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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차 산업혁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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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적 혁명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전력 기반의 대량생산

컴퓨터인터넷 기반의 정보화.자동화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ICT융합 기반의 초연결초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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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데이터

초연결

초지능

Digital DNA : Data, Network, Algorithm, Architecture

4차 산업혁명 시대

IDX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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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하여
디지털·물리학·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여 발전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Tkp7us7XLAhXiHKYKHWWNC-AQjRwIBw&url=http://www.esqi.com/board/view.php?id=esqi_notice&no=1784&bvm=bv.116573086,d.dGY&psig=AFQjCNEe2K7GCAc8rU7F9gzA7WtJ9wDI6Q&ust=145767461121059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Tkp7us7XLAhXiHKYKHWWNC-AQjRwIBw&url=http://www.esqi.com/board/view.php?id=esqi_notice&no=1784&bvm=bv.116573086,d.dGY&psig=AFQjCNEe2K7GCAc8rU7F9gzA7WtJ9wDI6Q&ust=145767461121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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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시대

뉴노멀

디지털

시간디지털은
새로운 경험이다

디지털은
일반화된 표준이다

디지털 혁명의 두번째 여정:
4차산업혁명

<피터 힌센, ‘뉴노멀(2014)’>

※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초고령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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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 초연결, 초지능, 신뢰

 연결 주체 및 특성 변화

 Thing/Machine/Process 중심의 Massive Connectivity, 비인지적 Connectivity

 데이터 홍수

 IoT, Massive Connectivity 를 통한 무한 수준의 정보 생성

 상호작용의 복잡도 증가

 Massive Connectivity와 Intelligence 복합 통한 경계 소멸, 신산업 창발

 디지털 혁명 시대의 역기능(CPS)

 사이버 중심 경제체제와 사이버 역기능에 따른 사회 현안

 Brains at the edge: Machine Learning goes mobile

 ML 스마트폰(Unconnected Intelligence), Cognitive IoT, Intelligent Edg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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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다른 속도, 규모, 범위

Exponential Era - 超, 일파만파

기업

4차 산업혁명 = 속도 x 다양성
ICT의 디지털 DNA(Data, Network, Algorithm, Architecture)가 전 산업 분야 DNA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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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Impact) : 경계의 와해

• 인간과 기계의 경계

• AI, BMI, 로봇, Ghost in the Shell

•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

• 메이커스, 가치의 연결, 에어비앤비, 우버, Democratization of ML

•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

• IoT, 3D 프린팅, VR/AR, Cyber-Physical System, Digital Twin, Simulated Reality

• 도메인의 경계

• 제조, 금융, 유통, 교통, 에너지, 생활, 의료, 공공(안전, 복지, 행정, 환경), 국방, 교육

• 예) Smart Mobility ~ Connectivity, Mobility, Autonomous, Customer Experience 
& Data, Analytics 

규모(Scale), 속도(Velocity), 범위(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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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 :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ICT는 융합을 넘어 非ICT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ICT 산업의 역할 재정립 불가피

-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ICT 패러다임에 맞게 SW와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

- 보다 공격적으로 ICT가 非ICT산업을 성장시킬 Enabler로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

※ 非ICT 산업 측면에서도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의 산업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은 ICT산업과 非ICT산업의 경계를 소멸 시키는 중

- 향후 10년은 ‘디지털’이 모든 산업을 재정의하고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대전환

※ 전세계 ICT산업 규모: 5조 3천억 달러(2011년) → 11조 달러(2020년)

Source: Bain&Compan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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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변화 필요

익숙한 것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5th Avenue, New York City

Easter Morning, 1900

5th Avenue, New York City

Easter Morning,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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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래국방 패러다임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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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패러다임 변화

THREAT

1

3

4

5

전장공간 측면

사이버 공간의 활용
1

2

3

4

5

전투수단 측면

2

3

5

전투형태 측면

1

2

3

4

우주 공간의 활용

전장 공간의 광역화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장거리 정밀 타격의
중요성 증대

무인체계의 활용도
증가

신개념 무기체계의
활용도 증가

운영 중심의 전투

전략적 중심 타격
스마트 전투

• 운영 중심 전투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전 수립, 실행의 순차적 과정을 전제로 하는 과거의 ‘계획 중심’ 전투 형태를 벗어나 실시간 전장 데이터 수집, AI 기반 분석 등을 활용해 유연한 전투를 수행

 미래전에서는 지상, 해양 및 공중 중심의 전통적 전장공간 외에 사이버 및 우주라는 새로운 전장 영역이 추가
 전투수단으로서 장거리 정밀타격과 무인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두드러질 것이며 EMP, 레이저, 피아식별형 생화학무기 등 새로운

무기가 도입될 전망
 모든 전투현장과 지휘체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전력을 효율·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실시간 상황,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운영능력 중심의 전투가 치루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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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쟁 양상 예측(1/2)

로봇외골격, 첨단무기, 근력·감각 강화

유전공학으로 무장한 슈퍼휴먼(super 

Human)과 스마트센서, 무기체계를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전투로봇(Ubiquitous 

Robot)이 미래 전투 주체로 부상

웹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해킹 수법인 ‘스푸핑(Spoofing)’ 기술

고도화, 인공지능으로 적국의

발전시설·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무기시스템을 교란하는 등 사이버 전쟁

중심으로 전쟁 양상 변화

미 육군 “전술적 지상전의 미래(Visualizing the Tactical Ground Battlefield)”

레이저 무기,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입자빔

무기, X선 무기 등 에너지 무기(Directed 

Energy Weapons)와 피아식별, 피해범위

계산, 공격 정밀도 향상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고정밀의 파괴력을 발휘하는

경제적 전쟁 양상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ds-6fz73QAhWHTbwKHRZjDcEQjRwIBw&url=http://wallpapersok.com/ko/pictures/101811&bvm=bv.139250283,d.dGc&psig=AFQjCNHb2ZAqLYYEzBtAGqq1PNnBZ9Q_Jw&ust=147994723192289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ds-6fz73QAhWHTbwKHRZjDcEQjRwIBw&url=http://wallpapersok.com/ko/pictures/101811&bvm=bv.139250283,d.dGc&psig=AFQjCNHb2ZAqLYYEzBtAGqq1PNnBZ9Q_Jw&ust=147994723192289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Dja_Dz73QAhWDV7wKHfROD50QjRwIBw&url=http://robotv.kr/?mid=diverse&document_srl=377&listStyle=viewer&bvm=bv.139250283,d.dGc&psig=AFQjCNGOkP6vpG1-TeekXMxeAQOIlB2Tbw&ust=147994728603955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Dja_Dz73QAhWDV7wKHfROD50QjRwIBw&url=http://robotv.kr/?mid=diverse&document_srl=377&listStyle=viewer&bvm=bv.139250283,d.dGc&psig=AFQjCNGOkP6vpG1-TeekXMxeAQOIlB2Tbw&ust=147994728603955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SsZb-373QAhVDGpQKHQdxAGwQjRwIBw&url=http://blog.daum.net/pds2402/15703944&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Hkvr0heybjk5rrdmtxX8URnWojtg&ust=147995172948521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SsZb-373QAhVDGpQKHQdxAGwQjRwIBw&url=http://blog.daum.net/pds2402/15703944&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Hkvr0heybjk5rrdmtxX8URnWojtg&ust=147995172948521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dodnm373QAhULi5QKHSmmBc8QjRwIBw&url=http://m.blog.naver.com/nackji80/220137471444&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G1GUNq43DPIggk44iSHbNXQ7n69g&ust=147995166184714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dodnm373QAhULi5QKHSmmBc8QjRwIBw&url=http://m.blog.naver.com/nackji80/220137471444&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G1GUNq43DPIggk44iSHbNXQ7n69g&ust=147995166184714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blYaZ4r3QAhXDlJQKHYgiB5oQjRwIBw&url=http://www.seminar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599&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Hi1EOMq3jk3l25j776WHr8-NzDA&ust=147995231706302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blYaZ4r3QAhXDlJQKHYgiB5oQjRwIBw&url=http://www.seminar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599&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Hi1EOMq3jk3l25j776WHr8-NzDA&ust=14799523170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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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쟁 양상 예측(2/2)

우주를 포함한 공중을 지배하는 국가나 집단이

전쟁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지능형

디지털 기술로 운용되는 위성탑재형

무기체계(레이저, 투하형 무기 등)와 우주전투기

등을 이용한 우주전쟁 시대 도래

BCI(Brain-Computer Interfac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활용되어 무기체계를

제어하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제어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

미 육군“전술적 지상전의 미래(Visualizing the Tactical Ground Battlefield)”

기존에 국경이나 전투지역을 경계·감시하던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여 드론, 경계로봇, 

인공지능 감시센서, 무인 감시정 등 무인

경계 시스템이 보편화 되면서 경계의

효율성과 정밀성 대폭 향상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ai5SJ-L3QAhVDwLwKHbmaCskQjRwIB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hIe&articleno=8755696&categoryId=327477&regdt=20110417224057&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EUd9wlSc3DTyt-c9n9_yXuGu2Yw&ust=147995455922790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ai5SJ-L3QAhVDwLwKHbmaCskQjRwIB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hIe&articleno=8755696&categoryId=327477&regdt=20110417224057&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EUd9wlSc3DTyt-c9n9_yXuGu2Yw&ust=147995455922790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ct9vE6r3QAhVBxrwKHUGdCckQjRwIBw&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24/2007022400057.html&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EUd9wlSc3DTyt-c9n9_yXuGu2Yw&ust=147995455922790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ct9vE6r3QAhVBxrwKHUGdCckQjRwIBw&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24/2007022400057.html&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EUd9wlSc3DTyt-c9n9_yXuGu2Yw&ust=147995455922790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rqJKg473QAhUBMZQKHc8bChIQjRwIBw&url=http://huins.com/new/sub/goods_view.php?ca_id=30&ca_id2=3030&it_id=1454243233&n=4&sn=1&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XOeUGd7_WuZTiFFveN-qF3UOdMw&ust=147995258737626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rqJKg473QAhUBMZQKHc8bChIQjRwIBw&url=http://huins.com/new/sub/goods_view.php?ca_id=30&ca_id2=3030&it_id=1454243233&n=4&sn=1&bvm=bv.139250283,bs.1,d.dGc&psig=AFQjCNFXOeUGd7_WuZTiFFveN-qF3UOdMw&ust=147995258737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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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공간을 확장

- 육, 해, 공

- 사이버, 우주

 무기를 정밀화, 무인화

- 장거리/정밀 무기

- 무인/신개념 무기

 전투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 실시간 전장 데이터 수집/분석

- 인간-기계복합체제에 의한

의사결정

국방기술 패러다임 변화 방향

① 군사적 임무를 보다 멀리, 빠르게, 향상된 수준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유도

② 모든 전투요소가 네트워크 체계(초연결)로 결합되어 전쟁을 수행

③ 로봇 공학을 기초로 다양한 로봇 무기 활용

④ 무인화/자율화

⑤ Big Data와 인공지능 (초지능)

⑥ 인간-기계 합동 기술 & 인간-기계 전투 조합 기술

⑦ 전자기파고출력마이크로파고에너지 레이저 활용 특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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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핵무기, 인공위성, 초음속 전투기 등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듯이, 

현 시점에서 예측되는 향후 전쟁의 변화상은 IoT, Big Data, AI 등 과학

기술 혁신이 주요한 원인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하는 국방 선진화가 없다면, 한국은 군사대국들의 대립

구도 내에서 최소한의 독립적 국방력을 갖춘 국가로 인지되지 못할 것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의 결합은 장기적 기반 조성이 아니라 미래전을 위한

‘당면 수요’로 파악해야 할 것

국방기술 패러다임 변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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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수준 주요 현황

미국 1위, 100%
• 무기체계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 보유
• 레이더, 고정익항공기, 잠수함, 유도무기 등에서 독보적 기술력 보유

프랑스 2위, 91%
• 회전익 분야의 신개념 Blue Edge 기술 개발
• 유도무기 부문에서 대공미사일 Aster 30 Block II 개발

러시아 3위, 90% • 항공기용 AESA 레이더 등 최첨단 기술 보유

독일 3위, 90% • 기동, 화력 분야에 강점 있으며 무기 수출, 레이저무기, 요격어뢰 등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 중

영국 5위, 89% • NATO 회원국 중 국방예산이 최대규모였으나 최근 삭감 추세

중국 6위, 84%

• 2010년 81%, 2012년 82%에서 지속적으로 국방기술력 성장 중
• 사이버전, 수상함, 잠수함, 우주무기, 방공무기 등 우수

• 미국 방어체계 무력화를 위한 사이버 공격무기 독자 개발
• 장거리 정밀탄도탄, 사이버 무기, 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개발 추진 중
• ICBM 탑재 원자력 잠수함 개발, 초공동 신형잠수함 개발 추진 중
• 대함탄도탄 등 장거리 정밀타격 유도무기 독자모델 개발 지속
• 우주무기 체계는 90% 수준의 기술력 확보

• 전술통신, 전자전, 지상무인, 개인전투, M&S 분야가 약세

일본 6위, 84%

• 무기체계 전 분야에서 고른 우수 기술력 보유
• 수상함, 잠수함, EO/IR, 항공우주 등에 강점

• 항공모함으로 개조 가능한 함정 개발에 관심
•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설계건조에 강점 있으며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 보유
• EO/IR 부문에서 민간기술을 방산에 접목함으로써 기술력 강화
• 항공우주 부문에서 제트엔진, 로켓발사체 등에서 강점

• 개인전투, 화포, 탄약, 화생방, 국방M&S 등에서 상대적 약세

이스라엘 6위, 84%
• 무인기, 우주, 미사일 방어 부문 등에 집중적인 투자
• 첨단 레이더, 전자기술을 기본으로 핵심 시스템 및 부품 중심 개발

이탈리아 9위, 81%
• 대부분의 무기체계 자체개발 보유
• 재정 위기 영향으로 국방비 감소 추세

출처: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요약본), 국방기술품질원, 320 page, 2016.12
출처: “질적 성장 추진과 함께 기력력 세계 9위에 오르다“, 국방홍보원, 2016.01.05

(http://http://demaclub.tistory.com/2892)

주요국 국방기술 동향(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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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미국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감시정찰, 정밀타격, 항공우주, 무인전투 등을 중심으로 국방과학기술 투자

• 레이더
• 전자광학
• 수중 감시

감시정찰

• 고정익 체계
• 복합 헬기 체계
• 무인 전투기

항공우주

• 자율주행
• 해양 무인 체계

무인전투

• 복합군 통신위성
시스템

• 함정
• 첨단무기체계 SW 

기타

•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감시정찰

• 6세대 전투기
• 재사용 발사체

항공우주

• UGV(Unmanned 
Ground Vehicle)

• OneSAF(One Semi-
Automated Forces) 

무인전투

• 정밀유도탄
• 정밀 타격용 유도무기
• 수중 유도 무기

정밀타격

• 개인전투체계
• 레이저무기
• 레일건

기타

• 수중감시
• 스텔스형 / 장기 체공형

무인기
• 전자광학

감시정찰

• 수직 이착륙

항공우주

• 무인차량
• 무인 잠수정 및 무인

수상정

무인전투

• 정밀유도탄
• 정밀 타격용 유도무기
• 수중 유도 무기

정밀타격

• 지휘통제 SW
• 레이저

기타

• 감시정찰 무기체계 SW
• SAR(Synthetic Aperture 

Radar)
• 광학센서
• 미사일 방어 시스템
• 전자광학/적외선

감시정찰

• 무인화

무인전투

• 휴대용 지휘통제체계
• 사이버 전
• TTS(Tactical Training 

System)

기타

주요국 국방기술 동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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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에 있어서 과학기술력은 절대적 필요조건으로서, 세계 1위의 국방역량을 보유한 미국은 1950년대 부터

과학기술을 통해 압도적 군사력를 확보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상쇄전략(1st-2nd-3rd Offset Strategy)을 전개

제1차 상쇄전략 제2차 상쇄전략 제3차 상쇄전략

시기 1950년대 말 1970년대 중반 2014년~

발안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해롤드 국방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목적
• 공산주의 침략 저지

• 경제 성장 지속

• 국방과학기술력 측면에서 소련과의 격
차 확보

• 국방과학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 확보

이슈 • 소련 군사력이 수 적으로 우위
•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의 무기가 수 적

으로 우세
• 러시아,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력 및 군사력 성장

전략

내용

• 핵무기의 전략·전술적 활용

• 미국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전
략적 비대칭성 확보

• 정보감시정찰(ISR) 및
전장 관리체계 강화

• 정밀타격 체계 확보

• 스텔스 비행기 전력화

• 우주자산의 전술적 활용

• 인간+기계 전투력 확보
(1) 학습 기계, (2) 인간-기계 협동, (3) 기계보조 인간 활동,    
(4) 인간-기계 전투 조합, (5) 자율무기 등

• 전세계 감시타격체계 확보
(1) 무인장비 운용력, (2) 장거리 정찰 비행과 타격 체제 ,       
(3) 스텔스 무기, (4) 해저작전수행력, (5) 체계공학 및 체계
통합능력

성과물

• 수소폭탄

• 전폭기, ICBM

• 인터넷

• 위상배열레이더

• 조기경보통제기

• 순항미사일

• 무인기, 무인고공정찰기

• 정찰인공위성, GPS

N/A

출처: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요약본), 국방기술품질원, 320 page, 2016.12
출처: “질적 성장 추진과 함께 기력력 세계 9위에 오르다“, 국방홍보원, 2016.01.05 (http://http://demaclub.tistory.com/2892)

주요국 동향 – 미국의 상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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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방산 추진체계 변화
태동기 및 기반

구축기
(1948~1967)

1차
구조고도화기
(1967~1985)

1차
구조조정기

(1985~1996)

2차
구조고도화기
(1996~2001)

2차
구조 조정기

(2001~2006)

3차
구조고도화기
(2006~현재)

환경
변화

• 1948년 국가 수립 후
군 긴급 소요 충족

• 중동전쟁 등으로 프랑스, 
영국과 군사 협력 중단

• 탈냉전으로 세계적 군비
축소∙국방 예산 감축과
초인플레이션으로
파산직전의 방위산업
구조조정 필요

• 국영 방산기업들의
민영화 요구

• IT 산업 버블후
세계적
경기불황과
지지부진한
방산기업
민영화

• 테러와
지역분쟁에 따른
국지전 소모전

• 대테러리즘 확산

정책 •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전담기관
Rafael 설립

• 방산업체로 IAI, INI로
통합 재편

•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
• 민간 ∙공기업도 방위산업에

참여

• 미국의 군사동맹과
군사원조로 ‘질적
우위’정책과 ‘선택과
집중’으로 ‘틈새전략’ 
구사 정책

• 틈새시장 전략으로
UAVs, 
우주항공분야
등으로 사업분야
확장

• 국영
방산기업들의
민영화 추진

• 틈새시장 전략에
수요자 중심의
무기개발 등
추진

특징 탄탄한 방위산업 기반을
다진 시기

• 소총 류와 탄약 등 군
보유 구식 장비 성능
개량 위주

• 국가 소유 무기체계
개발생산기관 통합

•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및 면허
생산 등 협력

글로벌 무기 공급 국가로 부상

• Kfir∙Lavi전투기, 유도무기, 
열상장비, 감시정찰 위성, C4I 
등 무기체계 독자 설계 및
개발로 군 요구
무기체계∙시스템 공급

• 미국, 러시아 등 무기체계
성능개량과 개조 개발 능력
보유

• 미국과 상호 방위협력시대
시작

탈 냉전으로 인한 구조
조정 단행

• ‘자주국방
우선정책’대신 ‘질적
우위정책’으로 전환

• 국외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일환으로 레이더, 
유도 무기 등 ‘선택과
집중’ 전략 변환

• 내부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문화, 계열화, 다각화
등 구조고도화

방산업체의 민영화
및 틈새전략 실현

• IAI는 무인기, 위성, 
기동, 화력분야로
확장 등 사업
다각화로 수출
급증

• 1차 구조조정으로
민간 방산기업들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수합병으로 역량
성장

• Rafael의
공기업 전환. 
IMI의 민영화
착수 및
소형무기분야
분사민영화로
IWI설립 등

• 글로벌 방산수출
증가

• 재래식
무기체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안산업 확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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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군 기술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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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 지속 감소
 2022년경에는 징병검사 대상자 중 98퍼센트를

현역으로 판정 가능
 1986년의 현역 판정률이 51퍼센트 수준

 미래형 전력 체계 미비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자전/사이버전 수행역량 등

열악

 첨단 무기체계의 대외 의존성
 국내 무기체계 SW 국산화율은 약 73% 수준(2014현재)
 국내 무기체계 OS의 99%가 외산 RTOS 사용 중
 국방SW 국산화 투자 미비와 무기 HW의 높은 대외

의존성으로 인해 성과 부진
 국방 핵심 SW 개발사업 투자 규모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 430억 원 →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 690억 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대국들의 국방력
강화 경쟁 진행
 최근 중국, 러시아 국방력 성장에 자극받은 미국은 제3차

상쇄전략 하에 R&D 강화
 중국은 접근거부력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 수상함 및

잠수함 등 부문의 기술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한미 군사동맹력
약화에 대한 우려
 첨단무기부문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국방력은 미국

정책 변화에 민감

 북한의 핵 개발과 이에 맞물린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는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 요소

국내 현안 국제 현안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연계된 복잡한 정치 ·외교·군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나, 병역자원 감소, 미래형 전력체제 미비, 첨단 무기체계 대외 의존성 등의 도전과제가 산재

 ‘당면수요 우선대응’을 우선하는 국방 R&D에서 미래형 전력 체제 마련을 위한 기초, 원천, 융합형 국방

R&D로의 전환이 요구

현황 분석 : 우리 국방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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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국내 국방기술수준은 주요 16개국 중 9위로 세계 수준 대비 중간 정도의 수준

 분야별 국방기술이 대체적으로 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감시정찰, 항공우주, 화력 등이 상대적 약세

* 출처: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요약본), 국방기술품질원, 320 page, 2016.12

주요 16개국 기술수준 종합 순위 8대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연도별 변화

현황 분석 : 우리 국방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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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기체계연구개발 전용기술
개발

(체계개발)

출연기관
운영비

국방기술개발

체계개발
성능개량
연구개발

국방
기초연구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등

민군기술
협력

예산 9,000 4,800 4,300 5,800 500 2,850 650

총계 13,800 4,300 5,800 4,000

국방 연구개발 예산 현황 (‘17년 총 2.5조원) (단위: 억원)

현황 분석 : 국방 R&D 현황 및 한계

 국방 R&D 예산 대부분 무기 개발에 투입
 4,000억 수준의 국방기술 예산도 체계적용 목적의 응용개발단계 추격형 R&D이며, 

국방기초연구(약 500억)도 대부분 목적형 기초연구

 조기 전력화에 중점을 둔 현재 국방 R&D에서는 기초원천연구 기반의 무기개발이 어려운 구조
 국방 R&D의 구조적 폐쇄성경직성에 따른 민간의 국방 R&D 접근 제한
 기술 개발 실패 시 엄격한 책임소재로 창의적 원천 연구 기피
 기 축적된 국가 기초원천연구 성과물도 국방 활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조기 국방 분야 활용 곤란
 민군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창구 미흡

체계 개발 우선
국방 R&D 

국방 R&D의
제한적 개방과

협력

미래 국방 대비
체계 필요

 미래戰은 무인로봇戰, 우주戰, 사이버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요소(IoT, Big Data, AI, 무인화, 자율화 등 ) 
기반 전쟁 양상으로 진화

 국방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 통제기피
 전자기파(EMP) 무기, 고출력마이크로파(HPM) 무기, 탄소섬유탄, 고에너지레이저(HEL) 무기 등 신개념

무기체계 활용도 증가
 생명공학체계 활용도 증가
 무인체계 활용도 증가

출처: 기초원천연구의 국방 활용방안 보고 자료(2017, 과기정통부), 2016 국방과학기술조사서(국방기술품질원), 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환경변화와 발전과제 보고서(2016, 산업연구원),민군 협력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획 연구 보고서(2016,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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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미국의 국방혁신실험단 (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2016년 카터 국방장관이 국방과학기술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3차 상쇄전략을 주도하는 조직의
일환으로 외부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 촉진의 필요성을 언급

※군사부문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특정 민간 분야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 도입으로 경쟁국가들에
대한 도약적 우위를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

 실리콘밸리 등 외부로부터의 첨단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임무 담당

※ 첨단 민간기술의 군으로의 도입과 군사기술로 재목적화(repurposing)를 촉진하기 위해
카터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고, 구글 경영자인 에릭 슈미트를 자문위원으로 임명

 민군간 협력 기술 안건으로 ‘마이크로 위성’개발

• 전 세계에 있는 미군에게 향상된 상황인식 능력을 제공하고, 국가 우주 아키텍처의 제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동기

임무

활동 현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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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패러다임 대응방향 - IDX

IDX

Platform
Soft Power

Eco

System
Technology

국방 디지털 트윈(CPS)
초연결력.초지능력.초실감력

1.플랫폼
혁신

4.국방 Soft 
Power 혁신

3.국방 R&D 혁신

무기체계/비무기체계 혁신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기동/함정/항공.우주/화력/방호/기타
일반군수/국방정보시스템/교육훈련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민군 인력교류
미래기술체계에 부합하는
소프트파워(상징력+문화력+
인재와 조직력*+기술력) 

기초원천
국방 SW
핵심기술 및 부품
민군 R&D 협력

 전투 공간을 확장

- 육, 해, 공

- 사이버, 우주

 무기를 정밀화, 무인화

- 장거리/정밀 무기

- 무인/신개념 무기

 전투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 실시간 전장 데이터 수집/분석

- 인간-기계복합체제에 의한 의사결정

2. 민군 협력
생태계 혁신

사이버 방호
개방형 생태계

국방산업/국방벤처

• 미래전장환경에서의
소프트파워 역할 및
기능, 서이종, 2007

역동적 생태계 (Open Ecosystem)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사회적, 문화적 혁신-축적 역량)

새로운 조직 설계와 인재 모델(열린 조직)

과감한 기술 도전(Zero-to-One)



31

1. 플랫폼 혁신

Backbone Network

Tactical Network(전술망)

: 고가용, 안전성, 분리형, 간단 명료형, 자원효율증대

이용자 중심
정보

공유·전달

국방과학
빅데이터

분석

지능/실감 중심
전장상황 예보
& 표적타격

多種 데이터 수집
& 표적획득

(정보/정찰/감시)

국방 IDX 플랫폼
(신뢰내재형

정보공유 & 유통체계)

체계 전장 자원 전술

Intelligence Centric 
Architecture

DevOps의
선순환 구조

단계적으로
Version Up

Network Centric Architecture

Data Centric 
Architecture

Cyber(or LVC) Centric Architecture

연결력 혁신

분석력 혁신

실감화 혁신방향 : 각 요소 및 시스템을 지능화(지능정보기술 활용)하고,
유기적·실감적으로 통합(초연결기술, 초실감기술 활용)하여
지능형 디지털 유기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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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군 협력 생태계 혁신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을 거쳐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ICT분야의 기술발전 속도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

 군소요 중심의 하향식 연구개발 소요 결정방식으로 민간의 참여에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제한적인 환경

 민간 기업들에게는 지식재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활용 제약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소극적 참여를 초래

 민간 기업은 주로 시제품 생산 등을 담당하여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역량 축적 미흡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체의 주도적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국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미래국방 경쟁력 확보

(출처 : http://digitalyeogie.com/entry/17596)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 및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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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국방 R&D 혁신

①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에 대비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 확대

② 민간 및 국가 R&D 첨단 우위기술의 新무기 체계 개발 활용 강화

③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군 소요를 반영한 창의 도전적 기초원천 연구

촉진

④ 국가의 모든 R&D 역량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다원화 전략 추진

국가 R&D 기초·원천 기술과 국방 R&D 체계 기술의
전략적 융합을 통해 미래 국방의 절대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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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4
우리나라 안전·안보를 위한
범 국가적 R&D 혁신 체계

개방형 협력
플랫폼 구축

03

신성장
생태계 구축

01

R&D 
기획 및

관리/수행
체계 혁신

 미래 환경 대응 신속한 기획 절차 강화
• 범부처 R&D 협의체 – 민군협력 컨트롤타워 구축
• 국방 기초원천 R&D PM 제도 도입
• 개방형 국가-국방 기초원천 R&D 기획
• Fast Track 제도 도입

 국방 R&D 제도 개선

국가 R&D 기초·원천기술과
국방 R&D 체계기술의

초융합

참조. 미래 국방 기초·원천 기술 R&D 혁신 전략(안)

 출연연 및 대학에 DSRC (Defense-
Security Research Center) 설치
프로그램 도입

 민군 기술협력 R&D 협의체 구축
 국방 R&D 정보공유 및 개방 체계

수립

 국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이전
활성화

 산업체 주도 중장기
기초원천 R&D 프로그램
도입

 상시 협력을 위한 군, 산, 
학, 연 인적 교류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예산 확충 및
구조 혁신

 미래 국방 기초원천 R&D 
예산 확대 및 통합관리

 국가 R&D 연계 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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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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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um.com/event-horizons/double-stranded-smart-

contracts-blockchains-dna-for-robustness-a09bacee0bfb

Blockchain-DNA analogy. Image credit: 

https://www.emaze.com/@AICQQIQT/DNA-

Timeline

새로운 Digital 
DNA로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Disruption Ahead

 개방형 민군 협력을 통한 미래국방 기술혁신 추진

① 국방 분야의 IDX 플랫폼 전략 수립 및 추진으로 미래 국방의 절대 우위 확보

② 민군협력 및 민간기업의 기술력 확보로 국방 산업 경쟁력 강화

③ 국가 R&D 체계와 국방 R&D 체계의 전략적 융합으로 기초원천 기술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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