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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육군의 다영역 작전개념
 다영역 작전은 작전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상 영역과 환경, 기능을 넘어 
능력을 융합하고 최적화된 준비태세를 적용함
으로써 적에게 다중 딜레마를 부과하는 작전이
다. 즉, 여러 영역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와 가용
한 공격형태를 이용해 적을 압도하는 효과가 최
적화되도록 모든 영역과 환경에서 능력을 신속
하고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작전을 말한다.

 미 육군교육사령부는 2018년 12월 ‘다영역작
전 2028’을 발표하였다.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
을 미래 작전개념으로 설정하여 2028년을 목
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변화된 작전환경과 현
대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의 적들이 조성한 
다중 교착상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이 작전개념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적대세력의 반접근지역거
부전략(A2AD1) 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장
영역을 ①전략적지원지역(Strategic Support 
Area), ②작전적지원지역(Operational Support 
Area), ③전술적지원지역(Tactical Support 
Area), ④근접지역(Close Area), ⑤종심기동
지역(Deep Maneuver Area), ⑥작전적종심
화력지역(Operational Deep Fires Area), ⑦
전략적종심화력지역(Strategic Deep Fires 
Area) 등 총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전략적지원지역(Strategic Support 
Area)은 미 본토의 전략병참선과 지역전투사
령부(combatant command)가 교차하는 협
조지역이다. 이곳은 우군지역으로 전략 및 국
가의 정규군이 전투력을 획득하고, 작전을 지
속하며, 지원 근접 종심지역으로 전투력을 투
사한다.

정민섭 중령
bodys-01@hanmail.net,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 육군의 다영역작전 수행 방안

기술 동향
미래 육군의 다영역작전 수행 방안

우주전쟁, 이미 시작되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  2000년대부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지배 전략을 부르는 명칭이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인 류화칭이 만들어낸 
전략으로 미국의 해양 세력의 접근거부를 위해 항공모함의 해안접근을 막고 해안에서 일정범위 안의 적 해상전력은 철저히 분
쇄하는 해상거부 및 접근거부 전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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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작전적지원지역(Operational Support 
Area)은 중요합동지휘통제체계, 지속지원, 화력 
및 타격능력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원근접종심
지역에 대해 전투력을 투사하는 우군지역이다.

 셋째, 전술적지원지역(Tactical Support Area)
은 근접지역과 종심기동지역의 작전을 지원하
는 우군지역이다. 이곳은 전술적 부대들이 근
접종심지역으로 전투력을 투사한다.

 넷째, 근접지역(Close Area)은 적과 직접 접촉
하거나 인접한 지역이다.

 다섯째, 종심기동지역(Deep Maneuver Area)
은 기동부대가 종심으로 기동 가능한 지역이
다. 근접지역과 종심기동지역은 경쟁자의 국경

에 근접한 우군지역으로 미군과 동맹국들이 보
호하고 방어하며 자유를 보장하는 전략목표가 
집중된 지역이다. 또한 필요시 지상군이 작전
하는 지역이다.

 여섯째, 작전적종심화력지역(Operational 
Deep Fires Area)은 지상군의 기동범위를 초
과한 지역으로, 주로 화력 및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하는 적 지역이다. 이곳은 경쟁자가 아군
의 기동을 허용하지 않아 아군이 표적을 설정하
고 모든 영역의 화력을 운용한다.

 일곱째, 전략적종심화력지역(Strategic Deep 
Fires Area)은 아군의 기동이 제한된 적 지역으
로 모든 영역의 화력을 운용하기는 하나 정치
전략적으로 수단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다영역작전 수행은 무력충돌의 강도와 시기
에 따라 ‘경쟁단계 (Competition) - 무력분
쟁단계 (Armed Conflict) - 재경쟁단계 (Re-
Competition)’로 진행된다. 

 첫째, 경쟁단계는 분쟁을 억제하고 적의 전략
적·작전적 목표 달성을 거부하며, 필요시 무력
분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단계이다. 

 둘째, 무력분쟁단계는 적의 반접근지역거부전
략(A2AD) 체계를 돌파 및 와해하고 전과확대를 
통해 전략적·작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돌파는 적 반접근거부(A2AD) 체계를 돌
파하는 단계로 적 장거리 타격체계의 무력화, 기
습공격 격퇴, 전략적·작전적 기동여건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작전을 수행한다. 와해는 적 반접근
지역거부(A2AD) 체계를 와해시키는 단계로 적 
장거리 타격체계 격퇴, 작전적 기동, 기만에 중
점을 둔다. 전과확대는 적을 격퇴하는 단계로 적 
중 단거리 타격체계 격퇴, 적 지상군 고립 및 격
퇴에 중점을 두고 작전을 수행한다.

 셋째, 재경쟁단계는 무력분쟁으로 확보한 전략
적 이점을 강화하는 단계로 지역과 주민확보, 파
트너와 미 육군의 역량 재건, 무력분쟁으로 회귀 
억제에 중점을 둔다. 

 정리하자면 다영역 작전은 물리적 종심을 기준
으로 전장을 구분하였고, 무력충돌의 강도에 따
라 작전방법을 정립하고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을 최적화하도록 설

계하였다. 이러한 다영역 작전은 다양한 미 육군
의 능력을 여러 영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의 중
심을 공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1>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전장지역 편성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구현 노력
1. 美 육군의 현대화 전략 : ‘Big Six’ 전력화 
 美 육군은 다영역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
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에 발간
된 美 육군 현대화 전략에서는 ‘장거리 정밀화
력, 차세대 전투차량, 미래 수직이착륙기, 육군 
네트워크,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전투원 치명성’ 
등 6가지 전력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전력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COMPETITION
경쟁단계

RE-COMPETITION
재경쟁단계

ARMED CONFLICT
무력분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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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美 육군 현대화 6대사업과 중점분야

구 분 중점분야

장거리 정밀화력
• 전략적 화력, 정밀타격 미사일
• 초장사거리 화포

차세대 전투차량
• 유무인 선택가능한 전투차량, 로봇전투차량
• 다목적 장갑차량, 이동방호화력

미래 수직이착륙기
• 미래 공격정찰 차량항공기, 모듈형 개방시스템 구조
• 미래장거리 강습항공기, 미래 무인항공기

육군 네트워크
• 통합네트워크, 지휘소 공동환경
• 합동상호운용성 연합접근가능 지휘소 이동성 및 생존성

공중 및 미사일 방어
• 육군 통합공중 및 미사일 방어, 기동-단거리 방공
• 간접화력방호능력, 저고도 공중 및 미사일 방어센서

전투원 치명성
• 차세대 분대화기-자동소총
• 강화된 야시경-쌍안경, 통합증강시연체계

 첫째, ‘장거리 정밀화력’은 적의 A2AD 능력을 
무력화하고 다중딜레마를 부여하여 특정 영역
의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여 다영역작전부대의 
돌파여건을 만든다.

  둘째, ‘차세대 전투차량’은 무인로봇 차량과 팀
을 이루어 지상군이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로 기
동하도록 한다. 

  셋째, ‘미래 수직이착륙기’의 플랫폼과 같은 기
술은 육군의 기동성, 작전지속성, 치명성, 생존
성을 향상시킨다. 

  넷째, ‘육군 네트워크’는 광범위하게 산개된 부
대를 지휘통제하고 다영역 작전의 효과를 통합
하며 전장에 대한 공통된 상황인식이 가능하도
록 한다. 

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능별 4개 
소대와 1개 직할반으로 구성되어 장거리 타격, 
해킹, 재밍, 신호능력 등을 보유하여 우주작전
까지 수행하는 최초의 다영역작전 부대이다. 

 향후 미래전장에서의 전투개념 발전 방향을 가
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부대에 주
목해야 할 것이다. 그 세부적인 편성과 과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다영역 대대의 전투수행 개념은 다영역 전장에
서의 전투를 상정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전투 
자산을 연동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전투 플랫폼

  다섯째, ‘공중 및 미사일 방어’는 적의 공중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상군과 동맹군의 핵심
자산을 방어한다. 

  여섯째, ‘전투원 치명성’은 개인화기의 치명성
과 야간작전 능력을 강화하여 상황발생시 신속
한 대응과 생존성을 향상시킨다.

2. ‘I2CEW2)’ 대대 창설 
 美 육군의 다영역 부대의 핵심개념은 지상, 공
중, 해상,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의 모든 영역
(All Domains)에서 지속적이며 통합된 공격을 
통해 적을 마비시키는 것이다.3) 

 미군은 이러한 다영역작전 개념에 부합되는 새
로운 부대로써 I2CEWS 부대를 고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영역 작전에서의 ‘선견체계-선결
체계-선타체계-방호체계-지원체계’ 우위를 성

의 무기체계를 통합하고, 실시간에 초정밀 타
격하는 모자이크(Mosaic) 전투개념4)을 적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감시체계, 
결심체계, 타격체계, 방호체계, 지원체계로 구
성된다.

<표 2> I2CEWS 대대 편성과 과업

구 분 과 업

정보중대 
(Intelligence) 정보분석에 집중, 작전환경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으로 작전을 주도 

정보작전중대
(Information Operation)

러시아·중국의 정보작전을 벤치마킹, 민사·공보, 정보보호 작전수행, 
심리전과 선전·선동, 유언비어 등 유포

사이버·전자전중대
(Cyber & Electronic Warfare) 적의 해킹과 재밍에 취약한 전술네트워크(무선) 보호를 위한 사이버·전자전 강화

우주·신호중대
(Space & Signal) 정찰ㆍ인공위성과 신호정보로부터 정보ㆍ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

장거리 센서반
(Long range sensoring) 모든 데이터를 융합, 정보화력, 지원화력,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지원

2)   美 육군은 1군단 예하 17화력여단에 대대급 규모(중령 지휘관)의 다영역작전부대를 창설(‘19.1월)하였으며, Intelligence(정
보), Information Operations(정보작전), Cyber & Electronic Warfare(사이버 전자전), Space & Signal(우주신호)의 임무
를 수행한다.

 3)  TRADOC.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TRADOC Pamphlet 525-3-1. 2018. p.17.

 4)  모자이크 전투는 다영역에 있는 전투체계(조각)들을 일시적으로 통합하여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다영역작전의 핵
심적인 전투수행방법이다. DARPA. Tiles Together a Vision Mosaic Warfare (http://darpa.mil/work-with-us, 검색일 : 
2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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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감시체계는 인공위성 기반의 다양한 감시
자산을 상호연동하여 활용함으로써 원거리 표
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융합하여 통합된 표적 
정보를 타격수단에 제공한다. 기존에는 지대지·
지대함·장거리 미사일 등이 자체 감시자산을 운
용하여 동시ㆍ통합 대응이 어려웠으나, 모든 정
찰자산의 통합 연결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둘째, 결심체계는 장거리 센서부대를 활용하
여 모든 정보 데이터를 융합함으로써 각종 화력
수단(정밀화력, 지원화력,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자산 등)을 운용하는 데 요구되는 데이터를 실
시간제공하여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한다.

 셋째, 타격체계는 패트리어트, 대공무기 등 각
각 개별의 Radar 체계를 통합하여 적 표적에 대
해 동시·통합적으로 정보를 입수 및 처리하여 
표적정보 유효시점을 보다 앞당기고, 타격수단
에 직접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표적에 대
해서도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다. 각종 신호정
보와 정찰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한 후, 적의 중심을 선별적으로 타격하여 조기 
작전을 종결시킨다.

 넷째, 방호체계는 적의 무기체계를 감시 추적
하여 타격 해킹 등을 통해 무력화시키며, 아군
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적 공격을 사전 차단
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작전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의 무선으로 연결된 전술네트워크는 
적의 해킹과 재밍에 취약하여 사이버 전자전 역
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용하여 최적화해 사용하는 방식인 만큼 각 군
은 합동군의 일원으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구
비해야 한다. 따라서 각 군은 타 영역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군이 보유한 가용 전력과 
작전개념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지형특성과 북한군의 방어전략
을 분석하여 지하작전 수행개념5)을 다영역작
전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 무기체계, 장비 및 물
자, 교육훈련 등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영역
작전 수행에 따른 평시 한미연합훈련개념을 발
전시켜 유사시 원활한 한·미연합 작전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육군은 모든 영역
을 통틀어 가용 전력 중 작전지역과 임무에 가
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와 부대구조를 선택하고 
작전 시 다영역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감시·정찰·첩보수
집의 효과적인 통합과 지휘통제를 위한 전군 통
합네트워크 및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다영역 전장 편성과 무기체계 운영개념 재설계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의 전장을 전략적지원지
역으로부터 전략적종심화력지역 등까지 7개
로 세분화하였다. 종심이 6,000km에 이르는 
지구적 규모의 모델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응용한다면 아군의 전략적 작전적 지원지역을 
통합하고, 우리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능력을 

 다섯째, 지원체계는 원정작전이 기본이므로 한·
미·일·인도·호주 등 동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지상전력 전개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의 작전을 최적화할 수 있으
며,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투력을 투사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영역의 
돌파는 다른 영역의 측방을 우회하는 효과를 만
들 수 있다. 통합된 전장은 아군의 다양한 능력
이 여러 영역을 거쳐 적의 중심을 공격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한다.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전
투를 하다보면 적의 특정 영역은 개념적·물리
적으로 돌파될 것이고 아군은 이 지점으로 물리
적·개념적으로 종심기동하여 적의 중심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우리 육군의 적용방안 논의
1. 미래 지상작전 수행개념 발전 
 앞서 살펴본 미 육군의 개념과 무기체계 발전 
노력은 우리 육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다영
역 작전은 우리 육군의 미래 작전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물론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을 우리의 전장환
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따라
서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군사전략, 
무기체계, 부대구조에 맞게 개념을 응용, 발전
시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수행개념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모든 영역에서 각 군의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각 지역의 종심거리를 조정해야 할 것
이다.

 미래 전장지역의 확대는 초장거리 화력지원이 
가능하고 사이버 전자기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
는 타격체계가 필요하다. 교차영역 무기운용의 
개념발전도 필요하다. 화포(지상), 함포(해상), 
항공기(공중), 미사일(지상‧해상‧공중‧우
주) 등 화력을 타 영역으로 투사하고, 심리전, 
전자전, 사이버전 무기로 사람의 인지영역을 
공격하는 개념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
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사거리 
증가, 다목적탄 개발 등 다영역 작전이 요구하
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기술개발도 병행해야 한
다. 또한 작전지속지원체계와 관련된 운용개념
발전과 장비 및 기술개발을 통해 다영역 작전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전력화
 미래 지상작전 수행개념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무기체계 획득도 필수적이다. 

 첫째, 적의 중심을 파괴하기 위해 중·장거리 정
밀화력을 최신화한다. 특히 적의 사이버, 전자기 
공격이나 방공망의 영향을 적게 받는 초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레일건이 필요하다. 레일건은 
지상에서 공중, 해상, 저고도 우주 등 타 영역으
로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가능하다. 레일건은 적

5)  북한은 대다수 군사시설이 갱도화, 지하 요새화되어 있으며, 지휘소, 화력체계 등 핵심시설도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작전수행시 
지하작전에 대한 개념발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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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심깊은 전략표적을 기습적으로 타격하여 
무력분쟁으로 고조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무력
분쟁시 종심타격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비
행장, 미사일 기지, 통신기지 등을 무력화하여 적
의 전략적, 작전적 목표 달성을 거부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특히 미사일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
로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적의 방공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무
기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현재의 방공체계로 대
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극초음속 무기
는 고도를 고속(마하 5)으로 기동하기 때문에 탐
지하고 요격하는 절차가 최대 6분 안에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동안 탐지-추적-결
심-행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 특히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한 오류를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 따라서 방어하는 국가는 확전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작전상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하
는 딜레마로 인해 굉장한 심리적, 시간적 압박을 
조성하여 적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셋째, 적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전자전 무기이다. 사이버‧전자전 무기는 물리
적 공간에서 네트워크 공격을 통해 적의 사이버 
공간에 침투하고 적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체계
이다. 사이버전자전은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
합한 영역의 작전을 의미한다. 전자전은 전자
기 스펙트럼 영역에서 지휘통신장비나 레이더 
장비 등을 교란, 방해하는 작전개념이다. 한편, 
사이버전은 사이버영역에서 적의 네트워크 장
비를 악성코드나 사람 등으로 파괴하거나 마비

시키는 개념과 이 영역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교
란, 저지, 삭제, 지연, 조작하여 아군이 정보우위
를 달성하려는 작전개념이다. 예를 들어, 전자
전은 적의 통신장비를 무력화하는 작전이고 사
이버전이 적의 지휘통제 컴퓨터를 공격하는 작
전이라면, 사이버전자전은 적의 지휘통제 장
비에 전자파(전자전)를 방사한 후 전자파가 적
의 지휘통제 장비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데
이터를 조작하거나 파괴, 지연하는 등의 공격 
(사이버전)적인 행위가 수행되는 개념이다. 

 미래에는 모든 전투 요소들이 네트워크로 초연
결됨에 따라 사이버영역이 모든 전장영역을 연
결하는 기반영역이 된다. 심지어 인간 전투원의 
뇌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개인이 사이버 영역 상 
하나의 노드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
이버 공격을 통해 개인의 뇌까지 침투하여 상대
의 인지 영역을 해킹하거나 조작할 수 있을 것이
다.

결어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군사적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작전수행개념으로 다영역
작전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대화 전략을 통해 
6가지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은 우리 육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을 우리 육군에게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전장환경
과 군사전략, 그리고 전투발전요소(DOTMLPF) 
등을 고려하여 미래 지상작전 수행 개념을 구체
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론
 1957년 10월 4일,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프
트니크(Sputnik)가 궤도진입에 성공하며 우주
경쟁은 시작되었고, 미국은 Apollo 계획을 추
진하여 유인 달 탐사로 대응하였다. 세월이 흐
른 후 영화 스타워즈의 등장으로 우리는 우주전
쟁을 현존 인류와는 무관한 멀고 먼 상상 속의 
우주SF 장르로 즐기게 되었다. 하지만 우주전
쟁은 외계인의 침공이나 멀고 먼 이야기로 치부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현실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
면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우주전쟁의 위협을 
절실히 체감할 시점이 갑자기 도래할 수 있다.

세계의 수준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군사력 목표는 우방국의 지원을 전제로 
북한의 침공에 충분히 대응하는 역량을 구비하
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주변국과의 피치 못
할 전쟁이 발발할 시에는 매우 심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전
략 자산은 매우 빈약하여 우방국들의 지원이 없
다면 독자적인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우리

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존립을 
위한 전쟁 억지력은 가질 수 있으나, 우리의 여
건 상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우주 자산은 이와 같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전략 자산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2020년 기
준의 한·중·일 위성 우주자산을 비교해보면 우
리나라 대비 중국이 21.3배, 일본은 5.2배에 이
르고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늦은 감은 있지만 독자적인 지역항법위성
체계를 2022년도에 착수할 예정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곽신웅 교수
calif@kookmin.ac.kr,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우주전쟁, 이미 시작되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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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발사체 수준은 저궤도에 1.5톤을 투입
할 수 있는 소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이제 개발
하고 있는 정도라 대형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으
면서 초대형 발사체를 개발 중인 주변 강대국들
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은 100톤을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 중이며([그림 3] 참조), 미국은 Space X사가 
2024년 저궤도 380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
사의 Star Ship을 활용하여 1시간 내 지구 전역
에 100톤의 군사 물자를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4] 참조).

 비록 우주 정거장을 보유할 계획도 없고 지구 

<그림 1> 2021년 GFP 순위와 각국의 보유 전략 자산

<그림 2> 한·중·일 우주(위성)자산 비교전역을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일이 없는 우리
에게 초대형 발사체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우리
의 우주 자산을 (가능하다면)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발사체로 원하는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정지궤도에 (미래 수요를 예
상하여) 5~6톤을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개발은 필요하다 하겠다. 이 경우 메인 발사체
로는 저궤도에 6톤 이상을 투입할 능력을 가지
고, 다양한 조합을 위한 6개의 부스터 장착 가능
한 구조로 고체 및 액체 부스터를 활용하여 정
지궤도까지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림 3> 중국의 탑재 중량별 다양한 발사체 (출처 : 항공우주연구원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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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pace X사의 Star Ship

<그림 5> 미군의 Black Jack 개념도

미래 전쟁의 양상과 초소형 우주 자산의 
효과성
 미래의 전쟁은 우주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이라크전 등 최근의 전쟁에서 감시정찰/
지휘통제의 장악 여부가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
우하여 온 것을 보았고, 현대전에서도 방공망
을 무력화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전쟁
과 전투를 시작한다. 나아가 근 미래 전쟁에는 
통신위성과 GNSS(위성항법시스템) 위성, 감
시정찰 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하
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시에 안정적인 군 
작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초소형 
우주 통신망의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초소형 통신위성망의 상업적 활용과 기술적 가
능성은 각각 유럽의 OneWeb과 중국의 화웨이
가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지상통신망보다 비

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어서 상
업적 성공은 여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2000년
도에 유니세프가 저개발 국가들의 어린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100 단말기형 PC를 무상
으로 1억대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생산단
가는 $170까지가 한계였고, 단말기는 무상으
로 제공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낙후된 지역에 유
선망을 깔고 유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0’이라 결국 실패한 적이 있었다. 낙
후된 지역의 거주자들은 대다수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초
소형 위성통신망 사업은 결국 도시 지역과 부유
한 국가에서도 지상통신망과 경쟁이 가능해야 
살아남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이다.
그런데, 우주무기들의 실험에 성공하기 시작하
면서 초소형 위성통신망 사업의 군사적 활용가
치가 부각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소수의 위성들로는 우주자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전
시에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으
로서 초소형 위성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이 되었
다. 수백 기는 파괴될 수도 있지만 1만기 이상 
최대 4만기의 초소형 통신위성망을 동시 다발
적으로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OneWeb의 사업참여 제안을 받고 심사숙고
하던 Space X는 더 낮은 고도에서(타 통신위
성망의 전파간섭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도
록) 더 촘촘하게 전 지구를 포괄하는 독자적인 
StarLink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는 실패하더라도 미군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마
련하였다. 미군도 우선은 독자적으로 통신과 정

찰을 결합한 중규모의 초소형 통신정찰 위성망
인 Black Jack 사업([그림 5])을 추진하고 있으
나 필요시 StarLInk와는 언제라도 연계되는 형
태일 것이다. 비록 OneWeb은 초기에는 계획
대비 과도한 비용 지출로 파산 상태까지 갔었지
만 영국정부의 투자로 다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전쟁 초기 궤멸을 막으려면 정지
궤도 통신위성 외에 초소형 저궤도 통신위성망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다수의 초소형 정
찰위성(EO/IR/SAR)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
가 있는데 다행히 초소형 EO 위성망 사업은 개
발 중이고, 다른 사업들도 계획 중인 바 더욱 조
속히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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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등의 고 에너지 무기의 경우 고 에너지
가 조사되면 위성의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점에
서 피격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급선무이
기 때문에 우선 온도 센서를 부착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도탄이나 우주쓰레기 제거
용 위성이 접근하는 것이 식별되면 최소한의 고
속 회피기동으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광학기반의 우주물체 감시체계는 이미 
알고 있는 위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미상의 
우주 물체를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리고 태양전지는 단시간의 고 에너지에도 파괴
되기 쉬우므로 장시간 사용 가능한 대체 전지가 
필요한데, 경량화까지 고려하면 원자력연료 전
지 기술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주자산을 보호할 수 있
으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술 확보가 시급하
게 요구된다.

 나아가 잠재적 적국이 우리 자산을 함부로 하
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도 타국의 우주 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

우주 자산 보호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가
능성
 그럼에도 초소형 위성으로 촘촘한 통신위성망
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우주무기로도 우리를 공
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과신해서도 안된다.
우선 초소형 위성의 기능적인 한계도 존재한
다. 초소형 위성은 규모의 한계로 고정밀하게 
만들 수가 없으며 지상 타격용 우주 무기를 탑
재할 수도 없고, 예상 평균 수명도 3년으로 짧
다. 초소형 위성으로 GNSS를 구성하는 기술도 
거론되나 역시 정밀도 관점에서 지금의 정지 및 
경사궤도로 구성된 GNSS를 대체하기는 곤란
하고 위급 시 보완하는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차치하더라도 위성 자체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
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극복과제로 제기되고 있
다.

 이미 실험에 성공한 레이저 무기나 요격 미사
일 등의 직접적인 공격 무기 혹은 재밍 스푸핑 
등의 간접 무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성들은 프랑스의 통신위성을 근접 위협하거

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주 자산은 항공 자산에 
비해 대략 10 ~ 30배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우
주무기체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확보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결론
우리가 아직까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더라도 
우주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우리 경제력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 전장환경
에서 벌어지게 될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
하여 우리의 우주자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적국의 우주자산
에 단시간(최대 1시간) 내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사안이 되
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전쟁개시 후 극히 초기
에 우리의 위성통신과 정찰위성은 이미 타격받
아 기능을 상실하고 우리가 주로 의존하는 GPS 
기반의 유도체계가 무용지물이 되어 군 전투력
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 놓이게 되면 
사실상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어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하
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나 감청 및 통신 방해 등을 하고 있다. 그 이외
에도 관제소 파괴 혹은 장악과 관제 시스템 해
킹을 통해 수 백기 이상의 초소형 위성망을 일
거에 무력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창과 방패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우주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이다.

기본적으로 우주 자산은 위성이나 우주선이나 
중량과 비용 문제로 방어에 매우 취약하다. 더
군다나 유인 우주선이라면 좁쌀만한 구멍에도 
기밀유지가 안되어 승조원이 사망할 것이며 태
양전지판이 파괴되거나 안테나가 고장나도 기
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취약한 위성이 별도의 자체적인 방
어 무기를 가지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
이지만 그럼에도 위성을 위협하는 파괴 수단별
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할 
수는 있다. 이미 개발에 성공한 공격형 우주무
기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3 가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레이저 무기 : 최소 30 초 이상 통상 1분 30초 정도의 조사 시에 파괴

- 유도탄 계열 : 마주 보는 타격은 불가능하고, 후방 접근하면서 파괴가 현실적

- 우주쓰레기 제거 : 우주쓰레기 제거 기술이 위성 파괴 기술인데, 근접해야 함.

- 위성의 표면온도의 급격한 상승 감지 기술

- 미상의 우주물체 접근을 탐지 할 수 있는 기술

- 고속회피와 zig zag 기동 및 자동 임무 복귀를 할 수 있는 기술(제어 S/W 개발 등)

- 단시간의 고 에너지 조사에도 무력한 태양전지 대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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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서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시장을 가지
고 있으며 미국 방산업체들의 수익 합계액은 
2020년 기준 약 353조 원으로, 한국 방산기업 
합계의 약 38배 규모에 달하고 있다.6) 대한민국
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세계 5대 방산 강
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방산시장
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진출이 필요하
다. 그러나 미국은 첨단화된 국방과학기술 기
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방산기업이 미
국 대기업 대비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단기적으
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글로벌 기업
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
맹국과의 공급망 공동대응이라는 외교·안보 
기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진입 기회를 모색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급망 진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우
리의 사전준비는 목표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

로 판단된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방산기업들
은 자사의 공급망에 참여 중인 국내기업에게 사
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인 CMMC를 Level 
3 이상 획득하지 못할 시 자사의 공급망에 더는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
한민국은 CMMC 관련 법안 신설 및 지원방안 
마련이 타 경쟁국인 일본, 호주, 영국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공
급망 재편이라는 호기를 국내 방산기업이 적극
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CMMC 관련 준비가 
시급하다.

우리는 왜 CMMC 인증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가 
 코로나-19 대유행은 미국이 자국의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
다. 지난 1월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
실(A&S)이 의회에 제출한 ‘미국 방위산업 능력 

정규평 연구원
yullian3@dtaq.re.kr,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해외시장분석팀

NO CMMC, NO GVC !

6)  The list is here : Find Out How global defense Companies performed in FY20, Defense News, ’21. 7. 13

NO CMMC, NO GVC !

디지털 강군 건설은 전력체계 획득의 제도적 혁신에서부터 
-인공지능 기반 지능화 융복합체계 전력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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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7) 에 따르면 2001~2015년 기간 중 국방
부와 거래하던 17,000여 개의 미국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민간분야로 사업영역을 이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미국 내 방산 분야 
하위공급망은 매우 취약하며 이러한 공백의 상
당한 부분을 중국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제조업의 위기가 아니라 향후 미국의 안보를 위
협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 정부
는 대중 의존도 감소 등의 목적으로 방산 분야 
공급망 점검에  나서는 한편 대체선 확보에 대
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제재기준 및 인증기준 상향 등의 
방식으로 공급망 내에서 중국산의 퇴출에 나서
고 있는데, 이 중 가장 국내 방산기업에 가장 큰 
여파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이버보안
과 관련된 CMMC 인증신설이다. 

 미국 정부조달 계약의 98%8)를 차지하는 4
대 글로벌 기업들(Boeing, LM, Raytheon, 
Northrop Grumman)의 공급망 매니저들은 
지난해부터 국내 방산기업들에 CMMC 관련 인
증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인증
획득 준비를 촉구하는 메일을 계속해서 보내오
고 있다. CMMC는 미국 정부조달 계약의 필수

인증으로 2025년 9월 30일부터 일괄 적용될 것
이기 때문에 직접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뿐
만 아니라 절충교역을 활용한 간접진출을 희망
하는 국내기업 역시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뛰어
난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향후 미국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 관계자는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CMMC 인증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지난 2020년 11
월 30일까지 CMMC 인증이 기초로 하고 있는 
NIST 800-171 규정을 자체진단하고 해당 평가
를 자사의 SPRS(Supplier Performance Risk 
System)에 등록하게 요청하였다. 요청 이후 해
당 국내기업이 자체진단 한 바에 따르면 110개 
세부 이행과제로 이루어진 NIST 800-171마저 
준비하기에 벅찬 실정이며 그보다 20개 이행과
제가 더 많은 CMMC가 당장 도입된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타 경쟁국에 비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대기업조차 정부 지원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보안 인증을 중소기업
이 갖추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
였다.

7)   Industrial Capabilities : Annual Report to Congress FY 202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US OSD A&S), 
2021.1

8)  Janes Market Forecast 2021

CMMC란 무엇인가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는 미 국방부가 대학 부설 연구
센터(존스홉킨스대학 등)들과 연방 자금지원
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센터 및 방위산업계와 
협력하여 만든 사이버 성숙도 모델 인증이다. 
미국은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 방위
산업의 공급망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하
고 기밀로 취급되는 연방 계약정보부터 기밀이 
아니지만 통제가 필요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기
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을 신설, 자국 산
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탄
생한 것이 바로 CMMC 인증이다.

 기존 NIST 800-171 보안인증을 기초로 만든 

CMMC 인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은 주 계약업체부터 하위공급
망을 포함하는 미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방
산기업이다. 사이버 보안인증의 경우 보안장비 
구축 및 심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하
여 지금껏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
려움을 반영하여 모든 세부 이행과제를 준수하
지 못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조달계약을 허용
하였다. 그러나 Solar-Winds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모든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CMMC를 일
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규정 적용이 더욱 엄격해졌다. CMMC가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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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하는 NIST 800-171 규정의 경우 평가
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
라서, 기업들은 해당 규정을 단순 체크리스트 
수준으로 인식하고 너그럽게 자사의 보안수준
을 진단하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CMMC의 경
우 C3PAO라는 제3의 기구를 통해 별도로 평가
를 수행하게끔 규정하고 있기에 더 이상 자사의 
주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며 보다 엄격한 평가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규정인 NIST 800-171의 경우 
POA&M(Plan of Actions and Milestones)
이 허용되어, 세부 이행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
력을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향후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류로 제출하기만 하면 미
국 국방조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CMMC의 경우 POA&M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
에 모든 보안 관련 세부 이행과제가 충족되지 
못할 시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2025년까지 모든 정부조달 계약에 적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획득·운영유지
차관실은 2021년까지 주요 계약업체 15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2022년은 75개 업체, 
2023년은 250개, 2024년은 47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 OMFV 사업을 진행 중
인 한화디펜스사와 FCT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4개사9)는 사업 진행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규
정을 직접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7월 기준 미국으로 방산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86개의 국내기업 및 1천 여개로 추산되는 이들 
협력업체 역시 해당 규정을 향후 적용 받을 것
으로 예상되는 바, 점차 CMMC에 대한 중요성
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CMMC 인증 관련 미국 내 동향
 일본, 영국, 호주 정부는 미국의 CMMC 요건 수
립에 맞추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 방산시
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이
다. 특히 자국의 국방부가 직접 미 국방부와 협
력을 진행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전·현직 공무
원 단체 Potomac Officers Club에서 지난 6월 
열린 웨비나에서는 CMMC-AB 의장이 영국, 일
본 방위성과는 현재 CMMC 관련 협정 체결 준
비를 위해 매주 2~3회의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쟁 대상 국
가들은 적극적으로 CMMC에 대한 노력을 빠르
게 그리고 바르게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 국방부와 자국의 인증제
도와 미국의 CMMC 인증을 상호인증하는 협정
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ISO 
국제표준 관련하여 미국의 TCSEC와 유럽의 
ITSEC가 보안 관련 상호인정(CCRA) 협정을 체
결한 전례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
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미국 사이버 보안 관련기업들은 대
한민국 방산기업의 CMMC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 될 것임을 예견하고, 한국시장 진출을 시
도 중에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다음 <표 1>의 
5개 사가 있다.

  특히, TQMS사는 CMMI 및 CSMM 관련 국내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사이
버보안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
한 바 있어 적극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KRATOS사 역시 미국 획득·운영유
지차관실이 공인한 인증기관 3곳 중 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 적극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
다. 만약 정부의 CMMC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기업은 해당 5
개 사에 보안 진단 및 개선 컨설팅에 대한 비용
을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
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CMMC 인증을 위한 4단계 준비방안
 우리 정부가 방산 수출진흥을 위해 CMMC 지
원을 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
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미 정부 간 방산 분야 협의체 개최 시 
CMMC 인증 관련 협력을 공식 의제화해야 한
다. 현재 미국 정부도 자국의 공급망을 단기에 
스스로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미국의 국
방력에 일조할 수 있으며 양국 기업 모두에 상
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면 충
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한미 방산 분야 협의체 중 하나인 DI- 
CSC(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Sub-Committee, 방산 협력소위원회)와
DTSCM(Defense Technology&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방산기술보호협

9)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미 주재원 획득 정보로 자세한 기업명은 밝힐 수 없음. <표 1>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미국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 사례

평가사 진행 중인 내용

AWS
미 국방부 및 CMMC-AB와 CMMC 요구 사항에 대해 협업하면서 고객의 배포 및 인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AttackIQ CMMC 보안제어를 검증하기 위해 보안 최적화 플랫폼에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Entrust CMMC 도메인의 27개 기능 전부를 지원하는 플랫폼 보유

KRATOS 현재 CMMC의 공인된 3개 평가사 중 1개

TQMS
CMMI와 자체 개발한 한국현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CSMM)로 2004년부터 국내 방산기업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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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양 채널을 동시에 가동하여 협력 의제
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 DICSC의 경우 양국 국
방장관간 한미 연례안보 회의(SCM, 매주 10
월)의 하위 분과위 중 하나로 미국의 국방부 획
득·운영유지차관과 한국의 방위사업청장이 주
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CMMC 인증을 신설하
고 운영하는 주체가 미국의 획득·운영유지차관
이라는 점에서 해당 협의체를 통한 협력방안 도
출은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
해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 주도로 DICSC 산
하 CMMC 관련 실무회의(Woking Group)를 
신설하고 월 1~2회에 걸쳐 실무회의(과장급)
를 개최하여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이 주관하여 
양국의 기술보호정책 및 수출정책을 의논하는 
DTSCM 회의에서도 동시에 의제화하여 대한
민국 정부의 CMMC 관련 인증의 적극적인 의
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CMMC 체계와 공조되는 평가 방법
을 구상하고 K-CMMC 모델을 구축해나가야 한
다.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어 CMMC 수준에 
맞는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평가
기관 지정이 시급하다. 특히, 관련 조직을 구성
하고 보안관련 규정을 신설할 시 CMMC는 단
순한 보안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
리와 직결되는 경제 이슈임을 명심하고 방산업
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체 친화적
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한 업체 지
원 예산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유망수출품
목 발굴지원사업 예산 중 해외인증획득 예산을 
활용하여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기업들이 인증
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상호인증협정 체결 추진이 요
구된다. 많은 국가는 무역에 있어 다자간 및 복
수국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시험성적
서를 상호 인정하여 수출입의 편의성 및 효율성
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CMMC의 경우 각
국의 보안 환경이 상이하고 인증 체계가 동일하
지 않기 때문에 인증서 간 상호인정 방식을 미
국이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미국 측이 
협상에 있어 더욱 쉽게 수용할 수 있지만 실질
적 효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각국의 시험성적

서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언
 CMMC는 대한민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5대 방산수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다. 향후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각국 간의 컨소시엄이 활발해지는 미래 방산
시장 환경을 고려한다면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NATO 및 유럽시장 역시  CMMC를 필수인증으
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과 품질이 우수
한 국내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더라도 해당 인
증이 없으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안인증의 진단 및 구축 비용은 언
제나 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CMMC를 보안이슈로만 인식하고 정부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CMMC는 오히려 국내 업체의 
수출 의지를 꺾는 또다른 규제로 기업에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해외 사이
버 보안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
을 막고, 국내기관을 활용하여 관련 수출 진흥
책을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MMC 관
련 지원의 첫걸음은 DICSC 및 DTSCM 한-미 협
의체가 될 것이며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회를 적
극 활용하여 정부지원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 
특히, 중간단계로 이번 12월에 열릴 방위사업
청-CSIS 공동회의를 시작으로 협력방안 도출
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여 조속히 CMMC 지
원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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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새로이 
인공지능(이하 AI)이 기반이 되는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첨단혁신 기술과의 동거는 이미 익
숙해 진지 오래인듯하다. 공공 분야 역시 국가 
차원에서의 AI 전략과 실행 추진에 힘입어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국방 분야에서도 AI를 비롯한 첨단ICT 혁신기
술의 적용 여부와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
들이 근래 매우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
나 일상생활의 영역과 달리 우리 군과 국방 분
야 현장에서 무인화기술과 AI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아니면 그러한 시도들이 구체적이고 현실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미군이 아프간 등 전투현장에서 지뢰나 IED(
급조폭발물) 탐지용 지상무인로봇(팩봇, 
Packbot)을 야전 운용한 지 20년이 지났다. 올
해 안에 전통 방산거대기업이 아닌 IT 대표기
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VR과 AR 기술, 데이
터 기반의 메타버스형 IVAS(Integrated Visual 

Augmentation System, 통합시각증강시스
템)헤드셋이 미군 병사들의 교육훈련시스템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등 민수 분야의 첨단 ICT 기
술제품들이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전투현
장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군
은 몇 종류의 드론을 제외하면 지상로봇 등 자
율무기체계조차 제대로 실 운용하고 있지 못하
고 있으며, AI가 적용된 소수의  일부 시범사업
들이 진행 중이어서 전력화 배치 단계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양대 패권국 간 군사적 우위 선점
을 위한 전략적 충돌이 첨단기술 우위 경쟁으로 
가시화 한지 오래이다. 이미 미 국방부는 2014
년에 자율무기와 AI 등 혁신기술개발에 집중하
겠다는 3차 상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8
년 미 의회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모든 국방 임
무에 AI를 적용하여 본연의 임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전면적인 AI 기반화(AI Enablement) 
전략으로 이어지면서 미래 첨단군 출현이 현실
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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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강군 건설은 전력체계 획득의 제도적 
혁신에서부터 -인공지능 기반 지능화 융복합
체계 전력화를 중심으로-

 미국이 상정하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첨단 
군사력 약진이다. 과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
입되었던 전통적인 군사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위협할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민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ICT 기반의 첨단기술들의 경우 중국 
등 후발 군사기술국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
어 미국이 미래전 대비를 위한 과학기술적 우위
를 독점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
한 경고신호를 미국은 절대 놓치고 있지 않다. 

 비단 미국만은 아니다. 미국이 그렇게 집요하
게도 최대 위협으로 적대시하고 있는 중국은 미
국의 군사적 우위 선점의 제일 요건인 과학기술
력 압도전략과 유사한 군사과학기술 전략에 올
인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국방을 비롯한 안보, 
공공 분야의 AI 기술 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AI 관련 학술 논문 발표 통
계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하였다.1)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에서
부터 미래 지능화전 대비를 위해 군사혁신 분야
의 군민협동의 일환으로 첨단 지능화군 건설을 
공표하여 관련 기술의 집중 투자와 군사적 적용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술 패권경쟁의 구도 속에서 일본 또한 

첨단기술 경쟁력을 안보의 관점에서 중시하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기시다 내
각이 출범하면서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과학기
술 입국을 제시하면서 AI 을 포함한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3)

 
 통상 미래전 대비는 현재 보유한 군사적 능력
과 미래에 예측되는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군
사적 목표 능력 간의 갭 분석에서 출발한다. 그
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군사력을 
구축하는 일은 과학적 갭 분석에 기반한 소요
기획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군
은 현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
인 현실 인식뿐 아니라 미래 달성해야 하는 지
능화 군사력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전문적 분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과학기
술 발전 추세에 따른 미래 전장 환경과 적대세
력의 능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춘 최적의 지능
화 군사력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
해야 한다. 
 미래 첨단지능화군 건설을 위한 비전과 전략 
로드맵은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 지점까지 도
달하기 위한 전략맵 수립과 수행 주체 설정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목표 설정 그 자체보다는 
목표 도달을 위해 변화시키고 혁신해야 하는 대

1)  AI학술논문 발표량과 특허출원량 모두 세계 1위를 차지.(AI Index Report, 2021) 중국은 AI 논문인용수 20.7%로 미국을 제치
고 1위를 차지하였음. AI타임즈, 2021. 6. 28,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667

2)  나호영 외 1인, “인공지능에 기반한 중국의 군사혁신: 지능화군 건설을 중심으로,” 한국군사논집, 76호 3권, (2020. 10), p.102. 
pp. 92 93; p. 100.

3)  주정완 기자, 기시다의 과학기술 우선 정책, 중앙일보, 21. 10. 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600#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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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 학회는 3대 추진 전략으로서 “지능
형 기반환경 구축”과 “전면적 AI 적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AI” 의 세 축을 
설정하였다. 그 중 “지능형 기반환경 구축”의 
일환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개선” 
전략을 가장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
급한 것과 같이, AI 기반의 디지털 강군 건설이
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AI 기술 개발이나 전력
화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예산을 투입하
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전력화 사업이 제
대로 기획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로서의 
관련 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혁
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AI 기반의 첨단 디지털강군 건설을 위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크
게 기술과 조직과 인력, 재원, 그리고 인프라로
서의 제도와 정책 등 4가지 요소를 선정하고, 이
를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혁신기술의 특성
을 살펴보자. 주로 민수 분야에서 성숙되어 온 
AI 을 비롯한 첨단 ICT 기반 지능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공할 정도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주
로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
다. AI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작동
한다기보다는 정보처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세트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기존의 기술이나 산
업 영역과 융합되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혁신
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이는 AI 의 기술이나 기법, 그 자체만으로 폭

상을 식별하고 변화를 위한 혁신의 방법과 여정
을 구체적인 전략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한다.

 2020년 우리 국방 분야 최초로 국방부가 발주
한 “국방AI  발전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우리 
학회가 수행하였다.4) 연구결과로 제시했던 여
러 전략 방안들이 현재 국방부처와 군을 중심으

발성을 갖는다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다양한 분
야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기술서비스나 도구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AI
는 AI가 적용되고 융합되는 대상과 방식 여하에 
따라 단순한 기술의 발전 경로를 넘어서서 폭발
적 변화와 혁신의 파괴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AI와 ICT 기술들이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인
(conventional) 군사기술과 융복합이 될 때 진
정한 첨단혁신 군사기술로서의 위력을 발휘하
게 된다. 

 물론 세부 기술 분야별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
라 민수 분야의 첨단 ICT 기술의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수준에 가까워 있기에 근시일 
내 이러한 민수기술들이 디지털 첨단 군사기술
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현
재의 국방 연구개발과 획득제도 환경에서 신속
하게 민수의 경쟁력있는 산학연 기술이 국방 분
야에 진입하여 접목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
르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혁신적 기술융합의 
관건이 제도적 인프라 혁신에 달려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로 일부 시행에 옮겨지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디 가는 발걸음
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학회는 연
구보고서에서 AI 발전의 비전으로 “AI  기반 디
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 구현”을 설정하고 첨
단지능화군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4)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보고서 파일이 공개되어 있음.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 

<그림 1> 국방 AI 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자료 : (사)한국국방기술학회,『국방AI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0, 국방부,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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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핵심은 결국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
는 인력풀과 인재양성 시스템에 의존한다. 현
재 우리 국방 분야에서의 AI를 비롯한 첨단 IT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수 분야 역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국
방 분야에서 관련 기술인력을 유치하기에는 재
원과 제도적 여건 측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더
욱 어렵다는 점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소
프트웨어와 IT 분야의 우수 인재와 민간 산학연
을 국방 분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심각하게 취약하다. 역
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관건 역시 제도적 혁신
이다. 동시에 국방 분야 인력들을 대상으로 AI
과 IT 기술 전반에 대한 교육에 집중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지능화기술 확보와 인재 육성 모두 그에 
합당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비가 미국 등 주
요 군사력 보유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국
가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방 연
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였고(2022년 정부예산
안 기준으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4% 
증가, 2021년에 8.5%가 증가하여 4조 2,524
억으로 대폭 확대)5) 되었고, 특히 미래전력이
나 핵심기술 투자를 대거 늘여야 (2021년 대비 
50% 증가, 7,668억)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가 적용된 지능화 전력으로 신속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Filtering 제도란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모
든 무기체계와 정보화사업, 또는 전력지원체계
와 국방운영 분야에 이르기까지 AI의 능력을 내

면서 불과 2~3년 전에 비해 상당한 재원이 투입
되고 있어서 마냥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혁신 지
연을 탓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AI 기반의 디지털 강군 건설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과 관건은 기반환경 
구축, 그중에서도 특히 첨단군사력 건설과 운
용의 제반 프로세스와 제도적 혁신이 되어야 한
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 학회는 앞서 소개한 “국
방AI  발전계획 수립 방안 연구”에서 “도전할 수 
있는 제도 환경 개선”을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
하였다. 이 지면에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다
양한 제도개선 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소요
와 획득 간 두 가지 개선 방안과 제언을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전력 사업과 국방운영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AI 및 지능화 요소의 적
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도출하는 “AI Filtering”
과 “RAB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미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과 함께 디지털 정
보화 기반체계가 전력발전의 필수불가결 요소
가 된 지 오래이다. 이제 정보화, 디지털 물결에 
뒤이어, 4차산업혁명 및 AI 기술이 적용된 모
자이크전 대응 합동다영역 작전(JMDO, Joint 
Multi Domain Operations) 개념이 군사적 요
구능력의 중심 요소가 되었고, 우리 군 역시 AI

재화하거나 집약할 수 있는지를 주요 검토 사항
으로 규정화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검토 시 AI 적용가능성과 적
합성(Relevancy), 가속 추진성(Accelerator), 
제한성(Brake)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그림 2> 국방 AI 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세부 구성

자료 : (사)한국국방기술학회,『국방AI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0, 국방부, p. 154.

5)  방위사업청, 2021. 9. 6.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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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요기획 단계에서의 AI Filtering 제도 개념도

<그림 4> 소요기획 단계에서의 RAB제도 개념도

판단하는 RAB 검토 의무 규정을 명문화해
야 한다는 제안이다. 소요 단계에서 추진사
업들에 AI 적용 지능화 사업으로서의 적합
성 정도(Relevancy),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
성에 따른 신속추진 여부와 전력화 단축 기한
(Accelerator), 그리고 AI 사업으로서 적합성이 
크다 하더라도 윤리성 및 강건성, 신뢰성 측면
에서 사업추진 단계나 속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제한 요소(Break)를 기본 요소를 검토해
야 한다. 여기에 적용 효과, 가용 데이터의 준비
도나 활용성, AI 적용 기술의 성숙도, 그리고 평
가와 검증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와 기간, 추진 방식 등의 전력화 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소요 반영 
시부터 중기전환 시,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계획
을 수립하는 획득과정에서 각 마일스톤(의사결
정) 단계마다 RAB 요소들을 종합 판단하여 AI 
지능화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와 시기, 또는 신
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 시 고려 사항들
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AI기반 지능화 융복합 전력체계의 
통합적 획득트랙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 군은 전장인식과 C4I 등 전장관리
시스템, 그리고 사이버방호시스템을 대부분 
지능화체계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체계들이 제대로 전
력화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절적이
고 단선화된 개발과 획득 프로세스의 대대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틀 자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지능화 융
복합전력체계의 특성에 맞추어 지능화 핵심기
술(ICT, Intellectual Core Technology) 트랙
과 4.0 융복합전력체계(CI2S, Convergence 
Integrated Intellectual System)트랙을 신설
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무기체계는 선행연구나 핵심기술 개
발에 이은 체계개발 완료 후 양산이나 전력화 
단계까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분류·획득되며, 
이후는 유지운용을 담당하는 군수 조직과 절
차에 따라 운용·관리되고 있다. 방위력개선사
업, 즉 무기체계 획득과 운영유지가 엄격히 다
른 조직과 법령에 의해 단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복합 전력체계 배치 후 운용 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최적화를 진행하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요구되는 전장관리
체계는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AI기반
의 지능화 융복합체계이다. 이는 초기 모델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데
이터를 통해 학습하여 알고리즘 모델이 업그레
이드되면서 점차 지능화되는 진화적 체계의 특
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일례로 알파고가 2016년, 방대한 바둑기보 데
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이세돌기사와 겨루었던 
초기 버전에서 출발하였으나 곧 알파고 제로
(2017)를 거쳐 다양한 종류의 게임에서 인간
을 압도하는 뮤제로(2020) 모델에 이르기까지 
학습을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장관리체계 역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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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획득하는 일종의 ad hoc(임시적이고 
부가적인) 제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d hoc 방책이 고착화되기보
다는 궁극적으로는 너무 늦지 않게 정규화되
고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첨단 과학기
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발전 양상을 고려하면 
우리 군이 채택하고 있는 8대 무기체계와 전력
지원체계, 그리고 정보화체계 간의 엄격한 구
분 자체가 무의미해져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모든 체계가 상호 융합되어 융복합화
하는 지능화 전력체계로 발전해나가고 있어서 
향후에는 전력체계를 각각의 체계로 구분하기
보다는 융복합전력체계로 통합화해나가야 한
다.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여 우리의 획득운영
제도 역시 융복합전력체계사업을 별도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전력체계
로 확대, 정규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대대적
인 제도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이상에서 제안한 소요, 획득제도 개선
과 함께 데이터 기반 지능화 전력체계 발전을 
위해 시급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데이터 등 디
지털 정보에 대한 현재의 보안관리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고, 동시에 지식재산권
이나 원가제 등 하드웨어 중심의 현재의 방산
제도를 개발주체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소
프트웨어 개발이 배제되지 않는 선진형으로 탈
바꿈시켜야 한다. 세계 군사강국의 첨단전력
이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시급한 안보환
경에서 우리 군의 미래전 대비 군사적 능력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혁신의 의지

개발 단계에서 완성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
니라 운영 과정 중에 생산되는 데이터와 환경정
보를 학습하여 고도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AI 기반의 진화적인 지능화 체계이다. 따라서 
현재의 체계개발 단계와 전력화 이후 운영 단
계에서 운영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주
체와 함께 통합적인 관점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
인 진화적 발전이 가능한 사업으로 관리하고 운
영해야 한다. 즉 획득과 운영이 연계되어 연속
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 
트랙과 함께 별도의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융복
합 전력체계 트랙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디지털 첨단전력체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제도적 혁신 노력이 절실하다. 

와 지혜들을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디지털 강
군 건설의 첫걸음이 내디뎌지기를 간절한 마음
으로 고대해본다.

 이러한 신규 트랙 지정과 함께 융복합체계통
합사업팀을 상위의 거버넌스 전력발전체계의 
선상에 설치하여(가령 국방부 장관 직속) 지능
화 융복합체계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팀
은 기존의 사업관리기관은 물론 소요군과 개
발주체인 산학연 기술전문집단이 함께 사업
을 진행하는 일종의 교차기능팀(미 육군 미래
사령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Cross Functional 
Team과 같은)으로서 체계개발에 국한하지 않
고 개발과 운영의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진
화적 체계 정착을 주도해야 한다. 

 물론 초기에는 대표적인 몇몇 융복합전력체계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신규 트랙

<그림 5> 지능화핵심기술(ICT)트랙과 융복합전력체계(CI2S)트랙 개념도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Fight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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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기업정보화 선도기업인 더존은 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
표 ICT기업으로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더존은 ERP뿐 아니라 그룹웨어, 정보보안,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팩스, 클라우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
입니다. ERP전문 ICT기업으로 시장을 개척한 더존은 클라우드, 모바일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기업
이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기업의 탄생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그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
· 2021년     과기정통부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 지정
· 2020년     더존ERP시스템, 국제기준 품질관리 안전성 검증 ‘CMMI Level 3’ 인증 획득
· 2019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획득
             과기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 2018년       대기업·그룹사·글로벌 법인용 차세대 ‘D_ERP’ 출시
·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주요 수상실적
· 2021년     ‘2021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워크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 2020년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2019년     ‘2019 대한민국 ICT Innovation Award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 41회 국가생산성대상’ 서비스업 부문 대통령 표창
· 2016년     ‘2016년도 국가품질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정보보호의날 –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 대통령 표창
· 2014년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더존비즈온 (www.douzone.com)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쿠버네티스 기술 적용

·  트래픽이나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의 중단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Device 확장성과 크로스브라우저 지원

·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및 모바일 운영체제 지
원으로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빈틈없는 업무 콘텐츠 관리

·  데이터의 포맷과 형식의 제약없이 모든 데이터를 
ECM에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콘텐츠 라이프 사이
클을 관리합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Amaranth10

·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기업의 소중한 업무 정보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하루 동안 쌓인 DB 정보를 최적
화합니다.

대표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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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ERP ‘Amaranth 10'은 기업의 업무에 필
수적인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기업의 핵
심 업무 솔루션을 융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
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
업용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쌓아온 기술력
과 경험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핵심 역량이 모두 
집대성 됐습니다.

·  친숙한 인터페이스로 문서를 쉽게 작성하고 보기/
편집 권한, 문서 댓글, 보안등급 설정 등 문서 기반
의 안전한 협업을 위해 특화된 오피스입니다.

·  모든 콘텐츠의 중앙집중관리를 통한 파일 보관함, 
데이터 암호화 등으로 콘텐츠를 안전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력제품 소개

기관 임무소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이하 ‘방산기술센터’)는 정부의 업체주관 연구개발 확대정책에 따라 방산업
체, 합참,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을 위해 2014년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방산기술센터는 국방기술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획득 간 제반 기술적 의사결정을 적시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
위력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센터 수행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동환 수석연구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국방 R&D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리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1.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술지원

3.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관리

2.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등의 무기체계 기획·분석·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4. 방위산업체 연구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5. 연구개발 정책 및 제도 발전 지원

6. 신속연구개발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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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제 3대 센터장(엄동환 前 육군 준장) 취임

주요 연혁

기관 홍보사진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전경 핵심기술 연구결과 무상증여(해군) 및 기술이전

조직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신속연구개발사업 수행
 방산기술센터는 2022년부터 착수되는 신속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역할 수행의 임무를 부여받
아 신속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대상사업을 검토하여 전담사업팀 구성 및 PM을 선발하는 업무 
등을 수행 할 예정입니다. 

 ‘신속연구개발 사업’ 이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
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으로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 軍 소요
에 따라 정식 전력화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착수되는 신속연구개발 사업의 공모분야로는 군에서 활용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
반 신기술 중 14대 기술분야 입니다.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적용기술이 
혁신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제안을 희망하는 수요군, 산·학·연은 6가지 (① 예상 사업비용이 400억원 이내, ② 예상 시제
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 ③ 제안하는 사업관련한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④ 군사적 필요성, ⑤ 
현재 결정된 소요 및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⑥ 시범운용 가능성) 신청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방산기술센터는 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신속연구개발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고 
나아가 국방 R&D를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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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동정
LIG Nex1

그린광학

네비웍스

·
·
·

≫

≫

≫

≫

≫

≫

≫

≫

≫

≫

≫

≫

≫

≫

LIG Nex1

네비웍스

그린광학

데크카본

실리콘알엔디

삼양컴텍

LIG넥스원, 근력증강로봇 개발 나선다(2021.07.05)

LIG넥스원, 레이시온과 美 방산시장 공동 마케팅(2021.08.24)

LIG넥스원, 2천억원 규모의 ‘군 위성통신체계-II 신규단말’ 양산계약 체결(2021.09.15)

“LIG넥스원, 2021년도 호수주·2024년까지 담보된 영업이익 성장“(2021.10.01)

대한민국 경찰, 메타버스 훈련 세계로 들어가다 2021.07.28

'메타버스 원조' 네비웍스, 시뮬레이션 SW 100% 국산화 2021.08.30

인핸드플러스-네비웍스, 스마트 원격의료 플랫폼 MOU 체결 2021.09.16

전라남도·한국과총,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포럼 개최 2021.09.05

미래 산업단지' 선보인 특별관 2021.09.13

전북도·전북TP, 스타기업 15개 사 지정(2021.05.24)

전주시, 우수 상생발전기업 3곳 모집…1500만원 지원(2021.09.23)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시동 걸었다 2021.04.25

'K반도체' 반격 시작…삼성전자·현대차 손잡는다 2021.05.51

안성시, 23일 취업n안성 일자리박람회(2021.06.20)

회원사 동정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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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블포토닉스

알에프코어

웨이비스

아이쓰리시스템

이오이스템

젠스템

방사청, 방산 부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2021.06.02

제주대 여름방학 기간 수도권 기업서 인턴십 운영 2021.06.14

울산 등 10개 지자체 올해 '드론 실증도시' 선정 2021.05.23

2021 기상기후산업박람회, 9월 14일~18일 비대면 온라인 개최 2021.08.27

[더벨]신금투, 2년만의 스팩 상장 가시권…웨이비스와 합병 추진(2021.07.19)

"코스닥 시장 입성 노린다"… RBW 등 6개사 상장예비심사 청구(2021.07.20)

아이쓰리시스템, 산업현장용 열화상 카메라 출시 2021.08.26

이오시스템, 서울 마곡지구에 글로벌 R&D센터인 ‘종합연구소’ 신축 추진(2021.07.07)

[창간특집] 도시가스업계, 새로운 출구전략 마련 노력(2021.09.13)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

≫

≫

≫

≫

≫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날개 주요 구성품 납품계약 7654억 규모 체결(2021.07.08)

한국항공우주산업 인도네시아와 완제기 3천억 수출계약, 3년 만의 수주(2021.07.20)

[채널Who] 한국항공우주산업 변신 중, 안현호 민수로 그리고 우주로(2021.08.17)

한국항공우주, 28일 기업설명회 개최(2021.09.27)

[성공기업, 성공DNA] 한화시스템, 방산 넘어 미래 ‘혁신기업’으로(2021.07.01)

[CIWS-Ⅱ 입찰] 한화시스템 "AESA·EOTS·SW개발 등 핵심기술 보유 유일 기업" 
(2021.07.13)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

≫

≫

≫

≫

≫

한화시스템 경력사원 세자릿수 채용...UAM·우주산업 박차(2021.08.15)

한화시스템, 위성통신에 자율주행차 부품 사업까지 '쭉쭉'(2021.09.15)

현대로템 다목적 자율주행 무인차량 2대 납품, 국군 창설 뒤 첫 도입(2021.07.07)

“현대로템, 레일솔루션과 디펜스솔루션 주도로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2021.07.22)

STX엔진, 현대로템과 방산용 엔진 창정비 계약 530억 규모 맺어(2021.09.01)

현대로템, 2조원 대 이집트 새 철도 프로젝트에 첫 발(2021.09.11)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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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는 2021.11.5.일(금) 10:30분부터 “국방 메타버스, 그 가능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육군회
관(서울 용산구)에서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스마트 국방혁신의 일환으로 메타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회는 메타
버스 기술이 첨단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도록 앞장서고자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분
야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군·국방기관 등 관계자들이 미래 첨단 강군 건설을 위한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국방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본 학술대회에는 우선 “민간분야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산업 동향”이라는 주제로 퓨처디자이너
스 최형욱 대표와 과기정통부 이주식 디지털콘텐츠과장의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외 국방분야 메타버스 적용을 위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산·학·연·군 관련 전문가들이 각 주제발
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향후 메타버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종합적으
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서는 우리 학회 홈페이지(http://www.kidet.or.kr)를 통해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국방산업혁신 AI융합 생태계 구축 및 전문역량강화
사업>으로 2차년도 국방 AI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09월부터 진행된 1차년도 사업에서는 총 15개 교육일정을 통해 리더과정 81명, 중간관
리자 과정 181명, ICT융합전문가과정 130명 등 392명이 수료를 하는 등 당초 교육목표를 약 120% 
초과 달성하여 매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학회는 2차년도 AI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 국방 준비를 위한 
Digital/AI Transformation 리더과정(50명), ▲국방산업분야 3년이상 재직자로서 기획/개발 부서
에 근무하는 국방AI 중간관리자 과정(200명), ▲기존 ICT관련 개발 기술 및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
전 도메인 분야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참여 역량을 보유한 경력자 육성을 위한 ICT융합전
문가 과정(40명), ▲동영상 시청을 통한 상시 교육인 국방 AI 온라인 콘텐츠 과정(300명)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간관리자 과정과 ICT융합전문가 과정이 진행 및 모집 중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 상
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약에 따라 온라인 과정도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
약으로 실시간 수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설된 동영상 교육방식의 ‘국방 AI 온라인 콘텐츠’과정은 
▲국방획득체계 및 연구개발사업의 이해, ▲AI 개론 및 국방AI기술 연구사례, ▲국방 AI와 무기체계 
융합,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의 주제로 상시 운영 중입니다. 

국방산업혁신 AI융합 생태계 구축 및 전문역량강화사업(2차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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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과정별로 선착순으
로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학회 홈페이지(http://www.kidet.or.kr)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학회 사무국(Tel . 02-2234-2123, 
edu@kidet.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주관 K-전차 인공지능 챌린지 개최

 우리 학회는 ‘미래 전차기동전의 첫걸음, 최강의 
AI 전차 교전 모델 Challenge’를 슬로건으로 ‘K-
전차 인공지능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챌린지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챌린지용 전차전 
시뮬레이터와 API를 활용하여 직접 AI 교전 모델
을 개발하여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본 챌린지는 
2021.11.15.(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오픈하는 시뮬레이터
를 통해 AI 교전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 3월 결
선을 통해 시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챌린지는 美DARPA주관의 ‘Alpha Dogfight 
Trials 및 Sub Terranean 챌린지’를 전차전방식으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군사 분야에서는  AI 챌린지 
형태의 국내 최초 대회로서 강화학습의 인공지능 기반 무인, 원격 제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구체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본 챌린지의 성과물로 얻어지는 AI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이
후 K전차/지상플랫폼의 무인화, AI지능화 R&D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거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학회 홈페이지(http://www.kidet.
or.kr)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학회 사무국(Tel .02-2234-2123, project@kidet.or.kr)을 통해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TCT)와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

 지난 2021.7.7.일(수) 우리 학회(학회장 박영욱)는 첨단 ICT기반의 과학화 장비로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을 견인하고 있는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단장 이진우 준장)과 우리 군의 미래 첨단전력 건설에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군 미래 첨단전력 건설과 국방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
육협력, ▲국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용, 
▲기술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협력과 교류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과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향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
술에 대한 지식·정보·노하우의 상호 활용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및 운용하고, 미래 첨
단전력 건설과 국방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육군(KTCT)·해군(미래혁신연구단) 및 고려사이버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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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미래혁신연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

 지난 2021.10.27.(수) 우리 학회(학회장 박영욱)는 해군 미래전력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해군미래
혁신연구단(박동선 단장)과 스마트 해군(SMART Navy)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학-군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스마트 해군 구현을 위한 미래혁신 기술 식별, ▲국방과학기술 개발 동
향 정보 교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노하우의 상호활용 및 상호발전을 위한 컨퍼
런스, 심포지엄의 개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해군 미래혁신연구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우리 학회는 미래 스마트해군 건설에 필요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해군에 소개하고, 해군이 미래전력 건설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우리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민간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여 기술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등 
양 기관이 상호발전하며 미래 해군전력을 충실히 건설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

 지난 2021.7.12.(월) 우리 학회(학회장 박영욱)는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와 AI·소프트웨어 
분야 및 국방 안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확대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국방 AI 소프트웨어 및 국방 안보 등과 관련된 인재양성 정책과 교육과정
을 수립하는 데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계기로 우리 학회는 고려사이버대의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제작 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
원하며, 고려사이버대의 최첨단 온라인 교육 개발 시스템을 우리 학회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학술활동, 경영자교육과정 등을 공동으로 기획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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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 - KIDA의 국방 AI 발전 워크샵 공동 개최

 우리 학회는 지난 2021.09.30.(목)에 “국방 AI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공
동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에는 국방부 AI TF, KIDA군사발전연구센터, ADD 국방AI기술센터, 한화시스템, LIG넥스
원, 네이버AI랩, GIST AI 대학원, 연세대학교, 우리 학회 등 국방부, 각 군, 국방연구기관 및 방산기업, 
대학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국방 AI 정책 추진 방향(국방부 AI TF), ▲국내외 국방AI 
추진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KIDA군사발전연구센터/ADD 국방AI기술센터), ▲각 사의 국방 AI 개발 
및 추진 현황(한화시스템/LIG넥스원), ▲초대규모 AI 연구동향과 국방 적용방향(네이버AI랩), ▲컴
퓨터비전 및 자연어처리분야 연구동향 및 국방 적용방향(GIST AI 대학원/연세대학교), ▲국방 AI 발
전을 위한 제언(우리 학회) 등 국방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총 망라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워크샵은 국방AI 분야 발전 방향과 AI 기반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AI 기술의 국방 신속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유익한 토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KIDET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 Workshop

우리 학회 - 한국국방MICE연구원 공동 DUPEX KOREA 2021 개최

 우리 학회는 2021 서울 ADEX 행사의 일환으로 2021.10.19.(화) 오후 13:30분부터 “DUPEX KOREA 
2021(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신기술/신제품 전시회)”를 한국국방MICE연구원과 공동 개최하였습
니다.

 본 전시회는 총 20개의 전력지원체계 업체가 참여하여 군 전력발전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전시회는 ADEX 전시장 내의 Hall C에서 
마련되었고, 우리 학회의 회원사인 ㈜시마, 가온셀 등 20개 업체가 “한국 육군 전투복의 성능개선을 
위한 소재 제안”, “직접메탄올방식의 수소전지 발전기” 등의 우수한 신제품/신기술을 국방 소재, 제
조, 부품, 정보화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국내·외 민관군 및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국내 전력지원체계 참여업체의 신제품/신기술
을 직접 소개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우수한 
전력지원체계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업체의 군납기회 확대 및 신규 판로개척과 해외수
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홍보/네트워킹/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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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계
최근 동향과 행사 안내

국방과학기술 소식

방산업계 동향

정부의 지원사업 공고 내역

세계 최정상급 4.5세대 전투기 KF-21 ‘대박’의 조건(2021.04.25)

'인구 절벽'에 거세지는 軍 내 무인화 바람(2021.04.25)

[KISTI과학향기]첫 국산 전투기 KF-X 탄생했다(2021.04.26)

스텔스 전투기 탐지·추적 가능 레이더 기술 국내서 독자 개발(2021.04.27)

[박영욱 조명탄] 국방 인공지능에 대한 현실 인식(2021.04.27)

미사일 개발 전담 미사일연구원 신설(2021.04.28)

방사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마련...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2021.05.04)

한국판 GPS·달 탐사 길 열렸다...韓·美 우주 분야서도 협력(2021.05.23)

[‘MADEX 2021’] 최첨단 함정 무기.해양방위 시스템 ‘한눈에’(2021.05.25)

국과연,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기술 개발···레이저 무기 전력화 한발 다가가
(2021.05.25)

ADD서 연구개발 장교로 3년 복무한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전역(2021.05.30)

최첨단 해양·방산기술 장비 부산에 모인다(2021.06.06)

TIPA-ADD-기보-창진원, 우수 국방기술을 활용한 中企 기술혁신 지원(2021.06.14)

軍 'AI 군대' 도입 속도...내달 컨트롤타워 출범(2021.06.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48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체 공모(2021.06.21)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 인도 앞두고...軍 'SLBM 기술' 사실상 완성(2021.07.05)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2021.07.07)

‘국가우주정책센터’ 초대 수장 조황희...민·군 포괄 싱크탱크 역할 할까(2021.07.20)

국과연, 화약 폭발력 50% 이상 증대 기술 개발(2021.08.24)

국방+과학기술 융합...韓 국방 R&D 경쟁력 높인다(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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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소식

국방과학기술계 최근 동향과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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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최신 항모전단, 다음달 인도· 한국등 아시아파견 시작(2021.04.26)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무장형’ 추진...방사청, “해병대 원하는 성능 달성 가능”(2021.04.27)

[방산 이슈 진단 (45)] 경항모, 국방중기계획 전환 결정한 합참이 전면에 나서야(2021.04.27)

방산 수출, 수년간 뒷걸음질... 갈길 먼 ‘방산 한류’(2021.05.06)

[박영욱 조명탄] ‘탄광의 카나리아’가 된 한국의 경제통계와 국방통계(2021.05.12)

국내외 수요 늘어나는 중소형 특수선박 경쟁력 높인다(2021.05.15)

경남 고성 '무인항공기' 거점지역 도약...무인기 통합시설 구축 MOU(2021.05.25)

[방산 이슈 진단 (47)] 여단·대대급 드론, 전술적 운용개념 구현에 맞춰 전력화 
추진방향 재검토해야(2021.05.27)

'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개소(2021.06.01)

방산 라이벌의 총성없는 전쟁···MADEX 2021 개막(2021.06.09)

[통통 지역경제] '방산클러스터'로 일류 방산도시 도약 꿈꾸는 경남(2021.06.13)

방사청, 30일까지 방위산업 온라인 채용관 운영...50여개 기업 참여(2021.06.14)

[방산 이슈 진단 (51)]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해킹 당해도 북한 ‘의도’ 파악 못해...
사이버안보 ‘컨트롤(2021.07.12)

“국산 방산부품, 쉽게 검색하고 활용하세요”(2021.07.26)

[방산 이슈 진단 (52)] 부품국산화 제도 개선 바람직하나 일부 보완 소요도 드러나
(2021.07.27)

."AI, 드론 軍 전력화 앞당긴다"...국방부 조직개편 등 단행(2021.07.28)

방사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60개 과제에 2024년까지 2117억 투입(2021.08.10)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시행 공지(2021.08.13)

방사청, 우주 방위사업 전담 조직 만든다(2021.08.19)

방위사업, 양과 질의 균형점을 찾는다(2021.08.30)

육군, 첨단기술의 최상위 전투체계 Army TIGER 4.0 전투실험 현장 공개(2021.09.22)

"덩치 키워야 글로벌 경쟁력 생긴다"...방산강국, 대형화가 '답'(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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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동향

2021~2022년도 절충교역 대상사업(예상) 공고(2021.04.30)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문(’21-2차)(2021.05.10)

경남국방벤처센터 21-1차 신규 협약기업 모집 공고(2021.05.10)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수요조사 공고(2021.05.10)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21-2차 공고(2021.05.13)

2021년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공고(2021.05.28)

21-2차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2021.07.08)

2021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공모(2021.07.16)

202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부품국산화 분야 신청기업 수시모집 공고문
(2021.07.21)

'21-2차 충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 공고(2021.07.23)

2021~2023년 6월 절충교역 대상사업(예상) 공고(2021.07.26)

202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부품국산화 컨설팅 신청기업 수시모집 공고문(2021.07.28)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9)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2021.07.30)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2021.08.05)

21-2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2021.08.10)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문(2021.08.13)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성장비 5종에 대한 생산능력확인(시제품 검사 포함) 
관련 사전 공고(2021.08.13)

방탄성능시험 의뢰방법 및 중소기업 시험비용 할인 안내(2021.08.13)

21-2차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 공고(2021.08.18)

’21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주관기업 모집 공고(2021.08.19)

「방산중소기업 수출상담회 통역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08.25)

'21-2차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공고 (2021.09.09)

2021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추가 공모 (2021.09.15)

2021년 구미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 공고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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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투자 추이

국방핵심기술(응용연구/시험개발) 예산투자 추이

국방과학기술 분야 통계 정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투자 추이

국방핵심기술(응용연구/시험개발) 예산투자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방비 344,970 357,056 375,550 388,421 403,347 431,581 466,971 483,782 528,401

방위력
개선비 101,749 105,096 110,140 116,398 121,970 135,203 153,733 157,636 169,964

국방연구
개발 예산 24,471 23,345 24,355 25,571 27,838 29,017 32,285 38,869 43,314

국방기초
연구 예산 442.00 512.94 513.53 491.64 487.03 442.71 411.74 390.24 328.72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2,720.29 2,824.32 2,681.81 2,676.71 2,625.45 2705.1 3,026.62 4,110.55

전년대비 
증가율 7.9% 3.8% -5.0% -0.2% -1.9% 3.0% 11.9% 35.8%

진행과제 수 129 127 96 92 106 105 118 118

종료과제 수 27 48 35 16 19 18 23 26

출처 : 각 연도별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통계연보 집계

출처 : 각 연도별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통계연보 집계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 국방연구개발 예산 :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적 개발능력 확보 및 이의 기반이 되는 기초・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로서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투자된 예산

· 국방기초연구 예산 :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투자되는 개별기초, 특화연구실, 특화연구센터, 국방녹색기술, 기초연구
관리비가 전부 포함된 예산

· 예산편성 기준이며, 과제 수는 패키지 과제를 제외한 개별과제(응용연구, 시험개발)수

· 진행과제 수는 신규과제 수와 계속과제수의 합

<참고> 통계지표 설명

<참고> 통계지표 설명

<표> 방위력개선비 및 국방연구개발 관련 예산 추이(2013 ~ 2021)

<표> 국방핵심기술(응용연구/시험개발) 예산 추이(2013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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