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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학․연 협력의 모델을 보여준 2016 전자전 워크숍
이 길 영

공군사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그림 1] 2016 전자전 워크숍 이모저모: 공군참모차장 환영사, AOC 회장 기조연설, 주요 참석자 기념사진, 산업체 전시회(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전자전 워크숍은 2000년에 정보전자연구회가 설립된 이
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워크숍으로서, 매년 전자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 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들뿐
아니라, 전자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군에서도 많이 참여하여
군․산․학․연 협력 및 토론의 장으로서의 좋은 모델을 제

시해주는 워크숍이다. [그림 1]과 같이 올해 9월 22일 공군
회관에서 열린 2016년 전자전 워크숍은 “미래 전자전 무기
체계 발전을 통한 역비대칭전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대한

민국 공군과 함께 공동주최되었다. 규모면에서는 군 관련기
관의 243명(공군 98명, 국방부 및 국직부대 53명, 기타 92명)
을 포함한 총 43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전자전 워크숍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전자
전협회(AOC1)) 협회장과 공군 전자전과장의 기조연설, 주한
미공군 ISR2) 팀장의 강연 등으로 내실 있는 워크숍이었다.

[그림 2]의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세부적인
강연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조연설에서는 A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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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sociation of Old Crows: 1964년 미국에서 전자전 관련 장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이 협회는 전자전, 사이버전, 정보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군인, 산업기관, 연구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제 협회임. 

2)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 감시 및 정찰
3) Network Centric Warfare: 전 작전 요소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전장 가시화를 달성하고, 시스템 통합 체계를 이용하여
신속한 지휘 결심과 효과적인 타격을 실시함으로써 전력 승수 효과를 창출하는 개념의 전쟁방법

회장인 Dave Hime 박사가 방한하여 전자전 분야의 6가지
도전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고, 이어 공군본부 전자전과에
서 미래전장에서 전자전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

다. 이어서 오후에 준비된 4개의 세션은 각각 공군, AOC 한
국지회, 신호정보특화연구센터, 국방전자전특화연구센터가
주관하여 구성하였으며, 공군 세션에서는 작전적 측면에서
의 전자전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주한
미 공군의 ISR 팀장이 현대의 네트워크중심전(NCW3))에서
정보감시 및 정찰 자산을 비롯한 전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아주 유머있고 쉽게 잘 설명해 주었다. 이어진 AOC 세션
에서는 전자전과 관련된 주요 핵심기술들의 개발동향에 대

한 발표가 있었다. 전자전 재밍 등의 전자공격 하에서 최적
의 주파수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

기 위한 동적 스펙트럼 접근(Dynamic Spectrum Access) 기술
과 전자전의 대표적인 지향성 무기체계인 레이저무기의 개

발동향, 그리고 사이버 전자전의 기술동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전자전 관련 연구센터로서
2015년부터 개소한 신호정보 특화연구센터와 2013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국방전자전 특화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

는 전자전 핵심기술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전자
전 관련 부품 및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산업체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대한민국의 전자전 기술 상용화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워크숍이 있기까지는 공군과 정보전자

연구회, 국방과학연구소, AOC 한국지회의 많은 노력이 있
었다. 먼저, 올해 4월 28일 공군본부에서 공군과 한국전자파
학회의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있었는데, 
이 합의서는 두 기관이 전자전 워크숍 등 상호 관심 있는

학술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학술자료의 교환 및 공유에 대
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 체결
과 함께 본 워크숍의 준비를 위해 정보전자연구회와 공군의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전자전과가 워크숍 준비 초기단계에서

부터 프로그램 구성 및 개최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의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6 전자전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의 큰 의미는 무엇

보다 군과 산․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

눌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전자
연구회 입장에서는 최근 2013년과 2015년에 전자전과 관련
된 두 주제로 국방전자전 특화연구센터와 신호정보 특화연

구센터가 연구를 시작함에 따라 전자전의 핵심기술들을 집

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기초
연구단계에서부터 군과 함께 고민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며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실용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모델은
비단 정보전자연구회에만 국한된 기회는 아니라 생각한다. 
특히 한국전자파학회는 국방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

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회로서, 레이다 연구회, 전자파보
안 연구회, 정보전자연구회, 마이크로파 연구회 등이 대표
적이다. 한국전자파학회와 공군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앞
으로도 다른 연구회 또는 학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 학회 측면에서는 군이 실
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이고, 또한 그 기술들을 연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고, 군의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 관련 기술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기술들
을 개발해줄 수 있는 좋은 연구단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비록 한 번의 워크숍 공동 주최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군과 워크숍을 공
동 주최했다고 해서 군과 친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 앞으
로는 어떻게 남은 단추를 잘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무기체계의 성공적인
국산화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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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 전자전 워크숍 프로그램

사명감 있는 연구자로서 2016년 전자전 워크숍에서 보여준
좋은 군․산․학․연의 협력모델을 잘 발전시키도록 열정

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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