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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새해의 시작과 함께 방위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은 군사력 건설의 중심(中心)이고, 방위산업은 군사력의 실체가 

만들어지는 현장(現場)입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40여년 전 소총 한 

자루도 생산할 수 없었던 여건에서 이제는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어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방위산업 매출은 3배,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했고, 

수출품목도 탄약 등 재래식 무기에서 항공기 등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이는 자주국방을 지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열정이 합쳐 이뤄낸 결실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방산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은 고갈되고 수출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방위산업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의 산실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의 도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간되는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방산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방위산업이 자주국방 

실현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발간을 계기로, 정부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疏通)과 유기적인 협업(協業)을 실현해내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2018. 2. 1.

방위사업청장 전 제 국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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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문서별 중점 추진방향 : [국방기본정책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육성 및 국방과학기술발전,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서] 핵심 국방기반의 자주 역량구축, 미래 안보역량 발전 주도권 확보, [국방중기계획] 국방비를 연평균 8.0%증가하고 

킬체인, KAMD 등 북 도발 억제를 위한 투자확대, [과학기술기본계획] 굳건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국방연구개발 확대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 촉진,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투자 활성화

기본계획의 위상01

법적 근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방위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및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문서임.	(5년마다	수립,	필요시	1년	

단위로	수정·보완)

     *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을 의미(방위사업법 제3조 제8항)

다른 정책 문서1)와의 관계

	 	 	기본계획은	국방기본정책서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기초를	두고,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의	

연구개발	정책	및	추진방향,	국방중기계획의	방위산업	수요	및	분야별	획득방향과	연계	

	 	 	민군	기술개발의	투자	촉진	및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작성

	 	 	또한	’13-’17	기본계획의	보완·발전사항,	방위산업	환경	분석,	국내	방위산업	현상	진단,	관련	

부처와	업체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성

개요01Chapt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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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역할02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제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18~’22년)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비전·목표	

·추진방향을	제시

방위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산업의	초석이자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국방력	강화와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여	

방위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지침 역할 수행

	 	 		기본계획은	직접적으로는	국방	R&D,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육성,	방산수출	등	분야별	정책	

수립에	활용

	 	 	간접적으로는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국방조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

방위산업 육성의 의미 및 국정과제와 연계성03

방위산업 육성의 의미

	 	 	방위산업	육성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수행하는	3대	임무	중	하나이며,

 * 3대 임무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방위사업법 제1조)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국정과제와 연계성

	 	  (국정과제 88번)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신성장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방산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를 개선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산업 육성을 요구

	 	    (국방 R&D 제도개선 및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검토)	국가	R&D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여	자주국방	건설기반을	마련

	 	 	(경쟁제도 정착 및 방산기업 경쟁력 확보)	적정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일자리 지원)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을	내수중심에서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세부추진 과제

88-3, 국방 R&D 제도개선 및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검토

88-4, 경쟁제도 정착 및 방산기업 경쟁력 확보

88-5,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일자리 지원

개요 성과분석 환경 분석 현상 진단 비전 및 목표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방위산업의 미래 향후 추진계획

다른 정책 문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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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04

’18~’22 기본계획은 우리 방위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방위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부처·업체·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17년	3월,	기본계획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방사청	내	TF를	구성하였으며,	담당	

부서별	책임	하에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정책연구	용역(산업연구원)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과제식별과	자료를	보완하는	Two-Track	전략으로	추진

	 	 		’16년	11월과	’17년	4월,	유럽	4개	방산	선진국을	방문하여	확인한	방산정책과	’17년	3월과	9월	

실시한	방산업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	국내·외에서	수렴한	주요	정책	및	의견을	반영

	 	 		’17년	4~8월,	정책연구기관과	TF	합동으로	과제별	소그룹	세미나,	대·중소	방산업체	세미나,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	등	총	5차례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

	 	 	’17년	8~9월,	관련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	완성

 * 국방부, 합참, 각군,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국과연, 기품원 등

	 	 	’17년	11월	제131회	정책·기획분과위	및	12월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02
C H A P T E R

’13~’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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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산기업 핵심역량 강화

	 	 	민군협력진흥원	신설(’14년),	지식재산권의	민간	권한	확대(’15년)	등	국가기술	소유권제도	

개선을	추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수가	7개2)로	증가(’13년	4개)하고,	국방과학기술이	선진	9위권(’13년	

10위)에	진입

 * 국내 조달원 등록업체 수 증가 : 4,312개(’13년) → 4,651개(’16년)

	 	 	또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핵심부품	5개년	국산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14년),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14년), 국방벤처 지원사업(’15년) 신설

 *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예산 : 75억원(’13년) → 123억원(’16년)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여건	마련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조직	등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

	 ☞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민간이전	등	업체	자발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과연	중심	연구개발에서	

업체	주도	연구개발로	전환이	필요

3. 방산제품 품질 안정화

	 	 	연구개발단계의	품질관리	강화(’15년),	품질경영	성숙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제	도입(’15년),	

기품원	 ISO	인증기관	인증(’15년)	등	품질경영	정착을	추진하였으나,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활동은	보완이	필요

 * 연도별 품질개선 건수 증가 : 811개(’13년) → 964개(’16년)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체 증가 : 138개(’13년) → 153개(’15년)

	 ☞			품질관리	정책을	정부중심에서	업체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예방적	품질관리에	집중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01

’13~’17 기본계획 평가02

1. 국내 방산시장 경쟁촉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고도화(’15년),	방산기반조사	법적근거	마련(’16년)	등	민간기업의	

방산시장	참여를	유인하였으나,

 * 국내 조달원 등록업체 수 증가 : 4,312개(’13년) → 4,651개(’16년)

	 	 		1물자-多업체	지정	확대	및	방산물자	이원화	지정·관리	등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는	

보완·발전이	필요

* 방산물자/업체지정현황 : 1,309품목/97개(’13년) → 1,364품목/100개(’16년)

 	☞	향후,	적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산물자	지정제도,	계약·원가제도를	개선

* 분야별 35개 과제를 단기 15개, 중기19개, 장기 1개 과제로 추진

’13~’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성과분석02Chapte r

주2)   52위 LIG Nex1, 54위 KAI, 65위 한화테크윈, 67위 DSME, 71위 한화, 96위 풍산, 100위 한화시스템

 * 세계수준의 방산기업 : 세계 100대 무기생산업체(방산 매출액 기준) / 자료출처: SIPRI Arms Industry D/B(’15년)

비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

① 국내 방산시장 경쟁촉진 ② 방산기업 핵심역량 강화

③ 방산제품 품질 안정화 ④ 국제 방산시장 진출확대

기본방향

목표 “세계수준 방산기업 10개 육성, 국방과학기술 선진 8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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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방산시장 진출 확대

	 	 	방산협력	MOU체결	확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신설,	기술료	감면	확대	등	방산수출	

확대정책을	추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

     * 방산협력 MOU 체결 : 32개국(’13년) → 37개국(’16년)

	 ☞		구매국의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등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지원	필요

   종합평가

	지난	5년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향후	방위산업을	안보적	관점과	

더불어	경제적·산업적인	관점에서	적극	지원	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국방	R&D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시장의	적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

	방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방식과	품목의	다양화	등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평가	결과는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18-’22	기본계획에	반영

03
C H A P T E R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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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   ’16년 세계 국방비 지출규모는 약 1조 6,843억불로 ’11년 이후 국방비 증가는 정체된 상태

	 	 	글로벌	안보위협	증가와	미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수익자	부담	정책에	따라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국방예산 추세 |

구분 ’17 ’18 ’19 '20 '21

국방예산 1,608.6 1,629.6 1,656.1 1,684.3 1,720.2

획득 294.6 308.0 321.1 331.9 342.7

R&D 111.7 107.1 108.2 107.1 109.1

운용유지 492.1 491.7 495.3 501.0 507.5

기타 710.2 722.7 731.5 744.3 760.9

   * 자료 : Jane’s Defence Budgets, ’17.11월; 2017 세계 방산시장 연감, 기품원

	 	 	특히,	아시아·동유럽	권역이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환경 분석03Chapte r

국제 환경3)01

 안보정세   국지적인 영토분쟁, 국제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전통적· 

초국가적인 안보 도전요인이 증가

	 	 	ISIS는	세계	각지에서	테러위협을	증가시키고,	사이버	공격,	신종질병,	기후	변화	등	비군사적	안보	

도전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안보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일본은	자위대	역할과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군사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주변국	간의	영토분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경제    세계 교역량 증가, 실업률 하락, 증시상승 등 세계경제는 회복세로 이어갈 전망이나,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연준의	금리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

	 	 	인도·아세안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브라질·러시아	경제도	회복세	전망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구분 ’18 ’19 '20 '21 '22

세계 3.7 3.7 3.7 3.7 3.8

선진국 2.0 1.8 1.7 1.7 1.7

신흥국 4.8 4.9 5.0 5.1 5.0

   * 자료 : IMF, ’17.10월

주3)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산업연구원, ’17.10월.)  * 자료 : SIPRI DB, ’17. 9월

  권역별 전년대비 국방비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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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4)02

 안보정세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하에	강력한	대북	응징·억제력을	현시하는	한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

 경제   우리의 ’16년 경제성장률은 2.8%로 최근 3년간 2%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의	생산과	수출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세를	유지

| 세계 국방예산 추세 |

구분 방위산업 반도체 자동차 조 선 석유화학 통신기기

생산(’11~’15) 6.8 5.1 -0.5 -5.9 -0.4 -1.1

수출(’12~’16) 27.1 5.5 -2.4 -3.3 -5.0 6.0

* 자료 : 생산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17.1월), 수출은 관세청 한국무역통계(’17.1월)

	 	 	최근	인구감소,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었으나,	향후	5년간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제조업과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자율	주행차,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주4)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산업연구원, ’17.10월.), ’17년 방위사업 통계연보(방위사업청, ’17.6.23.)

 방위산업   지난 5년간 글로벌 무기거래 규모(연간 약 4,800억불)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도, 

사우디, UAE 등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국가는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평균 72%로 높은 

비중을 차지

     

	 	 	우리	주요	협력국의	국방비	증가,	군	현대화	계획	추진	등에	따라	방산시장이	확대되어	방산수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  일본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추진, 중국의 저가 공세와 더불어 방산선진국의 방산수출 확대 노력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

	 	 	또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무기체계	개발	경쟁이	가속화

* 살상용 무인드론, 무인 전투함, 레이저 탱크, 소형 킬러 로봇, 스마트 전투복 등

인도

18,239

사우디

11,689

UAE

6,593

중국

6,381

알제리

5,312

터키

4,721

호주

4,636

이라크

4,598

파키스탄

4,494

베트남

4,273

한국

(13위)

3,586

* 자료 : SIPRI DB, ’17. 10월

            TIV(Trend Indicator Value) : SIPRI에서 무기이전거래에 사용하는 단위, 무기 및 주요 부품의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량화

  권역별 전년대비 국방비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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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률(’15년)은	평균	68.6%로	’13년	대비	7.3%	증가하여	일반제조업	평균	가동률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

* 제조업 평균 가동률과의 격차 : 20.5%(’11년) → 14.9%(’13년) → 5.7%(’15년)

	 	 	영업이익률은	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4년	이후	조선업의	수익성	악화로	감소	추세(’15년	3.3%)

	 	 	방산	수출액은	최근	3년	연속(’13~’15년)	연	30억불를	돌파하였으나,	최근	수출실적은	정체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17년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가격은	85%,	기술은	87%,	

품질은	90%	수준이며,	’22년에는	’17년	대비	분야별로	3~5%p	정도	증가가	예상

 국방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 전작권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19~’23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8.0%로	

설정함으로써	’22년	국방비는	GDP의	2.9%(’17년	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17년	6.9%→’22년	8.3%)하여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	

구성품·부품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

 방위산업   ’16년 방산 생산액은 16.3조원으로 최근 5년간(’12~’16년)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 최근 5년간 방산 생산액 |

구분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생산액 10.8 11.7 12.8 15.0 16.3 8.6

   * 자료 : 산업연구원(’17년)

	 	 	방산업체	고용인력은	’16년	3.8만명으로	’13년	대비(3.3만명)	15.1%	증가

* 중소기업(19.2%)이 대기업(11.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을 견인

     * 자료 : 산업연구원(’17년), *는 추정치

  기업 규모별 방산 고용인력 현황

(단위 : 명)

20,852 21,345 21,541 22,829 23,517
24,105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805 10,063 11,621 11,771 12,983 13,855

대기업 중소기업

* 산업연구원, ’17년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 조사(’17.10월)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평가 결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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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6년 방위산업체 기업경영분석 

 방산업체와 일반제조업의 영업이익률 비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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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군사 선진국 동향5)03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등 주요 방산선진국의 방산정책을 분석한 결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음.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경쟁	조달,	정부-업계	간	의사소통	강화,	사업	정보공개	확대,	

방산기반조사	등을	추진

 *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개혁법(’09년) 및 방산기반조사(DIBCS6)), 영국·스웨덴의 공개경쟁 조달(Open Procurement) 

원칙, 독일의  분야별·계층별(의사결정자,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운용 

	 	 	국방	R&D	역량강화를	위해	업체주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민군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활성화	

등을	추진

*  미국의 IR&D7) 프로그램,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공방어체계 공동개발, 영국의 획득 우선순위(상용품 개조 → 

국제공동개발 → 민간기술활용개발) 설정 등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중소기업	참여	목표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서를	발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

*  영국은 중소기업 참여목표를 ’20년에 국방비의 25%로 설정(’15년 19.4%), 독일은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서를 발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개발	초기부터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스웨덴은 수출지원실무조정위원회(FSG)를 통해 수출기회 파악 등 범정부 지원, 이스라엘은 무기체계개발 시 

국방부 수출본부(SIBAT)의 의견을 반영

주5)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산업연구원, ’17.10월), 주요 선진국(영국, 스웨덴, 독일)  방산정책 

조사(방산정책과, ’16.12월, ’17.5월)

주6)  DIBCS(Defense Industrial Base Capabilities Study) : 물자·자원의 적시적인 활용을 위해 매년 5,000여개 업체를 조사하여 

희소자원과 단종관리 대상 품목을 식별

주7)  IR&D(Independent Research & Development) : 연구개발 성공·실패와 무관하게 업체가 투자한 연구개발 자금을 최고 

80%까지 보전비 7.3%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민군	기술협력	및	

핵심부품	국산화	확대	등	다각적인	추진이	필요

	 	 	한편	고강도	수사·감사의	장기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제도와		분위기	등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방위산업이	위축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대국민	신뢰회복과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시사점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위협에	적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	R&D	역량결집이	

시급함.

	우리의	주요	방산협력국의	국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방산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국제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방산수출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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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방산 기반조사 : 방산 분야별 국내 기술 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 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하는 업무

현상 진단04Chapte r

방위산업 경쟁력01

 현황   경제적·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방위산업은 크게 성장

 *  매출 50.9% 증가(’12년 10.8조원 → ’16년 16.3조원), 고용 22.6%증가(’12년 3.1만명 → ’16년 3.8만명), 

   세계 100대 방산기업 증가(’12년 4개 → ’16년 7개)

	 	 		’17년	현재	방산물자는	1,416개,	방산업체는	100개(대기업	25개,	중견기업	10개,	중소기업	65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가격은	85%(’13년	82%),	기술은	87%(’13년	85%),	

품질은	90%(’13년	88%)	수준으로	’13년	대비	2∼3%p	상승

 현상 진단   방위산업이 가격, 기술,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 여건 조성이 필요

	 	 		적정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방산기반조사8)를	정례화(’16년)하여	경쟁	가능한	품목은	1물자-

多업체	지정,	방산물자	지정	취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산물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	

발전이	필요

 -  방산기반조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담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기반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

 - 현행 방산물자·업체지정 제도는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보증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으나, 

 -  우수 민간업체의 방산 진입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의 특성,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방산물자 지정대상과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하고 지정등급을 세분화하여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원가절감과 국산화 촉진을 위해 도입한 유인부계약제도는 활용실적(총 6건)을 고려하여 보완 

발전 필요

	 	 	높은	수준의	ROC,	무리한	전력화시기	등으로	인하여	개발되는	무기체계에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기	곤란

 -  높은 개발 리스크와 개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방산업체가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ROC 설정과 진화적 개발방식 도입 

등이 필요

 -  또한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와 분위기로 인해 창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방위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업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ROC 설정, 원가 및 계약제도, 지체상금 제도, 성실수행인정제도 등 

  ’12~’16 방산물자 지정현황   ’12~’16 방산업체 지정현황

(단위 : 품목) (단위 :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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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	품질보증(품질조서	발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품원의	품질보증	활동이	

제한적이며,	업체의	적극적인	품질	보증	노력이	부족

 -  기품원은 규격서에 근거한 양산단계의 품질보증에 집중하고 있어 개발단계 품질관리에 

한계에 봉착

 -  따라서 정부는 설계·개발단계부터 예방적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업체 책임 하에 품질 보증을 

하는 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또한 민수분야 신뢰성 기관과 협력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내구성· 신뢰성 성능확인을 위한 역량 

확보가 필요

      * 정출연 등 민·관의 신뢰성 시험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방분야는 기품원에서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

	 	 		표준화	업무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	여건	미비로	규격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노후	기술자료	관리가	미흡

* 담당자 1인당 평균적으로 규격서 150여건, 도면 29,000여건을 관리

 -  민간기술의 발전추세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활용한 표준화 업무 수행 

방안 마련이 필요

	 	 			지나친	가격위주의	경쟁유도는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방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성능·품질	중심의	적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

국방 R&D 역량02

 현황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여 국방 R&D의 양적·질적 성장 촉진

 *  국과연 인력은 2,522명(’12년)에서 2,805명(’17년)으로, 예산은 14,041억원(’12년)에서 17,331억원(’1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세계 9위 기술수준 보유

	 	 	방산업체	R&D투자는	6,960억원(’12년)에서	8,062억원(’15년)으로	증가하였고,	연구	인력도	

5,674명(’12년)에서	6,679명(’15년)으로	증가

	 	 		창의·도전적	R&D	수행을	위해	신기술	개발예산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17년)

 * 선행핵심기술 예산 : 130억원(’12년)에서 395억원(’16년)으로 증액

	 	 	또한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을	제정하고	민군협력진흥원을	개원(’14년)하여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

 *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35건(’12년)에서 63건(’16년)으로 증가, 민수사업화(’13~’17년)를 통해 약 294억원(20건) 

매출 발생

 현상 진단    소요에 기반한 체계개발 중심의 R&D 투자에 치중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이 미흡

	 	 	북	핵ㆍ미사일	등에	대비한	긴급전력	확보와	대형	구매사업	등으로	인해	국외	무기체계	구매가	증가

 *  최근 5년간, 긴급전력 소요는 약 11%, 국외구매는 약 24조원(방위력개선비의 약 40%)이며 FMS를 통한 

구매가 약 70%를 차지하였음.

 -   따라서 국내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외구매시 면허 생산9), 우리 업체의 참여 의무화 등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방위사업	정보공개의	제한으로	개발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치	

수행이	곤란

 *   소요단계에서 개발업체 의견을 수렴할 경우, 연구인력 및 핵심기술 확보 등 선행조치 가능

	 	 	국내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술	수준조사ㆍ분석시	국내ㆍ외	보유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품원의	역량	강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

 *  기품원(20명) : 기술수준조사 13명, 기술성숙도 평가 7명 수준

 *  민간 보유기술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국방기술기획과의 연계성 미흡으로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Spin-on) 제한 

주9)  일본은 F-35A 총 42대를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구매 시 미국에서 생산된 4대를 제외한 나머지 38대는 일본에 최종조립 

·점검(FACO)센터를 설립하여 ’17년까지 조립 생산할 계획임(연합뉴스, ’16.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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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R&D와	국가	R&D	간	과제선정,	연구성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제도적인	차이로	상호	

연구개발	협력이	제한	

| 국방 R&D와 국가 R&D 비교 |

구분 국방 R&D 국가 R&D

업체선정 및 개발관리 방식 계약방식 협약방식

개발이후 실용화 실용화 필요시 실용화

연구결과물 소유권 정부 또는 국과연 연구개발 기관

	 	 		주요국들이	범정부차원의	국방	R&D와	업체중심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비해,	우리는	

방사청과	국과연	중심으로	국방	R&D	수행

| 주요국별 연구개발 수행 주체 비교 |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기술개발(S&T) 정부주도 정부주도 정부주도 업체주도 정부주도

체계개발(R&D) 업체주도 업체주도 업체주도 업체주도 정부주도

 *  전략비닉무기는 국과연, 일반 무기체계는 업체주관으로 개발하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나, 방산업체는 비용ㆍ기술적 

리스크 등으로 정부 의존형 R&D 수행

 -   업체주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

     *  ① 관련정보 확보 곤란, ② 시험평가 수행 제한, ③ 연구 성과의 정부 귀속 등으로 업체의 자발적 R&D 유인 미흡  

	 	 	국방	R&D	수행체계를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 국과연 :  주관사업과 예산의 증가(’07년 167개 사업 0.8조원 → ’17년 412개 사업 1.7조원), 연구범위의 

다양화 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기품원 :  기술기획ㆍ관리ㆍ가치평가 등 업무 범위 확대, 방산기술보호, 감항인증 등 새로운 업무의 추가로 

새로운 업무분야가 지속적으로 증가

 -   국방 R&D 수행체계를 재편하여 정부는 기술개발, 방산업체는 체계개발 중심으로 수행하고,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최근	5년간(’13~’17년)	핵심기술	개발은		8개국과	12건(345억원)을	

추진하였으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1건(KF-X	개발)으로	저조

 -   사업초기 단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

	 	 	민군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나,	관련부처의	참여	

및	개발성과의	국방분야	적용	실적은	저조10)

 * 최근 5년간 민군겸용기술개발 국방분야 실용화율 : 평균 61.2%

 -   민간 개발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전환이 필요

주10)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군 소요를 전제로 하지 않고, 민군 겸용성 판단에 따라 추진되어 개발 후에 군의 활용이 미흡함.

  ADD 인력 대비 예산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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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중소기업 육성03

 현황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으며

* (진입) 국방벤처센터(’13년 6개 → ’17년 8개), 국방벤처 지원사업(’15년) 

* (성장·도약)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14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14년)

* (경영안정)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14년)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접목하고,	경쟁력	있는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총 8개 국방벤처센터에서 264개 업체와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견인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 고용증가율은 7.2%로 방산 대기업(3.0%), 민간 제조업(1.8%) 증가율을 상회 (’17년 

통계청·산업연구원)

 현상 진단   방산 중소기업 수(65개)는 전체 방산업체(100개)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은 

19%, 수출은 4.9%에 불과

| 방산업체 생산액 변화 |

구분 ’12 ’13 ’14 ’15 ’16

생산액 10.8 11.7 12.8 15.0 16.3

대기업  8.7  9.3 10.1 12.2 13.2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율)

 2.1

(19.4)

 2.4

(20.5)

 2.7

(21.1)

 2.8

(18.7)

 3.1

(19.0)

   * 자료 : 산업연구원

	 	 	국방벤처센터는	지자체의	한정된	지원	예산(매년	2~4억원)과	소수인력(센터당	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방벤처센터의	확대와	운영	내실화가	필요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66.3%(’16년),	정체된	수준이며,	화생방(94.5%),	통신전자(91%),	

유도(81.7%)	분야는	높으나,	첨단분야인	항공,	광학	분야는	각각	39.6%,	66.4%로	저조한	수준

(단위 : 조원, %)

 -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중소기업이	체계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	강화가	필요

 *  절충교역 등을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을 매칭하고 

규격인증 등을 지원

	 	 	’14년	이후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으나,	

 -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방위산업진흥법에 포함) 마련과 

지원 전담조직 보강 및 예산지원확대(現 300억 원 수준)가 필요

  국산화율 변화(’12~’16년)

(단위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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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확대04

 현황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 ① 全 대륙에 수출, ② 수출기업 수 증가, ③ 수출 품목 질적 향상(FA-50, 유도로켓 등), 

   ④ 중고 무기체계 판매 등

	 	 	주요	협력국과	방산협력	MOU	체결,	해외	시장개척	및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방산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방산협력 MOU 체결국은 ’13년 32개에서 ’16년 37개로, 수출국가는 ’13년 74개국에서 ’16년 89개국으로 증가

  연도별 방산수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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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증가

 현상 진단   방산 수출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정체 수준

	 	 	최근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저유가,	일부	대형	사업의	계약	지연	등	요인에	의해	정체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낮아	대기업	실적(전체	수출의	95%차지)에	따라	전체	수출실적이	

급변하는	구조

* 전체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16년) : 민수분야는 19.8%, 방산분야는 4.9%

	 	 	방산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R&D,	인력	확보,	판로개척,	마케팅	등	수출	전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음.

	 	 	산업·금융	협력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인력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영) UKTI D&SO/600명, (이스라엘)SIBAT/120명, (한국) 방사청·KODITS/약30명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고부가가치	무기체계(T-50	등)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    일부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 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률이 저하되며, 

일부 기술보유국의 E/L 미승인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 발생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품목과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산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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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05

최근 5년(’13~’17)간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와 환경 분석,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18~’22 기본계획에 반영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격·기술·품질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업체	선정을	

가격위주에서	기술·성능·품질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현장중심의	소통과	제도개선이	필요

	 	 	국방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방	R&D	기획체계와	수행기반을	개선하고	국가	R&D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환경조성이	필요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이	방산분야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용	R&D	지원과	구매국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하여	전략적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한편,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력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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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자주국방의 핵심기반, 방위산업

Ⅰ.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1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걸림돌 제거

2   기술·성능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 및 진입장벽 완화

3   국방 품질 및 표준 관리체계 고도화

4   방위산업 육성정책 내실화

Ⅱ. 국방 R&D 역량 강화

1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위한 국방 R&D 기획체계 개선

2   국가 R&D와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실용화 선도

3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Ⅲ.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1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2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

3   중소기업 친화적 방산환경 구축

Ⅳ. 수출형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수출 경쟁력 강화

2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3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4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4대 정책
방향 
및 

14개 중점
과제

※ 39개 세부

  추진 과제

목표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본 방향01

 정책 비전 및 목표 02

 비전   자주국방의 핵심기반,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	

공급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주국방을	구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기초하여	비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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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  자주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전쟁환경에 부합한 고성능·고품질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능력을 확보

 -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추진, 수입 대체와 더불어 첨단기술을 축적하여 국내 방산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로 전환

 -  방산수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

4대 정책 방향03

정책 방향

	 	 		방산물자·원가·계약·품질	등	방위산업의	제반	환경을	혁신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우선	조성하여,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방산수출의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정책Ⅰ :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  우수 민간업체의 방위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우선 개선하고,

 -  방산물자 및 계약·원가제도를 개선하여 지나친 가격 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성능 중심의 

방산환경을 조성하여 방산시장의 문턱을 낮추어 진입장벽을 완화

 -  무기체계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방 품질 및 표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며,

 -  현장중심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업체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적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을 추진

	 		정책 Ⅱ : 국방 R&D 역량 강화

 -  국방 R&D 기획체계를 개선하여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  관련부처와 R&D 협력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간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

 -  업체가 주도적으로 국방 R&D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투자 유인책을 마련

	 		정책 Ⅲ :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  부품(핵심)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또한,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친화적·발전적 

방위산업 환경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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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Ⅳ :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수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구매국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과 방식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시장개척을 추진

 -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

 -  방산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방산인턴십 제도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산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

 -  중기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정책공조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을 강구
06
C H A P T E R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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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Ⅰ

1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걸림돌 제거

①  (유연한 작전요구성능 설정) 무기체계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나, 작전요구성능은 소요결정 

단계에서 결정된 이후 수정하기가 어렵고, 최신화되지 않아 성능과 비용 관점에서 개선 필요

 -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작전요구성능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 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수준과 목표수준의 범위형 ROC설정 등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06Chapte r

① 유연한 작전요구성능 설정

②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③ 지체상금 제도 개선

④ 착·중도금 제도 개선

① 기술·성능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② 인센티브형 원가·계약제도 개선

③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① 신뢰성 기반의 예방적 품질관리정책 도입

② 국방규격관리의 민간 활용 및 공개 확대

① 개방적 소통문화 정착

② 방산통계 기반 강화

③ 방위산업진흥법 제정 및 전담조직 마련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  진화적 개발방식(Batch, Block 개념)을 적용하며, 작전요구성능 수정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추진

 * 감사·수사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방위사업법 개정) 

②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창의·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한하여 적용하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 현 제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 마련

③  (지체상금 제도 개선) 현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제품11)에 한하여 적용하는 지체상금 

상한액(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무기체계 개발특성, 국외도입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초도 

양산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 기재부 등 관련기관 협의 후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④  (착·중도금 제도 개선) 부정당업자제재 기간중 착·중도금 지급이 제한되어 사업예산의 이·불용 발생 

및 방산업체의 원활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제도개선 추진

     * 기재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검토·추진

2   기술·성능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 및 진입장벽 완화

①  (기술·성능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소요군의 요구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

	 	 	업체의	적정	연구개발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용평가	하한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비용평가 하한선을 현재 90%에서 95%로 상향 조정, 장기적으로 100%로 조정

	 	 		평가위원이	모든	분야를	평가하는	기존의	제안서	평가	방식을	기술	능력,	사업	이행능력	등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평가등급	간	점수	폭을	확대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향상

주11)  시제품 생산 : 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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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비용·일정·품질	등	목표조건을	달성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

②   (인센티브형 원가·계약 제도 개선)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기술혁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원가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의 난이도를 고려한 성능달성 유인부계약(가칭) 

제도를 도입

	 	 	업체의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가치	평가액을	산정하여	원가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 예)  영국은 원가평가요원 중 기술자를 포함하여 신규 무기체계에 대한 원가산정을 가치 비율(크기, 성능 등)로 예측 

 -   핵심 구성품(엔진, 변속기 등), 국산화 필요품목(해외단종 등), 최신기술(무인, AI 등) 적용품목 

등 그 가치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용이한 품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기술가치 평가기준을 적용

     * 해당 분야 전문가(국과연, 기품원, 산업부 산하기관 등)로 구성된 가치평가 전담 전문조직을 구성

	 	 	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요구성능을	기준으로	목표성능을	단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능달성	유인부계약(가칭)	제도를	도입	

 * 예)  미국은 우수한 성능(미사일 사거리, 항공기 속도, 엔진 출력, 차량 기동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체의 노력 유발

 -  신속개발 사업, 성능향상 유인이 필요한 후속 양산사업, 요구 성능 중 무기체계 성능향상이 

작전효과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성능 항목 등에 우선 적용

| 예시 : 최소성능 및 업체 제안성능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요구성능 1,000km 미만 1,000~1,200km 1,200km 초과

· 최소 요구성능 : 1,000km 

· 업체 제안성능 : 1,200km 

· 기본이윤율 설정

개발실패 기본 이윤율 차감  초과 이윤 제공

③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 유인을 

위해 방산물자 지정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하고 지정등급을 세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

	 	 	방산물자	지정여부를	현재는	일률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에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	초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수립 시 전력화시기, 양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산물자 지정 필요성과 적정 지정시기 등을 

검토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 여건 마련

	 	 	또한,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사업의	특성,	기술적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

 -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방산물자는 기술가치 평가 등을 통해 그 가치에 부합한 혜택을 부여하고,

 -  중요도 및 난이도가 낮은 방산물자는 양산물량,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 향후 방위산업기술과 방산물자 지정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

	 	 	방산업체	보안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방산관련	자료의	체계적	보호	및	유출방지	등	사이버보안	

대책을	강구토록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 미충족 업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취소 조치

	 	 		체계적인	방위산업	기반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민간에	공개	

 -  방산물자 생산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여 경쟁여건이 조성된 품목은 1물자-多업체로 전환 후 

안정적 조달이 확인되면 방산물자 지정 취소를 검토

 -  방산기반 조사결과는 방산정책 발전에 활용토록 DB화하여 관리

 -  방산기반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우수한 민간기업의 방산참여를 유도

     * 국가 안보 및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3   국방 품질 및 표준관리체계 고도화

①  (신뢰성 기반의 예방적 품질관리정책 도입) 업체 중심의 품질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신뢰성 

기반의 설계 및 검증체계를 강화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품질검사에서	벗어나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업체가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 정부는 품질인증과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검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 위주로 관리

* 방위사업법 개정(안) 마련(’18년), 기품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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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규격의	민간	활용	및	공개	확대)	민간기술의 발전추세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국방규격 공개를 확대 추진

	 	 	국방규격	관리업무의	정책·행정	기능과	기술검토	기능을	분리하여

 -  정부는 표준화 계획 및 정책수립, 규격심의 요청 및 변경승인 등 정책·행정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  민간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로 기술개발 추세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규격을 개발하고, 

규격의 적합성 검토, 기술변경, 기술전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검토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

   *  민간 전문기관이 관리 할 수 있는 국방표준을 선별하고 보안대책을 강구, 방위사업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18년), 전면 확대(’19년)

	 	 	기품원의	임무와	역할을	사후검사에서	사전예방으로,	검사중심에서	평가중심으로	전환

 -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참여시켜 개발단계별 산출물을 품질·양산 

관점에서 검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후속 조치결과 확인

 -  양산 및 운용중인 무기체계는 고장원인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 구축 방안의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여 설계품질에 대한 환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민간 신뢰성 인증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

	 	 	군수품	전순기	품질보증	활동	과정에서	품질정보를	획득,	관리,	분석하기	위한	국방품질종합	

정보체계를	구축(’19년)

* 대표기관 :  기술자료 연간 검토계획 종합,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및 규격개발, 기술 자료 서식 통일화 및 검·교정, 표준화 관련 DB 

관리, 교육지원, 관련 협력기관 간 업무조율 등 기술관련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

국방규격개발협력기관

대표기관분야 민간 전문기관(예시)

국방

기술

자료

섬유피복부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전기전자부문
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 등

기계부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구원 등

금속부문
재료연구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화학부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일용품부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수송부문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보부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등

기관 미지정 분야 국방표준화센터 자체검토

기품원

육군군수사

해군군수사

공군군수사

국과연

방사청

국방부

규격작성관리기관/	
영상관리책임기관

국방표준화

센터

(가칭)

	 	 	군수품	조달의	시장여건	조성	및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사	기밀,	

기술유출	등	우려가	없는	한	국방규격의	공개를	확대	추진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는 품보원의 군수품 개발단계 참여활동으로부터 조사·수집된 품질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양산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의 사전식별을 지원함으로써 양산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

품질정보	수집

<대상사업>

· 국과연 주관 사업

· 업체 주관 사업

체계

개발계획서	검토

국방	규격화

검토

정보	활용

※  개발단계 참여활동을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는 품질과 관련된 정보에 국한

<양산단계	활용	정보>
· 사업정보(진행이력)

· 참여활동정보(위험요인 식별 정보 중심)

· 형상변경정보, 기타정보(위험, 품질)

양산단계

품보활동
국방품질종합

정보체계

SRR

SFR

PDR

CDR

TRR

FCA

PCA

DATA
DATA

DATA

DATA
DATA

DATA

DATA

DATA

DATA

보고서

- 참여결과

- 점검결과

- 서식자료

검토	단계별

- 품질정보

- 위험요인

품질보증활동

준비

업체품보계획서

검토/보완

위험식별

및 평가

품질보증

활동계획 품질보증

활동실시

위험추적

및 피드백

품질정보 

관리

계약시

운용	유지

저장·관리

국방품질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업 정보
DB

조사·수집
정보 
DB

참여활동정보
DB

개발 관련
산출물

DB

환류

조달청,	방위사업청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	구축	방안 국방표준관리	민간	전문기관	활용	체계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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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위산업진흥법	제정	및	전담조직	마련)	국방 R&D 혁신, 중소·벤처기업 집중육성, 방산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

	 	 	국방	R&D	수행·관리체계	개편,	협약방식으로	연구개발	방식	전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활성화,	국방벤처센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정부	간	판매제도,	방산수출	기금,	방산수출	지원	관련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방위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  현행 기품원 등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중소·벤처 지원사업, 방산수출 지원 및 정보수집·제공 등 

지원업무,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 업무 등을 전담

4   방위산업 육성정책 내실화

①	 	(개방적	소통문화	정착)	실효적인 방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업체참여 정책을 추진

	 	 		방위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부정책	결정에	

업체참여를	확대하도록	여건을	마련

 -   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업체와 정보공유를 확대

 -   소요기획 단계부터 국내 개발업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요 결정과정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업체의견 수렴분야: 개발가능성, 요구성능의 적절성, 수출 가능성, 기술의 진부화 등

	 	 	정부와	업체	간	계층별(CEO,	관리자,	현장	실무자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시	업체의	의견을	반영

 *   중소기업 육성정책, 수출전략 수립, 계약·원가제도 개선 등 업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정책 수립 

시 업체를 참여시켜 실효적 정책수립(’18년)

 -  업체가 제기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보를 공유

②	 	(방산통계	기반	강화)	통계조사 전담기관을 지정을 추진하며 국내·외 방산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정보를 외부에 공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에 산재된 방위산업 분야를 체계화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 방산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위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방산진흥을	위한	전담조직	임무(안)

전담조직 

기획관리 중소·벤처지원

  방위산업 정책 및 
    수출 가능성 연구·분석

  방위산업통계 조사·작성

  방산 대외협력

  방산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국방벤처센터 관리

  방산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관리

  해외시장정보 수집·제공

  전시회 등 시장 개척활동지원

  정부 간 수출 지원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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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ㆍ운영유지	단계에서	민간	우수기술	또는	새로	개발된	국산화	장비·부품을	운용중인	장비에	

적용하도록	점진적	개발	또는	주기적인	성능개량을	추진

②	 	(전략적	기술기획	추진)	국내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기술기획, 인프라 구축을 추진

	 	 	미래기술	및	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소요가	검토되도록	국과연	및	유사	무기체계	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합참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

* 미래전장 예측, 군 요구 작전운용성능, 신뢰성 분석자료 값 등 기술지원

	 	 	국방	기술기획ㆍ평가	및	분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품원	기술기획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전담조직화하고,	기품원	조직을	보강

   -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를 기반으로 핵심기술과제를 선별, 관리 및 평가하며, 확보된 기술의 

관리와 활용 업무를 수행

 *  기술기획본부(개편) :  기술정책ㆍ제도 연구, 신기술 예측 및 수준조사, 핵심기술과제 소요기획, 중기계획 및 

예산 관련 업무

 * 기술평가본부(신설) :   핵심기술 과제 평가, 개발 성과 분석 및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수출ㆍ국제공동연구 

기술 가치평가 

 * 기술관리본부(신설) :  기술이전에 따른 지재권 관리 및 기술료 산정, 실시권 부여 검토, DTiMS 및 

국방연구장비ㆍ시설 관리

 * 획득연구본부(신설) : 선행연구, TRA 평가 및 사업분석

   -  방산기술 보호 및 통제, 비용분석 전담기관을 부설화(방산기술 보호 센터, 비용분석센터)

국방 R&D 역량 강화Ⅱ

1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위한 국방 R&D 기획체계 개선

①	 	(첨단무기의	국내개발	우선	추진)	무기체계 개발 3대 요소를 충족하도록 사업단계별로 유연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

* 무기체계 개발 3대 요소 :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기술능력

	 	 	소요기획	단계에서는	무기체계의	국내기술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   핵심기술에 대한 선행 개발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력화 시기 및 작전운용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11)을 마련하고,

 -  국내개발 능력과 관련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시 이를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획득방법	결정	단계에서는	국내개발·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  국외구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무기체계의 국내개발ㆍ생산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 사업추진방법 결정시 국내제조·생산계획을 반영

주11)  전력화시기 및 작전운용성능 가인드라인(안) : ① 긴급전력을 제외한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는 F+11년 이후를 원칙, ② 

무기체계 소요기획체계를 핵심기술 기획체계와 연계하여 핵심기술 개발결과를 반영, ③ 작전운용성능은 現 기술수준을 고려한 

요구능력의 형태로 설정하되, 전력화 시기 및 최신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최신화

이사회

국방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본부
정책전략연구실
미래기술예측실
기술로드맵실

R&D과제기획실
예산조정연구실

기술평가본부
핵심기술평가실

성과분석실
절충교역실

기술가치평가실

기술관리본부
지재권관리실

보유기술조사실
DTMS 관리실

연구인프라관리실
방산정보실

획득연구본부
선행연구 1실
선행연구 2실
선행연구 3실

 TRA실
사업분석실

비용분석센터 방산기술보호통제센터

감사

전략기획실 경영지원실

부원장

국방기술기획평가원	개편(안)

① 첨단무기의 국내개발 우선 추진

② 전략적 기술기획 추진

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R&D 수행

② 관련부처간 협력 확대

①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전환

② 업체 주도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 마련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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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R&D와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실용화 선도

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R&D	수행)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스마트 디펜스(Smart Defence)를 구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높은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수행	환경	마련을	위해

 -  현존ㆍ잠재적 위협에 대응하여 문제식별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 도전기술 개발제도13)를 

신설(’18년)

	 	 	국과연은	전략비닉무기와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일반	무기는	업체가	전담하도록	국과연을	

재구조화	및	역할분담	재정립

 -  現 1, 2, 3, 4본부를 국방과학연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비닉무기 전담기관으로서 독립성 

보장과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지도ㆍ감독 수행

 *  미래도전기술개발을 위한 국방고등연구소, 소요기획단계에서 합참을 기술지원하기 위한 전략기획본부, 

행정지원과 인프라 관리를 위한 경영지원본부를 편성

 * 국방품질연구원과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은 방사청에서 지도ㆍ감독 수행

 -  소요군 지원 관련 업무, 외부 네트워크 활용분야는 부설기관화

 *  지상ㆍ해상ㆍ항공연구소 신설(現 5, 6, 7본부 개편), 방산기술지원센터의 기능 확대(과학적 사업관리, 

연구소 기업창설 지원 등)

주13)  미래도전기술은 무기체계를 선도하며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기술 또는 국가간 기술이전 방식으로는 

확보가 불가하여 반드시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기술

정책 기획(P) 계획(P) 예산(B) 사업관리(E) 평가(E) 성과관리 성과 분석/확산 수행 형태

국방부

방사청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MST)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

(가칭)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칭)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과연,

방산기술지원
센터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

 범부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전문
기관
대행

전문 기관 대행

방사청 국과연,
방산기술지원

센터
-

방사청

기품원

방사청

기품원기품원 국과연

수행
대행

지원

개선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의	역할	범위

이사회

국방과학연구원장

부원장

감사

방산기술지원센터

민군협력진흥원

외부	네트워크
활용분야

지상무기연구소

해양무기연구소

항공무기연구소

군과	밀접한	역할이
필요한	분야

전략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1기술
개발본부

2기술
개발본부

3기술
개발본부

융합개발
본부

종합시험
본부

고등기술 
연구소

전략무기	및	핵심전력/기술분야

|	현재	|	 |	개선(안)	|	

  대량 파괴ㆍ살상
    → 정밀화(Pin point)

  병력 집약軍
    → 기술 집약軍

스마트	전쟁	/	스마트	군	전환

  수세적 전력증강
    → 공세적 전력증강

  EMP, 레일건, 사이버 등

역비대칭	전력	조기확보

  제조ㆍ조립 산업
    → 첨단 기술 융합

  기존 Platform 기술에 
    무인ㆍ로봇ㆍIT 기술 활용

방위산업의	첨단화

참모/지원 부서

2
연구본부

지휘통제/
정보전

3
연구본부

감시정찰/
우주기술

4
연구본부

탄두/
탄약

5
연구본부

지상무기

6
연구본부

해상무기

7
연구본부

항공무기

8
연구본부

시험평가

(부설)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사회

소장

부소장

감사

*이사장: 국방부 장관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1
연구본부

미사일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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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①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전환)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기획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수준조사와	

연계하여	민간	보유기술을	조사ㆍ분석

 -  드론, 로봇,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와 국가과학기술수준조사 간 

연계성을 강화

 -  민군 기술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군겸용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 기획시 

민간기술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

	 	 	정출연	등이	보유한	우수	민간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군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성능개량을 통해 획득함으로써 

획득기간과 비용을 감소

 -  민간기술을 이전받아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14) 제공 방안을 마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무인화	기술	등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스마트한	군대로의	

전환을	촉진

 * 유ㆍ무인 협업 : 지능형 경계시스템, K9 자주포 운용인력: 5명 → 2명

 -  무인전투헬기, 초소형 곤충형 정찰로봇, 무인잠수정 등 역 비대칭 전력의 국내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기획하고 개발을 추진

	 	 	국방분야에	융합되어	성숙된	기술을	민간분야로	환류하는	R&D	생태계를	조성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관과 연구개발 성과(지식 재산권 등)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  국가가 보유한 연구성과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우미제도 활성화, 기술 인큐베이팅,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강화

②	 	(관련부처간	협력	확대)	관련부처간 협력을 통해 R&D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사과제에 

대한 R&D 효율성을 제고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체를	신설하고,	국가	R&D와	

국방	R&D	간	분업·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기반 기술개발은 국가 R&D로 활용하고, 체계개발 및 국가 R&D 실용화 

사업은 국방 R&D 체계를 활용

 - 국방 R&D의 민수소요를 검토하여 민군 기술협력 및 융합연구 확산을 추진

 -  또한, 각 부처별 R&D 예산의 일부(5% 수준) 또는 정출연 수행 과제의 일정규모를 국방 분야에 

할당되도록 추진

	 	 	북	핵·미사일	위협	등	국가적	안보현안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가	R&D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	연구개발을	수행

 -  국외 E/L 품목 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도 범부처간 정책적 프로젝트로 개발을 추진

  *  국외구매 의존품목(함정용 엔진, 항공기용 가스터빈 등) 및 선진국 E/L 통제품목(레이더 증폭기 등)에 

대해서는 민군기술협력 또는 부처협력으로 우선 추진

주14)  기재부는 기술이전비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율 확대(’16.12월) : 중소기업(7% → 10%), 중견·대기업(5% 

신설)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활용	사례

민수사업화를 통해 출시된 민수품 20건(’13년 9월 ~ ’17년 1월)

* 총 259.72억원 업체 매출 발생(’17년 1월 기준)

광통신모듈 초음파탐촉자 수중방사소음

측정장치

가상네트워크 기반

망분리 솔루션 

TIPN

레이더반사 단면적

예측/분석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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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Ⅲ

1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①	 	(국방벤처기업	지원	확대)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국방벤처 지원사업15)을 

확대하고, 전국적 국방벤처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

	 	 	기업의	기술수준,	방산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를	고도화

* (지자체) 1억원 이내, (국방벤처) 2년 이내 3억원, (국방벤처혁신기술) 3년 이내 5억원

	 -		 	소요군,	체계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고수준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사업을	신설(’18년)

 -  또한 기술개발비 지원사업 경쟁률(’16년 5.5대 1, ’17년 3.9대 1) 등을 고려하여 국방벤처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

   * (’18) 43.5억원 → (’20) 55.5억원 → (’22) 67.5억원(매년 4개 과제 추가지원)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선행연구단계에서부터	국제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가간	

협의체를	활용하여	개발소요를	발굴

* 국제공동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마련(~’18년)

②	 	(업체	주도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	마련)	방산업체가 스스로 무기 체계를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계약방식에서	국가	R&D와	동일하게	

협약방식으로	전환하고,

|	계약과	협약방식	비교	|

구분 계약(국방	R&D) 협약(국가	R&D)

적용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등

  과학기술기본법, 산업발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사업비 구성
  방산원가계산규칙 적용

  적정 이윤 보장
  비목별 산정기준 적용

제재방법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증

  지체상금부과 등

  업체귀책 사유인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기술개발사업 신규참여 제한

 

 -    업체선정 시 비용평가를 생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연구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주관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기술은	

국과연에서	지원하도록	개선

* 국과연은 전략·비닉 무기 및 신기술 개발에 집중

 -    또한 국과연이 보유한 시험시설·장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등 업체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ㆍ시제품	등을	군에서	시범활용하거나	일부	성능개량을	통해	

획득함으로써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

 * 민간 우수제품의 군 활용성과를 지속 추적ㆍ관리(Track Record)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주15)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

① 국방벤처기업 지원 확대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제고

③ 경영환경 개선 지원

① 중소기업 판로 확보 지원

② 홍보·마케팅 채널 다각화

③ 기술개발 이후 후속지원 방안 마련

① 관련부처와 정책공조 강화

② 대·중소기업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③ 방산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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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방벤처

(기초기술	개발)
국방벤처혁신기술
(고수준	기술	개발)

|	부품조사분석	예	:	’17년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도출	절차	|	

조사대상	무기체계

선정

무기체계별	

분할구조	작성
해외도입품	식별 국내기술수준	분석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확정

체계개발종료 및 

양산초기 12개 

체계 선정

주요부품 42,367개 

식별

핵심부품 730개 식별

 * 국외도입 109개

국내개발가능 

77개 품목 식별

경제성 등을 고려 

15개 개발 품목 확정

 -   진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품국산화 범위를 확장

   * (현재) 수입대체 → (향후) 수입대체 + 순수개발 + 성능개량

			

 -  체계업체가 스스로 국산화 부품 사용을 확대하도록 체계업체를 대상으로 원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예)  기술인력 파견 비용을 간접노무비(2∼3년 후 일부 비용만 인정)에서 직접노무비로 전환하여 비용을 

100% 인정하는 방안 등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에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도록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제도를	개선하고

   -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World Class 

300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

     *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을 협의

	 	 	국방벤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예산	확보방안을	마련

* 국방벤처센터 광역화(구미 → 경북, 전주 → 전북), 경기지역 국방벤처센터 설립 우선 추진

* 지자체에 조례 제정 추진, 법률에 지원근거 마련, 운영비 국비 지원 등 

	 	 	국방	벤처센터	협약기업에	대하여	국방벤처기업	로고와	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	

수단	및	기업의	신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제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방산분야에 지속 참여하고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하고,	부품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

   * ’18-’22 중기계획 : (’18년) 119억원 → (’20년) 136억원 → (’22년) 187억원

 -  국산화 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국산화 품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입부품 목록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 우선 사진자료, 형상, 조달수량 등을 공개하고, 장기적으로 사이버전시실 형태로 발전

 -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 조사·분석을 확대

진입 도약

수입부품 국산부품 국산부품2

無 국산부품 국산부품2

부품국산화	현재	범위

(국산화율 70% 이상일 경우 국산화 인증)

모방대체

순수개발

성능개량

성능개량

부품국산화	추가	범위

(국산화 인증 미실시, 규격화 가능)

* ’18~’22 부품국산화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

부품국산화	범위	확장	개념도

국방벤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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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17),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지원 제도18)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

	 	 	체계업체에서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추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에서도	우선선정	품목류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를	개선

	 	 	중기부와	협력하여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개발	가능한	과제	

발굴을	다변화하며	기품원의	기술지원을	강화

* 예산확대 목표 : (’16년) 4건, 8억원 → (’22년) 30건, 60억원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중소기업	추천을	확대하여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

②	 	(홍보·마케팅	채널	다각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소요군 

및 체계업체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

 *  기품원 관련 부서에서 보유 중인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연결되도록 지원

	 	 	기술교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

	 	 	개발에	성공한	우수	기술·제품을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시키고,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개발	가능한	방산기술을	발굴

 -  국방벤처 지원과제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국방핵심기술기획서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 가능한 미래 국방분야 소요기술을 

식별하고, 기술개발과제로 지원

     * 8대 기술분야별로 미래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록

	 	 	국방분야	Buy-Korea	제도16)를	신설하여	국외구매시	국내에서	생산을	병행하도록	하여,	도입한	

무기체계의	관련기술이	국내업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

* 국내 조립생산, 국내 개발 핵심부품의 체계 적용, 중소기업의 생산참여 등

③	 	(경영환경	개선	지원)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조성하기 위하여 컨설팅, 

경영자금 등을 지원을 확대

	 	 	방산분야에	참여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산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컨설팅	전문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매년 운영기관을 공고, 선정함에 따른 전문성 및 연속성 문제 해결 가능

	 	 	방위산업육성자금과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 군수품 조달실적(최근 5년 매출액의 5% 이상) 조건 등 제외

 -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한도를 폐지하며, 보안·안전 관련 시설 투자 분야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

   

주17)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대해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

주18)  중기부 주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중 수요처(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구매하는 사업으로 국방분야는 기품원에서 제안하는 부품국산화 과제에 한하여 진행 주16)  무기체계에 대해 국외 구매 시 국방부문의 자국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코리아(Buy Korea) 제도 도입

	(현행)	전년도	매출액의	30∼50%까지	지원 (개선)	지원	상한선	폐지



개요 성과분석 환경 분석 현상 진단 비전 및 목표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방위산업의 미래 향후 추진계획

 65Defence Industry Development Master Plan64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대기업의	아웃소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	R&D	사업	참여시	아웃소싱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공동	시장개척활동	등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③	 	(방산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실효적인 협의체를 마련 

	 	 	간담회,	세미나,	학회	등	의사소통	창구를	다양화하여,	방산	중소기업	육성정책	연구,	정부	

정책설명	및	건의	접수,	업체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창구로	활용

 * 지역별·분야별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방위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협의체(학회,	협회	등)	신설을	유도

	

③	 	(기술개발	이후	후속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전체	국방계약	대비	중소기업의	계약비율	실태조사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계약비율이	

향상되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중소기업 계약비율을 확인하여 정책적 활용방안 강구(미국은 국방계약시 중소기업 주계약 할당목표는 21∼22% 

수준으로 설정)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체계개발	등	후속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 체계개발시 전력화시기, 요구성능 등을 고려하여 기개발한 기술(과제)을 우선 활용

3   중소기업 친화적 방산환경 구축

①	 	(관련부처와	정책공조	강화)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관련부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소·벤처기업이	방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	

패키지	운영	시	국방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협조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청년CEO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정책자금,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의	기술보호	관련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지킴서비스 가입, 통합 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 

②	 	(대·중소기업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간 상생 협력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착·중도금	지급	지연,	불법	하도급	등	방산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

 -  착·중도금 적기 지급을 위한 교육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창구를 운영

 -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금 지급 상황을 확인

     * 협력업체에 대한 선급금 배분계획, 지급·수령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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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Ⅳ

1   수출 경쟁력 강화

①	 	(수출을	위한	R&D	확대)	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향상하고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

	 	 	핵심기술	및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경우	E/L	승인이	제한되는	품목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품목을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업체에서	수출용	개조·개발시	국과연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시에도	국과연	개발인력이	

참여하여	지원

	 	 	수출을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는	경우	개조·개발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을	확대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금을 3년간 최대 10억에서 20 ~ 30억원으로 확대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향후	수출	가능성도	고려하여	개발

* 국제공동개발을 확대하고, NATO 등 국제표준에 맞는 규격 사용

②	 	(수출지원	정책	내실화)	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의 시장개척·마케팅, 금융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품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개척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

 -  해외 방산시장에 대한 실효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D4B.go.kr)의 기능 및 분석 대상을 확대

 *  해외 입찰정보 중심에서 향후 국가별 운영 무기체계, 시장정보, 의사결정 핵심인사 정보 등 정보의 질적 

향상 추진

 -  방산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하고, 국제입찰참가 등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취득 비용지원을 추진

 -  수출품 시범운용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을 위하여 개조·개발된 제품을 우리 군에서 

시범운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해외 신뢰도를 제고

 *  ’18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국방부·각군 등과 협의한 후 시범 운용 추진

	 	 	수출과	관련된	이차보전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금융지원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는	등	

정책금융	확대	추진

 -  이차보전사업의 지원 대상·규모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하고, 협약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접근성을 제고

     * 수출 관련 중소기업 이차보전 융자액을 연간 1,000억원까지 확대(’16년 560억)

 -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과 연계하여 방산 수출을 위한 연불수출19) 금융 등 신규 금융서비스 

발굴을 추진

주19)  연불수출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결제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대금은 여러 해 동안 나눠 받는 수출 방식

① 수출을 위한 R&D 확대

② 수출지원 정책 내실화

③ 수출지원제도 개선

① 맞춤형 수출 전략 마련

② 다양한 수출 품목·방식 개발

③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기회 확대

① 범 관련부처간 협업 강화

② 수출지원 해외인력 확충

③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① 방산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방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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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①	 	(맞춤형	수출	전략	마련)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국가별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방산 협력 활동을 실시

	 	 	관련부처,	재외	공관,	방산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권역별·	국가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상국에	대한	분석을	강화

	 	 	국가별	전략에	기초하여	신흥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수출가능성	높은	국가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Two-Track	전략으로	추진

 -  수출가능성 높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지원 TF를 구성하고, 고위급을 활용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

 -  신흥 유망국가에 대해서는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공동위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하여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안보 관련 국제 행사를 방산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

   * 전시회 참관 + 주요인사 면담 + 업체/부대 방문 등을 패키지화하여 추진

③	 	(수출지원제도	개선)	수출 허가, 정부간 판매, 기술료 등 수출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수출	허가	사전	절차인	국제입찰	참가	승인과	수출	예비승인을	통합하여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

	 	 	방산물자에	대한	정부간	거래의	법적근거를	방위사업법에	마련하고,	중고품	수출	등	수출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 구매국에서 요청할 경우 방위사업청도 계약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	보유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료	감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18년)

|	주요국	소요	분석	| |	경쟁국	동향	분석	| |	경쟁국	대비	장·단점	|	

품목별	수출시장	분석	예시	(유럽/자주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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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제정

 -  방산업체가 리스 또는 수출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생산·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

③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기회	확대)	절충교역 우선순위를 방산기술 획득에서 부품 제작 및 수출, 

국제공동개발과 공동생산으로 전환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 수출확대에 기여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도입되는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국산부품	쿼터제	도입을	추진(’18년)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하여	충분한	절충교역	협상기간을	확보하고,	국외	방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핵심부품	공동제작	및	수출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육성	기회로	활용(방위사업법	개정,	

’18년)

* 무기체계 판매 업체가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절충교역 이행 의무를 미리 충족시키는 활동

3   수출 지원 인프라 확대

①	 	(범부처간	협업체계	강화)	산업·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업체를 지원하도록 관련부처 간 

계층별 협업체계를 구축 

	 	 	방산수출	관련	범부처	고위급	협의체를	마련하여	현안을	협의·조정	및	정책적	결정을	수행

 *  現 국방산업발전협의회(장관급) 위상강화, 방산수출 관련 협의를 위한 최고위급 회의체 마련 등 다양한 방안 추진

	 	 		방산수출	실무협의회와	같은	실무자급	협의체를	확대하여,	수출	관련	업체의	애로	및	협조사항을	

One-Stop으로	조치

②	 	(다양한	수출	품목·방식	개발)	중고무기, 부품, SW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패키지 수출, 리스 수출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개발하여 구매국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수출이	가능한	중고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사례를	바탕으로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을	정비하여	중고	무기체계	수출	모델을	제도화

	 	 	방산군수공동위	등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글로벌 방산기업의 니즈를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 유망품목 발굴 및 매칭을 수행하는 

GMD(Global Market Developer)를 신설

	 	 	M&S	체계	등	수출	가능한	고부가가치	SW체계와	무기체계	기술수출	과제를	발굴하여	수출지원

* 무기체계 수출국에 창정비 기술 수출, Upgrade S/W 수출 등 

	 	 	국방협력(잉여·도태	장비	양도),	개발원조(ODA,	EDCF)	등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계한	범정부	

수출	패키지	방안을	마련

* ’18년 시범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부처 협의 후 공동 마케팅 추진

 -  무기체계의 완전성 및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장비·부품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추진

     * (예시) ① K-9 자주포 + K-10 탄약 운반차 + 포구청소기  

                  ② 소총·기관총 + 조준경 등 관련 제품을 연계하여 수출 촉진

		중고	무기체계	수출	개념도

① 정비 입고 ② 신품 납품 ③ 중고 수출

국내 제조사

구매국운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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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①	 	(방산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업체선정 

평가기준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제안서	평가지침	및	적격심사	기준에	추가로	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 세부기준 및 가점부여 방법에 대한 검토 후 규정 개정(’18년) 

②	 	(방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산 인턴십 제도를 신설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방산 

전문인력 양성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등 방산인력 양성을 지원

	 	 	우수	대졸인재를	선발하여	방산업체에	인턴으로	근무토록	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국고	지원하는	

방산	인턴십	제도를	추진

	 	 	방산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여	석·박사급	방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방산분야	기초	인력	양성을	지원

②	 	(수출	지원	해외인력	확충)	재외무관, 방산협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무역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현지 지원활동을 강화

	 	 	재외무관의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을	전담할	군수무관	파견을	확대

* 주재국별 방산현황 및 진출 전략 보고서 제출, 무관 평가 시 방산 수출 비중을 확대

	 	 	대형	무기체계	수주	등	방산	현안이	있는	국가와	권역별	주요	수출국에는	방산협력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추진

	 	 	KOTRA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KOTRA의	현지	무역관을	적극	활용

* 재외무관, 방산협력관이 없는 국가의 경우 KOTRA 무역관의 역할 강화

③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체계적인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방산수출 관련 

기금을 신설

	 	 	우선	기품원에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향후	방위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수출진흥	업무를	총괄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	기금을	설립하여,	기업이	수출시	납부한	기술료를	수출과	관련한	활동에	

활용하는	등	방산수출	선	순환	구조를	마련 방산	인턴십	제도	운영계획(안)

방산관련 전공자 및 

대졸 지원자 선발

선발

방진회 및 

관련 대학 등을 

활용 방산교육 실시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해 

업체에 인턴 파견 

(인건비 국고 보조)

인턴	파견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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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정책공조를 강화

	 	 	중기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방산	전문인력	양성,	국방부의	

제대군인	전문인력	취업지원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강화

 *   정부출연기관 인력 파견(기업별 1명, 3년), 석·박사급 신규채용(기업별 2명, 3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기업별 

1명, 3년) 시, 급여의 50%를 정부가 지원

	 	 	해외방산기업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에	방산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추진

* 방산분야 지원시 연수자금 지원, 글로벌 업체와의 협약 체결, 연수 후 국내기업으로 유턴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방진회, 기품원(국산화사업실 및 국방벤처실) 등을 활용하여 방산업체 신규채용 계획을 홍보하고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 실시 등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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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기본계획의	착실한	수행을	통하여	5년	후	우리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전반에	발전적	생태계가	마련되고,	수준	높은	국방	R&D	역량과	방산	중소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가	정착되어,

	 	 	생산	30조원,	수출	50억불,	고용	5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국방 R&D 역량 강화Ⅱ

	 	 	국방	R&D	기획체계와	조직을	개편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도전적	핵심기술과	첨단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이	확대될	것이며,	부품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무기체계	국산화율이	향상될	것임.	

＊국내조달비율 70%(現 60%), 무기체계 국산화율 75%(現 67%) 달성

	 	 	국가	R&D와	국방	R&D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기술을	확보할	것임.

＊인공지능, 무인화 기술을 활용한 무인전투헬기, 초소형 곤충형 정찰로봇 등 

	 	 	민군협력에	의한	기술이전과	국제공동	연구개발,	업체주도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임.

＊민군겸용기술의 국방분야 실용화율 70%(現 61%) 달성

5년 후 
우리 방위산업의 모습07Chapte r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Ⅰ

	 	 		작전요구성능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획득하게	되며,	성실수행	

인정을	확대	적용하여	창의ㆍ도전적인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임.

	 	 	업체	선정과	계약제도가	개선되어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제대로	평가	및	보상을	받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며,	방산물자	지정제도가	개선되어	적절한	경쟁과	이윤이	보장될	것임.

	 	 	업체	중심의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되어	성능이	보장된	무기체계가	획득될	것이며,	국방규격은	

공개가	확대되고	전문기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임.		

	 	 	무기체계	소요	결정	및	연구개발	사업	全단계에서	정부와	업체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방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방위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되어	방산업체의	사기가	진작될	것임.	

		방위산업의	미래	모습(2022년)

30조원
1.8배	증가

50억달러
1.9배	증가

5만명
1.3배	증가

생산 수출 고용

현재 5년	후

  경직된 ROC 및 R&D

  가격 중심 경쟁환경

  정부 주도의 품질보증

  정부 위주의 폐쇄적 의사결정, 사업관리

  유연한 ROC, 창의·도전적 R&D

  기술·성능중심 경쟁환경

  업체 책임 하 품질보증

  업체 참여 하 개방형 의사결정, 사업관리

24억달러

3.8만명

16.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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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ㆍ벤처기업 육성Ⅲ

	 	 	전국적	국방벤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이	활발하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임.	

＊국방벤처센터 10개소, 예산 70여억원, 협약기업 350개, 연매출 4,000억원 달성

	 	 	방위산업	지원제도가	중소·벤처기업	지원중심으로	개선되고	규모가	확대되며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방산	중소ㆍ벤처기업의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고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임.

＊중소기업 지원예산 500여억원,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비중 10% 달성

	 	 	중소기업	관련부처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Ⅳ

	 	 	수출을	고려한	무기체계	개발을	확대하며,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	중고무기,	리스	등	다양한	수출	

방식을	추진하는	등	수출	중심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방산수출의	획기적	증가

＊방산수출(수주기준) 50억불 (現 30억불 내외) 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방산	인턴십	제도	운용,	방산수출의	증대	등으로	우수	

인력의	방산업체	취업이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방위산업 고용 5만명 (現 3.8만명) 달성

현재 5년	후

  내수위주의 무기체계 개발

  대기업, 제한된 품목 위주의 수출

  제한된 방위산업 고용 

  내수 + 해외수출형 무기체계 개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부품·중고·리스 등  
    수출방식 다변화

  방위산업 고용 확대

현재 5년	후

  국방벤처센터 8개소, 협약기업 264개社 

  지원예산 300억원, 수출 비중 4.9%

  국방분야 중심의 지원제도 운용 체계업체 중  
   심의 협력 

  국방벤처센터 10개소, 협약기업 350개社, 
    국방벤처혁신기술 운용

  지원예산 500억원, 수출 비중 10%

  범부처 지원제도 활용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현재 5년	후

  정부와 전문기관 간 업무혼재로 
   선택과 집중 곤란

  무기체계 국산화율 67%

  소요 기반, 체계개발 중심의 R&D

  정부 중심의 연구개발, 
    방산업체는 정부의존형 R&D

  국과연은 핵심·비닉기술,기품원은 
    품질보증·신뢰성평가 전담

  무기체계 국산화율 75%

  미래도전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정부는 핵심기술개발, 방산업체는 
    체계개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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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08Chapte r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18~’22기본계획의	14대	중점과제	및	39개	세부	

추진계획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	관련	법규	제·개정	기간	및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

	 	 	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소요는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을	추진

＊국방 R&D 인프라 보강, 방산진흥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중소기업 GVC참여 확대지원, 방산인터십 제도 운영 등 

실행력	담보를	위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확인	및	

점검을	추진		

	 	 	연도별	실행계획	작성(’18년)	및	반기별	집행점검	추진

「’18~’22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을	강화하며,	

	 	 		방산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인터넷	등)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여	보완·발전시킬	예정임.

＊방위사업청 제공 e-뉴스레터, 블로그, 방산정책 연재 등 홍보수단 활용

정책 중점과제 세부과제 일정 주관 협조

Ⅰ. 

방위

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1.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걸림돌 제거

① 유연한 작전요구성능 설정 단기 획득정책과

합참, 

계획총괄팀,

공직감사관실

②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단기 획득정책과

계획총괄팀, 

기술기획과,

합참 

③ 지체상금 제도 개선 단기 계약제도심사팀
기재부, 

계획총괄팀

④ 착·중도금 제도 개선 단기 계약제도심사팀

지출심사팀, 

국방부, 

기재부

 2. 기술·성능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 및 

     진입장벽 완화 

① 기술·성능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단기 사업운영평가팀 획득정책과

② 인센티브형 

    원가·계약제도 개선
단기 계약제도심사팀

계획총괄팀, 

원가총괄팀,

획득정책과, 

조달기획팀

③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단기 방산정책과

계획총괄팀,

통제정책담당관

 3. 국방 품질 및 

     표준 관리체계 

     고도화

① 신뢰성 기반의 예방적 

    품질관리정책 도입
중기 획득정책과

조달기획팀, 

계획총괄팀

기품원 

② 국방규격의 민간 활용 및 

    공개 확대
중기 표준기획과

장비/물자규격팀

각 군(군수사), 

국과연, 

기품원

 4. 방위산업 육성 

     정책 내실화

① 개방적 소통문화 정착 단기 방산정책과
계획총괄팀,

방진회

② 방산통계 기반 강화 단기 방산정책과 방진회

③ 방위산업진흥법 제정 및    

    전담조직 마련
중기 방산정책과

정책조정담당관 

획득정책과

수출진흥과 기품원,

기재부 

|	과제별	추진일정	|	 ※ 세부과제 39개 : 단기(’18~’19년) 27개, 중기(’20~’21년) 11개, 장기(’22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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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점과제 세부과제 일정 주관 협조

Ⅱ.

국방 

R&D 

역량 

강화

 1.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R&D 

     기획체계 개선

① 첨단무기의 국내개발 

    우선 추진
장기 획득정책과

국방부, 합참, 각 군, 

기품원, 국과연

② 전략적 기술기획 추진 중기 획득정책과

기재부,산업부, 

과기정통부, 국과연, 

기품원

 2. 국가 R&D와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실용화 선도

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R&D 수행
중기 기술기획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과연, 기품원

② 관련부처간 협력 확대 단기 획득정책과

기술기획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합참, 기품원

3.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① 개방형 국방 R&D 

     체계로 전환
중기 획득정책과

기술기획과 수출진흥과,

국제방산협력과,

산업부, 과기정통부

② 업체 주도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 마련
중기 획득정책과

계약제도심사팀,

계획총괄팀, 원가총괄팀

Ⅲ.

유망 

중소·벤처 

기업 육성

1.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① 국방벤처기업 지원 확대 단기 방산일자리과 기품원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제고
단기 방산일자리과

방산정책과, 기술기획과,

절충교역과, 기품원, 

민군협력진흥원

③ 경영환경 개선 지원 단기 방산일자리과 -

2.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판로 확보 지원 단기 방산일자리과 중기부, 기품원, 방진회

② 홍보·마케팅 채널

     다각화
단기 방산일자리과

수출진흥과, 절충교역과,

기품원, 각 군(군수사)

③ 기술개발 이후 

     후속지원 방안 마련
중기 방산일자리과

계약제도심사팀,

조달기획팀,

획득정책과,

사업운영평가팀

3. 중소기업 

    친화적 방산환경

    구축

① 관련부처와 

    정책공조 강화
단기 방산일자리과

통제정책담당관,

중기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② 대·중소기업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단기 방산일자리과

지출심사팀,

사업운영평가팀,

산업부, 중기부

③ 방산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
단기 방산일자리과 방산정책과, 방진회

정책 중점과제 세부과제 일정 주관 협조

Ⅳ.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수출 경쟁력 강화

① 수출을 위한 R&D 확대 단기 수출진흥과

방산일자리과,

국과연,

기품원

② 수출지원 정책 내실화 중기 수출진흥과

국제방산협력과,

기품원, 

국방부

③ 수출지원제도 개선 단기 수출진흥과

품목기술심사담당관,

기술기획과,

산업부, 

국방부,

KOTRA

2.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① 맞춤형 수출 전략 마련 단기 수출진흥과

국제방산협력과,

국방부, 

외교부

② 다양한 수출 

     품목·방식 개발
단기 수출진흥과

국제방산협력과,

절충교역과

산업부, 

국방부, 

외교부

③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기회 확대 
단기 절충교역과

수출진흥과

국제방산협력과

산업부, 

국방부

 3.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① 범부처간 협업체계 강화 단기 수출진흥과 국방부

② 수출지원 해외인력 확충 단기 수출진흥과

국제협력총괄TF,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③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중기 수출진흥과
방산정책과,

국방부

4.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① 방산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단기 방산일자리과

계획운영부, 

사업운영평가팀

② 방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기 수출진흥과 기재부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단기 방산일자리과

중기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개요 성과분석 환경 분석 현상 진단 비전 및 목표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방위산업의 미래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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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구분 ’18-’22	기본계획’13-’17	기본계획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

자주국방의	핵심기반,	방위산업비전

·	세계	수준	방산기업	10개	육성
·	국방과학기술	선진	8위권	진입

·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

’13-’17과	’18-’22	기본계획의	연계성

국방	R&D	역량	강화

국가 R&D와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실용화 선도

업체주도 국방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위한 

    국방 R&D 기획체계 개선

유망	중소·벤처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 방산환경 구축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걸림돌 제거

기술·성능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 및 

진입장벽 완화

국방 품질 및 표준 관리체계 고도화

방위산업 육성정책 내실화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국내	방산시장	경쟁	촉진

방산물자지정제도 개선

방산원가/계약제도 개선

국방규격 상용전환 확대

방산정보 공유 활성화

방산기업	핵심역량	강화

방산전문 기업육성 및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민간주도 국방 R&D체계 확립

국방기술 소유권 제도개선

방산핵심기술 부품개발 추진

방산제품	품질	안정화

총수명주기 품질관리 체계 구축

국방품질경영 정착

국제	방산시장	진출	확대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주력수출 품목 육성



발	행	일 2018. 2.

발	행	처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발	행	인 방위사업청장

감				수 방산진흥국장 육군 소장 오원진

총				괄 방산정책과장 해군 대령 김권일

종합작성  방산정책과 해군 중령 성문철

원고작성 (방산정책과) 사무관 최승환, 노용준, 소령 박형근

	 (방산지원과) 사무관 김지영

	 (수출진흥과) 사무관 민경언

	 (획득정책과) 해군 중령 황인혁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전화 02-2079-6411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 이 책의 무단 전재 및 복제행위를 금합니다.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