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9716/KITS.2014.13.1.057

IT기업 에서의 국방IT융합 추진방향*

이동훈**․이상호***

Suggestions for IT Convergence on Defense in the 

IT Firmʼs Perspective*

Dong Hoon Lee**․Sangho Lee***

Abstract

논문투고일：2014년 01월 25일 논문수정완료일：2014년 03월 12일 논문게재확정일：2014년 03월 17일

*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방IT융합지원센터 결과보고서(2차년도 연차보고서)(2013. 4. 30.)의 부록 II. 국방IT융합 

이슈리포트(pp. 77-87)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부천 학교 부동산유통학과 교수

*** 선문 학교 IT경 학과 조교수, 교신 자

IT convergence technology can boost the advancement of weapon systems and efficient operation for the military 

reformation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IT firms' concern about the defense acquisition process for IT-convergent 

systems and the role of IT firms in the process with Focus Group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on executives of 

IT firms, and classified the concern to three major issues. They are the clarification of IT firms’ role in the defense 

IT-convergent eff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ol tower for defense IT convergence, and reasonable estimation 

of software development cos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cess.

Keyword：IT Convergence, Weapon System, Defense Policy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3卷 第1號
2014年 3月, pp.57-69



58 이동훈․이상호

1. 서  론

부분의 국가들은 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침략을 비하고 

쟁을 억제하기 하여 군사력을 비하지 않을 

수 없다[13]. 오늘날 우리 군은 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증 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등과 

같은 군사  에 직 인 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 정보력과 첨단기술의 보유 여

부에 따라 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과학기술의 

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

비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첨단기술이 

복합 으로 응용된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기존 무

기의 성능개량을 한 국방 연구개발비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한, 미래  양상으로 작  환경이 

정보통신  IT기술과 융합되어 체 장요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 유도 타격기술을 활용

한 정 교 이 보편화되고, 장 역이 지상/해상/

공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5차원으로 확 되

고 있다[6].

방 산업은 국제  , 분쟁, 쟁 상황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성이 있고 안정

인 무기와 국방 물자를 안정 으로 공 하거나 

개발하는 요 산업이다[4]. 컴퓨터와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과 첨단 과학기술이 국방 분야에 응용되

면서 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규모보다는 각종 무

기들이 IT와 어떻게 빨리 융합되어 지능화될 수 

있는지가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 국방IT융합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군이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략과 술을 구 하기 한 기

반이 될 수 있다.

국방개 은 IT기술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군 

조직의 능률성, 경제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하는 과

정이며[2], 이를 하여 무기에 IT를 융합시켜 첨

단지능화하고 국방경 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를 

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 보편  복지수요 증가를 한 산의 증액

이 필요하여 국방의 과학화, 첨단화를 한 국방투

자 수요에 비해 국방 산은 제한 이다. 따라서 군

의 내부 효율성을 개선하여 제한 인 국방 산을 

효율 으로 활용해야 할 시 이며[12], 이를 한 

하나의 방안은 국방IT융합이 될 수 있다.

국방획득체계는 국가안보 에 처하기 해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시스템, 정보시스템, 기타 장

비를 한 확보하는 로세스이다. 국방IT융합 시

스템의 획득에서 획득의 주체는 국방부나 방 사

업청이고, 공 자는 방 산업체나 IT기업과 같은 

기업들이다. IT가 융합된 시스템의 효과 인 획득

을 해서는 방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방IT융합

의 요소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IT기업들이 국방획

득에 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인식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IT기업들이 국방IT융합 사업의 참

여를 주 하게 만드는 제약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방IT융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목 은 IT기업 입장에서 바라

본 국방IT융합에서의 IT기업의 역할과 IT융합된 

시스템의 획득에 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이슈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러한 이슈들의 해결은 국방IT융합 사업들의 성공

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 집단 

면 법(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하여 

련 이슈들을 범주화하 고, 범주화된 이슈들에 

하여 심층면 법(in-depth interview)을 이용하

여 상세한 내용 분석  해결방안을 도출하 다.

2. 국방정보화와 국방IT융합

2.1 국방정보화의 개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국방정보자원 리에 

한 법률(법률 제11688호)[3] 제2조에 따르면, “국방

정보”는 국방을 하여 (光) 는 자  방식으

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상 등으

로 표 한 모든 종류의 자료 는 지식이다. “국방

정보화”는 국방정보를 생산․유통 는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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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

모하는 것이다. 국방정보화의 목 은 한반도 체

에서 실시간 는 근실시간으로 국방 의사결정자의 

정보 요구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휘통제, 효과 심 정 타격, 그리고 쟁

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기 한 인사, 군수, 동원 등 통

합지원체계의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방정보시스템”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

장․검색․송신․수신  그 활용과 련되는 기

기와 소 트웨어의 조직화된 시스템이다[3, 19]. 그

리고 각  부 별 지휘 , 참모, 투원들과 각종 

센서, 무기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

되어 운용되는 규모․고난도의 복합시스템(sys-

tem of systems)이다. 즉, 장에 산재되어 있는 

감시․타격시스템 등의 투요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장에서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시

에 군사력을 이용함으로써 정보우 와 투력 상

승효과를 주는 네트워크 심의 작  개념을 구

하기 한 필수 인 시스템이다[6].

재 우리 군에서 국방정보화는 크게 세 가지 방

향으로 추진되고 있다[7]. 첫째, 정보시스템을 기반

으로 하는 장 리와 국방경  신이다. 실시간 

는 근실시간으로 감시정찰－지휘통제－정 타격

을 구 하는 장 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

방자원을 가시화하여 경 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리 정보시스템을 발 시킨다. 둘째, 유비쿼

터스 정보통신 인 라를 구축한다. 유⋅무선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컴퓨 과 사용 목 별로 최 화된 단말기 

환경을 구축하고,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

신 운 환경을 구축한다. 셋째, 국방정보화 추진체

계를 선진화한다. 국방정보화 추진을 한 법과 제

도를 지속 으로 발 시키고, 국방정보화 거버 스

를 선진화한다. 국방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국방에 필

요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업무 차를 개선하여, 첨단 IT가 시에 국방 분야

에 용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지속 으로 발 시

키는 방향이다.

2.2 IT융합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은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bio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과학

기술(ST, science technology)과 같은 신기술과 신

기술이 결합되거나 신기술과 기존 산업/학문의 상승

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이다[1]. 이 

기술은 단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종류

의 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기술들이 다양한 형

태로 발 하면서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이나 신제

품/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 역

으로 인식되고 있다.

융합기술은 활용목 에 따라 원천기술창조형, 신

산업창출형, 산업고도화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그

림 1] 참조). 원천기술창조형 융합기술은 서로 다

른 종류의 신기술들이 결합하여 는 신기술과 학

문이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거나 융합기

술을 진하는 형태의 기술이다. 교육과학기술부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 인 미래유망융합

기술 이오니어사업이나 신기술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신산업창출형 융합기술은 경

제/사회/문화  수요에 따라 신산업이나 신서비스 

구 을 해 다른 종류의 신기술과 제품이나 서비

스가 결합되는 형태로서, 지식경제부( , 미래창조

과학부)의 휴머노이드 로 , 지식경제부와 보건복

지가족부( , 보건복지부)의 u-실버융합, 문화체육

부의 차세  융합형 콘텐츠 등이다. 마지막으

로 산업고도화형 융합기술은 신기술과 기존의 

통 인 산업이 결합하여 재의 시장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산업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도움

을 주는 기술들로서, 지식경제부의 미래형 자동차,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의 유비쿼터스-시티, 지

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원격 로 수술을 

한 상유도 시스템 기술,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진

단검사용 지능형 로  기술 등이 포함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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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등[1], p. 9.

[그림 1] 활용목 별 융합기술의 유형

기술 분야를 이용하여 융합기술을 분류하면, ① 

NT기반 융합기술(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

서 조작/분석/제어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소재/소

자/시스템을 창출하는 기술), ② BT기반 융합기술

(생명공학과 다른 기술의 융합), ③ IT기반 융합

기술(IT를 기반으로 이종 기술간 융합을 수행하여 

지능형 로 , 나노반도체, 바이오칩, 학센서, 음

상 디스 이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 

④ CT 융합기술(문화와 이공학  기술을 융합하

여 가치 있는 콘텐츠를 산출), ⑤ ET 융합기술(에

지/환경기술과 다른 기술과 융합)로 나뉜다[1].

IT 분야에서의 융합은 일반 으로 방송과 통신

의 융합, 디지털 융합과 같이 주로 IT 역 내에

서 제한 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인식

에도 근본 인 변화가 확산되어 IT기반 융합으로 

변화되고 있다. IT가 사회 반으로 활용 역이 

확 되고 기존의 통 인 산업들과 결합되면서 

경제․사회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개

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2.3 국방IT융합

2.3.1 국방IT융합의 개념

정부는 IT융합을 통하여 5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의료, 건설, 국방)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1]. 국방 분야에서 IT의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고, 국방IT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1) 국방IT융합은 

① 무기시스템의 부품/모듈 형태로 IT의 내재화, 

② 력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나 비무기시스템

( 력지원체계)의 서비스를 IT가 신이나 개선시

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8].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기시스템의 첨단화  

네트워크 연결에 따라 국방IT융합 기술은 정부와 

방 산업체를 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IT의 국방 활용뿐만 아니라 반 로 국방IT융합 기

술이 민간 분야에 응용되기도 한다. 원격감시, 감

시정찰시스템과 같은 국방 분야의 IT융합기술은 

민간 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 국, 독일, 노르웨이 등과 같은 주요 선진

국들은 군 력을 증강시키기 하여 IT를 범

하고 하게 응용하고 있다. 미국 공군은 업

무 기능의 효과성 증가와 투기 운  지원 제공

을 하여 사  자원 리(ERP : Enterprise Re-

source Planning)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16]. 

동국가를 정찰하는 무인기는 성통신기술을 이용

하여 동국가가 아닌 미국 본토의 공군기지에서 

조종된다[13]. 무인기의 조종사들은 디스 이 장

치, 컴퓨터, 조종 장비들이 있는 실내에서 자신의 

희생에 한 두려움 없이 자오락을 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수 에서의 데이터통신 

때문에 정보 수집이나 달에 어려움을 겪는 잠수

함을 한 수  데이터 통신망이 개발 이다[14]. 

무선기지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에 고정형 

통신노드 설치, 물속을 떠다니는 이동형 노드 설치, 

무인 수  항해체, 이 이용 통신기술 등을 이용

하여 고속 데이터 통신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재 미군은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상용 모바일 

장비), 모바일 앱스토어 등을 군의 일상 업무기능

에 활용하기 시작하 고, 스마트폰에 비  인터넷

1) 국방부는 IT를 국방 분야에 이미 극 으로 활용하

고 있기에 다른 정부 부처의 국방IT융합 노력에 극

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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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시스템 유형

세부 기술

정보감시
정찰
시스템

성항법기술, EO(Electro-Optical)/IR
(Infrared)/SAR(Synthetic Aperture Radar) 
상정보센서 융합기술, 실시간 상처리 
 정보융합처리기술, 수  표 탐지  인

식기술, 음향/비음향센서 융합기술, 통합
자 체계 운용기술, 생체모방기술, 무인자
율제어기술, 정보융합처리 기술, 능동 상
배열안테나 설계/제작/시험기술

지휘
통제체계
시스템

술 데이터링크 체계기술, 술용 유무선
통합보안기술, 상호운용성 기술, 네트워크
통합기술, 실시간 장 환경 모니터링 기술, 
소부 용 무선망기술, CR(Cognitive Radio) 
기술, SDR(Software Defined Radio) 기술, 
통신용 부품기술, 지능형 상황분석  평가
기술, 역 용량 데이터 송수신기술, 3차
원 치인식 신호처리부 설계기술

정 타격
시스템

타격효과분석 기술, 3차원 장상황 구축/통
제기술, 다  표 처리 기술, 소형 성항
법기술, 타격 감지 음향센서 처리기술, 무
선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기술, 유도
조종/탐지식별 기술, 발사제어 열 상장비 
기술, 고출력 자  기술

장 모델링/
시뮬 이션
시스템

3D기반 모델링  시뮬 이션(M&S)기술, 
증강 실 기반 가상훈련참여기술, 무기시스
템 시뮬 이터기술, 훈련지원 장비기술, 객
체지향/에이 트기반 시뮬 이션 기술, 실
시간 연동 기술

<표 1> IT-국방기술 분류

출처 : 정교일과 정명애[13], p. 101, <표 2>.

화(S/VoIP : SECRET/Voice over Internet Pro-

tocol) 능력을 포함시켜 음성통신이나 데이터통신

을 이용하고 있다[18]. 선진국들은 국방 부문의 비

용 감과 효과성 증 를 하여 IT를 극 으로 

이용하고 있다.

2.3.2 국방과학기술과 IT

국방과학기술은 민간분야에 비하여 범 하고 

활용의 특수성으로 민간분야의 기술과 1  1의 

응 계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주로 기술의 활용

분야인 무기시스템을 기 으로 정리되고 있다[6]. 

무기시스템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

공, 화력, 방호, 기타의 8  분야로 구성된다. 무기

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은 센서, 정

보통신, 제어/ 자, 탄약/에 지, 추진, 화생방, 소

재, 랫폼/구조의 8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이

러한 기술들 에서 IT와 연 성이 높은 기술은 

센서, 정보통신, 제어/ 자 분야의 기술이다[13].

센서기술은 표 을 탐지/추 하고 표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기능을 한 기술이다. 주로 반도체

소자, 신호처리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

술은 네트워크, 데이터통신, 지능형 컴퓨터, 정보처

리를 한 소 트웨어, 정보보호 등의 기술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시스템에서 지능형 처리를 

한 각종 로그램 등 모든 IT기술이 용될 수 

있다. 제어/ 자기술은 항공기, 유도무기 등에 요구

되는 자세 제어 기술이다. 각종 소자(특히, 마이크

로 자기계시스템(MEMS : Micro-Electro-Mecha-

nical Systems) 기술이 해당된다.

정교일과 정명애[13]는 국방IT융합을 한 국방

기술로서 <표 1>과 같은 세부기술을 제시하 다. 

많은 IT 련 기술들이 무기시스템에 이용되고 있

어, IT가 무기시스템에 응용되는 수 이 아니라 

무기시스템의 핵심역량에 향을 주는 수 인 IT

융합 수 임을 알 수 있다.

2.3.3 국방IT융합 추진실

2010년에는 국방 분야의 IT융합 노력이 IT융합 

포럼의 형태로 나타났다. <표 2>는 IT융합 포럼

의 국방IT융합 분과의 2010년 추진실 이다.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한 투훈련 시뮬 이터,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한 장비정비체계, 모바일 센서네트

워크 기반의 투병력 상태  치추  시스템 등

의 국방IT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 다. 

명확한 조직이 없이 포럼의 분과형태로 추진되

던 국방IT융합의 노력을 조직 으로 추진하기 

하여 지식경제부는 2011년 6월에 국방 분야의 IT

융합을 한 거 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국방IT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하 다. 국방IT융합지원

센터의 월간회의에는 국방부, 방 사업청, 련 연

구기   단체, 방 산업체, IT기업, 학교 등으

로부터의 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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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실

IT융합 
력과제

∙아바타  3차원 가상 실(VR : 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투훈련 시뮬 이터

∙지능형 증강 실(AR :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장비정비체계 개발

∙모바일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투병력 상태  치 자동추  시스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군수 민수용 의료 
실시간 리시스템

∙민․ ․군 공통 활용 가능한 공통작  
상황도 개발

∙비행  가상 조종사 훈련 시스템(airborne 
virtual　training system)

∙ 투작  지원 애드혹(ad-hoc) 술 
미디어 데이터링크기술 개발

기획과제 ∙ICT-융합 실험부  구축

정책/제도　
개선방안

∙IT 련 국방핵심기술 소요제기 과제의 
조기 력화 방안

∙국방 소 트웨어 방산물자 지정방안

<표 2> 국방－IT융합 분과의 추진실 (2010년)

출처 : 유천수와 심승배[9], p. 6, <표 4>.

유형 비즈니스 모델 목

장
리 

(군사
정보)

병사 치추 기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작  수행할 때 병사 치
추 기를 이용한 정 치
정보 보고

국방
리

무기시스템 
소 트웨어 업 

 품질 리 
시스템

무기시스템 소 트웨어 개
발에 필요한 업  품질
리

무기시스템 
신뢰성 향상을 

한 신뢰성 
통합 리 시스템

소 트웨어 기법과 신뢰성 
통합 리시스템을 통해 무기
시스템 소 트웨어의 신뢰
성과 안정성 보장

스마트 국방을 
한 국방 

앱스토어 구축

국방정보시스템  이동성이 
요구되는 기능에 하여 모바
일 애 리 이션 개발을 지원
하기 한 앱스토어 구축

수리부속 
재고 리  
운 효율화를 

한 시스템

수리모델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리부속 재고 리 
 조달에 한 의사결정을 

지원

력
건설

무인 원격통제 
차

기존 차 는 신형 차를 
한 무인 원격통제 모듈을 

개발하여 무인무기시스템이 
필요한 임무 지원

<표 3> 국방IT융합 비즈니스 모델(2011년)

출처 : 심승배 등[8], p. 22, <표 4>.

그룹에서 만든 국방IT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

하고, 자신들의 업무나 기술을 소개하여 새로운 

국방IT융합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비즈

니스 모델을 독자 으로 는 지원센터 참여자들

과 력하여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에서 2011년에 개발한 국방IT융합 비즈니스 모델

은 <표 3>과 같다. 

2012년에도 지원센터를 심으로 국방IT융합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모

델링  시뮬 이션기반의 무기시스템 내장형 소

트웨어 개발환경 구축을 한 미들웨어 개발, 

군의 열 상 이더에 노출이 최소화되는 스텔

스 차, 국방IT 테마 크 등이 주요 모델이다.

3. IT기업 에서의 국방IT융합

3.1 연구방법

표 집단 면 법은 연구 상의 표가 될 수 있

는 소수(  : 6～12명)의 응답자와 집 이고 연

된 화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생각과 의사 표 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조사 방법이다

[11]. 이 방법은 목표 표본 응답자들을 선발하여 동

일 장소에서 재자(moderator)나 퍼실리테이터(fa-

cilitator)의 주도로 조사 목 에 한 토론을 진행

하면서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한다. 이 방법은 다음

과 같은 장 을 갖고 있다[17] : ① 응답자들을 개

인별로 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시간을 약할 수 있다; ② 

응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환경에서 태도나 견해의 

역동 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단체로 진행되

는 면 방식이기에 응답자들이 집단의식과 응집력

에 의해 지지됨을 느낄 수 있어 자연스러운 분 기

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표 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 집단 면 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다음과 같은 부분[5]에 특히 유념하 다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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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발언에 무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

다; ② 의견의 쏠림 상을 방지하기 해 응답자

의 발언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한 개의 특정 주제에 하여 

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 다; ④ 최

한 많은 의견을 얻기 해 주제에 한 논쟁은 배

제하며 상 방을 비 하지 않도록 면  에 미리 

안내하 다.

심층면 법은 요구사항 평가, 로그램 정제, 이

슈 식별, 략  계획 등 다양한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성  자료수집 기법이다. 일반 으로 응

답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기 해 응답자의 

생각과 의견을 그들의 말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찰하여 보다 깊게 이해하려는 연구방법

이다. 심층면 법은 서베이와 달리 상 으로 소

수의 응답자로부터 상당히 깊은 정도의 정보와 

련된 질문들을 이용하는 상황에 합하다. 이 방법

은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반구조화된 형식

으로 진행되며, 이해와 해석을 추구하고, 응답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연구에서 사용된 심층면 은 일

반 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를 통해 수행되었

다[15].

(1) 주제 만들기 : 면 의 목 을 명확하게 한다. 

면 을 시작하기 에 조사할 항목의 개념을 

정의한다.

(2) 디자인 : 면  로세스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

를 도출할 방법을 설계한다. 그리고 면  가이

드를 비한다.

(3) 면  : 면  가이드와 지식을 기반으로 면 을 

실시한다. 소개, 연구목  설명, 응답자를 편하

게 하기, 질문하기 등을 수행한다.

(4) 옮겨 쓰기 : 녹음기를 이용하 다면, 면 의 

내용을 최 한 빠짐없이 옮겨 는다.

(5) 분석 : 작성된 면  결과를 분석한다.

(6) 확인 : 면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

한다.

(7) 보고 :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다.

표 집단 면 과 심층면 은 국방IT융합 지원

센터의 월간회의에 참여하는 기업들  6개 IT기

업의 임원을 상으로 2013년에 진행되었다. 피면

자의 직 은 표이사, 상무이사, 기술이사, 연

구소장 등이었다. 컨설  경험이 많은 연구원 1인

이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표 집단 면 을 주도하

며 이들로부터 련 이슈들을 도출하고 범주화하

다. 그리고 범주화된 이슈들을 상세히 분석하기 

하여 개인별로 심층면 을 수행하 다. 면 의 

모든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받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3.2 IT기업 에서의 국방IT융합의 이슈

국방IT융합의 추진방향과 련된 주요 이슈들

은 국방IT융합에서의 IT기업의 역할 정립, 국방

IT융합 컨트롤타워의 설립, 소 트웨어 개발노력

의 정한 평가의 3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2)

3.2.1 첫 번째 이슈 : 국방IT융합에서의 IT기업

의 역할 정립

국방IT융합에서 IT기업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

아 무기시스템 획득 로세스로 진행되는 국방IT

융합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다.

(1) 진입장벽

IT기업 입장에서 국방IT융합 사업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IT기술을 무기시스템에 융합

하여 지능화된 첨단 무기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방력

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그 지만, IT기업은 무기시

스템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무기시스템과 IT의 

융합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런 아이디어를 구에게 

이야기하고 어떤 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존의 방 산업체와의 교류도 쉽지 

2) 소수 의견으로 국방IT융합 사업 산의 극 인 확 , 

무기시스템 연구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기술변화에 의한 안의 극 인 고려 등이 제시되

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기술의 효과성이 요한 요소

이지만, 기술의 안정성도 매우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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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이다. 정부나 방 산업체에 국방IT융합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방 산업체는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방 산업체의 기존 생태계에서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마치 벤처기업에서 자본 조

달을 하여 벤처캐피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벤처

캐피탈로부터의 자본 유치보다는 벤처 생태계에 의

해 사업 아이디어만을 도용당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와 유사하다. 물론 정부나 방 산업체는 검증되지 

않은 IT기업보다는 검증된 생태계를 활용하는 것

이 훨씬 신뢰 이고 안정 이라고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무기획득사업에 참여하기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해서는 IT기업이 국방IT융합 

사업에 쉽게 근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조율하

고 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 

down)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

안이 필요하다[8, 9].3) 미국 국방부의 경우, 국방획

득에 련된 부분의 로세스가 표 화/문서화

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투명하게 개방되어 있어 

국방획득을 해 IT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2)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기업 계열의 소수 IT기업을 제외하고는 부

분의 IT기업은 소기업이다. 무기시스템 획득 사

업에 참여하기 해서는 무기시스템 획득 로세

스의 특성상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

문에[9], IT기업들이 국방IT융합 연구개발 사업에 

지속 으로 투자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 이

러한 상황에서 IT기업들을 국방IT융합 사업에 무

조건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산으로 이끄는 원인의 제공이 될 수 있

다. 국방IT융합 사업에 참여하는 IT기업의 경우 

3) 그러나 기업의 경쟁 략으로 만든 진입장벽이기에 방

산업체 스스로 진입장벽을 낮추기는 어렵다. 규제

이론의 에서 보면, 정부도 진입장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다[9]. 그러나 국방IT융합의 진정한 성과를 원

하는 정부의 시각이 변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일정한 연구개발 기간에 안정 으로 연구개발에 집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개발비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3.2.2 두 번째 이슈 : 국방IT융합 컨트롤타워의 

설립

IT기업들이 국방IT융합 사업에 쉽게 근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조율하고 구 할 수 있도록 돕

는 국방IT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방IT융

합 연구개발 모델로 정부주도형과 기업주도형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주도형 모델

은 정부( 를 들면, 국방부나 방 사업청)가 주체

가 되어 소기업들을 이끌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고, 기업주도형 모델은 주요 방 산업체

가 구심 이 되어 련 IT기업들과 함께 국방IT

융합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기업주도형 모

델에는 소IT기업들이 주요 방 산업체의 하청

업체로 락하여 새로운 IT기술을 받아들이고 응

용하는데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재의 주요 방 산업체는 국방IT융합 무기시스템

보다는 기존의 무기시스템 생산에 의하여 성장해

왔다. 방 산업체의 고  임원들은 IT보다는 재료

나 기계와 같은 하드웨어 인 분야에서 주요 역할

을 하 기에 IT의 이해가 부족하여 국방IT융합에 

소극 일 수 있다.

(1) 컨트롤타워의 주요 기능 1 : 무기시스템과 

IT기술 업 커뮤니티 운

IT기업의 IT기술과 방 산업체의 무기시스템 

기술을 융합하여 그 에서 기술 자료와 기업에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업 커뮤니티를 운

한다.4) 이를 해서는 무기시스템 정보를 지속

으로 리하고 갱신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한 IT와 련된 기술은 신속하게 변화하고 진화

하므로 이머징 IT에 한 기술의 분류체계( , [그

4) 2013년 재 국방IT융합지원센터(한국국방연구원)는 

커뮤니티 운 뿐만 아니라 국방IT융합 교육과 세미

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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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방IT융합 업모델

림 2]) 개발과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원회를 구성하여 정기 으로 갱신하도록 한다. 

련 자료들을 생성하고 가공하는 것은 업으로 이

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작업에의 참여에 하여 

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컨트롤타워의 주요 기능 2 : 국방IT융합 교

육과 세미나의 확

IT기업들은 국방IT융합을 한 노력을 어디에

서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들의 참여 기회를 높

이기 해, 국방IT융합 교육을 정기 으로 진행하

고, IT기업과 방 산업체와의 교류를 해 정기

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방IT융합 기술의 발 을 

선도할 수 있다. IT기업이 국방IT융합을 한 아

이디어를 세미나에 참석한 방 산업체 계자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아이디어를 제안한 IT

기업이 아이디어의 실 을 한 임자가 아니라

면, 정당한 경쟁과 평가를 통하여 다른 IT기업이 

그 아이디어의 실 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은 제한 인 경쟁 환경의 

방 산업과 달리 IT산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쟁이 치열하기에 산업의 효율성

이 상 으로 높다.

(3) 컨트롤타워의 주요 기능 3 : 엔젤투자

국방IT융합 컨트롤타워는 국방IT융합 시스템 

개발을 해 유망한 IT기술을 가진 IT기업  인

력을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엔

젤투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 력

은 부족하더라도 IT기술력은 우수한 기업을 육성

하여 국방 무기시스템 발 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 방 사업청은 소 방

산업체에 자 이나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하

여 우수기술을 가진 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진

행하고 있다[6]. 국방IT융합 사업을 하여 우수

한 IT기업들을 방 산업체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

의 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엔젤투자를 해서

는 국방IT융합 사업을 한 충분한 산 확보가 

필수 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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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세 번째 이슈 : 소 트웨어 개발노력의 

정한 평가

소IT기업들은 국방 분야를 포함한 공공부문

의 소 트웨어획득 로세스에서 소 트웨어 분리

발주 확 , 유지보수 비용 실화, 정한 가 산

정 등을 바라고 있다.

(1) 소 트웨어 분리발주 확

일 발주 환경에서 소IT기업의 소원은 하 공

자가 아니라 공 자 을 것이다. 획득 로세스

에서 고객인 획득자가 기침을 하면, 공 자는 감기

에 걸리고 하 공 자인 소IT기업들은 폐렴으로 

쓰러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 트웨어 분리발주

가 정착되면 획득자는 기업이 이름을 이용하여 

얻던 간 마진을 인 경제 인 서비스를 받게 

되고, 소IT기업은 한 보상으로 좋은 인재와 

함께 우수한 소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그 지만 소IT기업은 분리발주를 통

해 공공 소 트웨어사업에서 주계약자로서의 이익 

극 화의 기회 확보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품

의 표 화  상호운용성 확보, 참여 사업의 성공

을 해 통합사업자와의 극 인 력 등으로 

소IT기업에 한 불신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유지보수 비용 실화

SAP, 오라클(Oracle)과 같은 로벌 소 트웨

어기업은 례 으로 약 20%의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한다. 수요자인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공공기

 획득자는 로벌 소 트웨어기업들과 계약할 

때는 이를 당연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획득자가 국내 IT기업과 계약할 때는 다르

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로벌기업의 소 트웨

어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국산 소 트웨어는 제품보다는 단순한 용역사업으

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서는 소 트웨어의 품질 인증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로 용역의 하자 보수가 아닌 제품의 정당한 

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

요하다[10].5)

개발 기 단계에서 사용자의 참여 부족, 요구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국내의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특성상, 정보시스

템은 개발 이후 설치와 함께 유지보수가 시작되어 

안정화되어야 본격 으로 사용된다.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비하여 유지보수 사업의 수익률이 낮

아, 정보시스템을 주 하여 개발했던 규모 시스

템통합(SI : Systems Integration) 업체보다는 시

스템 개발과 련이 은 소IT기업이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10]. 유지보수 사업

을 수주한 소IT기업은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구

된 소 트웨어, 련 문서들을 이해하는 데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하게 되어, 사용자의 유지보수 

요구에 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 소IT기업의 재무 여건이 열악하여 계약기간 

에 도산하거나 핵심인력의 잦은 변동으로 고객

이 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 트웨어의 역할이 가 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

방IT융합 시스템 개발사업에 우수한 IT기업의 참

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소 트웨어 유지보수 비

용이 실화될 필요가 있다.

(3) 제품 양산시의 정한 가 산정

국방IT융합 시스템의 시제품 생산에 참여할 때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량 생산할 때에도 

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 주요 방 산업체들은 

시제품을 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투입한다. 심

지어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없어도 방 산

5) 방 사업청은 무기시스템 소 트웨어 획득역량을 강

화하여 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 노력하고 있

다. 소 트웨어 개발  운 비용 산정체계 정립, 소

트웨어 표  랫폼 개발 등을 추진하고, 무기시스템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산 우수 소

트웨어 소개회를 실시하고 있다[6]. 유지보수 비용

의 실화뿐만 아니라 제품을 량 생산할 때에도 

정한 가를 산정하려 노력 이지만, IT발 의 속도

에 익숙한 IT기업은 방 사업청의 변화 노력을 체감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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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체의 비용으로 무기시스템 생산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선행하기도 한다. 방 산업체의 의사

결정자가 무기시스템의 양산 매에 의하여 선투

자된 연구개발비가 회수될 수 있다고 단하 기

에 방 산업체의 선투자 노력이 가능하다. 재

의 체제에 따라 IT융합 무기시스템이 양산되는 

경우, 무기나 하드웨어 공 자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IT기업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인 

소 트웨어 공 자는 보상받을 길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생산비가 최  제품에서만 발생하

고 추가 생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디지털 

제품( , 소 트웨어, 음원, 인터넷 강의 등)의 특

성 때문이다[20]. IT융합 무기시스템을 양산할 

때, 하드웨어 부분의 생산을 해서는 장비나 재

료가 투입되지만 소 트웨어 부분의 생산을 해

서는 추가 비용이 없이 최  개발된 소 트웨어

를 복사하여 사용한다. 부분의 방 산업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익을 하여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특별한 애국기업이 아니듯이 부분의 

IT기업도 특별한 애국기업은 아니다. 기업은 기

본 으로 리조직이기에 과이익이 실 되거

나 기 될 때, 극 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국방IT융합 시스템을 량 생산할 때 

정한 이윤을 보상해주어야 우수한 IT기업들이 

국방IT융합 사업에 극 참여하게 되고, 정부나 

군은 우수한 국방IT융합 시스템을 획득할 수 있

게 된다.

4. 결  론

국방IT융합 시스템의 획득에 한 IT기업의 의

견을 얻기 해 본 연구는 표 집단 면 법을 이

용하여 련 이슈들을 정리하 고, 범주화된 이슈

에 해 심층면 법을 통하여 상세한 분석과 해결

방안에 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 다. IT기업

의 에서 국방획득과 련된 세 가지 이슈가 있

었다. 첫째, 국방IT융합 사업에서 IT기업들이 직

면하게 되는 문제 을 악하고 이들의 역할을 정

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방IT융합 시스템과 IT기

술의 에서 IT기업들을 바라보고, 련자에 

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방IT융합 시스템

의 획득 표 화를 주 하는 국방IT융합 컨트롤타

워의 설립이다. 마지막으로 소 트웨어 개발 노력

의 정한 평가인데, 소 트웨어 분리발주 확 , 

소 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실화, 제품 양산시의 

정한 가 산정 등이다.

국방IT융합은 제한된 국방 산환경에서 기존의 

무기시스템에 최신 IT기술을 목시켜 무기시스

템을 첨단화/지능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방력의 강

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방IT융합의 추

진방향을 IT기업 에서만 조망하 기에 단편

인 시각일 수 있고, 소수의 표본을 이용하는 표

집단 면 과 심층면 에 의한 결과이기에 연구

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방 산업체나 정부의 시각과 통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정성  연구의 제약 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수의 IT기업들을 표본으로 조

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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