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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차는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생존성의 세 가지 
특성을 균형있게 발전시킨 지상전력의 핵심 체
계로 적 전차를 격파하고 지상 위협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비이다. 시대나 전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차는 개념적으로 지상전의 
왕자라 지칭되며, 임무 수행을 위해 승무원의 생
존성은 필수요건이다. 전장에서 대전차 무기체
계의 발전에 따라 방호력 역시 상호 발전되는 추
세지만, 장갑 구조물에 의한 방호력 증대는 전차
의 중량 증가로 인해 제한적으로 발전되었으며, 
부족한 방호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반응장갑, 
능동방호장비, 스텔스 기술 등의 새로운 방호개
념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 중 장갑 구조물은 생존 신뢰성이 가장 높
은 전통적 방호장치이며 전투차량의 기본적인 
방호수단으로써, 전차 개발 선진국들은 제한된 
중량 증가 내에서 신소재를 이용한 장갑 구조물
의 성능개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장갑 구조
물은 각국의 핵심기술로 취급되어 내용이 대부
분 비공개로 되어있고 기술개발부터 전력화까

지 수년에서 십수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우리 군 기갑 전력의 핵심인 K1전차 및 K1A1
전차, K2전차의 성능개량시 적 위협 증강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장갑 구조물의 방호력 성능개량
도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존성의 개념
 전차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은 ‘
양파형 생존성’(그림 1. 참조)이라고 불리는 다
층방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1) 기갑차량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요건으로, 

-첫째, 적에게 탐지되기 전에 적을 파괴하여 
  공격당하는 기회를 차단하며,
-둘째, 적을 파괴하지 못했다면, 적에게 
  탐지되거나 표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 적에게 표적이 되었다면, 
  피탄되지 않아야 하며,
-넷째, 피탄되었다면, 관통되지 않아야 한다. 

 ‘양파형 생존성’의 모든 방호층은 보호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생존성 확보에 기여하며, 기갑
차량의 종류 및 각 국가의 운용개념에 따라 일
부 층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축소하여 채택한다.

서호근 연구소장
hogeuns25@samyangct.com, 삼양컴텍 연구소

K계열 전차 장갑의 성능개량 필요성과 
기술추세



5K계열 전차 장갑의 성능개량 필요성과 기술추세 ㅣ  PODIUM

1)  강인원, 황태호, “미국의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추진동향”, 국방기술품질원, 2013.
2)  수동장갑 : 피탄시 공격을 받아내 버티는 역할을 하는 장갑, 전차의 주 장갑 및 반응장갑 등이 포함
3) KE탄 :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탄, 현재는 일반적으로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을 지칭
4) CE탄 : 화학에너지(Kinetic Energy)탄, 현재는 일반적으로 대전차고폭탄(성형작약탄)을 지칭
5) 능동장갑 : 위협체로부터 피탄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장치(소프트킬)와 위협체를 직접 파괴하여 방어하는 장치(하드킬)를 
                           통틀어 지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의 위협에 노출
되었을 경우 직접 관통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를 위한 수단으로 다가오는 탄의 교란 및 제거
를 위한 능동장갑, 피탄시 탄의 관통력 저하를 
위해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반응장갑, 최종적인 
관통 저지를 위한 장갑 구조물 등이 있다.(표 1. 
참조) 피탄시 방호체계의 최종 저지선인 장갑 
구조물은 생존성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지만 

전차 전체 중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고중량물
이라는 단점이 있다. 장갑 구조물을 사용함에 
따른 과도한 중량 증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상
대적 경량인 반응장갑이나 능동방호장치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위협에 모두 대응하
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단점이 있으며, 
수동형 장갑 구조물의 방호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양파형 생존성’의 다층방호계획

구분 장치 장점 단점

수동장갑2)

장갑 구조물 - 생존성 신뢰도 높음
- KE탄3), CE탄4)에 대응 가능 - 고중량

반응장갑 - CE탄에 대응 효과 높음
- 상대적 경량

- KE탄에 대응 효과 미비
- 근접병사 상해 유발

능동장갑5) 능동방호 장치 - 경량
- 미사일 등 저속/고위협 대응 가능

- 고속 KE탄에 대응 기술 미숙
- 생존 신뢰도 제한

표 1. 수동장갑과 능동장갑의 장 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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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차 장갑 성능개량의 필요성
 전차의 초기 장갑 형태는 장갑 판재를 이용한 
두께 증가, 형상 변화(경사) 등의 방식으로 방호
력을 증가시켰으나, 다양한 대전차 무기의 위
협 증대로 방호력 보강을 위한 장갑 판재의 두
께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전차의 중량과 체적을 
함께 증가시킴으로써 기동성과 생존성 측면에
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70년대 중반 오늘날
의 복합장갑 개념의 장갑 구조물을 최초로 개
발하여 전차에 장착하고 운용하였으며, 수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의 전차에는 다양한 이종
소재를 조합한 형태인 복합장갑을 장착하여 방
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전차의 개발추세는 독일의 Leopard2전
차나 미국 M1전차, 이스라엘 Merkava전차 등
의 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신형 전차의 개발보다는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을 통해 전력을 유지하고자 하
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Leopard2
전차는 1979년 A0버전이 나온 이후 현재의 
A7+버전까지 복합장갑의 지속적인 성능개량
을 통해 방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의 M1
전차는 개발 초기부터 성능개량을 고려한 장
기 프로젝트가 적용되어 현재의 M1A2 SEP계
열 전차까지 다양한 신소재를 이용한 복합장갑
을 개발하여 장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장
갑 방호력 증강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
고 있다.6)

 한국의 주력전차는 1987년 전력화되기 시작

한 K1전차에서 자체 개발한 K1A1전차를 거쳐 
현재 K2전차가 전력화되고 있다. 현재도 한국
의 주력전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개량사업
들이 진행되고 있고, 방호체계 역시 성능 향상
을 위해 탐지 회피 기술 및 능동방호장치, 반응
장갑 등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지만, 최종적
으로 승무원의 생명을 담보해줄 주 장갑인 복
합장갑의 성능개량과 관련된 사업은 K2전차의 
개발이 끝난 2008년 이후 활발하지 않은 상황
이다.

가. K1계열 전차
 현재 한국의 주력전차의 점유율은 여전히 K1
계열 전차가 압도적이며, 현재 전력화 중인 K2
전차의 전력화 수량도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이
유로 인해 초기 배치계획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K1전차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M1전차를 기
반으로 국내 작전운용성능을 적용하여 설계되
었으며, K1전차에 장착된 복합장갑은 미국 M1
전차의 복합장갑을 기반으로 개발된 복합장갑
을 직수입하여 장착하였다. 이후 2010년대 초
반부터 시작된 K1전차의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K1전차를 K1E1전차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
나, 장갑 방호력 개발은 고려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에 개발된 K1A1전차 역시 K1
전차의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델이지
만, 주포를 105mm에서 120mm로 증대하여 
화력증대에 주력하는 성능개량이었고, 방호력
은 그동안 미국제 복합장갑 대신 국내 개발한 
한국형 복합장갑(KSAP)을 장착하여 복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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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기상, 김의환, “미국 Abrams, 독일 Leopard2 전차 성능개량 사례 분석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2014. 03.
7) 김장흠, “지상군의 핵심전력 전차에 대한 고찰”, 군사연구 126호, 2009
8) 강인원, “2011~2013 세계 주력전차 획득동향”, 국방기술품질원, 2013

갑의 미국 의존도에서 탈피하게 되었다.7) 이후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K1A1전차 성능개
량사업을 통해 현재 K1A2전차로 업그레이드
가 진행 중이나, 여기서도 방호력에 대한 성능
개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K1계열 전차는 약 20~30년 전의 기술
이 적용된 장갑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전차의 화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기존 천마호 전차의 성능개
량형 및 폭풍호, 선군호 등의 신형전차를 꾸준
히 선보이고 있으며, 매년 대량으로 전력화하
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8) 거론되고 있는 다
양한 정보가 공개된 일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한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신형전차 전력
화는 사실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전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용 주력전차인 K1계열 
전차의 장갑 방호력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시
점이다.

나. K2전차
 K2전차의 방호력과 관련하여 장갑에 대한 부
분은 보안상 비밀로 취급되고 있으며, 방호력
은 동급 중량의 다른 전차들과 비슷하거나 우
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이다. 최소한 
2003년 체계개발 당시 대북 위협에 대응 가능
한 방호력을 갖도록 개발되었음은 분명하며, 
추후 장갑 소재의 개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합

장갑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형으로 개발된 
특징이 있다.

 K2전차는 터키전차 개발사업의 기술 수출 이
후 최근 다양한 국가로의 K2전차 수출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다. 각 대상국은 자국의 지형 환
경이나 운용개념에 맞는 다양한 성능개선을 요
구할 것이며, 그 다양한 성능 중 대부분 국가에
서 공통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자국 주변 
국가들의 대전차 무기체계 위협에 대응할 수 있
는 방호체계 확보일 것이다. 하지만 개발 완료 
시점이 10년 이상 지난 K2전차의 장갑 방호력
이 현재의 최신 대전차 무기체계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다양한 방호체계를 
모두 장착하여 방호력을 보강해도 구매 대상국
에서는 현재 K2전차보다 더 높은 장갑 방호력
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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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K2전차의 장갑 방호력 
성능개량과 관련된 소요는 아직 제기되고 있지 
않으나, 개발 완료 시점이 이미 10년 이상 지났
다는 점과 신소재 및 신기술을 적용한 장갑의 
개발에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장갑 성능개량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며, K2전차의 수출을 위한 경쟁
력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필수적인 개량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4. 장갑 방호력 성능개량 기술추세
 세계 주력전차들의 장갑과 관련한 정보 획득
은 보안상의 이유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방호와 관련한 각종 논문 및 발표자료
들을 통해 방탄재와 방호기술의 발전 추세와 성
능개량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K계열 
전차의 장갑 성능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몇 가지를 기술하였다.

가. 고효율 방탄소재 적용
 장갑 구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장갑용 판재, 세라믹, 복합재료 등이며, 방호력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소재
를 조합하여 장갑을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으
로 이루어진 장갑을 복합장갑이라고 부르며, 
장갑용 판재 사이에 세라믹이나 복합재료를 채
워놓은 형상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 참조9)). 
대구경 위협에 대한 방호를 위해 사용되는 세
라믹은 경도가 높아 운동에너지탄의 탄자를 마
모시키고, 금속재보다 조직의 붕괴속도가 느린 
특성으로 화학에너지탄의 메탈제트를 교란하

는 역할을 하는 등 기존의 장갑용 금속 소재보
다 방호 측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가진다. 세라
믹을 방호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
부분 알루미늄 옥사이드(Al2O3) 종류를 사용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고강도 세라믹10)들이 
개발되고 있다. K계열 전차 역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복합장갑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기 적용된 세라믹 소재를 방호 효율이 높은 
최신의 고강도 세라믹으로 대체하여 방호력 개
선이 가능할 것이다.

나. 방탄재 구속 및 이종 배열 효과 적용
 전차 개발 선진국들은 제한된 크기와 중량 내
에서 복합장갑의 방호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재 자체의 
성능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이종소재의 배열을 
통해 급격한 밀도 변화를 준다거나, 관통단계
별 탄자의 속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소재를 배치
하는 등 구성 및 구조의 변화를 이용한 방호구
조 기술 적용도 고려 대상이다.

 첫 번째 적용 가능한 기술은 세라믹 구속 효과
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라믹 구속은 세라믹 재
료에 얇은 금속재료로 모든 면을 감싸는 형식의 
구조체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연
구11)에 따르면 구속되지 않은 세라믹에 비해 효
율이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두 번째 적용 가능한 기술은 경계면 정체 효과
12)를 이용하는 것이다. 탄자가 고경도 세라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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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차 이야기(下)”, LIG Nex1 webzine vol.73, 2016.
10) 실리콘카바이드(SiC), 보론카바이드(B4C), 티타늄디보라이드(TiB2) 등
11) Tara J. Gorsich, Douglas W. Templeton, "Quantifying the Effects of the Influence of a Tungsten Long-rod 
        Projectile into Confined Ceramics at High-velocity Impact", US Army, RDECOM-TARDEC, 2008
12) Lundberg P., "Interface defeat and penetration: two models of interaction between metallic projectiles and 
        ceramic targets",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Comprehensive summaries of Uppsala Dissertations from the 
        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033. Uppsala; 2004, ISBN 91-554-6077-1.
13) 운동에너지탄의 한 종류인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은 현시대 전차의 주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탄종으로, 
        탄자는 긴 관통자(Long Rod Penetrator)를 가지는 특징이 있음

속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정체 현상(그림 4. 참
조)으로 표적체인 세라믹 소재의 특성과 관통
자의 잔류속도 관계를 해석하여 최적의 배열구
조를 구성하여 복합장갑의 방호 효율 증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경계에서 충돌할 때 충격파에 의해 세라믹의 내
부부터 항복 파쇄되어 표면으로 전파되는 동안 
탄자가 마멸(eroding)되면서 관통이 잠시 중
단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운동에너지탄의 
관통자13)가 표적체와 초고속 영역의 일정 충돌 

그림 2. 1세대 세라믹 복합장갑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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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구속 세라믹과 구속 세라믹의 관통 특성 해석 결과

그림 4. 초고속 영역에서의 속도에 따른 경계면 정체 현상

 다. 방호 경사 적용
 경사 장갑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으나, 전차의 내부공간 확보 문제, 신형 운
동에너지탄의 고속화로 인한 도탄 기대효과 감
소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수직 형태의 장갑 채
용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부 전차는 

외부에 추가로 부착하는 부가장갑(또는 증가장
갑) 형태를 경사 형태로 제작하여 장착하기도 한
다.14)

 또한 복합장갑 내부의 소재 적층에도 경사효과
를 적용하여, 소재의 경계면 각도를 조정해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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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탈을 만들거나, 편주각(yaw)15)을 발생
시킴으로써 관통력 저하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
려할 수 있다.

5. 결언
 최근의 전차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투
입되는 신형 전차의 개발보다 기존 전차의 성
능개량을 통해 운용 기간을 늘리는 추세로 변화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M1A3전차와 
Leopard3전차의 개발을 유보하고 기존 M1A2
전차와 Leopard2전차에 대한 성능개량을 통해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여 자국 전력화 및 수
출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성
능개량사업을 통해 화력 및 기동력, 방호력 등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해외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우위
를 차지하고 수요국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다양
한 사양의 전차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80~90년대에 개발된 장갑을 장착
하고 있는 K1계열 전차가 북한 및 주변국의 최
신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갑 
성능개량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K2전차 역
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수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매 대상국은 현재보다 더 높은 장갑 방호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갑 성능개량에 관
련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한 장갑 방호력 증대 방안의 검토를 위해서
는 많은 연구와 시험평가가 필요하다. 전차의 대
구경탄에 대한 장갑 관통시험은 비용이나 시편 
제작 기간의 제한이 크므로, 축소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소재에 대한 성능시험과 관통 시뮬레이
션 결과 간의 피드백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확보
하고, 실제 형상의 복합장갑에 대한 소재 및 구
조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대
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K1A1전차 및 K2전차의 개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갑 개발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은 K1A1전차 및 K2전차
의 복합장갑 개발 경험을 보유한 만큼 기 개발된 
국내 방호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장갑재 및 방
호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
어야 할 것이며, K1계열 전차의 방호력 증강을 
통해 승무원의 생존성 증대 및 전력증강을 달성
하고 K2전차의 방호력 보강을 통해 수출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

14) Leopard2전차는 2A4버전까지 수직장갑이지만 2A5버전부터는 경사장갑 형태의 부가장갑을 추가 장착하였다.
15) 탄자의 운동 방향과 탄자의 대칭축이 이루는 각

K1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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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산업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경
로와 방법을 통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세기 산업발전과 산업혁명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의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틀 안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초연
결 시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며 발전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는 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 중, 하
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뒷받침 되어야 할 다양한 
기술요건에 대해서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Boron Nitride Nanotubes)라는 기초 나노신
소재가 어떻게 기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질화붕소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 열전도성, 내
열성, 전기절연성, 중성자흡수능 및 내부식성/
내화학성 등 독특한 물성이 국방산업 뿐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활용될 수 있

는지 국내외 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고
자 한다. 

왜 질화붕소나노튜브인가?
 질화붕소나노튜브는 1995년 미국 버클리대학
의 연구진이 사이언스지에 아크방전을 이용하
여 실험적으로 합성결과를 발표하여 세상에 처
음 보고되었다. 이후로 레이저, 플라즈마, CVD, 
열처리법 등 다양한 합성방법이 개발되어 왔으
며 201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미국, 캐나다
를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용화되기 시작
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열처리법을 기반으로 질
화붕소나노튜브 소재의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그림 1은 전형적인 질화붕소나노튜브의 SEM
과 TEM 미세조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질화붕소나노튜브는 열전도 및 기계적 특
성에 있어서는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s)와 매우 유사하지만 탄소나노튜
브가 전기적으로는 전도체와 반도체가 혼합되
어 합성되고 공기중에서 400℃ 이상이면 산화

김재우 공학박사
kimj@naieel.com, 내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나노신소재, 
질화붕소나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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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열적 안정성이 낮은데 비해, 질화붕소나
노튜브는 전기적으로 절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약 1,000℃에서도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고온소재이다(그림 2, 표 1 참조). 
특히 탄소나노튜브와는 달리 열중성자 흡수능
이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어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는 중성자를 차폐하면서 동시에 고
강도, 고내열성과 경량화가 필수적인 항공우주 

소재로 질화붕소나노튜브를 선정하여 많은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질화붕소나노
튜브는 매우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합
성법이 매우 까다로워 대량생산과 품질에 있어
서 아직 산업적 활용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탄소나노튜브가 

그림 1. 질화붕소나노튜브의 전형적인 SEM 및 TEM 미세구조 이미지

그림 2. 질화붕소나노튜브의 고온안정성을 보여주는 열중량측정(TG: Thermogravimetry) 
              그래프 (좌) 공기 분위기 (우) 질소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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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000℃ 아래의 저온에서 합성되
는데 비해 질화붕소나노튜브는 1,000℃ 이상, 
공정의 종류에 따라 심지어 5,000℃ 이상의 고
온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합성장치의 운용이
나 조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
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생산
공정은 시간당 그램단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어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특히 합성의 수율
도 50% 내외이기 때문에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정제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불
순물로는 미반응 붕소나 반응결과물인 질화붕
소(h-BN) 및 금속촉매가 있다. 미반응 붕소와 
금속촉매는 상대적으로 정제하는 것이 쉽지만, 
합성은 되었지만 나노튜브로 성장하지 못한 
h-BN 입자들은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
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순도의 질화붕소나노튜
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험적 과제이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용 질화붕소나
노튜브는 현재 소수의 기업에서 고가로 연구개
발을 목적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질화붕소나노튜브 생산
기업은 미국의 BNNT사(NASA 기술기반), 
Boronite사, BNNano사, 캐나다 TEKNA사
(NRC 기술기반), 호주 BNNT Technology사
가 있으며, 국내에는 내일테크놀로지(한국원
자력연구원 기술기반)가 유일하게 BNNT를 생
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최근 내일테크놀로지
는 질화붕소나노튜브 생산성에 있어서 큰 성
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년간 톤 단
위의 질화붕소나노튜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과 장치의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품질에 있어서도 80%, 90%이상의 고순
도 질화붕소나노튜브를 대량으로 산업적 용도
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
www.naieel.com). 이는 세계에서 최고의 생
산성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질
화붕소나노튜브의 산업적 응용에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 질화붕소나노튜브와 탄소나노튜브 물성비교표

특성 CNT BNNT BNNT 차별성

전기적 도체/반도체 혼재 절연체
(>5 eV wide band gap) 전통적인 세라믹특성

화학적/열안정성 공기중에서 ~ 400 ℃ 안정 공기중에서 ~900 ℃ 안정 극한환경 사용

열증성자흡수능
(b = 10-24 cm2) 0.0035b

B ~760b / N ~1.9b
(~200,000 times higher 

than CNT)
우주환경/ 

방사선차폐 (NASA)

열전도도 (이론적) 60 ~40,000 W/mk
(single nanotube)

~3,000 W/mk
(single nanotube)

전기절연방열
(5G, EV, LED)

기계적 강도
(Young’s modulus) 1.33 Tpa 1.18 Tpa 고강도 금속/고분자/세라믹 

복합체
열팽창 (/K) ~ 1 x 10-6 ~ 1 x 10-6 -
생물안정성 안정성 낮음 안정성 높음 암치료/진단 등

색 검정색 하얀색 환경친화적



15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나노신소재, 질화붕소나노튜브 ㅣ  PODIUM

국방/항공우주산업의 활용분야
 질화붕소나노튜브는 기본적으로는 IT/IoT, 에
너지/환경 및 바이오메디칼과 국방/원자력/항
공우주 전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대표
적으로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고내열 분리막과 
전기절연방열, 고효율 촉매, 웨어러블 또는 로
봇용 압전센서 뿐 아니라 압전 에너지하베스
팅 등이 있다. 또한 질화붕소나노튜브가 혼합
된 고분자나 금속, 세라믹은 기존 소재가 가지
는 다양한 단점, 즉 낮은 기계적 강도와 열전도, 
및 내열성, 내부식성 등에 있어서 큰 향상을 보
일 수 있어 많은 산업분야 중에서도 특히 항공
우주산업과 국방산업에의 유용성이 매우 기대
되고 있다. 

 질화붕소나노튜브가 혼합된 금속복합재의 경
우,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
어 초음속항공기의 소재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

다. 예를 들어 마하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
우 기체의 온도가 1,000℃까지 상승하기 때문
에 기존의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등 금속소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낮은 인성으로 충격에 
약해 실제 적용이 힘든 상황이다. 미국 NASA
에서는 현재의 질화붕소나노튜브 가격과 생산
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가정으로 초음속 항공기 
소재로 질화붕소나노튜브가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NASA finds high-tech materials 
could help hypersonic planes fly faster 
than ever, THE Drive, 2017/10). 내열성뿐 아
니라 기계적 특성에 있어서도 호주의 PPK사에
서는 질화붕소나노튜브를 함유한 티타늄 복합
재를 3D 프린팅으로 제조하여 기계적 강도를 
50% 이상 향상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항
공우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 초음속항공기 모형도 (The Drive, 2017/10) 및 티타늄-질화붕소나노튜브 3D프린팅 사진 
(Industrial Transformation Research Hub Homepage, Deakin University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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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질화붕소나노튜브를 알루미나에 소량 복
합화하는 경우, 세라믹의 최대 단점인 낮은 인
성을 고온에서는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로켓엔진 등 
고온에 노출되어 세라믹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
에 활용성이 매우 큰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투명한 고강도 방탄유리, 방탄헬멧과 방탄
조끼 등은 국방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술
적 요인으로 높은 기술적 배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방탄유리(glass, acrylic, polycarbonate 
및 glass-clad polycarbonate)등의 특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무거운 금속이나 

그림 4. 질화붕소나노튜브를 소량 함유한 알루미나의 고온에서의 인성향상 그래프
              (Q. Huang et al. Nanotechnology, 18(48) 2017)

그림 5. 미해군에서 개발한 투명한 방탄유리 실물사진 예 (engadget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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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을 복합화해야 하고 두께가 두꺼워야하
며, 결과적으로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질화붕소나노튜브는 
~1.18 TPa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 기존
의 방탄소재로 이용되는 듀퐁사의 Kevlar와 비
교해서도 30배나 강도가 높은 특성으로 이를 
폴리카보네이트나 아크릴, 유리에 복합화하는 
경우 경량의 고강도 투명방탄 유리나 조끼, 헬
멧 등을 제조가 가능해 국방이나 우주항공 등
의 분야에서 매우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N. Domun et al. Composites Part B, 167, 
2019, J. Guan et al. Mater. Today Comm. 
20, 2019). 특히 호주의 BNNT Technology사
에서는 이러한 질화붕소나노튜브의 특성을 기
반으로 고강도 투명방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전소재는 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 중
에서 웨어러블 센서나 로봇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이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PZT 
세라믹 압전소재는 높은 압전성(압전상수 d33 
~300 pC/N)과 낮은 가격으로 장점이 있지만, 
충격과 습기에 약하고, 대면적으로 제조와 활
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특히 납을 포함하
고 있어 직접적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환경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에 고분자 압전소
재인 PVDF는 유연하고 대면적이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압전성이 낮고 가격이 비싸 활용성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 고
분자 기반 압전소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압
전세라믹 분말을 고분자에 복합화하거나, 정전

기 또는 마찰전기와 함께 이용하여 압전성을 높
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압전소재로서 질화
붕소난노튜브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분극(압
전성)은 없지만 구부러진 형태, 표면에 생성된 
결함 등에 의해 압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분자에 복합화해 유연한 압전시트로 
이용이 가능하다. 질화붕소나노튜브의 압전성
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노튜브들의 분극정
렬이 필수적인데, 일반적인 압전소재와는 달리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나노튜브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러나 내일테크놀로지에서
는 기계적인 방법과 전자기적인 방법의 장점을 
융합한 전기방사 공정을 이용하여 질화붕소나
노튜브가 분산된 고분자 분산액으로 나노파이
버를 직조하여 나노튜브가 고분자 나노파이버 
내부에 일정하게 정렬할 수 있는 분극방법을 개
발하였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질화붕소나
노튜브가 정렬된 고분자 압전센서의 압전상수
는 최소 ~60 pC/N에서 마찰전기를 함께 이용
하는 경우 최대 ~250 pC/N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압전시트는 
센서로서 충분한 전기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
으며 또한 적층을 통해 군화 등 지속적인 압력
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Panacis사에서 질화붕소나노튜브의 
압전성과 앞서 소개한 방탄소재를 겸용하여 국
방용 방탄방전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한 사례가 있다(US 14/33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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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질화붕소나노튜브가 정렬된 PVDF 나노섬유 기반의 센서의 미세조직 사진 및 
              압전상수 평가 결과사진

 질화붕소나노튜브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차전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차전지 분리막은 이차전지 셀 내부에 충방전 시 
양극과 음극을 통해 리튬이온을 투과시키는 역
할과 동시에 전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소재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팩 내부 온도는 최소한 150℃
를 견뎌야 하는 내열성을 가져야 하지만 분리막
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
프로필렌의 경우 120℃ 정도의 내열성으로 적
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분자 
분리막 표면에 알루미나나 실리카와 같은 무
기나노입자를 코팅하여 내열성을 확보하고 있
다. 그러나 두께가 두꺼워지고 기공도의 조절
이 어렵고, 분리막의 무게가 크게 증가하는 단
점이 있다. 반면에 질화붕소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내열성과 열전도성을 이용한 분리막의 경

우,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에서도 내열
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분리막 코팅이나 복합재
의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 유사한 내열성을 확
보하면서도 최소 5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도 
분리막의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분리막의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화붕소나
노튜브가 복합화한 분리막은 리튬황과 같은 차
세대 이차전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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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질화붕소나노튜브가 분산된 고분자 분리막의 내열성 평가 및 SEM 미세조직사진

마무리하며
 기초소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의 가장 밑바
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즉, 기초소재–부품–모듈–시스템의 순
환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0년 전 탄소
나노튜브가 다양한 산업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
듯이, 2020년 오늘날 질화붕소나노튜브 또한 
우수한 물성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산업을 크
게 변화시킬 수 있는 “Game Changer” 또는 
“Solution Provider”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기술선진국에서도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
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좀 더 질화붕소나노튜브
의 산업적 응용기술개발에 노력한다면 관련된 
분야의 원천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통해 미래 산
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여겨

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의 벤치마
킹과 추격자로서 선두주자를 따라왔다면, 이제
부터는 우리나라도 국방, 항공우주 산업 등 미
래 유망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
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미래사회는 내연기관의 종말과 더불
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드론 및 웨어러블 센
서와 로봇 등이 보편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제4
차 산업혁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유기
적인 연계를 통한 가상공간의 현실화를 달성하
는 것이라고 하면 질화붕소나노튜브는 모든 하
드웨어의 바닥에서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줄 수 
있는 첨단 기초소재이자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
로 도입기에 해당되는 소재로서 향후 우리가 글
로벌 시장에서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소재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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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왜 국방 인공지능(AI)의 도입이 절실한가?

- 미국 국방부의 인공지능 발전 추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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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바야흐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된 시대이다. 이
미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인공지능에 지배받고 있
다거나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
에 도달했기 때문보다는 곧 그렇게 되리라는 합
의된 인식과 확신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
다. 

 군사나 국방 분야의 상황은 어떠한가? 인공지
능서비스의 일상화 추세와 속도에 따를 수는 없
지만,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지능화 무기체
계와 몇몇 게임체인저 전력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 시나리오가 이미 거론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공지능의 정의와 핵심 요소
 우리나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에서는 인공지
능을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
학기술”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전문가
마다, 산업분야나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국방혁신위
원회(Defense Innovation Board)를 비롯하

여 여러 공인된 해외 국가기관들은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의 특성을 강조하여 “기
계학습이 가능한 정보처리 기술”을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로 꼽고 있기도 하다. 미
국 국방부 산하의 DARPA는 기계가 구현하려
는 인간의 지적능력을 인지, 학습, 추상화와 추
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인공지능의 연구 단
계는 규칙과 패턴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 맥락적 
추론의 이해와 적용(Contextual Adaptation)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시스템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①방대한 데
이터셋(Big Data)과 더불어 ②하드웨어 기반
의 컴퓨팅 능력, 그리고 ③기계학습이 가능한 
SW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
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클라우드시
스템’과 데이터가 고속으로 유통될 수 있는 ‘초
연결 통신네트워크’의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
소 성숙한 인공지능시스템으로의 기능을 발휘
하게 된다. 

박영욱 학회장
kidet@kidet.or.kr, (사)한국국방기술학회

왜 국방 인공지능(AI)의 도입이 절실한가?
- 미국 국방부의 인공지능 발전 추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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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작
동하는 독자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정보처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기
존의 여러 기술이나 산업 영역과 융합되어 새로
운 시스템으로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본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분야
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기술서비스나 도구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독립된 ICT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어떤 분야와 결합, 융합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혁신
기술로서의 트랙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와 기존
의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인류문명의 패러다
임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타 과학기술의 영역
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분야의 선도 국가는 미
국이다.

미국 국방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인공지능 
발전 노력
 미국 국방부(DoD)의 과학기술정책은 군사 분
야에만 한정하여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에서 응용과 시스템 레벨에 이르기까
지 거의 국가사회 전 분야의 과학기술을 선도하
는 목표와 예산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 연방정부 전체 R&D예산(2020
년 기준 1,340억 달러, 한화 약 154조 원)의 절
반 가까운 약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를 연
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군사적 목
적이 큰 NASA 등 항공우주 분야와 본토방위
(homeland security) 분야를 포함한다면, 미
국은 국방영역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거의 
60%,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미국의 압도적인 과학기술 역량은 국방분야에 
대한 천문학적이고 광범위한 예산지원과 정책
에 힘입은 바 크다. 결국 미국의 세계 패권국의 
지위는 이러한 군사과학기술의 바탕에서 보장
되어왔고 당분간 그러한 추세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미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 국방부의 연
구개발 성과가 현대기술문명의 게임체인저 기
술로 출현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명
백한 군사적 목적의 연구를 통해 고사양의 목표
성능을 겨냥하면서 획기적인(breakthrough) 
첨단 군사기술이 개발되고, 이는 다시 상업적인 
민수분야로 확산(spin-off)되었던 역사적 사례 
또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육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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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이 인터넷으로, 미 공군의 위치기반기
술인 GPS시스템이 범용적 내비게이션으로 발
전했다는 사례는 이제는 진부할 정도이다.
아예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프로그램들이 관련 
과학기술 분야 자체의 발전을 주도하고 견인하
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인공지능 분야 역시 예
외가 아니다. 

 미국 DARPA가 2003년부터 2억 달러를 투자했
던 인지보조학습조직기술(CALO, Cognitive 
Assistant that Learns and Organizes)이 실
리콘밸리의 벤처생태계로 이식되면서 아이폰 
탑재의 음성인식비서서비스인 SIRI(Speech 
Interpretation and Recognition Interface)
로 재탄생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DARPA는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를 선도해왔고, 2018년부터는 차세대 인공지
능(AI Next)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현재 20

여 개의 핵심적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가령 군사부문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접점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설명불가한 블랙박
스가 아니라 인간의 개입과 확실성, 그리고 인
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가능한 기
술과 서비스여야 한다는 ‘설명가능한 인공지
능(XAI, Explainable AI)’주제의 연구는 이제 
전세계 인공지능 연구계의 대세로 자리 잡았
다. 또한 인공지능에 인간의 상식(common 
sense)을 학습시켜 기계상식(MCS, Machine 
Common Sense)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종국에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GAI, General 
AI)에 다다르게 한다는 야심찬 DARPA의 프로
그램 역시 전세계 인공지능 연구의 최전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 하나이다.

 미 국방부는 비단 인공지능의 핵심기반기술 개
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그림 1. 미국 국방부 DARPA의 MCS(Machine Common Sense) 프로그램
              https://www.darpa.mil/news-events/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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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군사적 영역
과 국방의 전 영역을 인공지능의 활용과 적용의 
대상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3차 상쇄전략의 주 골자
가 기계학습과 무인화 기술이 바탕이 되는 인공
지능 기반 자율화 기능을 전 무기체계에 도입하
여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
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로봇이
나 드론 등 자율무인체계뿐 아니라 감시정찰과 
전자전이나 사이버, 지휘통제와 타격체계의 거
의 모든 전력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네트워크화
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전투력이 결합된 핵심능
력을 확보하여 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는 전략이다. 

 이상과 같은 전략목표 아래 미국은 국방 인공
지능의 업무 추진체계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다. 

 2018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안보를 위한 
인공지능 이슈에 대해 조언하는 독립적인 인
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I)가 발족되었고, 펜타곤 내
에 국방 인공지능을 총괄하는 조직이 설립되었
다. 

 미 국방부는 장관 아래 6명의 차관과 10여 명의 
차관보급 실장들을 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
요한 자리가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이다. CIO 예하에 인공

지능 분야를 총괄 관리, 감독하는 합동인공지
능센터(JAIC;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가 문을 열면서 거버넌스 구조가 확립
되었다. 

 JAIC의 최상위 비전은 “인공지능을 통해 국방
부를 탈바꿈시킨다(Through AI, transform 
the DoD)”라는 매우 짧고 강력한 모토이다. 미
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국방혁신의 강력한 수단
으로 채택한 것이다. 

 한편, 미국뿐 아니라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
국을 위시하여 유럽의 주요 강국들 역시 예외 
없이 인공지능의 기술개발과 군사적 적용에 국
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림 2. 미 국방부의 AI 전략서(2018)
https://dodcio.defense.gov/About-DoD-
CIO/Organization/J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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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의 도입
을 서둘러야 하는가?
 첫째,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을 통해 살펴보았듯
이 이제 미래전 대비 첨단군사력의 핵심은 ICT
와 결합된 지능화 기술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의 군사기술과 전력이 완전히 폐기, 대체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기존 무기
체계의 기능에 결합, 융합된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지능화 추세는 미래 능력으로의 발전에 핵
심적 요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둘째, 전장관리 영역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국방 자
원관리 영역에서도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인공
지능의 적용과 활용이 국방자원과 예산의 획기
적 절감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이기 때
문이다. 병력의 감축이나 국방행정과 운영 분야
에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자원의 절감 모두 
인공지능의 효과적 적용에 의해 획기적으로 달
성될 수 있음이 이미 민수산업 분야에서 자명해
지고 있으며, 국방 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셋째, 데이터의 내셔널리즘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 기술이
다. 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구동될 수 
없다. 하드웨어 무기체계는 국내개발이 용이하
지 못할 때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운
용 데이터는 해외구매에 한계가 있다. 이미 무기
체계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
용과 성능이 좌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능
화 무기체계는 우리의 작전훈련 과정과 환경에

서 산출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고 진화하면
서 운용을 고도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국방개혁과 혁신을 외
쳐왔다. 그러나 그간의 국방개혁과 혁신의 담론
이 맹목적이고 공허하게 개혁의 당위성만을 반
복해서 강조해온 경향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
요가 있다. 첨단기술군 육성, 병력 절감, 군구조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획기적 예산 절감은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다. 
국방개혁과 혁신의 효과는 말로 앞서기보다는 
과학기술이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을 국방 전 영
역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현
재 노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과로서 얻어
질 수 있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국방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적용은 이
제 시작단계이다. 미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국방인공지능 전략과 로
드맵을 철저하게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데이
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인공지능 기반 인프
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거버
넌스 구조를 확립하면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한
다면 분명 국방혁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
하는 것이라는 Alan Kay의 명언을 떠올린다. 
국방 AI의 미래가 알고 싶은가? 우리가 만드는 
국방 AI가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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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Nex1

아이쓰리시스템

내일테크놀로지

데크카본

그린광학

네비윅스

아이블포토닉스

LIG넥스원, 방어무기체계 '골키퍼' 정비 능력 확보 "1천억 절감"(2020.09.21)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도 등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2020.09.21)

LIG넥스원, 전북지역 조선업 발전 위해 협력교류 나서(2020.09.22)

중기부-경남 규제자유특구, ‘무인 선박’ 실증 착수(2020.09.24)

KDDX '귀'와 '유도무기'는 LIG넥스원…2.7조원대 수주 기대(2020.09.27)

코로나19로 인한 열화상 카메라 수요 급증… '아이쓰리시스템' 발 벗고 나섰다(2020.10.08)

“미래국방 R&D에 대학·출연硏 참여 확대해야”(2020.10.12)

아이쓰리시스템, 11만화소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TE-HQ1' 출시(2020.10.13)

내일테크놀로지, 질화붕소나노튜브 양산 돌입(2020.08.09)

탄소나노협회, 본격 출범…탄소나노기업 목소리 낸다(2020.09.23)

청주시, ‘일자리 창출’ 고용선도기업 모집(2020.09.18)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새 가치 줄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 중요”(2020.10.05)

고용노동부,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2020.09.17)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국민대, 산학협력 MOU체결(2020.10.14)

방진회, 미 방위산업협회와 제28차 한-미 방산협의회 회의 개최(2019.10.17)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獨하게 합시다"(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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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코어

이오시스템

옵토닉스

산업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개발 수행기관 선정 완료(2020.09.03)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 앞당길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2020.09.09)

K11 복합형 소총 관련 대법원과 감사원 감사결과 뒤엎은 방사청(2020.09.24)

S&T모티브·이오시스템, 방사청 입장자료 조목조목 반박(2020.09.28)

광주광역시, 옵토닉스 등 36개사 명품강소기업 선정(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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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컴그룹, 우주·드론 전문기업 ‘인스페이스’ 인수(2020.09.09)

아래아 한글 만들던 한컴은 왜 드론에 꽂혔나(2020.09.18)

산업기술시험원-KAI, 항공우주분야 업무 협력(2020.09.22)

산업통상자원부, 기계·항공제조 중소중견기업에 3000억 금융지원(2020.09.22)

KAI-KTL,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 위한 협력 체결(2020.09.22)

국산 헬기 ‘수리온’ 국내 입찰서 역차별, 항공산업 발전에 역행(2020.09.27)

항공정비단지 뭐길래…인천 vs 사천 `신경전`(2020.10.10)

[마켓인사이트]선제적 조달 나선 KAI, 회사채 2000억원 발행(2020.10.16)

창원시 ‘방산매출 10조 원’ 목표 창원경제 이끈다(2020.09.23)

현대로템, 국군의 날 행사서 무인차 시연(2020.09.29)

현대로템, 4077억 규모 차륜형장갑차 3차 양산 사업 수주…'2023년까지 납품'(2020.10.03)

현대로템 K2전차 3차 양산 협의..한화·LIG·두산 참여(2020.10.12)

[현대차 정의선 시대③]지배구조 개편 속도 낼 듯…GBC 완공도 과제(2020.10.14)

[글로벌-Biz 24] 1조 원대 노르웨이 전차사업 '초읽기'....현대로템 '군침'(2020.10.14)

한화시스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참여…기술력 확보 나서(2020.09.13)

한화시스템, 韓'미니 이지스함' 전투체계 우협대상자 선정(2020.09.16)

한화시스템, 한국형 차기 구축함 '두뇌 개발' 맡는다(2020.09.16)

한화시스템, 디지털 기반 '스마트워크 체제' 전환(2020.09.21)

한화 방산계열은 변신중… 수소· ICT·정밀기계·자동계산대 진출(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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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국방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우리 학회는 2020.10.30.일(금) 오후 13:30분 
부터 “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국방 인공지
능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방컨벤션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
명을 가져올 대표기술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  나
라도 지난 2019년 12월 “인공지능(AI) 국가전
략”을 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으
로 인공지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방분야도 인공지능이 미래 군사력을 좌우하
는 핵심 테마로 간주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방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 추진전략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학회는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산 학 연 전문가와 정부
군 국방기관 등 관계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첨단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 인공지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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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는 2020.10.30.일(금) 오전 09:30분부터 “
무기체계 기술국산화 달성을 위한 국방소재산업 육
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이하 과총)와 공동 포럼을 개최하였습
니다.

첨단 소재의 주요 수요자인 국방분야는 현재 부품국
산화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
방소재를 국산화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과총과의 공동포럼을 통해 국
방소재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방소재산
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산화 정책방향과 민 군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공동포럼에서는 이성호 KIST 센터장(硏)이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탄소소재 기반 복합소재 개발”, 김
광수 ㈜데크카본 회장(産)이 “국방소재 국산화 및 산

본 학술대회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2회 국방과학기술학회상을 시상하
고 여현덕 조지메이슨대 석사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AI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본 학술대회에서 각 발제자들이 발표한 주제는 국가 AI 추진 방향(과기정통부), 국방AI 발전방
향(국방부), 각 군별 AI 발전방향(육군/공군), 국방산업계의 AI 대응방향(LIG Nex1/한화시스템), 국
방AI 추진전략 제언(우리 학회)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서 우리 국방인공지능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와 전문가 분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학회-과총 간 공동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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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관 국방산업혁신 AI융합 생태계 구축 및 전문역량강화사업 시행

우리 학회는 지난 2020.8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에서 발주한 2020년도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사업
에 국방분야 도메인에 대한 주관기관(참여기관은 한화시
스템, HBI기술연구소, 에이콘아카데미)으로 선정되었습
니다.

본 사업은 국방AI 융합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방 전반의 
디지털 혁신 선도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크게 리더과
정, 중간관리자 과정, ICT 융합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과정은 국방산업 AI 융합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
CEO, 임원급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되며, 이미 
1차는 지난 9월 말 착수되었고 10월 말에 2차 교육이 시
행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 과정은 국방/안전분야 실무 도메인 지식을 갖
춘 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하고 각각 기획과정(총 2차), 
운영과정(총 2차), 디지털전환과정(총 2차)로 구성되어 있
으며 11월 중반부터 1차 과정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업육성 방안”, 우리 학회 유형곤 센터장(學)이 “국방소재산업 육성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 수석부회장인 한성수 영남대 교수가 좌장을 담당하고 조준현 
방위사업청 과장,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운규 웨이비스 대표가 각각 토론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본 공동포럼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하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참석인원은 50명 규모로 제한하였고, 대신 과총이 유튜브 등을 통해 생
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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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전문가 과정은 ICT 프로젝트 기술을 보유한 경력자 중 국방 공공분야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크게 이미지과정(총 2차)과 텍스트과정(총 2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
월 중반부터 1차 과정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리더과
정은 모집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거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학
회 홈페이지(http://www.kidet.or.kr)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또는 우리 학회 사무국(Tel. 070-7622-
2123, edu@kidet.or.kr)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회 주관 국방산업혁신 AI융합 생태계 구축 및 전문역량강화사업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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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및 공군전투발전단 업무협약(MOU) 체결

국방홍보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
지난 2020.10.14.일(수) 우리 학회는 국방분야의 대표적인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과 
국방매체(신문 방송)를 통한 홍보와 국방기술의 발전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확대하고자 업무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관련 지식 정보 노하우의 상
호 활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
우리 학회는 국방홍보원에 이어 지난 2020.10.23.일(금)에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단장 이종호)(이하 전투발전단)과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정보교류, ▲국
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식 등의 상호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각종 행사(컨퍼런스 등) 관련 협력 
등에 상호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학회는 국방홍보원과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국방홍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매체인 국방TV, 
국방일보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과 국방부처 군 국과연(ADD) 간에 상
호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
할 것입니다.

 1.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 상호 협력 

 2. 관련 지식·정보·노하우의 상호 활용 협력

 3.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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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발전단과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학회는 공군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집
단과 공군 전투발전단을 상호 긴밀하게 연결하여 향후 공군이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전력
을 충실하게 건설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1.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개발동향 정보교류

 2.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노하우(Know-How)의 상호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3.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과 최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컨퍼런스,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 관련 협력

 4. 기타 교류·협력을 위해 양 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항

[그림] 한국국방기술학회와 국방홍보원 및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



34 PODIUM  ㅣ  회원사 동정

국방과학기술계
최근 동향과 행사 안내

국방과학기술 소식

방산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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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드론 무기체계 구축 위한 민·관·군 전문가 포럼 발족(2020.08.01)

한국형 발사체로 달까지...'고체연료' 날개 단 K-로켓(2020.08.01)

드론 무기체계 구축 민.관.군 뭉쳤다(2020.08.03)

실패한 연구가 낳은 엄청난 결과(2020.08.05)

국과연 창설 50돌, 전차·미사일 등 무기 355종 개발(2020.08.05)

스마트 전장과 드론 테러...4차 산업혁명 앞둔 전세계 군사기술 현주소는(2020.08.09)

[국방중기계획]무인 무기체계 전력화, 고위험 임무서 전투원 보호(2020.08.10)

스텔스구축함 KDDX, 美이지스 넘본다!(2020.08.12)

'GPS 독립'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갖춰질까(2020.08.13)

“적외선 탐지 차단” 연막통 국내기술로 개발(2020.08.14)

가시화된 핵잠수함 개발, 한미원자력협정 벽 넘어야 순항[인사이드&인사이트](2020.08.17)

7.8조 규모 한국형구축함(KDDX), 전파기술 국산화 닻 올려(2020.08.20)

명중률·파괴력 높은 ‘비밀병기’... 감시·정찰자산 뒷받침 시급 [디펜스 포커스](2020.08.22)

국산 태양광 무인기, 53시간 연속비행 최장 기록 세워(2020.08.26)

국방과학연구소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위성체 독자 제작"(2020.08.27)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전략기술- ①한국형 조기경보위성(2020.08.29)

경계 뚫린 軍, AI 기반 감시장비 도입에 1968억 예산 편성(2020.09.01)

[방산 이슈 진단 (24)]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에 필요한 3가지 추가 조치(2020.09.02)

국방과학硏, 누리집 개편...현무·초공동어뢰 등 영상 공개(2020.09.04)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 100km 해상표적 정중앙 '엑스텐'(2020.09.04)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전략기술- ②한국형 스텔스 무인전투기 곧 나온다(2020.09.05)

[IT핫테크]안티 드론 기술에 AR 심는다(2020.09.13)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산업 AI 교육사업 기관 선정(2020.09.16)

방사청 "국방과학기술 민간에 이전해 상용화...국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2020.09.17)

방사청, 국방과학기술→민간기업 이전 시범사업 착수(2020.09.17)

[알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포럼’ 엽니다(2020.09.20)

국방 연구개발 부담 줄여준다더니...방산업계 "혜택 그림의 떡"(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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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이 중요한 이유(2020.08.03)

“방산협력국 모니터링 수출 확대...효율적 육성 시스템 구축도”(2020.08.04)

“K2전차 핵심장비 파워팩 국산화하면 수출길 활짝”(2020.08.04)

'항공우주산업 거점 꿈' 경남도, 소재·장비 개발 등에 1.5兆 투입(2020.08.10)

방위사업청, 적기 사업 착수 위해 기품원 전담하던 선행연구 일부 직접 수행(2020.08.11)

8조원 KDDX 사업, 이번엔 전투체계 놓고 라이벌 격돌(2020.08.16)

[방산 이슈 진단 (21)]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ROC 타당성 진단 후 정부가 정책적 결심해야(2020.08.18)

신뢰 쌓아 코로나 뚫은 'K9 자주포', 추가수출 고삐 당긴다(2020.08.20)

'DX KOREA 2020' 11월 18~21일 연기...코로나19 2차 유행 감안(2020.08.21)

‘양날의 검’ 한국형 경항공모함(2020.08.22)

방산업계 "방위산업전 11월 연기?...올해 취소해야"(2020.08.25)

전력소요 결정을 위한 단위기능 분석체계(2020.08.25)

현대위아-BAE시스템, 1억弗 함포 부품 수출...가치축적제도 첫 사례(2020.08.26)

충남도, 국방 전력지원체계 중심으로 ‘도약’(2020.08.31)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 위해 KF-X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원,
K-2전차 3094억원 편성(속보)(2020.09.01)

박성준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해외유출방지 위한 법안 발의"(2020.09.23)

방사청, 제2차 국방기술포럼 개최(2020.09.24)

양자 레이더 개발 어디까지 왔나?(2020.09.24)

드론 산업, 진입규제 풀어 세계시장 생존에 힘 실어야(2020.09.26)

AI 작전참모·드론봇 전투단...'지능형 스마트부대' 출격 !(2020.09.28)

20兆 뉴딜펀드, 로봇·차세대반도체 등 40개 분야에 투자(2020.09.28)

“드론 국산화 위해 표준화 선행돼야” [공공분야 드론 절반이 중국산](2020.10.01)

인공지능 가진 ‘군 지휘관’ 곧 나온다(2020.10.01)

'전기차'처럼...리튬이온전지 탑재한 잠수함 개발한다(2020.10.02)

미리 그려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잠수함’(2020.10.05)

“미래국방 R&D에 대학·출연硏 참여 확대해야”(2020.10.12)

야심찬 '드론 산업' 발표했지만... 싼 맛에 '중국산?'(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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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내년 국방비 53조...첨단무기 운영유지·장병복지 개선 등 
전력운영비 급증(2020.09.01)

"K방산 수출, 정부 주도형으로 바꿔야"(2020.09.02)

호주 가는 K9 자주포, 터키·폴란드·인도·핀란드도 선택한 "명품"(2020.09.03)

국내 독자기술로 설계·건조 ‘21세기 수중 거북선’ 우뚝(2020.09.07)

[방산 이슈 진단 (25)] KHP 사업 협약, 초과정산금의 해법은 정녕 없을까?(2020.09.07)

방위산업 진출 지원...충북국방벤처센터 내년 4월 개소(2020.09.09)

방산업계 “정부 수출제도 지원 통한 'K-방산' 육성 시급”(2020.09.09)

방산 소재 국산화 5년간 750억 투입(2020.09.15)

"충북 중소·벤처기업 국방산업 진출길 열린다"...관련조례 입법예고(2020.09.20)

방사청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비용상 혜택 부여"(2020.09.23)

"방산매출 10조 원 시대 열겠다"...창원시 글로벌 방산도시 도약(2020.09.23)

민홍철 국방위원장 "방산, 국방 넘어 산업으로 키워야...靑 방산 비서관 필요"(2020.09.23)

첨단 국군 한자리에, 대체불가 위용 과시(2020.09.27)

총기 강국의 힘, 깐깐한 독일군 소총까지 ‘MADE IN KOREA’로 [웨펀](2020.10.04)

"지역 방산中企 일자리 창출"...경남, 스마트 방위산업 육성(2020.10.05)

방산 국산화 전진기지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본격 추진(2020.10.05)

국내 개발한 수출용 무기, 우리 軍이 먼저 써본다..."수출·개발 활성화 될 전망"(2020.10.07)

방위사업청장, KF-X 시험장비 개발업체 방문(2020.10.12)

K2전차 완전 국산화 노력, 시간에 쫓겨 물거품 되나(2020.10.12)

국정원, 주요 방산업체들과 국가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나선다(2020.10.14)

방위산업 육성으로 경제부흥 이뤄가는 창원시, “학?연?관 힘 모은다”(2020.10.15)

[2020국감] 공군 "'에어포스 퀀텀 5.0' 이행력 강화해 항공우주군 도약할 것"(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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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투자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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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분야 통계 정보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투자실적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22,962 23,400 35,660 31,920 37,445 44,695 48,740

민군기술이전사업 500 700 500 1,800 2,335 2,000 3,300

민군규격통일화사업 881 1,100 1,540 1,350 300 1,100 1,300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270 300 500 330 1,350 200 200

합계 24,613 25,500 38,200 35,400 41,430 47,995 53,540

    구분 주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2)

기술개발 
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47,306 58,856 63,885 66,868 66,786 70,568 70,439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3,000 39,636 51,700 50,609 55,393 50,735 45,938

기술이전
사업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0 0 0 1,500 1,500 4,425 5,866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3,750 6,500 8,077 10,500 7,874 8,585 8,271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0 3,000 3,500 2,300 2,900 1,280 2,200

민군규격표준화사업 1,500 1,500 1,700 1,550 1,550 1,321 1,650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300 1,300 1,200 1,200 610 772 772

합계 55,856 110,792 130,062 134,527 136,613 137,686 135,136

출처 : 각 연도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집계

(단위 : 백만원)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세부사업별 정부 예산 투자실적(기획 관리 평가비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예산에 포함)

· 주1) 지난 1998년 제정된 (구)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지난 2014.2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세부사업수 확대(기존 4개 → 현재 8개)

· 주2) 2019년도 수치는 정부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참고> 통계지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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