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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소개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미래 국가안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장 / 산학부총장 임

재성

디지털 기술은 지난 20세기 후반에 걸쳐서 IT기술 즉

따라서 네트워크중심전, 사이버전, 드론전 등 미래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고

전 수행에 요구되는 차세대 NCOE(Network Centric

지난 수년 동안 IT융합의 핵심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Operation Environment) 구축에 필요한 국방IT

녹아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로

기술의 중요성은 수백번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

한층 더 성숙하여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공간을 하나로

입니다. 또한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국방IT융합 기술

엮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신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전자전, 항공

이는 국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

우주, 정밀유도 등의 무기체계는 국방IT융합 기술 비중

터 전장 환경은 디지털·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습

이 50~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니다.

지능형 무기체계의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스마트·
디지털 강군 육성 차원에서 지휘통제는 현재의 단계적

하지만 미래전의 작전 환경과 작전 특수성을 고려할

통제체계에서 지능형·실시간 통제체계로, 무기체계는

때 차세대 NCOE와 지능형 무기체계는 획기적인 능력

유인 무기체계에서 무인·로봇 무기체계로, 전투훈련은

향상이 요구되고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여 지속적으로

체험중심 훈련체계에서 가상현실(VR)기반 훈련체계

진화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이에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IT융합 전문인력 양성의 CoE(Center of Excellence)

로, 군수지원은 공장형 수리부속 생산체계에서 맞춤형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차세대 NCOE 및 지능형 무기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3D프린팅 생산체계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계 관련한 이론, 기술, 체계, 운용, 작전 및 정책 등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 토대를 마련

이미 군사작전 환경은 육지, 바다, 공중에서 우주 및

하고, 동시에 국방 IT융합 및 사이버전 분야의 인력을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기체계는 네트

양성하여 스마트·디지털 강군 육성과 최첨단 국방산업

워크에 연결되어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천의 말

미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
국방 IT기술혁신 리더 교육을
선도하는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전 국방부장관 정 경 두

전 국방부장관

김태영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진화론)에

ICT 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된 디지털 혁명시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는 지난 2007년부터

이러한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적

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도태될 것'이라고

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확실한 선진강

시작하여 60여명의 NCW공학 박사를 배출함으로써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 여건을 갖

우리 국방의 네트워크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

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발전을 위한 군·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21세기 NCW 전장환경을 주도

집중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습

하는 국방IT융합전문가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아주대

니다.

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 분야

지금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
는 ICT기술 시반의 디지털 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

군사분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혁명 기술들을 더욱

고 있으며, 신속하게 군사과학기술분야에 적용하며

확대 적용하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세계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

외교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의 역할을

또한 2015년 새로 설립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

과학 전문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아가 국가와

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ICT기반의 과학기

학과에서는 국방IT융합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공군장교

국방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술이 접목된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시스템관리

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래 국방디지털융합 과학

우리 국방부와 각 군에서도 이러한 국방전략환경의

및 유능한 운용을 가능케하는 미래 인재 육성이 곧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우수자원들입니다.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등

국가방위를 이끌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정책에 디지털 혁명 기술들을 반영하여 적극적
으로 추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개념
- 지상·해상· 수중·공중·우주·사이버 등 전장 영역의 확대
- 장사정 ·고위력·초정밀 유도무기와 레이저 등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

의 교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아주대에서 원하는 고등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대학원을 진학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국국방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전문가 그룹

이에 아주대학교는 변화하는 21세기 융복합시대에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서는 우리 국방

요구되는 21세기형 인재육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NCW

의 희망을 책임질 실질적 IT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

학과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하나의 계열로 묶어

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도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대학원으로 계열화하였습니다.

이 될 것입니다.

록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하며 제일의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 로봇, 드론 등 무인전투체계 발전

한편,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전문가의 부족,
그 중에서도 한 분야의 최고봉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 Big Data,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한 정확한 상황인식
- 및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미래 꿈과 희망은

- 초연결 네트워크에 의한 실시간 지능형 지휘통제 시스템화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와 함께!

집념의 전문가정신이 부족하여 각 분야별 정상을 정복
하기 힘든 것이 큰 문제로 지적돼왔는데, 우리 군에도

- 제한된 훈련장 여건 극복을 위한 AR/VR/메타버스 기술
- 등을 적용한 실감형 교육훈련
- Io이동통신, 위성항법, RFID, 퀀텀, 3D 프린트, 블록체
-인을 포함한사이버보안 등의 디지털융합기술 적용을 통
-한 안전한 스마트부대 지휘관리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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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HISTORY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비전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역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미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국방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7

위성통신, 스마트디지털강군, 지능형 감시정철, 국방IT융합, 초연결 네트워크, 항공우주작전, 사이버전자전,

국방환경변화

국방부와 학군협동교육프로그램 협정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과 공동연구 교류 협정 체결

무인기, 정보전, 지능형 지휘통제, 드론봇 전투체계, 사이버전, 전자전, 사이버무기, VR훈련체계, 워리어 플랫폼,
스마트함정, 무인로봇 무기체계, 모바일, 정밀유도무기, 맞춤형 3D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IoT, 인공지능

대학원
NCW학과

아주대학교 국방IT 융합 비전

20
08

2008

대학원 NCW학과 신설
국방대와 학술교류협정 및 공동연구 협정 체결
NCW정책전공 신설

교육기반, 연구중심, 국방/안보산업 클러스터

2009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공동연구 교류협정 체결
아주대학교 장위국방연구소 설립

2010
국방IT시스템 요구사항

소요군,
군 관련 기관

LIG넥스원과 학·연·산 협동과정 개설
화 스 과 학 연 산 협동과정 체결

산업체

2012

국방IT시스템 공급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 지원기술센터 개소
ITRC Forum 2014 참가
아주대-공군본부 학군교류협정 체결

국방IT 전문인력
공급 및 재교육

2014

국방IT융합, R&D 인력
공급 및 재교육

국방IT융합, NCOE 인프라 구축 기여,
4차산업혁명 기술의 산업화 기여

학부과정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개설
육군본부와 학군교류협정 체결(NCW전문인력 양성)

2015

제1기 국방디지털융합학과(학부)학생 입학
RAM 특화연구실(방사청) 개소

2016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부 / 대학원

장위국방연구소
TNRC, DIST, RAM 등

정보통신대학원
(전문대학원)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센터 개소 (방위사업청 지원)

Network Centric Warfare + 4th Industrial Revolution
국방IT융합 R&D Hub
국방IT융합 전문인력 Pool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가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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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NCW학과 사이버전 전공 신설

2018

공군본부와 교류협정체결(NCW전문인력 양성)

2019

NCW학과/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계열화
국방사이버보안연구센터 신설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20
20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부-대학원 계열화
아주대학교 학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최고의 국방IT
엘리트 장교 양성

최고의 국방IT
전문인력 양성

국방IT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곳에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있습니다.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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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소개
IT융합 전공

IT융합 전공 목표는 미래전과 4차산업혁명 기술 , IT융합 정책, 기술 및 체계 구축 방법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교육과정

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국방IT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공필수

전술통신

MDC 세미나

Tactical Communications

MDC Seminar

첫째, IT융합분야 전공 심화연구를 위하여 전술통신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개설 둘
째, IT융합 특화교과목인 전술통신네트워킹, 위성통신망, 감시정찰체계 운영분석,
C4ISR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을 전공선택으로 개설

Core Course

셋째, 일반대학원 IT관련 학과의 과목을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합니다.
IT Convergence aims to educate the experts with both hands-on experience and knowledge
on future warfare and 4th revolutionary technologies , IT convergence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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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IT융합 특화
교과목

Elective Course
Specialized Core
Course on
IT Convergence

국방정책론

위성시스템

Defense Policy

Satellite System

4차산업혁명시대의방위산업

엔터프라이즈엔지니어링

Defense Indus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ary Era

Enterprise Engineering

무기체계공학

Tactical Data Link

Weapon Systems Engineering

통신항법감시시스템

미래전과신무기체계

Communication&Navigation&Surveillance System

Future War and cutting-edge Weapon

복합시스템 공학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사업관리론
Project Management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on Net-Centric

서비스지향컴퓨팅
Service-Oriented Computing

무인체계고급제어
Advanced Control for Unmanned System

위성통신망
Satellite Networks

인공지능과데이터과학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Science

강화학습과응용
Reinforcement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빅데이터이해와응용

국방IOT

Understanding Big data and Its Application

Defense IoT

이동통신망
Mobile Networks

전공선택
일반대학원
교과목

전술데이터링크

무인체계네트워크

고급인공지능

Unmanned System Network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등 30개 과목

IT 관련 교과목
IT Related Subjects

Selective Course
Graduate School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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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소개
사이버전 전공

사이버전 전공의 목표는 사이버전과 4차산업혁명 기술, 사이버전 정책,
작전,체계 및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
니다.
이를 위해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교육과정

전공필수

사이버전

MDC 세미나

Cyber Warfare

MDC Seminar

첫째, 사이버전 분야 심화를 위하여 전공필수로 사이버전 과목을 개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전 특화과목인 국방무기체계사이버보안 , 사이버 상황인식과 지휘통제,

Cor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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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 Weapon-system Cyber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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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IT융합 특화
교과목

국방체계보안과암호

사이버전특강

Defense System Security and Cryptography

Special Topics on Cyber Warfare

사이버위협과대응
Cyber Threat and Response

Elective Course
Specialized Core
Course on
IT Convergence

사이버전보안아키텍처
Cyber Threat and Response

사이버공격과방어
Cyber Attack and Defense

사이버워게임
Cyber Wargame

정보보호특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Information Security

국방무기체계사이버보안
Defense-Weapon Cybersecurity

사이버 상황인식과 지휘통제
Cyber Situational Awareness
and Command & Control

사이버전자전
Cyber Electronic Warfare

사이버전 사례연구
Cyber Warfare Case Studies

전공선택
일반대학원
교과목

정보보호 관련 교과목
Information Security related Subjects

Slective Course
Graduate School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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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사진으로 보는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아주대학교는 20년 전부터 국방IT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7년에 신설된 대학원 NCW(Network-Centric Warfare) 학과는 2019년 7월까지 박사학위 62명과
석사학위 4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국방IT융합 전문가를 육성하는
아주대학교는 학사에서 박사학위까지 국방IT융합 교육의 CoE(Center of Excellence)입니다.

NCW
TNRC
2013
U
O
단)
AJ
투훈련
제5차
전
화
과학
(육군

2015
제7차 AJOU-TNRC
NCW Fellowship
(공군작전사령부 방문)

10 AJOU-MDC

wship

Fello

NCW Fellowship은 국방IT융합의 산학연 현장을 방문하여 산·학·연·군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지평을 넓히는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정례 행사입니다.

2014
제6차 AJOU-TNRC NCW Fellowship
(한국항공우주산업(주)_KAI 방문)

2016
제8차 AJOU-TNRC NCW Fellowship
(부산 벡스코-드론쇼박람회)

2017
제9차 AJOU-TNRC NCW Fellowship
(대우조선해양방문)

2018
제10차 AJOU-TNRC NCW Fellowship
(국방과학연구소(ADD) 견학)

2007.9
NCW공학과 입학

2008.2
NCW공학과 신입생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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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사진으로 보는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2014
.5
(학부
)국방

디지

2009.2
제2차 AJOU-TNRC NCW Fellowship
(세종대왕함)

한

을위

.10
육성
2015
문인력
전
W
NC
약체결
교류협

2018.12
Future War특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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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
제3차 AJOU-TNRC NCW Fellowship
(대전 계룡대 본부)

2015.12
공군참모총장 아주대 방문

2018.12
AJOU-NCW워크숍

2011.11
국방 NCW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워크샵

2016.6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19.6
제 8회 국방NCW포럼참석 및 개최

털융

합학

과MO

U체결

2012.1
제4차 AJOU-TNRC NCW Fellowship
(나로우주센터)

2013.5
전술데이터링크 16K접목 비행시뮬레이션
구현 및 ITRC포럼 전시회

2018.2
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7.11
제 7회 국방NCW포럼참석 및 개최

2018.10
NCW학과-공군간 업무협약체결

2019.12
아주대학교 국방 Fellowship

2019.12
제 11회 AJOU-NCE워크숍 및
NCW학과 홈커밍데이

2019.6
제 8회 국방NCW포럼 참석 및 학과소개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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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of MDC
MDC 교수진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출신학교
전공분야
최근 프로젝트

강경란 |

유철희 |

한국과학기술원

아주대학교

멀티캐스트, 라우팅, 혼잡제어, 이동성지원, IPv6

C4I, 상호운용성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연구 (방위사업청)

국방DITA 현행화 사업 등

•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영배 |

이민우 |

		Texas A&M University

아주대학교

무선네트워크, 지능형 IoT
•MR-IoT융합 기반 재난대응 인공지능 응용기술 연구



Information Assurance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자가 적응 소프트웨어
지능 개발을 위한 온톨로지 공학 연구

한양대학교
무선통신, 위성통신

노병희 |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연구 (방위사업청)
•초소형 무인기 링크 프로토콜 연구

최은호 |

•위성정보 융합서비스 ICT 인력 양성 등

아주대학교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연구(방위사업청)

•국방 네트워크 NCOE 구현을 위한 합참 중심
QoS 모델(안) 연구 (합참)

•무선 네트워킹 기술 연구

•지휘통제 통합망 기본구조 모델링 (ADD)
•5G 및 이후 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극복기술 방안연구 (ADD)

류기열 |
한국과학기술원
프로그래밍언어
•디지털 제조공정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산업용 로봇 활용을 위한 CPS 플랫폼개발

정찬기 |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국방

전파공학

/사이버보안 아키텍처, 체계통합

•Meta 표면 라디오 기반 광대역 안테나 기술 연구

•국방아키텍처 검증체계 발전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오상윤 |



)
Indiana University
분사시스템,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 빅데이터
•적응형 정보교환 메시징 서비스 및 가치 기반 정보평가
기술 연구 (ADD)
•대용량 그래프 데이터 처리를 위한 GPU 기반 블록 중심
그래프 처리 알고리즘 및 프레임워크 연구 (한국연구재단)
•초거대규모 CPU기반 환경에서 딥러닝 응용의 12페타
플롭스 병렬 확장성 연구(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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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 모델링
•AFCCS LBS/ 빅데이터기술 적용방안 연구

박종호 |

•디지털 핼스케어SW시험평가센터구축
•첨단기술기반 치료형기기평가 기술 개발

		


임재성 |
한국과학기술원
		국방/이동통신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연구센터
(방위사업청)
•항공우노드 통신 중계를 활용한 측위통신 융합기술
(한국연구재단)
•5G/B5G 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극복
기술연구(ADD)

최영준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UAV 및 유도탄의 유도제어 분야

네트워크/보안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스트랩다운 영상탐색기를 이용한 고속표적 대응

홍성표 |

급속 호밍 기술 연구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국방과학연구소)
• 위성 탑재용 신호정보 수집 기술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 유전체 도체 복합 구조의 레이다 단면적 해석 및
		 응용 (한국연구재단)

•국방 RAM 특화연구실



컴퓨터 네트워킹

박용배 |

서울대학교
프로그래밍언어

이동멀티미디어 융합 네트워크

•지휘통제 통합망 기본구조 모델링(I) 등

이정태 |



•iSMART 적용방안 연구 (공군) 등

요구사항 추천 프레임워크(한국연구재단)

김재현 |



보안 정책 연구

•사회 기술적 환경에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의 보안



		

Software Engi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 (공군)
• 작전임무 기반의 동적네트워크 관리방안 및

		

George Mason Univ.

•스마트 도로조명간 지능형 메쉬네트워크 플랫폼 연구

•민수용드론의 비행기지 작전지원 활용방안

•저궤도 소형 군집 위성 지능형 랜덤
액세스 및 블록체인 기반 PKI연구
(한국연구재단)

이석원 |

(과기정통부)

아주대학교
통신항법 감시 체계

위성네트워크 및 보안, 사이버전자전

		

구자열 |

•미래전술네트워크 신뢰성 보장 기술 연구 (국방특화센터)

•통신위협 탐지 분석을 통한 위협 회피 기술
•마이크로드리드 대상 발생 가능한 사이버 침해사고

University of Hull,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및 침해 탐지를 위한

UK 국제정치/군사전략
2020년대 이후 합동전역 수행을 위한 한국공군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개발 등

전투 임무기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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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formation

Scholarship

학사 안내

장학안내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석사과정

과정

수업연한

이수학점

석사 (전일제 / 시간제)

2년(4학기) 이상

전공 24학점 / 연구 6학점

2년(4학기) 이상

전공 30점(석사학위과정 인정안함)
연구 15학점

박사(전일제 / 시간제)

석·박사통합(전일제)

4년(8학기) 이상

전공 48학점/연구 15학점

구분

장학명

감면액

선발조건

선발인원

수혜기간

의무TA여부

수업료의 100%
(교비40%+교수연구비60%)

전일제 신입생으로
학과장 추천자

심사 후 선발

4학기

주당TA
최대 6시간

수업료의 50%

군 위탁(취학추천) 교육생

자격자 전원

4학기

주당TA시간
없음

공직자
장학(석사)

수업료의 20%

군인,군무원,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 기관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심사 후 선발

4학기

주당TA시간
없음

학·연·산 장학

수업료의 20%

학·연·산 과정 입학자
가운데 해당기관장
추천자

자격자 전원

4학기

주당TA시간
없음

일반장학
군위탁
(취학추천)생

석사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 석사, 박사과정-주말(토요일)수업운영
•학점교류 협약을 통한 타대학원 과목수강 및 학점인정 (재학기간중 12학점 초과 불가)
•협약대학원 목록: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연세대(의학과), 한양대, 숙명여대, 국방대, 과학기술연학대학원대학
성적우수장학

⇨ 대상과목 및 제출서류/시기 등은 학과사무실에 문의

수업료의 30%
우수논문장학

학과교수 추천자중
심사 후 선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1학기
(매학기 선발)

주당TA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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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

학위취득 요건
구분

수료 및 졸업요건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이수
•연구학점 6학점 이수
•누계평점평균 3.0 이상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통과
•연구기반 비교과(연구윤리, 논문작성법, 연구노트작성법) 교육의무 이수

박사과정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이수
•연구학점 15학점 이수
•누계평점평균 3.0 이상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통과
•연구기반 비교과(연구윤리, 논문작성법, 연구노트작성법) 교육의무 이수

석·박사
통합과정

•교과학점 48학점 이상 이수
•연구학점 15학점 이수
•누계평점평균 3.0 이상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합격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통과
•연구기반 비교과(연구윤리, 논문작성법, 연구노트작성법) 교육의무 이수

장학명

감면액

선발조건

선발인원

수혜기간

의무TA여부

일반장학

수업료의 80%

전일제 신입생으로
학과장 추천자

심사 후 선발

최장 6학기

주당TA
8시간

군위탁
(취학추천)생

수업료의 50%

군 위탁(취학추천) 교육생

자격자 전원

최장 6학기

주당TA시간
없음

공직자
장학(박사)

수업료의 30%

군인,군무원,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 기관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심사 후 선발

최장 6학기

주당TA시간
없음

학·연·산 장학

수업료의 30%

학·연·산 과정 입학자
가운데 해당기관장
추천자

자격자 전원

최장 6학기

주당TA시간
없음

학과교수 추천자중
심사 후 선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매학기 선발)



석사과정

구분





박사

성적우수장학
수업료의 30%

※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홈페이지http://www2.ajou.ac.kr/mdc-grad/을 참고하세요.

우수논문장학

1학기

주당TA시간
없음

※ 공직자 장학은 신청자 가운데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확정.
※ 임시직 및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는 공직자 장학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처 공공
기관 경영정보에 공시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장학혜택 이수조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 및 F학점을 받을 경우 해당학기에 장학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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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입학 안내

지원자격
석사학위과정 (전일제/시간제)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공통서류
제출서류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본) 1부

O

O

O

•증명사진은 인터넷 접수 시 jpg파일 업로드

대학 성적증명서

O

O

O

•전 학년 성적표(편입생은 전적 대학 성적표도 제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O

O

O

•졸업예정자는 입학 전까지 최종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대학 출신자는 학력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홈페이지 양식 참조)

대학원 성적증명서

-

O

-

•전 학년 성적표(편입생은 전적 대학 성적표도 제출)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O

O

O

•졸업예정자는 입학 전까지 최종 졸업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외국대학 출신자는 학력조회 동의서 추가제출 (홈페이지 양식 참조)

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협약 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비고

석·박사 통합과정 (전일제/시간제)




다.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협약 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박사학위과정 (전일제/시간제)

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선택사항임]
•외국어능력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하여 2년 이내 성적표 유효

학업계획서 1부

O

O

O

•학업계획서는 A4용지 2-3매 정도로 제출(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입
학 탭  신입학  제출서류 / 유의사항  공통서류  학업계획서 양
식)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진학동기, 관심분야, 학업목표 연구계획 등)으로
내용을 구성 작성
•박사과정 지원자는 반드시 연구계획을 포함.

복무확인서 / 재직증명서

O

O

O

•장학 사정을 위한 서류로 군복무자 혹은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 해당








다. 학부 졸업성적이 3.0(4.5만점) 이상인 자 또는 출신대학의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자유양식)을 받은 자

TOEFL, TOEIC, TEPS 성적표
1부(선택사항)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원서접수처 및 문의처
•입학 서류 제출처 : 대학원 교학팀 사무실 : 아주대학교 율곡관 305호
•원서접수기간 :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및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원서접수방법 : http://grad.ajou.ac.kr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문의처 :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과사무실[Tel.031-219-2990 / 아주대학교 팔달관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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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of Alumni
졸업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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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박사
_ 2017년 NCW학과 박사과정 졸업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안보학교수
경력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연구위원

장광현 박사

이연수 박사
_ 2018년 NCW학과 박사과정 졸업
현재 전무이사(LIG넥스원주식회사/사업본부 전문위원
경력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사령관)

이병권 박사
_ 2021년 NCW학과 박사과정 졸업

_ 2019년 NCW학과 박사과정 졸업
현재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 (부이사장)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R&D센터장

경력 제51보병사단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경력 합참 전력기획처장, 해군 군수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박사과정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연구에 매진했던 시간이었고
주변의 어려운 상황은 연구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과정은 삶의 낙이 되는 새롭고
귀한 습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계속해서 연구활동과 가르치는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도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상황과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국가별 군사
혁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교차영역융합(CDS)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이 각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도메인은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기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라는 미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
인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적인 교육기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적용하여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나아

국방정책, 방위력개선을 위한 각종 군,산,학의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하는 기반조건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내.외부 환경조성
이 된것 같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고, 쇳덩이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듯이 우리분야도 갈고 닦지 않으면 발전변화속도를 따라갈수
없습니다. 우리도 C4I학과로 출발하여 NCW학과를 거친후, 오늘
의 국방디지털융합학과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늘 시대변화에 앞서서 준비하고 연구하는 학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4차산업시대의 변화물결에 순응하고 선도하는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학문분야인 우리학과에서 함께한다
면 단언컨대 그대는 절묘한 신의 한수를 선택한것이 될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인공지능(AI) 및 IT 기술의 융복합은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2012년 합참 근무시절에 NCW학과 박

인간의 삶에 있어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역 막바지에 겨우 수료했습니다.

는 국방 분야의 정책이나 전략·전술, 무기체계 등 제 분야에 걸쳐

2018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방기술R&D센터를 맡으면서 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을 고민했던 국방개혁, 전력소요기획, 국방연구개발, 방위

이러한 점에서 아주대학교는 일찌기 NCW학과를 개설하여 시대

산업을 정리하여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

의 흐름에 대비하여 왔으며, 2020년부터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로 거듭남으로써

작하고 보니 폭넓은 국가R&D와 국방R&D, 민군기술협 력 분야

도약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 구개발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도 배울 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논문의

있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대

바다에 포류하고 있을 때 교수님의 가르침과 조언은 나 침판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제 인생에 큰 축복이 되고

었고 등대였습니다. 불쑥 방문하지만 반갑게 맞아주고 배 려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분야에 대한 집중연구를 통해 필적

주신 교수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4차산업 혁명을 접한 현대국가들은 미래전에 대비해서 새롭고

할 만한 전문성과 논리를 키우고, 한미동맹과 동북아 국제질서를

미래전은 ISR-C4-PGM이 네트워크 노드로 연계된 다영역 공간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인 IT기술과 사이버전에 관한 연구에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한국방위를 보다 큰 시선으로 들여다볼

에서의 모자이크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매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영역은 사회적 영역과 다르기 때문에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량은 국방력의 토대이자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대 대학원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과정과 훌륭한

습니다. 불확실한 전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

이 때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여러분의 군사적 능력과 연계되면

교육시스템, 그리고 학과장이신 임재성 교수님을 비롯하여 최고

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리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리더

기회-강점 전략을 제공하여 보다 유리한 미래를 열어주리라 기대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교수님들의 헌신과 열정 때문에 가능

됩니다.

한 것입니다.

가 첨단과학기술군을 이끌어야 합니다. 각 군은 인재를 양 성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도 지난 10여년간 의 정보

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키워 국가안보와 군 발전에

통신분야의 우수한 인재 배출을 기반으로 NCW,사이버, 전자정
보를 넘어 국방기술정책까지 학술연구 영역이 확대되기 를 기대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해봅니다.

아주대학교 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서 당당히 자신의 미래

요즘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사회와 안보 환경이 매우 빠르게 발전

를 개척하십시오. 새로이 개편되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됩니다. 군에서 배

들의 꿈과 희망을 채워줄 곳임을 자신있게 강추합니다.

움을 지속하고 싶은 분, 조직의 지적역량(Soft Power)을 한 단

감사합니다.

계 키우고 싶은 분, 그리고 미래국방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전과 인내 없이 현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도전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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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of Alumni
졸업생 인터뷰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정재민 박사

김정훈 박사
_ 2012년 NCW학과

최영민 박사

_ 2012년 NCW학과 박사과정 졸업

석-박사통합과정 졸업

_ 2017년 NCW학과 박사과정 졸업

김지원 박사
_ 2020년

NCW학과 박사과정 졸업

현재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모바일첨단센서 연구장교

현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사무관

현재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감사담당

현재 국방보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경력 육군 제 17사단 대대장

경력 육군 교육사령부 드론봇군사연구센터 사무관

경력 합동참모본부 / 지상감시정찰·M&S 담당

경력 육군사관학교 컴퓨터과학과 조교수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변

NCW학과(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전신)에서 공부를 한 것은 학위

졸업 후 NCW 분야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전력증강, 사이버 보안

훈련으로 인해 다리에 깁스를 하고 면접을 본 것이 엊그제 같은 데

화의 속도를 실무와 함께 따라가기란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취득 사실 자체보다 값진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위 취득 전

시험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한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 다. 두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그 근분 원리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아

에는 제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 중 하나였으나, 학위 취득 후에는

지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

아이의 엄마로서 매주 토요일, 주말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을

주대학교 NCW공학과에서 그 근본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동료

혁명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첨단 스마트 국방, 디지털

줄여가며 학업에 집중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새로 운

박사과정에서 배운 무선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안테나 공학의

학우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군 육성을 선도하는 국방 IT 전문가 양성의 요람이 될 국방 디지털

보 안의 트렌드와 학문을 습득하는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결정

기본원리, 데이터링크 계층 및 네트워크 계층의 기본원리는 10년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국방IT융합

융합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이 었습니다.

지난 지금도 업무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논문 작

분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부와 대학원까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ICT 전문가를 양성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학위를 취득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성 과정에서 경험했던 해외학회 발 표 및 저널 투고는 논리적인 사고

국방IT융합의 전문가가 되려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는 배움터로 軍·産·學·硏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꿈과 능력

는 것을 장담합니다.

과정을 발달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과 인적 교류를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도전이자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사이버전에 특화된 대학원!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훌륭한 교수님과 열정적인 학우님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

NCW공학과는 軍내·외 많은 동문을 배출하였으며, 국방분야를 연구

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하는 대표 브랜드학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국방IT전문가로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

그러한 역할을 이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무와 함께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 도전하세요!

만, 향후 수십년 동안 국방 정보통신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분명 국방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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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부과정

소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공군 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책임질
최정예 엘리트 장교 양성과 국가 新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최고의 IT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 IT융합 특성화 학과입니다.

IT융합 전문인력

국방 IT융합

석·박사과정

장위국방연구소

일반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 특화센터
국방C4I 연구센터
국방상호운용성/표준화기술지원센터
국방정책전략 연구센터
국방 RAM 연구센터

국방IT융합 고급기술인력 양성
학부과정

국방기관 / 산업체
정보통신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공군 IT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방부/합참, 육·해·공군, ADD,
LIG넥스원, 한화탈레스 등

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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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졸업후 진로

국방연구기관

강남역 6번출구 / 양재역 9번출구
•좌석버스 3007번 승차 → 경부고속도로 → 아주대학교(40분)
잠실역 6번 출구

아주대학교(4년)

국가 기관

지하철 이용 시

•국방·항공 + IT융합분야 전문기술 교육

성숙도 높은 국방·항공

항공 기업

강남역 / 양재역
•신분당선 탑승 → 광교중앙(아주대)역 하차(33분) → 도보 또는 셔틀버스, 마을버스 7번 이용


IT융합 기술 전문 인력

88-1, 13-4(광교중앙역 광교고등학교 정류장) → 창현고교, 아주대학교, 유신고교 정류장 하차

국방 IT 기업

공군장교(7년)
•무기체계 운용 및 개발 군실무 인턴십
•국방 IT융합 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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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광교중앙(아주대)역 환승센터(지하) → 아주대학교병원 정류장 하차
•신분당선 탑승 → 상현역 하차 → 시내버스 20번 999번, 13-4번, 720-2번 →


고급 장교

창현고교, 아주대학교, 유신고교 정류장 하차 → 도보 → 아주대학교
수원지역
•1호선(국철)이용, 수원역 하차(4번, 9번출구), 시내버스 7, 11-1, 13-4, 720-2, 730번 승차 → 아주대학교

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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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센트병원 → 동수원사거리 → 아주대삼거리 → 아주대학교(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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