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국방혁신

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ㆍ유무인 복합무기체계로의 전환 자국

과학기술의 안보 자산화 영향 등으로 국방기술 분야도 보다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상 해상 공중의 전장
영역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의 미래전장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기술 환경에 적기 적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 수출 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 민 군 기술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국방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무기체계의 지속적 보강으로 북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실시간 탐지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전력 등 한국형

축체계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국방

기술 수준과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발전모델 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군 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는 초기 자율형 으로 인공지능
해안경계체계
전투차량

수상정

를 발전시키고
등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단계는

유 무인 복합 전투체계

반자율형 으로

무인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며 단계는 완전 자율형 으로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초연결 전투체계
국방 인공지능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발전과 연계하여 유 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각 군별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

민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군은 인프라와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개방형 민군협업 이 어우러진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상용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여 운용하며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유 무인 복합체계 신속
획득을 위한 한국형 획득절차를 정립한다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방위산업은 기존 내수위주 사업에서 수출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핵심 부품 소재를
선제적으로 국산화하여 수출연계하고 무기 수입국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수출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지역별 주력산업
발전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현재 개 지역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 건설
인구 절벽 가변적 안보환경

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과 같은 미래

환경변화에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 산업혁명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전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고효율의 강한 군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스마트 사단 스마트 배틀쉽 스마트 비행단 등 차 산업기술의 초연결
부대를 구축하고

드론 로봇기술 등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 조성
장병 기대 수준에 맞는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투자한다 장병선택형 급식체계 기본급식비 인상 조리인력 확충 취사
식당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병의 건강과 급식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킨 피복체계를 도입하고 방탄
성능과 착용감 등을 개선한 방탄헬멧 방탄복을 지급하여 장병의 전투
생존성을 보장한다 또한 위생시설이 포함된

인실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군 특성에 부합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원격진료

기반 진단

시스템 등 의료시스템을 확충하고 응급치료 골든타임을 보장하기 위한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군외상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외상
환자에 대한 군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한다
장병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민간 아웃소싱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한다 또한 병사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복무기간이 학업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생산적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년까지

만원 사회진출지원금 포함 수준으로 인상한다
단기복무간부 장려금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여 병 복무기간 단축 및
봉급 인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간부 지원율을 제고한다 열악하고
특수한 환경 근무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민간에 비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간부 주거시설 군관사 간부숙소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업
군인의 직업 만족도와 직업 안정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