원,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사업

•TICN : 4조 3천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

최첨단	기술	집약	산업

•전통공학기술에 IT기술이 접목되는 

   최첨단 융복합 기술

방위산업이란?

국가방어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방위산업물자(무기체계)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총포류 및 화력장비, 항공기, 함정, 전차·장갑차, 유도무기, 

지휘통제장비, 통신전자장비, 레이더, 탄약 등이 해당됩니다.

ICT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유무인 항공기에 대한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공급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산업체 수요자	: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가 주도 산업으로 軍 수요, 民 파급효과 多

수요중심

무기체계 사업화를 전제로 

연구, 개발, 생산

군 소요 확정 후에

정부가 연구개발 재원 부담

쌍방독점적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독과점적 성격을 가짐

高 진입장벽

高 수익성 산업

규제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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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방위산업업체

•방산업체 : 약 32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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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 인력 : 약 3만 3천명

국방	산업	기술이	민수산업	활성화	유도

•군 IT 기술이 민수산업기술에 적용된 대표 사례

CDMA 센서네트워크 GPS인터넷

함정

화력감시정찰

화생방

항공 기동

지휘통제/
통신

유도/
방공



비전과 발전이 동행하다

2.53억$

23.82억$

2006년

2011년

34.16억$

2013년

주요 품목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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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소총과 탄약 수출에서 시작된 방위 산업은 2000년 이후에 이르러 자주포, 함정, 

항공기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주요 품목은 KT-1 훈련기, K-9 

자주포, K-2 전차, T-50 훈련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FA-50, 기뢰제거함, 초계함 등이며, 

수출액은 2006년 2.53억$, 2011년 23.82억$, 2013년 34.16억$, 2017년 76.9억$로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과 발전이 함께 걷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성장동력은 40여 년간 다져 올린 탄탄한 

초석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세계 곳곳에 

세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위산업은	수출형	성장동력	엔진

수출액 11년새

30배
 

비약적 증가

30.3%
 

3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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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11억$

2015년

2,765억$

8,775억$

33.3억$
세계시장

국내시장

82.9억$

307.1억$

2020년

미래 세계로 나아가다
국내외 국

방IT시
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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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7개 기업 선정 (2017년 기준, 세계방산시장연감)

54위
 52위

 

65위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을 점차 장악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IT시장은 2020년 세계시장 

8,775억 달러를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IT시장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천은 

거침없는 비상을 향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망이 있는 곳에 비전을 세우는 노력!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국방력에 비해 방위산업은 아직 미약한 분야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71위
 96위

 100위
 

67위
 



성장의 흐름을 타다

+221%

+165%

+137%

+130%

+239%

+309%

+197%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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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항공교통량 성장 예측

예측가능한 성장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흐름을 타는 것이 전제됩니다. 

국내 국방 IT 융합시장의 동향은 이미 지속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예상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세계 

항공시장 규모가 2020년에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발전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국방·항공 IT융합산업은 지금이 바로 융성한 때입니다.

세계항공교통량 또한 지역별로 100~300%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는 300% 이상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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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항공	IT	융합산업	동향

국방IT 융합시장 동향

세계 국방용 고성능 컴퓨팅 시장

2010년 26억 달러

2015년까지 국내 국방IT 융합시장

2015년까지 세계 국방IT 융합시장

2015년 33억달러 

성장예상168억달러 

성장예상4,81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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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디지털융합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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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정보통신대학원 C4I전공

일반대학원 NCW학과

장위국방연구소

국방기관 / 산업체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설립 (2014년 7월)

최첨단 무기체계들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로 지능을 부여하는 

국방 ICT 기술은 현대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요소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결정 짓는 시스템 운용의 전문 기술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 아주대학교는 2014년 5월 협정을 체결해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신설하였으며, 국방 ICT 분야에 특화된 아주대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공군 ICT기술 장교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국방 ICT 분야 교육기관

공군 ICT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학부과정

정보통신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2015년 3월

•공군본부 군사학과 아주대학교 선정 : 2014년 4월

•공군본부-아주대 ICT군사학과 MOU체결 : 2014년 5월

•2015학년 선발신입생 공군부대 방문(Fellowship) : 2015년 2월

•공군참모총장 아주대학교 방문(선발 신입생 격려) : 2015년, 2016년

국방ICT분야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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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전 전공 운영

• 60여명의 졸업생 배출, 졸업 후 각 군 및 방위산업체로 현업 복귀

국방 ICT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장위국방연구소

•2008년 설립, 교수진 50여명 / 전임연구원 8명으로 구성

• 4개 연구센터 구성 :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 국방정책전략 연구센터,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 지원센터,

                           국방C4I 연구센터, 국방RAM 연구센터

• 2006년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대학 IT 연구센터』로 선정

• 2012년 국방상호운용성지원센터가 국방부 지정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 지원기관』으로 선정

• 2015년 방사청 『국방 RAM 특화연구실』로 선정

• 2016년 방사청 『미래 전투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연구센터』로 선정

국방기관 산업체  국방부/합참, 육/해/공군, ADD,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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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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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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최고의 엘리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대학 내 학과 신설(공군 ICT전공)

전공교과 운영계획 및 교과이수 체계

국방ICT 기초·응용 교육체계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전자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응용분야

장위국방연구소

기초학문

소프트웨어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대학원

C4I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NCW 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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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소개

김정식
•�고려대학교�국방정책학�석사

연구분야
•국방정책

노병희
•�KAIST�전기�및�전자공학박사

연구분야
•멀티미디어통신

•국방네트워크SW

류기열
•KAIST�전산학�박사

연구분야
•분산소프트웨어

백호기
•아주대학교대학원�박사

연구분야
•전술데이터링크

•무선네트워크

이병묵
•�한남대학교�국방정책학�석사

연구분야
•리더십/항공이론

이정태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연구분야
•프로그래밍언어

장경식
•아주대학교대학원�박사

연구분야
•국방ICT

정 수
•아주대학교대학원�박사

연구분야
•국방�정책�/�군사전략

정찬기
•�Florida�Institute�of�Tech.�

��컴퓨터공학과�박사

연구분야
•NCW공학

홍성표
•�University�of�Hull,��

UK�국제정치학�박사

연구분야
•국방안보�/�정책

임재성 학과장

•�KAIST�전기�및�전자공학�

박사

연구분야

•무선이동통신

•국방전술통신

김태영

•전�국방부장관

•초빙교수

김민구

•�Pennsylvania�state�Univ�박사�

연구분야
•인공지능,�지능형정보검색

•데이터마이닝

구자열
•아주대학교대학원�박사

연구분야
•국방레이다

•국방�C4I�분야

김동윤

•�Massachusetts�Inst.�

Tech(MIT)�공학�박사

연구분야

•컴퓨터비전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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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

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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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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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박�3일,�연�1회,�전�학년�함께�참여

•�공군에서�2박�3일간�체력검정�및�안보교육�등�수행

•�장교로서의�소양�및�체력을�갖추기�위한�활동�수행

군
소양
교육

어학 집중교육 | 4주간�수행

•�3학년�겨울�방학�중�4주간�영어집중교육을�수행

•�교육�후�토익시험�응시료�1회�지원,�全학생�토익�750점�이상�취득�추진

국내외공인 IT 자격증 지원 |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분야

•�국외�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국제공인자격증,�국내�ICT�관련�기사�자격증,�국내�TOPCIT�

자격증�응시료�2회�지원,�全학생�자격증�취득�의무�추진

방위산업체 현장실습교육 | 4주간�수행

•�한화시스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등�방위산업체에서�현장실습�위주�인턴십

개인역량
교육

학과 개별교육 운영계획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21 

【서울=뉴시스】1일 경기 수원 아주대 종합관에서 LIG넥스원 사업/개발본부장 김지찬 부사장과 최경희 아주대 산

학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장실습 운영 합의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6.02. (사진=LIG넥스원 제공)

아주대-LIG넥스원, 

현장실습 운영 협약 채결

2017. 6. 05일자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쟁도 ‘NCW(Network-

Centric Warfare·네트워크 중심 전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 NCW의 핵심은 최신 ICT

를 활용, 최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센서를 통해 적의 상황을 실시

간 감지, 공격을 결정한 뒤 최첨단 무기로 타격한다. 최신 ICT 활용능력과 최첨단 무기체

계 운용능력이 뛰어날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최신 ICT를 

활용, 최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육군1야전군사령부가 지난 7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아주대학교 국방 네트워크중심전(NCW) 학과 교수진을 초빙해 간부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NCW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운용성과 합동성’이라는 주제의 이번 강연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전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NCW 기반의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래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간부들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뒀다. 

국방 NCW 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의 NCW 개념 소개로 시작된 이날 강연에서 아주대 임병윤 교수와 임재성 NCW학과장은 

다양한 데이터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NCW의 기본 개념과 사이버전의 중요성 등을 역설했다. 

강연에 참석한 간부들은 “오늘 강연으로 NCW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한 굳건한 안보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주목! 이 학과]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군 장교의 꿈,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서 이뤄진다

[육군1야전군사령부] 

네트워크중심戰 기반 
‘국방 새 패러다임’ 제시

2018. 4. 25일자

2017. 2. 12일자

언론으로 보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우리나라는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와 공군(참모총장 이왕근)이 손을 잡았다. 2014년 5월 협정을 체결하고 국방디지털융

합학과를 신설한 것.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 진학하면 4년간 전액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공군 장교로 복무한

다. 임재성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과장은 “국방 ICT는 현대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

지만 시스템 운용 전문 기술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주대와 공군이 국방디지

털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아주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공군 ICT 기술장교를 양성한

다”고 강조했다.

공군 유일 기술병과···공군 ICT 전문기술인력 양성

군사학과는 일종의 계약학과다.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이 우수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에 설립한다. 군사학과는 

일반병과와 기술병과로 구분된다. 일반병과는 건양대·경남대·대전대·상명대·서경대·영남대·용인대·원광대·조선

대·청주대·충남대(이상 육군), 세종대·충남대·한양대(이상 해군), 단국대(해병대), 세종대·영남대(이상 공군) 등이 운

영한다. 기술병과는 아주대(공군)를 비롯해 고려대와 동양대(이상 육군)가 운영한다. 공군 기술병과 군사학과는 아주대 국

방디지털융합학과가 유일하다. 

'제2의 창학 선언' 재도약 꿈꾸는 아주대학교 ②이색학과 소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어제의 1위가 내일 꼴찌로 추락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미래를 이

끌 인재양성에 달렸다. 대학은 미래 성장동력 기반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관

심을 기울여 투자해야 할 분야다. 대학도 이런 사회변화에 맞춰 일제히 특색

학과 육성에 나서는 등 경쟁력 확보에 몸부림치고 있다. 뉴스1은 ‘21세기 대

한민국 미래, 대학이 연다’ 기획취재를 통해 지역에 소재했지만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대학들을 소개한다. 또 대학을 이끄는 총장과 교수, 학생들을 

만나 대학의 미래와 대학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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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로 대한민국 공군과 협력해 탄생시킨 국방디지털융합학과다. 네트워크 중심

(NCW: Network Centric Warfare) 전장 환경으로 변화한 현대전에서 공군은 

최첨단 항공기 등의 무기체계 운용을 통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임

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공군은 각종 첨단 무기체계들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이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정보통신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고심하던 공군이 지난해 5월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아주

대를 택하면서 탄생하게 됐다. 아주대는 올해 처음으로 과학고 및 일반고교 

출신의 우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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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은 물론 군 특화 응용기술을 습득해 졸

업과 동시에 공군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7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도 계

속 장교로 복무할 경우 장군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넥스원, 삼성탈레스와 같은 방위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

국국방연구원(KIDA)와 같은 국방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군무원

도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졸업생이 고려할 수 있는 진로 중 하나다.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면 국방디지털융합학과와 연계된 아주대 일반대

학원 NCW학과에서 석·박사학위 취득 및 교수로 재직할 수 있다. 국방디지

털융합학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아주대는 항공·우주의 정보통신 분야

에 특화된 전문인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인

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보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속 교수가 기초 및 응용과목을 

강의하며, 공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장교에게 군사학 과목을 맡겼

다. 군부대 탐방 및 방위산업체 견학, 소집교육 등의 대외행사에서 군 정보통

신기술 적용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장

교로서의 소양 및 체력을 갖추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는

아주대학교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맺은 '한·불 기술 초급대학 설립에 관

한 협정'을 계기로 1973년 '아주공업초급대학'으로 설립됐다. 2015년 현재 15

개 대학원, 11개 단과대학, 1개 특수학부로 구성돼 있다. 40여년의 짧은 역사

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한 아주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 '연구 잘하

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끊임없는 화두를 대학사회에 제시하며 개혁에 

앞장서온 아주대는 올해 '제2의 창학'을 선언,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특별취재팀 : 진현권·김평석·송용환·이윤희·최대호·조정훈·권혁민 기자

기획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연다 [아주대학교]

2015. 8. 4일자

핸드폰으로 영상보는 방법

1. 네이버나 다음에서 마이크아이콘 터치 후 

   QR아이콘 터치

2. 핸드폰 카메라 옆 문양         으로 향하면 

    자동 실행



2018년도 학부모 간담회

공군참모총장 방문

공군참모총장 방문아주대 공사생도 교류행사

공군참모총장 방문

드론페스티벌

제4회 워크샵

제3회 TOPGUN 드론 경진대회

고등학교 모교 방문 사진제3회 드론경진대회

서산 하계소집교육

Fellowship

공군참모총장 방문

공군-아주대 합동홍보행사

국방 Fellowship

하계소집훈련

하계소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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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공군부대 방문

GALLERY
하계소집훈련, 공군참모총장 방문, 학부모 간담회,

수원드론페스티벌까지 다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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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국방워크숍(드론 관련 논문 연구 발표)TOP GUN 드론 경진대회

학년 별 개발 및 연구 내용

학  년
내  용

개발 연구

1학년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 (Basic Level) 연구 분야 조사

2학년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 (Advanced Level) 연구 주제 선정 및 관련 동향 조사

3학년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 진행 연구 주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검증 

4학년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 완성 학술회의 / 학회지 논문 발표

특별 행사

•TOP GUN 드론 경진대회 진행 (매년 1회 : 2월)

•아주국방워크숍 진행 (매년 2회 : 3월, 9월)

•그 외 드론 관련 행사 참여 (드론 페스티벌)

•아주희망·군사탐방 수업 진행(특강 및 드론관련 수업)

드론 소학회 활동
드론 페스티벌

아주희망·군사탐방 드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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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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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학생 장학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3.0학점 미달 시 차기 학기의 

학업장려금(월 40만원) 및 기숙사비 전액지원을 상실함.

 단, 차기학기에 기준학점을 충족 하면 장학생 자격이 복원되며, 

그 기회는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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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 -

100점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면접평가 30%

원서접수 1차 선발 면접/신체검사/

체력검정/신원조사

최종선발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 고
수능

공군본부 주관(1단계 합격자만 실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신원조사

10명

1단계 100% 100점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2단계 80%
- - - -

100점
공군본부 주관 항목은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함면접평가 20%

원서접수 1차 선발 면접/신체검사/

체력검정/신원조사

최종선발

1 2 3 4

수시모집 |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모집 | 수능위주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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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검사 기준표

주요항목 기준(공군 장병 신체검사(공군규정 2-84) 적용) 주요 불합격 사유

신장 남 : 159cm 이상 196cm 미만   여 : 155cm 이상 184cm 미만

별표 2* 참조

체중 신장별 체중표(별표 1* 참조)

시력

(양안)

•우세안 교정시력 0.7 이상, 비우세안 교정시력 0.5 이상

•근시 : 0 ~ -8.75D 

•원시 : 0 ~ +3.75D
•난시 : 수직/수평 굴절률 차이 4.0D 이내

•색신 : 표준 색시력 검사지(VTS-CV)에서 14개 중 10개 이상 판독

기타 해당 항목별 기준

나 체력검정 기준표

종목 남 1.5km 달리기 / 여 1.2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30초) 팔굽혀펴기(30초)

기준 남 7분 44초 이내 / 여 8분 15초 이내 남 15회 이상 / 여 12회 이상 남 15회 이상 / 여 5회 이상

다 면접 평가

•대상 : 2단계 선발자 중 신체검사, 체력검정 합격자

•면접평가 내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핵심가치 국가관 리더십 품성 표현력 태도, 예절 성장환경

세부

평가내용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안보의식

•역사/시민의식

•결단/추진력

•솔선수범

•성실성

•도덕성

•논리성

•자신감

•예의

•바른자세
•취미·특기활동

별표 1 : 신장별 체중표

<남자> 

신장(cm)
159 이상

161 미만

161 이상

164 미만

164 이상

167 미만

167 이상

170 미만

170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6 미만

176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82 미만

182 이상

185 미만

185 이상

188 미만

188 이상

191 미만

191 이상

196 미만

최소(kg) 38.0 38.0 38.0 38.0 39.0 39.0 40.0 43.0 44.0 45.0 46.0 48.0

최대(kg) 96.9 101.9 105.9 107.9 109.9 112.9 112.9 112.9 112.9 117.9 129.9 134.9

<여자> 

신장(cm)
155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0 미만

160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66 미만

166 이상

169 미만

169 이상

172 미만

172 이상

175 미만

175 이상

178 미만

178 이상

181 미만

181 이상

184 미만

최소(kg) 38.0 39.0 41.0 43.0 44.0 46.0 47.0 49.0 51.0 52.0

최대(kg) 66.9 68.9 71.9 73.9 76.9 79.9 82.9 85.9 87.9 90.9

별표 2 :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

항목 주요 불합격 사유

신장 •신장 : 남 159cm 미만, 196cm 이상    여 155cm 미만, 184cm 이상

안

과

시력 •교정시력 우안 0.7 미만, 좌안 0.5 미만(왼손잡이는 좌안을 우안에 준함)

굴절률
•모든 경선에서 +4.0D 또는 –9.0D 이상의 굴절 이상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D 이상의 난시                  •양안 곡광도 차이 4.25D 이상의 부동시

사위 •20프리즘 이상 

사시 •수평사시 10프리즘, 수직사시 6프리즘 이상

기타 •색맹/색약

내

과

혈압 •고혈압 : 수축기 140mmHg 이상, 이완기 90mmHg 이상  •저혈압 : 수축기 81mmHg 미만, 이완기 51mmHg 미만

기타
•당뇨병, 내당능장애 •통풍         •천식 •신증후군, 사구체신염

•상실성빈맥         •실신         •염증성장질환

외과
•갑상선절제술 •체면적 10% 이상의 화상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십자인대파열 •편평족(X-ray 촬영 판정)

정신과 •우울증     •적응장애

피부과 •체표면 20%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질환     • 건선     • 문신

비뇨기과 •혈뇨

※ 판정기준 : 신체검사 항목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공군본부 주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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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졸업 후 진로

국방에 필요한 기술적 연구 및 개발 국방과학기술 연구

선도기술 항공기 / 인공위성 연구 및 개발 국방과학기술 정책기획

항공기 / 전투기 독자 개발 및 생산 민군 항공기 정비 및 UAV 생산

항공기 정밀기계 개발 및 생산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및 생산

유도무기/지휘통제체계 개발 및 생산 항공/전자전체계 개발 및 생산

국가 항공정책 및 산업 민항 항공로 관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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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장교 복무 및 진출

공군 ICT 분야 전문기술장교로 첨단 무기체계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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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분야 운용/관리 및 개발 순환 근무

대령

장군

중령

소령

대위

중·소위

전역 후 진출 분야

국방연구기관

국가 기관

국방 IT 기업

항공 기업



Best of Specialist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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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W 특강 1,2

NCW 세미나

 능력기반소요공학 

 M&S 프로그래밍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무기체계공학 

 복합시스템공학 

 사업관리론 

 엔터프라이즈엔지니어링 

 웹기반정보서비스 

 NCW 특강 1,2 

 전술데이터 링크

NC기반 상호운용성과 합동성

정보보증개론

정보작전

NCO-C2이론과 효과분석론

NCW 세미나

연합합동작전론

미래전과 NCW

군사전략세미나

NC기반 지휘통제전략

전공선택

일반대학원 교과목
IT관련 교과목 정책관련 교과목 정보보호 관련 과목

NCW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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