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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와 사이버전 교육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곳에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가 있습니다. 

Network Centric Warfare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팔달관 408호

Tel : 031-219-2990 / Fax : 031-219-1621  

http://www.ajou.ac.kr/ncwkor

버스 이용 시
성남, 분당, 수지지역

•시내버스 720, 720-1, 720-2, 720-3번 승차 → 아주대학교

사당역 4번출구, 과천

•좌석버스 7000번, 7001번 승차 →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 아주대학교(30분)

강남역 6번출구 / 양재역 9번출구

•좌석버스 3007번 승차 → 경부고속도로 → 아주대(40분)

잠실역 6번 출구

•좌석버스 1007-1번 승차 → 경부고속도로 → 아주대학교(50분)

지하철 이용 시
강남역 / 양재역

•신분당선 탑승 → 광교중앙역(아주대) 하차(33분) → 도보 또는 셔틀버스 이용

수원지역

•1호선(국철)이용, 수원역 하차(4번 9번출구), 시내버스 11-1, 46-1, 720, 720-2번 승차 → 아주대학교

자동차 이용 시
동수원IC → 중소기업지원센터 → 효성사거리(원형육교) → 아주대학교(9분)

수원IC → 원천유원지삼거리 → 국립지리원 → 아주대학교(19분)

수원버스터미널 → 시청사거리 → 농협사거리 → 뉴코아아울렛 → 효성사거리(원형육교) → 아주대학교(14분)

수원역 → 도청사거리 → 매교사거리 → 중동사거리 → 성빈센트병원 → 동수원사거리 → 호텔캐슬 → 아주대삼거리  

→ 아주대학교(18분)



Introduction & Features

The master's degree program for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was established at th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jou University in 
November 1998. By offering an interdisciplinary study that combines the commercial IT technology field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ubiquitous systems.
Through our continuous efforts, we were able to found the C4I/SW Research Center in March 2003. Later, 
the AJOU-TNRC was founded in November 2006 which is supported by IT Research Center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the Jangwe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in October 2008 upon these foundations. All of these 
efforts put Ajou University in the top rank in defense technology research.
In the future battlefield of the NCW(Network Centric Warfare) environment, strength of forces must be improved 
dramatically to meet the requirement and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fusion of IT technologies that can embrace all 
C4ISR-PGM systems and joint tactical strategies. Under the circumstances, Ajou University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greed to launch the "Academy-Military Cooperation Training Program" in May 2007 to provide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of NCW IT technologies, NCW tactical policies, and cyber warfare. We expect that the trained experts 
through the program can successfully respond to the needs of this NCW era. In addition, the university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NCW in the graduate school in March 2008. As of August 2018, the department has produced 52 doctors, 
41 masters.

아주대학교는 일찍이 1998년 11월 정보통신대학원 내에 “C4I 전공” 석사학위 과정을 신설하여 

“정보통신”, “정보보호”, “유비쿼터스 시스템” 등 상용 IT기술 전공과의 융합교육을 통해 

국방 C4I체계 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 3월 “C4I/SW 연구센터“ 설립 및 

2006년 11월 “국방전술네트워크연구센터” 지식경제부 지정 대학 IT연구센터 선정, 

2008년 10월 “장위국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국방 IT기술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향후 네트워크중심전(NCW : Network Centric Warfare) 전장 환경에서는 

모든 C4ISR-PGM 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IT기술과 합동전술작전의 융합을 통해서 

획기적인 전투력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NCW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NCW IT기술과 NCW 전술정책, 그리고 사이버전을 담당할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2007년 5월 아주대학교와 국방부는 “학군협동교육프로그램”을 협정하였고, 

2008년 3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NCW학과를 신설하여, 

2018년 8월까지 박사학위 52명과 석사학위 4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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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 학과장 인사말 |

미래 국가 안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아주대학교 NCW학과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4    AJOU-NCW

To train human resources needed for national security, the future 
of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NCW will do everything

http://ncw.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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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W
arfare

NCW 학과장 임재성

Lim, Jae-Sung
Dean of the Dept. of NCW

초연결사회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생물체 또는 무생물체내에 컴퓨터를 

이식하여 지능을 갖게 하여 생물체 뿐 아니라 무생물체간에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기술이 군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어 무생물인 감

시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 타격체계를 지능화시켜 서로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

라 정보 교환이 가능하여, PCW형태에서 NCW형태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

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NCW 체계 구축을 위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미국을 중심

으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가 자국에 적합한 NCW 이론 및 

응용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도 한국형 NCW형태 

전쟁을 위한 NCW분야 기술 및 체계 개발에 한창입니다. 특히 NCW기반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CW는 이론, 기술, 체계 및 방법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다양하며, 복잡하여 

구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아주대학교 NCW학과에서는 NCW이론, 기술, 전술, 체계 

및 방법론 등의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NCW 및 사이버시대에 요구되는 학문적 토대

를 마련하고, 동시에 NCW공학기술, NCW전술정책, 그리고 사이버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군의 NCW체계 구축 및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In today's hyper-connectted society, it is possible to share information between 

not only human-to-human, but also human-to-machine or machine-to-machine by 

implanting the computer chips in them.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been 

a great technical impact to the military domain and they let systems of surveillance, 

C4I and striking be connected together by sharing information. Now the paradigm of 

warfighting systems is moving toward NCW from PCW.

Many countries over the world are already engaged in fierce competition to secure 

more advanced NCW systems. The US, the UK, Australia, Sweden and Norway are some 

of these countries currently in progress of developing NCW theories and solution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Korea is also striving to develop NCW solutions suited 

for Korea.

Cooperations are focusing their resources on developing NCW technologies and 

systems required by the military to better prepare for the future warfare environment. 

However, the theories, techniques, systems and methodology of NCW are still in the 

fledgling stage due to their exceedingly complex nature. The NCW Department of 

Ajou University is to excel and lead in education, research by spanning and integrating 

the full breadth of NCW technology including NCW engineering, NCW tactical policy, 

and cyber warfare experts. The Department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CW solutions for the national defen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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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C4I 전공 석사학위과정 신설

02 육군참모본부, 육군통신학교, 

 해병대 사령부와 학·군 교류협정체결 

03 아주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산하

 C4I/SW 연구센터 설립

10 육·해·공군과 학군 교류협정 체결

05 LIG넥스원(주)과 학·연·산 협동과정 개설

12 육군본부와 학·군 제휴협정 체결

08  군 합동 전술자문위원회 발족 아주대학교  

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 설립(AJOU-TNRC)

09 AJOU-TNRC 주관 ‘국방전술네트워크   

 워크샵’ 개최

19
98

20
03

20
04

01 제5회 NCW세미나 워크숍 및 홍커밍데이

02 제6차 AJOU-TNRC & NCW Fellowship 참가

03 신입생 입학 및 개강모임

05 ITRC Forum 2014 참가 

 아주대-공군본부 MOU 체결

07 학부과정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신설

11 제4회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 및 참가

12 육군본부와 학·군 교류협정 체결(NCW 분야 전문인력 육성)

01 제6회 NCW세미나 워크숍 및 홈커밍데이

02 제7차 NCW Fellowship 참가

03 신입생 입학 및 개강모임

 제1기 국방디지털융합학과(학부) 학생 입학

10 제5회 국방 NCW 포럼 워크숍 개최 및 참가

11 국방 RAM 특화연구실(방사청) 개소

01 제7회 NCW세미나 Workshop 및 홈커밍데이

 제8차 NCW Fellowship 참가

03  신입생 입학 및 개강모임

 제2기 국방디지털융합학과(학부) 학생 입학

08  사이버전 전공 신설

11 제6회 국방 NCW 포럼 Workshop 개최 및 참가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연구센터” 개소

12  제8회 NCW세미나 Workshop 및 홈커밍데이

 제9차 NCW Fellowship 참가

03 신입생 입학 및 개강모임

 제3기 국방디지털융합학과(학부) 학생 입학

11 제7회 국방 NCW 포럼 Workshop 개최 및 참가

12  제9회 Ajou-NCW Workshop 및 홈커밍데이

 제10차 국방 Fellowship 참가

03 신입생 입학 및 개강모임

 제4기 국방디지털융합학과(학부) 학생 입학

20
14

20
15

20
16

20
17

02 제2차 AJOU-TNRC & NCW Fellowship 참가

 제1회 석사 및 박사 졸업 배출

05 (주)휴니드테크놀로지스와 학·연·산 협동과정 개설

 ITRC Forum 2010 참가

08 삼성탈레스(주)와 학·연·산 협동과정 개설

02 제3차 AJOU-TNRC & NCW Fellowship 참가

04 아주대학교 장위국방연구소와 SKT 상호교류 협정 체결

05 ITRC Forum 2011 참가

10 제1회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 및 참가

01 제3회 NCW세미나 워크숍 및 홈커밍데이

02 제4차 AJOU-TNRC & NCW Fellowship 참가

03 신입생 입학 및 개강모임

05 ITRC Forum 2012 참가

10 제2회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 및 참가

11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지원센터(국방부) 개소

01 제4회 NCW세미나 워크숍 및 홈커밍데이

02 제5차 AJOU-TNRC & NCW Fellowship 참가

03 신입생 입학 및 개강모임

05 ITRC Forum 2013 참가

11 제3회 국방 NCW포럼 워크숍 개최 및 참가

20
10

20
11

20
12

20
13

05 국방부와 학·군 협동교육프로그램 협정

 컴퓨터공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시간제) 2007년도   

 입학정원 15명

 합동참모본부 Workshop 공동 개최

10 제1회 국방전술통신 Workshop 개최

11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과 공동 연구 교류협정 체결

03 대학원 NCW학과 신설

06 ITRC Forum 2008 참가

07 국방대학교와 학술교류(학점교류) 및 공동연구 협정 체결

08 NCW 정책전공 신설

10 아주대학교 장위국방연구소 설립

02 제1차 AJOU-TNRC & NCW Fellowship 참가

04 제1회 NCW 전술네트워크 기술 워크샵 개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 기술센터와    

 공동연구 교류 협정 체결

06 ITRC Forum 2009 참가

07 2009 전파방송 엑스포 참가

20
07

20
08

20
09

20
18



Vision

대학원 NCW학과는 국방 및 산업분야에서 NCW 이론을 기반으로 정책, 기술 및 체계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NCW 공학 및 정책,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에 목표를 두고 대학원 NCW학과 아래 NCW 공학전공, NCW 정책

전공, 사이버전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CW관련 교과목 구성은 NCW에 관련된 이론, 기술, 방법론 및 정책을 중심으로 개설하였으며, 교과목 편성은 이론과 방법, 사례

연구, 실습, 현장학습 중심으로 진행하고, 일부과목은 자격증 제도와 연계합니다. 특히 NCW관련 특화된 교과목을 전 교과목 중 

50%이상 운영합니다.

The Dept. of NCW aims to foster globally recognized NCW engineering and policy experts who can take the lead in 
developing NCW policies, technologies and systems across all defense-related industries. To that end, it has set up two 
majors of NCW Engineering, NCW Policy, and Cyber Warfare.
Courses are designed to train students on NCW theories, technologies, methodology and policies. Both in-class and 
on-site training programs are provided as well as case studies. Some courses offer the chance to acquire licenses upon 
completion. The Department tries to keep the percentage of specialized NCW-focused courses at more than 50 percent.

Best  Specialist
군복무 중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와 함께

세계 최고의 NCW 공학 및 정책, 사이버전 전문가가 되다

Programs | 전공소개

NCW이론, 기술 및 체계 구축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NCW Engineering | NCW공학 전공

NCW이론, 정책 분야 개발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NCW Policy | NCW정책 전공

사이버전 정책, 작전, 체계 및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Cyber Warfare | 사이버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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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개발
인력공급 및 재교육장

위
국

방
연구소

국
방

디
지

털

융
합

학과 NCW학
과

TNRC, C4I, DIST 등

NCW-CYBER
기술 Hub

NCW-CYBER
인력 Pool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정보지휘/지원
인력공급 및 재교육

국방NCW장비 요구사항

국방NCW장비 공급국방기관 산업체

•NCW 기술 산업화 기여
•한국형 NCW 전술 체계 수립 기여

아주대학교 NCW Vision

교육
기반

연구
중심

국방/안보산업
클러스터

아주대학교 국방 3단계 특성화 전략



 

NCW Engineering
NCW 공학전공

교육과정

전술통신

Tactical Communications

NCW 이론과 응용

Theory and Application of NCW전공필수

Core Course

IT 관련 교과목

IT Related Subjects

전공선택
일반대학원

교과목

Elective Course
Graduate School 

Course

감시정찰체계운영분석

ISR Systems

위성통신망

Satellite Networks

전술통신네트워킹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ing

C4ISR 시스템 엔지니어링

C4ISR System Engineering

능력기반소요공학

Capability-based Requirement Engineering

M&S 프로그래밍

M&S Programming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odeling and Simulation

무기체계공학

Weapon Systems Engineering

복합시스템공학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사업관리론

Project Management

엔터프라이즈엔지니어링

Enterprise Engineering

웹기반정보서비스

Web-based Information Service

NCW 특강 1, 2

Special Topics on NCW 1, 2

NC기반 상호운용성과 합동성

Interoperability and Jointness based on Net-Centric

정보보증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Assurance

NCO-C2이론과 효과분석론

NCO-C2 Theory and Effectiveness Analysis

NCW 세미나

NCW Seminar

서비스 지향 컴퓨팅

Service-Oriented Computing

미래전과 NCW

Future and NCW

분산시스템

Distributed System

이동통신망

Mobile Networks

전술데이터링크

Tactical Data Link

전공선택
NCW 특화

교과목

Elective Course
Specialized Core 
Course on NCW

NCW 공학전공의 목표는 NCW 이론, 기술 및 체계 구축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NCW 공학 분야 심화를 위하여 전공필수로 전술통신과목을 개설

둘째, NCW 특화교과목인 전술통신네트워킹, 위성통신망, 감시정찰체계 운영분석, 

       C4ISR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을 전공선택으로 개설

셋째, 일반대학원 IT관련 학과의 과목을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합니다.

NCW Engineering aims to nurture experts armed with both hands-on experience and knowledge 
on NCW theories, technologies and system development methods. Tactical Communications is set 
up as a major required course to help students gain in-depth knowledge in the field. The specialized 
courses  of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ing, Satellite Networks, ISR Systems and C4ISR System 
Engineering are provided as major electives, and courses of other IT-related departments of the 
Graduate School as general education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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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 정책전공의 목표는 NCW 이론, 정책분야 개발 방법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NCW 정책 분야 심화를 위하여 전공필수로 국방정책론 과목 개설

둘째, NCW 기반 군사기획론, NCW와 군사전략론, 국가안보론, 동북아군사론 등 전공 선택 개설

셋째, 일반대학원 정책관련학과의 과목을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합니다.

NCW Policy was established to nurture experts armed with both hands-on experience and 
knowledge on theories and policy development methods. Defense Policy is provided as a major 
required course for in-depth studies of NCW policies. The major elective courses of Military Planning 
based on NCW, NCW and Military Strategy,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Military Strength in 
Northeast Asia are to taken next. Courses set up by policy-related departments of the Graduate 
School are provided as general education courses.

NCW Policy
NCW 정책전공

교육과정

국방정책론

Defense Policy

NCW 이론과 응용

Theory and Application of NCW전공필수

Core Course

정책 관련 교과목

Policy Related Subjects

전공선택
일반대학원

교과목

Elective Course
Graduate School 

Course

NCW와 군사전략론

NCW and Military Strategy

동북아 군사론

Military Strength in Northeast Asia

NCW기반 군사기획론

Military Planning based on NCW

국가안보론

National Security Strategy

능력기반소요공학

Capability-based Requirement Engineering

M&S 프로그래밍

M&S Programming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odeling and Simulation

무기체계공학

Weapon Systems Engineering

복합시스템공학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사업관리론

Project Management

엔터프라이즈엔지니어링

Enterprise Engineering

웹기반정보서비스

Web-based Information Service

NCW 특강 1, 2

Special Topics on NCW 1, 2

NC기반 상호운용성과 합동성

Interoperability and Jointness based on Net-Centric

정보보증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Assurance

NCO-C2이론과 효과분석론

NCO-C2 Theory and Effectiveness Analysis

NCW 세미나

NCW Seminar

연합합동작전론

Combined Operation & Joint Operation

미래전과 NCW

Future and NCW

군사전략세미나

Seminar on Military Strategy

NC기반 지휘통제 전략

Strategy for Command and Control based on Net-Centric

전술데이터링크

Tactical Data Link

전공선택
NCW 특화

교과목

Elective Course
Specialized Core 
Course on N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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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전공의 목표는 사이버전 정책, 작전, 체계 및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사이버전 분야 심화를 위하여 전공필수로 사이버전 과목을 개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전 특화과목인 NCOE 정보보증, 사이버 상황인식과 지휘통제, 

       사이버 워게임, 사이버전자전 등을 전공선택으로 개설

셋째, 일반대학원 정보보호 관련 과목을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합니다. 

Cyber Warfare aims to foster experts with both hands-on experience and knowledge on cyber 
policies, operations, systems, and technologies. Cyber Warfare is provided as a major required 
course for in-depth studies of cyber warfare. The specialized courses consisted of NCOE Information 
Assurance, Cyber Situational Awareness and Command & Control, Cyber Wargame, Cyber Electronic 
Warfare, etc. are provided as major electives. Also, information security courses of the Graduate 
School are provided as general education courses.  

Cyber Warfare
사이버전 전공

교육과정

사이버전

Cyber Warfare

NCW 이론과 응용

Theory and Application of NCW전공필수

Core Course

정보보호 관련 과목

Information Security related Subjects

전공선택
일반대학원

교과목

Elective Course
Graduate School 

Course

국방체계보안과 암호

Defense System Security and Cryptography

사이버전 아키텍처

Cyber Warfare Architecture

사이버 상황인식과 지휘통제

Cyber Situational Awareness and 
Command & Control 

사이버 공격과 방어

Cyber Attack and Defense

NCOE 정보보증

NCOE Information Assurance

내부자 사이버위협과 대응

Insider Cyber Threat and Response

사이버전자전

Cyber Electronic Warfare

무인체계 네트워크와 보안

Unmanned System Network and Security

사이버전 사례연구

Cyber Warfare Case Studies

사이버 워게임

Cyber Wargame

NCW특강1, 2

Special Topics on NCW1, 2

NCW세미나

NCW Seminar

정보보호특론 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Information Security

전공선택
NCW 특화

교과목

Elective Course
Specialized Core 
Course on NCW

AEW&CS PADAR
SUB-SYSTEMS

ELECTRONIC
SUPPORT MEASURES

ELECTRONIC
COUNT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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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 사진으로 보는 NCW |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는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적극 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15 제7차 NCW Fellowship

2009

제1차 AJOU-TNRC NCW Fellowship

2011

제3차 AJOU-TNRC NCW 

Fellowship

2012

제4차 AJOU-TNRC NCW 

Fellowship
2014

제6차 AJOU-TNRC NCW 

Fellowship

2015

국방 NCW포럼 2015 워크숍

2016

신입생 환영회

2016

NCW 세미나 및 홈커밍 데이

2016

2016학년도 1학기 종강 모임

2017

신입생 환영회 및 개강모임
2017

제9회 AJOU-NCW워크숍및 
NCW학과 홈커밍데이

2013

제5차 AJOU-TNRC NCW 

Fellowship
2010

제2차 AJOU-TNRC NCW Fellowship

2016

제8차 NCW Fellowship
2016

제9차 NCW Fellowship

2017

제10차 국방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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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Members | 교수진 소개 |

최고의 석학들로 이루어진 NCW학과 교수진은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이자 자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USN

IP기반센서 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  
군사용 환경에 적합한 감시정찰센서  
네트워크 설계

김기형

한양대학교

무선통신

국방 IT 전술통신 기술 연구

김재현

한국과학기술원

프로그래밍언어

디지털 제조공정 데이터관리 
시스템 개발

류기열

Penn. State University

인공지능

커뮤니티 컴퓨팅 모델 및 응용개발도구 
구현

김민구

E.N.S.T(France)

Embedded Hardware System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RISC Processor를 
이용한 Hardware Platform 개발

김영길

Univ. of Texas Arlingtom

지휘통신 체계

TICN IER(정보유통량) 예측연구

김영호

Texas A&M University

분산 & 이동 컴퓨팅

유비쿼터스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 통합 플랫폼 및 지능
공간 구현

김재훈

한국과학기술원

이동멀티미디어 통신  
네트워크 연구실

국방 IT 전술통신 기술연구

노병희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모델링 & 시뮬레이션

SBA용 합성환경 Federation 
구현 연구

박상철

아주대학교

전술데이터링크

대양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다중접속기법 및 운용성 평가

구자열

Texas A&M University

무선네트워크

국방 IT전술통신 기술연구

고영배

한국과학기술원

인터넷

국방 IT전술통신 기술연구

강경란

최종 출신학교

전공분야

최근 프로젝트

University De Lyon 1

정보보호

IP기반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

예흥진

Indiana University

웹기반 소프트웨어시스템 SOA,  
웹서비스

국방 IT전술통신 기술연구

오상윤

한국과학기술원

통신시스템

국방 IT 전술통신 기술연구

오성근

George Mason Univ.

Software Engineering, Artifical 
Intelligence, Information Assurance

차세대 정보컴퓨팅 기술개발 사업

이석원

아주대학교

Net-Centric 기반 상호운용성과 합동성

합동정보통신 직무역량 모델 연구

임병윤

서울대학교

프로그래밍 언어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개발

이정태

한국과학기술원

국방/이동통신

국방 IT 전술통신 기술연구

임재성

서울대학교

데이터베이스

Flash Memory 기반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정태선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국방아키텍처/사이버전

공군C4I체계 LBS/빅데이터 기술  
적용방안 연구  

정찬기

Paul Sabatier

실시간 시스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최경희

서울대학교

네트워크

국방 IT 전술통신 기술 연구

최영준

University of Hull, UK

국제정치

미래전 발전추세와 한국의 국방발전  
방향

홍성표

한국 과학 기술원

전자파 

Electromagnetic Field Analysis and 
Applications

박용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Research on Secure Charging 
Protocol for EV-to-EVSE

손태식

아주대학교

NCW공학(사이버전)

정보보증 및 사이버 위협 예측연구

김완주

아주대학교

NCW공학(위성통신)

무인체계 네트워크와 보안 기술연구

이민우

아주대학교

상호운용성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최신화

유철희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석사과정

Graduate Course | 학과과정 |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제시하는 석·박사 과정은
NCW 전문가를 키워내는 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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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제도 | Scholarship System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장학제도는
미래 NCW 전문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 정 수업연한 이수학점

석사 (전일제 / 시간제) 2년(4학기) 이상 전공 24학점 / 연구 6학점

박사(전일제 / 시간제) 2년(4학기) 이상

전공 30점

(석사학위과정 인정안함)

연구 15학점

석·박사통합(전일제) 4년(8학기) 이상 전공 48학점/연구 15학점

※ 시간제 석·박사과정의 경우 토요일에 강의 개설됩니다.

학위취득 요건 박사과정

구 분 수료 및 졸업요건

석사과정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이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연구학점 6학점 이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통과

•누계평점평균 3.0 이상 • 연구기반 비교과(연구윤리, 논문작성법, 연구노트작성법) 교육의무 이수

박사과정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이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연구학점 15학점 이수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통과

•누계평점평균 3.0 이상 • 연구기반 비교과(연구윤리, 논문작성법, 연구노트작성법) 교육의무 이수

석·박사

통합과정

•교과학점 48학점 이상 이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연구학점 15학점 이수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통과

•누계평점평균 3.0 이상 • 연구기반 비교과(연구윤리, 논문작성법, 연구노트작성법) 교육의무 이수

※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 홈페이지 www.ajou.ac.kr/ncwkor을 참고하세요.

장학명 감면액 선발조건 인원 수혜기간

군위탁생 수업료의 50% 군 위탁 교육생 자격자 전원

4학기
공직자 장학 수업료의 20%

군인,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 기관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심사 후 선발

학·연·산

장학
수업료의 20%

학·연·산 과정 입학자 가운데 

해당기관장 추천자
자격자 전원

성적우수장학
수업료의 30%

학과교수 추천자 중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심사 후 선발

매학기

선발논문우수장학

※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1~4학기는 석사과정의 장학제도를, 5~8학기 까지는 박사과정의 장학제도를 적용함.

장학명 감면액 선발조건 인원 수혜기간

군위탁생 수업료의 50% 군 위탁 교육생 자격자 전원

최장

6학기

공직자 장학 수업료의 50%

군인,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 기관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심사 후 선발

학·연·산

장학
수업료의 30%

학·연·산 과정 입학자 가운데 

해당기관장 추천자
자격자 전원

성적우수장학
수업료의 30%

학과교수 추천자 중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심사 후 선발

매학기

선발눈문우수장학

※ 공직자 장학은 신청자 가운데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확정.

※ 임시직 및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는 공직자 장학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공시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적용함.

※ 군공무원, 국방관련 정부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간부는 50%의 수업료 감면 혜택.

※ 단, 장학혜택 이수조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 및 F학점을 받을 경우 해당학기에 장학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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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협약 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자에 한함

 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전일제(Full Time) 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 졸업성적이 3.5(4.5만점) 이상인 자 또는

      출신대학의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대학장의 추천(자유양식)을 받은 자

제출서류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1부 - 증명사진은 인터넷 접수 시 jpg파일 업로드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대학 / 대학원 각 1부)

   - 전 학년 성적표(편입생은 전적 대학성적표도 제출)

3.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대학 / 박사과정 - 대학, 대학원 각 1부)

4. 자기소개서(자유양식)

5.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A4용지 3매 정도로 제출하며, 대학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연구계획서 내려받기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6. TOEFL, TOEIC, TEPS 성적표 1부(선택사항) - 외국어능력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자에 한하며 2년 이내 성적표 유효

7. 추천서 1부(다음 해당자에 한함)

   -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 : 협약기관(연구소 산업체) 발급

   -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자 중 학부 졸업성적이 3.5(4.5만점) 미만인 자만 제출 : 소정양식

8. 공직자 장학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학과장 추천서 각 1부 제출(양식은 대학홈페이지 > 입학안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입학문의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팔달관 408호

Tel _ 031-219-2990  Fax _ 031-219-1621  
http://www.ajou.ac.kr/ncwkor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국방·항공 + ICT분야 전문기술 교육

성숙도 높은 국방·항공 

ICT 기술 전문 인력

국방연구기관

국가 기관

항공 기업

국방 IT 기업

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고급 장교•무기체계 운용 및 개발 군실무 인턴십

•국방 ICT 석·박사

아주대학교(4년)

공군장교(7년)

학과 졸업후 진로

국방 ICT분야 우수인력 양성

석·박사과정

정보통신대학원 C4I전공

일반대학원 NCW학과

국방ICT분야 고급기술인력 양성

학부과정

정보통신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군 ICT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방 ICT/정책분야 선도발전

장위국방연구소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센터

국방C4I 연구센터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지원센터

국방정책전략 연구센터

국방 RAM 연구센터

국방기관/산업체

국방부/합참, 육·해·공군, ADD, 

LIG넥스원, 한화탈레스 등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공군 정보통신 기술 전문성을 책임질 

최정예 엘리트 장교 양성과 국가 新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최고의 ICT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 ICT기술 특성화 학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