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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2015)
단위 : 억 달러, TIV, %, 개

글 : 장원준 (wjjang47@kiet.re.kr)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첨단기술을

정된다.1)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은 국방비 지출

집약시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세계 9위, 생산 10위, 수출 10위, 국방과학기술수

개발,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역사적으로, 선

준 9위, 100대 기업수 4위(7개) 등을 기록하여 글

진국들은 첨단 전투기, 잠수함 등 전쟁에서의 승리

로벌 방위산업 ‘세계 10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

를 보장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와 이를 구현하기

고 있다.

위한 스텔스(stealth), 레이다(radar), 소나(sonar)

이러한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

등 핵심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고, 기술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들과 높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시급한 국가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

과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

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각년호; SIPRI, “SIPRI YEAR BOOK”, 각년호;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16), “18th Annual Reports on
arms exports”.; “Russia&India report”(2015).; 국방기술품질원(2015),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등을 기초로 KIET 재작성 .
주: 1) *100대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방산생산액 기준
2) **SIPRI TIV 기준으로 최근 5년(2011~2015)간 누계 순위, ( )는 국가별 통관기준 수출액을 의미. TIV는 Trend Indicator Value의 약어로 무기거래량을 의미.

그림 2 :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2013 vs 2017)
단위: %

대 도래에 따라 드론,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방위산업 기술경쟁력 현황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등과의 융·
복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전체 경쟁력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가격·기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

품질 경쟁력2)은 선진국(=100) 대비 85%, 87%,

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

90% 수준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업 및 정부 경쟁

다. 2016년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수출, 고용은

력은 8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

각각 16.4조 원, 2.2조 원, 3.7만 명 수준으로 추

다. 이는 2013년 대비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이

1) 산업연구원(2017.11.),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실태조사」.
2) 제품경쟁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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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IET(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KIET(2017.10.),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주: 2013년은 유효응답수 180개 기준, 2017년은 유효응답수 245개 기준.

2~3%p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기술경쟁력은 선진

경쟁력은 여전히 선진국(=100)과 10~20%p 격차

국의 8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5년 전 대비 2%p

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증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격차의 주요요

전반적으로 5년 전과 대비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인은 방산물자지정 100여 개 업체 위주의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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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시장구조 지속, 방산원가 제도 장기화에 따른

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야 무기체계로 분

원가절감과 기술혁신 유인 부족, 기술소유권의 정

기간 잠수함, 천궁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다음으로 화력, 방호, 감시정찰 분야 순이다.

류되어 소요관련 조직, 예산, 인력, 시스템 등 전반

부 소유등에 따른 기업 자체 R&D 투자 저조, 정부

성공과 함께 보라매(KFX), 소형무장헬기(LAH/

반면, 항공·무인기 분야와 사이버 무기체계 분

적으로 미흡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향후

예산 위주의 국방 R&D 투자구조, 방산기업의 글

LCH),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 등 지속적

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공

무기체계 분류에 따른 합참 소요제기 담당 인력 충

로벌 마케팅 및 브랜드 역량 저조, 선진국 대비 정

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

분야의 경우, 보라매(KFX), 소형무장헬기(LAH/

원과 중장기 소요로드맵 작성, 무기체계에 걸맞은

부의 수출지원제도 미흡 등으로 분석된다.

다. 반면, 인증 기술은 같은 기간 각각 4%p 증가에

LCH) 등 대형 무기체계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

방위력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등을 배가해야 할 것

그쳐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선진국과

하고 선진국 대비 레이더, 항공전자, 피아식별장비

으로 보인다.

의 기술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IFF) 등 핵심기술력 저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

(2) 세부기술별 경쟁력
세부 기술별 경쟁력을 평가해 보면, 2017년 기
준 생산기술이 선진국 대비 거의 90% 수준에 도달

인다. 무인기의 경우, 최근 사단급 무인기 전력화

(3) 무기체계별 경쟁력

(4) 핵심기술별 경쟁력3)

가 이루어지고 소형 무인기 개발이 활발하나, 미

국내 주요 방산제품 내 포함되는 핵심기술에 대

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한 경쟁력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매우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준 국내 12개 주요 방산제품에 포함된 46개 핵

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무기체계별로는 8대 무기체계 중 함정의 경쟁력

방위산업이 몇몇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체계종합

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품질경쟁

(system integration) 위주의 무기체계를 개발/생

력이 선진국의 93.1%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격, 기

사이버 분야는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이 선진국

심기술 경쟁력 분석 결과, 세계 최고수준(=100)

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술경쟁력도 85.5%, 88.5% 수준을 나타내었다. 최

대비 84.2%, 82.2%, 83.0%으로 전반적으로 저조

의 71.0로 집계되었다. 선진국 대비 60% 이하가

한편, 설계/개발, 시험평가 및 인증 기술은 선진국

근 잠수함, 수상함 등 완제품 수출이 계속되고 있

의 85~8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으며, 중남미, 동남아 등 중·후발국과 함께 북유

2011년과 비교시 설계/개발 기술이 7%p 증가

그림 4 : 무기체계별 경쟁력 현황(2017)
단위: %

럽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군수지원함 등 수출계약

그림 3 : 방위산업의 세부기술별 경쟁력 현황(2011 vs 2017)
단위: %

자료: KIET(2017.10.),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주: 유효응답수 246개 기준이며, 무기체계별로 상이.

자료: KIET(2016), 「국방 R&D 실태조사」.; KIET(2017.10.),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주: 유효응답수는 2011년 187개, 2017년은 259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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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2017.3),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를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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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우리나라 주요 방산제품내 핵심기술의 경쟁력 현황(2016)

세계최고수준(=100)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

구분

60 이하

전투기/
훈련기
(7)
항공
(19)

헬기
(5)

무인기
(7)
수상함(4)

•AESA레이더

60~70

•추진
•피아식별장비
•자이로스코프

지상
(5)

-

-

•추진

-

-

-

•C4I
•추진

•C4I
•무장
•소나

•어뢰

•소재
•방호

•추진
-

•항법추적(EOTS)

복합소총
(1)

-

-

-

•사격통제

장거리
(7)

-

12종

5

18

•임무장비 연동
•체계종합
•탐색기
•임무장비 연동
•체계종합
12

•탐색기
•추진
•탄두신관
•추진제

(1)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의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향후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

준(ADD=100) 대비 방산업체의 기술력은 93.7으

행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근본

로 나타나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저조

적으로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 소요기

분야는 장거리 유도무기 분야 항법장치 77.5, 체계

획-개발-양산/전력화-운용유지에 이르는 전 주

종합 80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최근 수리온, K-9 자주포 등에서 발생한 크고

2017년 기준 선진국(=100)의 87% 수준으로 평가

-

•항법장치
•피아식별(IFF)

발전 전략

80% 이하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준 국내 최고수

종합해 보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은

-

-

C4I, 추진장비, 항법추적장비(EOTS), 사격통제

(5) 경쟁력 종합
•무장
•소나

대공포(1)

중단거리
(6)

진국 대비 60~70% 수준이 항공전자, 엔진, 적

•데이터링크

-

•항법장치
•피아식별(IFF)

경쟁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비, 유도무기 추진장비, 탐색기 등도 선진국의

-

자료: KIET(2017.3.),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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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
장갑차(3)

유도
(13)

계
(46)

-

•센서
•GPS
•체계통합

-

장비, 자이로스코프 5개 분야로 조사되었다. 선

상 및 유도 분야 주요 무기체계 내 핵심기술들인

•항공전자
•엔진
•비행통제
•구동

•무장

80 이상

의 방산분야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외선 추적장비(IRST) 등 18개 분야이며 함정, 지

•항공전자
•엔진
•무장
•적외선 추적(IRST)
•전자전 재머
•체계통합

함정
(9)
잠수함(5)

70~80

AESA 레이다. 헬기 무장, 무인기추진, 피아식별

작은 결함에 대해서도 전 주기에 걸쳐 성능개선·
개량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제도, 예산 반영방식등
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된다. 세부기술별로는 생산기술이 90%로 가장 높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

게 나타났으며, 함정 분야가 가장 높은 반면, 항

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단계로부터 작전요구성능

공·무인 및 사이버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ROC)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보완하

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주요 무기체계 내 핵심기

고 있다. 이스라엘이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3~5

술 경쟁력이 크게 저조하다는 점이다. 전투기 내

년 제품 사용실적을 검토, 이에 대한 성능개량 여

AESA 레이다, 항공전자, 엔진 등이 대표적이며,

부를 결정4)하고 있다. 미국은 양산단계에 개발비용

헬기, 무인기, 함정 및 지상 주요 방산완제품 내 핵

(NRE)을 포함시켜 양산 이후 무기체계의 지속적

심부품은 선진국 대비 71%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다. 아울러 최근 미 국방성에서의 ‘중간제대 획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진화적 개발방식’으로의

(middle tier acquisition)’방식5) 혁신은 초기단계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국방 핵심기술 저조분

ROC가 설정되면 수년이 지나 신기술·신공법이

야에 대한 R&D 투자 집중,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나와도 여전히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직된 연구개

11
4) KIET(2016), 주한 이스라엘 무관 인터뷰.
5) 본 내용의 핵심은 기존 무기체계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전력화-운영유지 단계’에 민간첨단기술들의 식별(identification), 시연
(Demonstration), 시험평가(T&E) 등을 통해 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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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 방위산업 기술경쟁력 현황과 발전전략

그림 5 : 무인수상정 시범운용사업 운용개념도
단위: %

과 분리하여 체계개발사업 수준의 ‘핵심구성품·기

‘로봇 분야 시범운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

술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

인수상정’ 등의 군 소요창출/운용개념 발전 및 실

후 자주국방력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 레이더, 항

용화에 기여하고 있다.

법장비(EOTS), 피아식별장비(IFF) 등의 핵심구성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기술 시범

품·부품에 대해 정부(ADD) 주도의 집중 투자와

운용사업(가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체계개발사업’ 수준의 중장기적 개발 노력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군용항공기 실시간 정

강화해야할 것이다.

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전장공간 훈련체계 및 의사결정지원체계 등이 가

(3)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

자료: 방위사업청 제공자료, 2017.

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 연구 개발

중 안보전략 우선순위 및 글로벌 비교우위를 고려

시스템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품·기술 여부를 식

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간산업이며 민간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국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하

방 R&D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는 국가기술개발의 원천산업이다. 국내 방위산업

AI, 무인기, 로봇, 사이버 등 신기술의 국방분야

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 국내 수준 및 이에

적용 확대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내 ‘4차 산업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

혁명기술 시범운용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

다. 현재 방사청을 중심으로 민군적용기술사업인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별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을

(2) 국방 핵심기술 저조분야에 대한 R&D 투자
집중6)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후 패망

지난 수십년간 수십조원의 정부 국방 연구개발 투

기적이고 일관된 국산화 전략 추진에 매진한 결과,

자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산제품 내 핵심기술의 경

F-35 전투기, 이지스(Aegis) 체계 등 최첨단 분야

쟁력이 선진국 대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

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가된다. 전차 등 기동·화력 분야는 100%이며, 항

에도 불구하고 국방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장

향후 선진국 수준의 국방핵심기술 경쟁력을 확

공의 수송기·초계기 엔진, 함정·잠수함의 소나,

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방산완제품 내 수입에

유도무기 센서류 등은 9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한

의존하는 ‘핵심부품·기술’ 분야들을 중심으로 국

것으로 파악된다.7) 둘째, 현행 단위 무기체계 개발

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

사업 내 한정된 핵심부품·기술 개발방식보다는

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핵심기술력이 저조한 분야

개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단위 개발사업

6)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2017.3),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7) KIET(2016.9.), 일본 방위장비청·전 육막장·전 방위대신 등 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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