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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개발중인 육해공 무기, 최신기술, 기술동향에  
대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나요? 
그 정보에 대한 출처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질 문 !! 



현재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북한의 SLBM 에 대한 각 언
론사의 내용을 보면 정답은 IHS Jane’s에 있습니다. 

해 결 !! 



• JDET (Jane’s Defence Equipment & Technology) 

방위장비 및 기술정보 센터 

• JDIM (Jane’s Defence Industry & Markets) 

방위산업 및 시장정보 센터 

• JMSA (Jane’s Defence Military & Security Assessments) 

군사 및 안보평가정보 센터 

• JTIC (Jane’s Terrorism and Insurgency Centre) 

테러 및 치안정보 센터 

 

JDET: 전 세계 육해공 무기, 시스템, 정치, 국방 이슈, 최신 기술, 국방기술동향, 
국방 산업, 운송, 항공 우주, 테러, 치안 등 모든 국방 관련 정보를 분야별로 

최신의 update를 통해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국방 정보원으로
서 강력한 검색 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IHS Jane’s 서비스 소개 및 구성 



Jane’s 접속주소 

접속주소:  https://janes.ihs.com 



사용자가 직접 화면구성 
개인이용자 등록 필수 

Jane’s 접속화면 



Jane’s 개인 이용자 등록 

1. 기관 로그인 후 개인계정 생성 선택(최초 1회 한) 
2. 회사 Email 입력/확인 (개인메일 불가) 
3. 이름 입력 후 확인 안내메일 발송, 비밀번호 생성 후 이용가능 

자동입력 

회사메일주소 

1 

2 

3 
고객사명 



검색 결과 저장, 화면 구성, 즐겨 찾기 
등 개인 이용자 등록 후 접속 권장 

(* 개인 이용자 등록 가이드 참조 7P) 

Jane’s 개인 이용자 등록 및 장점 



JDET 구성 

1. Defence: Air and Space 

2. Defence: Land 

3. Defence: Sea 

4. Defence: Weapons 

5. Defence: C4ISR & Mission Systems 

6. Defence: News 

JDET 구성 및 설명 



Defence: Air and Space 

항공우주 플랫폼 시스템 및 부속 장비를 철저히 분석한 참조 자료. 
포트폴리오로 군사 및 안보 조직의 경우 효과적인 공군전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A&D 업체의 경우  

사업 개발, 전략 및 제품 개발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분석 정보 

Aero-Engines 
All the World’s Aircraft – Development & Production 
All the World’s Aircraft – In Service 
All the World’s Aircraft – Unmanned 
Space Systems & Industry 

JDET 구성 및 설명 



Defence: Land 

군사용 지상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한 참조 자료집으로, 군사 및 안보 조직의 
경우 효과적인 지상전 전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정
보를 얻을 수 있고, A&D 업체의 경우 사업개발, 전략 및 제품 개발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장 분석정보 

EOD & CBRNE Defence Equipment 
Land Warfare Platforms – Armoured Fighting Vehicles 
Land Warfare Platforms – Artillery & Air Defence 
Land Warfare Platforms – Logistics, Support & Unmanned 
Land Warfare Platforms – System Upgrades 
Mines & EOD Operational Guide 
Police & Homeland Security Equipment 

JDET 구성 및 설명 



Defence: Sea 

전 세계 165개 해군 및 해안경비대의 전력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필수 자료집으로 현재 사용 또는 건조중인 군함, 항공기 및 무기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전 세계 165개 해군에 대한 약 4,300개 이상의 항목, 사진, 선도면, 
신뢰성 있는 보유현황과 각 해군의 군함, 항공기, 무기 시스템의 주요 제원, 
그리고 해군의 연례 이벤트 개요, 계급 및 휘장, 고위 지휘관 및 인원수 등 

Fighting Ships 
High-Speed Marine Transportation 
Marine Propulsion 
Unmanned Maritime Vehicles 

JDET 구성 및 설명 



Defence: Weapons 

군사 무기 시스템에 관한 육해공, 합동 및 전략 참조 자료를 완비한 포트폴
리오로, 군사 및 안보 조직의 경우 효과적인 국방 전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A&D 업체의 경우 사업개발,  
제품 개발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장 분석 정보 

Weapons – Air Launched 
Weapons – Ammunition 
Weapons – Infantry 
Weapons – Naval 
Weapons – Strategic 

JDET 구성 및 설명 



Defence: C4ISR & Mission Systems 

C4ISR 및 작전 시스템에 관한 육해공 및 합동 참조 자료를 완비한 자료집으
로, 군사 및 안보 조직의 경우 효과적인 국방 전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A&D 업체의 경우 사업개발, 전략 
및 제품 개발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장 분석 정보 

C4ISR & Mission Systems – Air 
C4ISR & Mission Systems – Joint & Common Equipment 
C4ISR & Mission Systems – Land 
C4ISR & Mission Systems – Maritime 
Flight Avionics 
Simulation & Training Systems 

JDET 구성 및 설명 



Defence: News 

Defence Industry 
Defence Weekly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Missiles and Rockets 
Navy International 

JDET 구성 및 설명 



특정국가/기업/장비별      
해당정보에 대한 대시보드  

JDET Dashboard 안내 



JDET Quick Link 안내 



각 무기체계 별 최신 개발 동향 및 참조 가이드 제공 

Quick Link_ Executive Overviews 



최근 기사화 된 주요 이슈나 리포트   

Quick Link_ Features & Reports 



각 무기체계 별 사용국가 재고현황 및 기본 제원 정리 차트 제공   

Quick Link_ Summary & Spreadsheets 



분야별로 최신시장 및 개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보고서 제공 (년 4회/분기별 1회)   

• Air 
• Land 
• Sea 
• Weapons 
• C4ISR 

• 장비 및 기술평가 
• 산업분석 
• 예산 및 시장예측 
• 구매프로그램 분석 

Quick Link_ Defence Insight Reports 



DAM (Data Analytics Modules) 



Visualize 
 
• Navigate data quickly and easily 
• Compare and contrast data sets 
• View related series in a single  
 dashboard 
• Work with IHS to develop custom 
dashboards 

Discover 
 
• Time series data enables new  
forecasting and trend analysis 
• Global inventory data enables 
new capability assessment 
and comparison 

Share 
 
• Create more powerful reports 
• Deliver more impactful  
  presentations 
• Communicate analysis findings          
quickly and easily 
• Share new insights with collea
gues 

JDET / JDIM / JMSA  분야의 전세계 항공기 유통, 재고, 시장, 
국방 예산, 해군 함정 및 군사력 등 IHS 제인의 정보를  Tableau 
소프트웨어를  통한  필터링 기능 및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 
 
아래의 각 모듈은 빠르고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대화
형 대시보드를 지원합니다. 

• Aircraft Variants and Families 
• Military Personnel 
• Defence Budget Trends 
• Aircraft Markets 
• Aircraft Distribution 
• Aircraft Inventories 

• Naval Inventories 
• Market Analysis 
• Specification Analysis 
• Document Analysis 
• Land Vehicles Inventory Explorer 
• Risk Ratings Explorer 
  
 

DAM (Data Analytics Modules) 



Missiles 
Bombs 
Torpedoes 
Land Combat Vehicles 
Artillery and Air Defence 
Logistics and Support Vehicles 
Rotary Wing UAVs 
Fixed Wing UAVs 
Helicopters 
Fixed Wing Aircraft 

Fighting Ships Explorer 
Aircraft Distribution 
Aircraft Variants and Families 
Equipment Comparison Tool: Fixed Wing Aircraft 
Parametric Search Tool: Fixed Wing Aircraft 
Document Analysis: The UK SDSR 

미사일 
폭탄 
어뢰 
지상차량 
지대공 
지원차량 
무인 회전익 
무인 고정익 
회전익 
고정익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다양한 스펙 분석 

Specifications Analysis 

JDET_DAM 구성내용 

(*별도 DAM 자료 참조) 



Jane’s 고객 이용자들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IHS Jane's 전문가 브리핑 서비
스에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 Jane's 분석가와 기자는 가장 이슈 되고 

있는 또는 관련성 있는 주제들 즉 방위, 보안과 A&D 산업 사회와 같은  
주제들로 각 주제별 전문가의 세부적이고 독특한 해석으로  

고객 참석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발표세션에 대한 동영상 & 자료 제공 
(고객 이용자 누구나 이용 가능) 

Intelligence Briefing 



개인 이용자 등록 
후 활성화 

부가기능 안내 



워드, PDF, 인쇄 등  
자료 활용을 위한 도구 

부가기능 안내 



대한민국 주변국 최근 공중발사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습득할 때 
또는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Jane’s 활용 예 



Jane’s 활용 예 



Tip:  
Jane’s 의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적절한 필터링을 적용해서 
검색하면 원하는 결과값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Jane’s 활용 예 



상세 가이드 제공(영문) 

Jane’s 상세 가이드 및 도움말 



Jane’s Online 고객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