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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궁-II(UAE), K9자주포(이집트) 등 대규모의 방산 수출이 성사

되었습니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 국가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근간이자 뿌리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수출 및 경영 지원, 정책자금 등 분야별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은 방위산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 

하거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방위산업 관련  

지원정책에 관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는 기업의 관심사항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국방 신산업 육성 및 전략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 새로 추진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외에 미래도전국방

기술 등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청 사업·계약 제도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현장 

에서 밀착 지원하는 방산 기업 원스톱지원센터,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소개도 함께 실었습니다. 

모쪼록 이 안내서가 중소·벤처기업에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기업이 보다 쉽게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  2월

방위산업진흥국장  김  진  홍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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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순번 사업명 ’21년 ’22년

1 방산중소기업 컨설팅사업 9.0 9.0

2 국방벤처 지원사업 102.6 137.9

3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118.4 205.4

4 핵심/수출연계/전략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787.2 1624.3

5 일반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지원 66.8 66.8

6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93.2 90.4

7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4 12.55

8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 2.5

9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5,442.9 8,068.2

10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1,204.2 2,664.2

11 신속연구개발 사업 - 459.6

12 민·군 기술 협력 사업 908.3 1589.5

13 신속시범획득 사업 302.8 302.8

1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465.2 582.4

15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16.9 18.9

1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13.5 20.2

17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2.0

	’22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P.59)

-   국방 경험이 전무한 우수 민간 중소·벤처기업에게 국방분야 진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P.21)

-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부품 독자 수출을 위해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을 발굴하여 국산화 개발 지원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P.28)

-   첨단 방위산업 분야 계약학과(석·박사 과정)를 설치하여 방산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P.32)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방산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연계를 지원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P.34)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획득과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지원

	기존	사업	개편사항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기술분야 지원금액 확대 (P.10)

-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술 컨설팅 지원금액 

최대한도 상향(3천만원 → 5천만원)

•국방벤처 지원사업 : 과제 난이도별 맞춤형 지원 강화 (P.12)

-   국방벤처 지원사업(자유공모형) 대상기업 선정 시 창업 7년 이내 기업 우대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 중소·벤처기업 융자 문턱 완화 등 (P.25)

-   국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관련 신규업체의 융자지원 걸림돌이었던 

‘군수품 매출액 실적’이 없어도 중소·벤처기업의 융자지원

	’22년	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22년	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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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방위산업	육성분야

C h a p t e r

02
1.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2. 국방벤처 지원사업

3.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4.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4-1.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4-2.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4-3.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4-4. 일반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지원

5.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6.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1.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6-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6-3.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7.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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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분 야 세부 내용

기  술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

•공정·품질·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공동기술개발·기술협력, 규격화·목록화,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

경  영
•국내 마케팅,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산원가 관리 등

행  정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융자신청 등 지원제도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법  률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법률 상담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

	개요

기술력 있는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신규 진입 및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민수 중소기업

- 방산 분야에 활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 경영, 행정, 법률 분야 컨설팅

-   기업당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최대 3천만원 지원 

(기술분야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 규모 : 9억원 (’22년 예산 기준)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내용

-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확대(3천만원→5천만원) 지원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3월, 7월(예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수행기관) 접수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기관

컨설팅 수행

수행기관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도점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기관

지원대상기업 선정

방위사업청

최종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부지원금
지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기관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5561

문의처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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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사업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간평가
(1년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정평가
(서면·현장·대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종평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개발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

방위사업청

	개요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 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개발과제 :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기술/부품/제품

•지원 내용

- 국방벤처 지원사업 : 최대 2년 3억원(사업비의 75%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 최대 3년 20억원(사업비의 75% 이내)

-   국방벤처센터를 통한 국방기술 전문가 연계, 국방정보 제공,  

군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등 지원

•지원 규모

- 137.92억원 (’22년 예산기준)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내용

국방벤처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창업 7년 이내 기업 우대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미적용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국방벤처지원사업>

* 국방벤처혁신지원사업 선정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별도 안내

•신청·접수

-   사업공고 : 2~3월(예정)   * 세부 지원사업별 일정 상이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접수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국방벤처센터 사업협약 희망 확약서, 참여제한사항 확인서, 중소

기업확인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국방벤처	지원사업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6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561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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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 개발과제 : 수출 가능성이 높고 무기체계 적용이 가능한 기술/부품/제품

•지원 내용

- 최대 3년 30억원(사업비의 75% 이내)

- 개발비 및 시장개척비(마케팅비) 지원

•지원 규모

- 205.45억원 (’22년 예산기준)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3월(예정)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국방기술품질원 사업담당자)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사업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간평가
(1년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정평가
(서면·현장·대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종평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개발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6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055-751-586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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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무기 

체계 부품 국산화 과제에 대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부품국산화	사업	유형별	지원내용	비교

	개요

무기체계 해외도입 핵심부품 중 기술개발 수준 고도성, 타 무기체계 적용가능성,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정한 과제에 대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대상품목 :   체계개발,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 핵심 부품

    *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 부품은 체계개발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이어야 함

•과제선정기준 : 핵심부품 여부, 기술 파급효과, 경제성(내수 중심) 등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5년 원칙

- 지원금액 : 최대 100억원 한도 내 기업유형별 차등* 지원

    *   (대기업) 총개발비의 50% 이내, (중견기업) 총개발비의 70% 이내 

(중소기업) 총개발비의 75% 이내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용은 100% 정부지원(지원금액에 포함)

•지원 규모

- 370억원 (’22년 예산 기준)

•혜택

- 연구개발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최장 5년)

- 과제 참여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구 분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지원목적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부품개발

수출 중 또는 예정인
무기체계의

주요 E/L 부품개발

무기체계 발전방향, 향후 
시장형성 등 고려, 중점 
육성할 전략분야 육성

선정기준
핵심기술 여부, 경제성 등

내수 중심

수출가능성 및 
수출규모 고려

다체계 적용가능성,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등

참여업체
중소기업 원칙

필요시 중견/대기업 가능
중소기업 + 체계업체

기업유형 무관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총 사업비 규모
대 기 업 : 최대 200억
중견기업 : 최대 143억
중소기업 : 최대 133억

500억원

정부지원 규모

(대기업) 50% 이내 
(중견) 70% 이내 
(중소) 75% 이내

100억
대 기 업 : 최대 250억
중견기업 : 최대 350억
중소기업 : 최대 375억

체계적합성 시험 평가비는  
전액 정부지원

수요기업으로서 체계업체 참여시 
체계적합성 시험 평가비 납부 

(중소기업 수준으로 경감)

개발기간
최대 5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연장 가능

지원방식 지정공모

개발관리

① 과제발굴 및 검증 수요조사, 개발타당성 검토

②   과제공고(예비공고 포함) 및 주관기업 선정 
전문기관 평가, 관리위원회 심의, 협약 및 개발비 지급

③ 사업관리 매년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혜       택
개발업체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

체계업체 :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방산물자 지정

(단, 별도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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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1차 사업공고 : 주관기업 모집공고 3월, 주관기업 선정 9월 (예정)

- 2차 사업공고 : 주관기업 모집공고 4월, 주관기업 선정 10월 (예정)

    * 대상 과제 요구조건 등 세부 사항 고려, 필요 시 예비공고 예정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부품국산화 통합관리시스템(compas.dtaq.re.kr)

과제 발굴 및 선정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확정

방위사업청

중간평가
(1년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종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업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3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5600

문의처

	개요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무기체계의 해외 

도입 부품(E/L 등) 대상의 부품 국산화 과제에 대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대상품목 :   체계개발,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중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체계업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국산화 필요 품목의 소요를 
제기할 수 있음

•과제선정기준 : 수출대상 무기체계, E/L여부, 경제성(수출가능성, 수출규모) 등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5년 원칙

- 지원금액 : 최대 100억원 한도 내 기업유형별 차등* 지원

    *   (대기업) 총개발비의 50% 이내, (중견기업) 총개발비의 70% 이내 

(중소기업) 총개발비의 75% 이내

•체계업체 관련 주요내용

-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요기업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비용은 체계업체가 부담함(100% 현물 가능)

•지원규모

- 204억원 (’22년 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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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신설)•혜택

- 연구개발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최장 5년)

- 과제 참여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주관기업 모집공고 4월, 주관기업 선정 10월 (예정)

    * 대상 과제 요구조건 등 세부 사항 고려, 필요 시 예비공고 예정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부품국산화 통합관리시스템(compas.dtaq.re.kr)

과제 발굴 및 선정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확정

방위사업청

중간평가
(1년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종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업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3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5600

문의처

	개요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대상품목 :   중장기발전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해외시장 선점 가능성 등 고려

    *   기존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선정대상 기준 포함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5년 원칙

- 지원금액 :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내 기업유형별 차등* 지원

    *   (대기업) 총개발비의 50% 이내, (중견기업) 총개발비의 70% 이내 

(중소기업) 총개발비의 75% 이내

•지원규모 : 308억원 (’22년 예산 기준)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과제 발굴 및 선정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확정

방위사업청

중간평가
(1년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종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업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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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사업공고 : 주관기업 모집공고 3월, 주관기업 선정 9월 (예정)

    * 대상 과제 요구조건 등 세부 사항 고려, 필요 시 예비공고 예정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부품국산화 통합관리시스템(compas.dtaq.re.kr)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73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5600

문의처

-4		일반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지원

	개요

연구개발 및 양산 단계 무기체계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승인받은 업체가 자체  

개발하고, 개발성공 시 시험평가비 일부를 지원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대상품목 :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수입부품 국산화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 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은 제외

•지원 내용

- 개발성공 과제에 대해 시험평가비 일부 지원(3억원 한도)

•시험평가비 지원 규모 : 66.75억원(’22년 예산기준)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지급 절차

시험평가비 
지급 신청

개발업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개발성공 시

지급대상 기업 
타당성 검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평가위원회

최종 지원과제
승인

방위사업청
* 관리위원회

비용지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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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신청방법 : 수시접수

•제출서류 :   개발관리기관이 협약을 통해 인정한 증빙 서류 등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비용지급 및 개발관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73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055-751-5600

문의처

	개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산분야 참여 업체 대상 

장기저리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 사업 추진

    *   이차보전: 시중금리와 업체금리와의 차액을 정부예산으로 보전

	주요	내용

    *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내용

•코로나 경영애로 해소

-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 코로나로 인한 피해발생 업체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중소·벤처기업 융자 문턱 완화

-   국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관련 신규업체의 융자지원 걸림돌이었던  

‘군수품 매출액 실적’이 없어도 중소·벤처기업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계획서 및 신규업체 현장실사로 진행

구분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법적근거 방위산업 발전법 제12조(자금융자) 방위산업 발전법 제12조(자금융자)

지원분야
(무기체계) 연구개발, 국산화,  

원자재비축, 유휴설비, 방산시설,  
방산수출, 방산업체 운영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시설설치, 계약생산,  
국방 중소기업 운영

지원대상 방산업체, 일부 非 방산업체 국방 중소기업(방산업체 제외)

융자규모 
(’22년)

약 6,000억 원 약 6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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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규모·범위가 확대된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과 발맞춰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관련 업체투자 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추진

	신청	절차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서 신청(사전 회원가입 필요)

    *   민원신청 > 방위산업이차보전 > 방위산업 육성자금 신청 또는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   방산육성자금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동시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사업에 대하여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자금 신청 범위

-   2022년에 자금집행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신청

    *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22년 집행 예정분만  

소요신청

	2022년	사업	추진	계획

- ’22-1차 이차보전사업 융자 공고(3월말~4월)

- ’22-2차 이차보전사업 융자 공고(8월)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3

•기획·선정·평가·관리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2
문의처

	개요

방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대상 및 수준별 수요를 고려하여 고급인재· 

실무인력 양성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방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유형별	내용	비교

※	방산	일자리	박람회

구분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대상
방산 관련 기업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자
대졸 미취업 청년층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마이스터고 포함)

규모
3개 대학 이내

(석사 20명, 박사 5명)

3개 기관

(3개 지역 X 35명 내외  
= 110명)

3개 특성화고

(학교당 10명 내외)

’22년 예산 3.9억 원 6.4억 원 2.25억 원

지원 
내용

방산 분야 첨단학과 학위과정
(석·박사) 이수 지원

· 학생: 등록금

· 학교: 학과운영비
*3자협약(기업-학교-학생) 체결

방위산업 전문교육 지원

· 집합교육(공통+심화)

· 기업 실무연수

· 취업연계(컨설팅)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업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3자협약(기업-학교-학생) 체결

•일시/운영방식 : ’22. 9.(예정) / 온·오프라인 병행

•주요행사 내용 : 면접, 채용상담, 채용설명회 등 취업정보 제공

•참석대상 : 참여기업 약 40개사, 구직자 약 1,000명

•부대행사 : 구직자를 위한 취업컨설팅, 모의면접, 이벤트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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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첨단무기개발에 강점을 가진 대학에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학과 및  

석·박사 과정을 설치해 방산기업 채용예정자(또는 재직자) 교육을 지원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방산업체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

•지원 내용

- 주관대학 : 계약학과 운영비(학기 당 3,500만원)

- 학생 : 계약학과 설립 주관대학에 따라 기준등록금 차등 지원

    *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22년 집행 예정분만  

소요신청

•지원 규모

- 3.9억 원(’22년 예산기준)

- 2~3개 대학(총 지원 대상 인원 : 석사 20명, 박사 5명)

-1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신설)

구분
등록금 부담비율

비고
정부지원금 참여학생 참여기업

채용조건형
(채용예정자)

100% 0% 0%

채용조건형
(채용예정자)

70% 15% 미만 15% 이상 중소기업

60% 20% 미만 15% 이상 중견기업

50% 25% 미만 15% 이상 대기업

	추진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   3자 협약 : 기업-학생-학교간 체결

•신청·접수

- 사업공고 : 1.28

- 공고마감 : 2.28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주관대학
모집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주관대학

신청·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참여학생 및 
기업 모집·선발

주관대학

선정평가
(현장·대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3자 협약

주관대학
-기업-학생

주관대학 선정

방위사업청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8,	6476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552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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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청년층의 방위산업 진입을 위해 청년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산 전문교육

(6개월) 지원 및 방산업체 등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대졸 미취업 청년층(만 34세 이하)

•지원 내용

- 방위산업 전문교육 지원

•지원 규모

- 6.4억 원(’22년 예산기준)

- 3개 기관 내외(권역별 1개 기관) / 주관기관별 35명 내외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구분 세부내용

교육시간
•전문교육 : 16주(4개월) 내외

•기업실무연수 : 8주(2개월) 내외

사업비

•교육생 1인당 560만원 지원(교육수당 300만원 + 교육지원금 260만원)

    * 교육수당 :   전문교육(4개월, 월 40만원/인) 
기업실무연수(2개월, 월 70만원/인)

•주관기관은 현물 및 현금을 총 사업비의 25% 이상 출자

교육
분야

전문
교육

•방위산업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교육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 직무 소양 및 기초이론 포함

실무
연수

•유관 기업에서 실제 업무 체험 및 연수하는 교육 진행

    *   기업연수는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수 인원은 주관기관이 분할 및  
조정하여 시행

	추진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1.28

- 접수마감 : 2.28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주관기관
모집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관

신청·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교육생 선발

주관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8,	6476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552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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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요

방산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 학생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방산기업 맞춤형 교육을 한 후  

취업까지 연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학생

- 방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관련 실적이 있는 일반업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2.25억 원(’22년 예산기준)

- 3개 특성화고(학교당 10명 내외)

-3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신설)

구분 세부내용 비고

참여학교
•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참여기업 발굴·매칭 지원
운영비

7,500만원

참여기업
•  해당 기업의 필요 직무를 반영하여 양성한  

“방위산업 전문기능인력” 채용
학생 

선발·교육에 참여

참여학생 •졸업 후 방산기업 등 채용 확약 최소 2년 근무

	추진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   3자 협약 : 기업-학생-학교간 체결

•신청·접수

- 사업공고 : 1.28

- 접수마감 : 2.28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참여학교
모집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 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참여학교

신청·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참여기업
사전조사 및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3자 협약

참여학교
-기업-학생

참여학교 선정

방위사업청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8,	6476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552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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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설)

	개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획득과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지원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저장 시설을 갖춘 업체

•지원 내용

*   사후/갱신심사 : 신규인증 이후 인증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심사(사후 : 매년, 갱신 : 3년)

•지원 형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용역 지원

•지원 규모

- 사업총액 : 2.5억원(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획득 1.5억, 안전진단 1억)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최대 3,000만원 내

    *   지원비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구분 세부내용 세부내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 국내·외 인증(ISO45001, KOSHA-
MS) 획득을 지원

사후/갱신심사*

지원가능 

국내·외 전문기관
안전진단 지원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해 유해·위험성 인자를 도출하
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
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지원

	추진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운영절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지원사업

    *   3자 협약 : 방위사업청-전문기관-지원대상업체 간 협약

- 안전진단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전문기관 선정공고 : 3월(예정)

-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 4월(예정)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위사업청(www.dapa.go.kr)

전문기관
선정공고

방위사업청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방위사업청

지원대상업체
신청·접수

전문기관

선정평가
(선정위원회)

방위사업청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전문기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전문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2단계 심사
(현장심사)

전문기관

3자 협약* 체결

방위사업청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

전문기관

심사일·심사팀
배정

전문기관

인증서 발행

전문기관

1단계 심사
(문서심사)

전문기관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3자 협약 체결

방위사업청

일정 협의

전문기관

안전진단 실시

전문기관

권고사항
후속조치

지원대상업체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51,	645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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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분야

C h a p t e r

03

1.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3. 신속연구개발 사업

4. 민·군 기술 협력 사업

5. 신속시범획득 사업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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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요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 첨단기술로서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지원 규모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3~8월 예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는 수행기관) 접수

•제출서류 : 과제제안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사업공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간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정평가
(현장·대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단계/시험
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합동참모본부

주관기관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  02-2079-6649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관리총괄팀  
055-751-5686

문의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구분 사업목적 사업규모 예산 기간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응용연구
/시험개발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단위 과제별로 개발하는 
사업

1개 과제 50~200억 3~5년

국제공동 
연구

국내의 연구개발주체와 국외의 연구개발
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1개 과제 50억 내외 3~5년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및  
무기체계 적용성 증대를 위해 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체를  
단일과제로 개발하는 사업 

3~5개 

과제
300~500

억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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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요

소요가 결정(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적용을 목표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 핵심기술과의 비교

【핵심기술】  先소요결정 → 後기술개발 vs 【미래도전국방기술】  先기술개발 → 後소요창출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산업체, 대학(학계 연구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지원 규모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22년 3월 예정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제출서류 : 과제제안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국방과학연구소(www.add.re.kr)

과제제안 지침

방위사업청

연구개발계획서 승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과제공모

국방과학연구소

협약체결

국방과학연구소
↔ 수행기관

과제검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착수

수행기관

과제결정

방위사업청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미래도전기술사업팀  02-2079-4132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과학연구소 미래도전사업부  042-821-2703
문의처

과제 유형 세부사항 과제규모 과제금액 과제기간

PM과제

프 로 그 램  관 리 자 ( P r o g r a m 
Manager, PM)가 프로그램과  
다수의 분할과제들을 기획하고,  
분할과제의 연구기관을 선정 및  
관리하는 과제

다수의  
분할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

과제별로  
판단

최대 5년

개별과제
미래전자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신기술·신개념 무기체계 기술로  
단일 과제로 구성

단일과제
과제별로  

판단
최대 5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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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한 개발 후 (2년내)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소요와 연계, 빠른 획득 추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군에서 활용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중 14대 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시제품을 개발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지원

•지원 내용

-   제품 연구개발 및 시범운용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규모

-   ’22년 7개 사업* (사업당 예상사업비용 400억원 이내 원칙)

     * 소요군 제안사업 5개, 산학연 제안사업 2개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   군 제안사업

-   산·학·연 제안사업

•신청·접수

-   군 제안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3월(예정)

- 산·학·연 제안사업 공모 : 2월(예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과학연구소(www.add.re.kr)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02-2079-4147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신속연구개발사업팀   
02-2079-1372

문의처

신속연구개발	사업	(신설)

소요군 대상 공모

방산기술센터

대상사업 확정

방위사업청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방산기술센터

선정 및 협약체결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센터

산학연 대상 공모

방산기술센터

후보사업 선정 
및 제안서평가

방산기술센터
방위사업청

대상사업 및 
수행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협약체결

방산기술센터

<	14대	기술분야	>

① AI/지능화 ②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③ Cloud

④ 가상증강현실 ⑤ 개인 전투체계/웨어러블 ⑥ CPS/정밀제어

⑦ 첨단 바이오 ⑧ 첨단 사이버/블록체인 ⑨ 미래형 방호

⑩ Big Data ⑪ 자율·무인화/로보틱스(자율주행, 유무인 복합, 지능형로봇 등)

⑫ 드론(무인기) ⑬ 첨단 추진/에너지(신재생, 고출력, 고위력, 레이저, 초고속, 장사정, 장거리 등)

⑭ 첨단 소재/센서/가공(스텔스, 지능형센서, 지능형반도체, 양자, 고해상, 3D 프린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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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요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민·군 기술 협력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민·군 기술 협력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 3)

대기업 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내용

국가과학기술혁신법(’21.1.1.)에 따라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 30%로 완화,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 ’22년까지 연장(중소·중견 기관부담율 완화 5%)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22년 3월 예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민군협력진흥원) 접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 필히 아래한글로 작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민군협력진흥원(www.icmtc.re.kr)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

민군협력진흥원

선전대상기관 확정

관계부처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민군협력진흥원

협약체결

민군협력진흥원
수행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수행

수행기관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민군협력진흥원

•공고	및	평가	: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기획팀  042-607-6037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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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요

-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개발제품을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고, 軍에서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민간에 피드백

-   시범운용이 종료되면 수요군에서 추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참의 

소요결정을 거쳐 정식 전력화(추가 양산 등)를 추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향후 軍 운용시 무기체계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

-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협력기관 포함) 가능한 제품

     *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직접 생산 확인

- 軍의 시범운용을 통하여 성능확인이 가능한 제품

     * 실험실 환경 또는 실험 장비 등을 통하여만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제외

- 금액기준 및 납품기한을 충족하는 제품

     * 현재 시제가 없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제조 및 납품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제품 시범운용 물량 구매 및 시범운용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규모

-   ’21년 300억원 (과제 당 지원금액 50억원 미만 원칙)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사업절차

•신청·접수

-   공모기간 : 연중 상시 공모

- 공모방법: 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 홈페이지(dapa.go.kr) > 민원·참여 > 신속시범획득 사업 > 사업신청서 등록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02-2079-4142,	4144문의처

신속시범획득	사업

<	금액기준	및	납품기한	>

① 제품 한 세트(운용에 필요한 최소 단위) 구매 및 시범운용 비용의 합계가 25억원 미만

② 업체가 제시한 수량의 제품을 구매 및 시범운용하기 위한 소요비용 50억원 미만

③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납품 가능

※   ①,②,③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금액초과, 6개월 초과 납품)에는 신속획득추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선정 가능

업체 시범운용 사업 정식전력화 사업

방위사업청

수요군

신기술 적용
무기체계 제안

사업 공모

제품 시연

사업 선정

제안서 입찰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시범 운용 군사적 활용성
확인

푸속 물량 획득
추진

소요 결정

납품 및
시범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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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방산수출	지원분야

C h a p t e r

04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2022년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2.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3. 유망 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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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요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방산분야 중소/중견/대기업

•지원 품목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포함)

•지원 내용

-   최대 5년 총사업비 500억원 한도 내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지원 규모

-   582.4억원 (’22년 예산 기준)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공모 및 신청 접수(2월,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공고)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과제 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지원금 지급)
및 사업착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과제 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과제 관리 및 진도 점검 
(1년 단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과제 선정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지원과제
최종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1105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055-751-5861
문의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지원 75% 60% 50%

기업부담 25%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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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요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국내·외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 온라인 전시 참가

업체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품목

- 방산 분야 중소·중견기업 / 방산물자 등, 군용물자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18.93억원 (’22년 예산 기준)

	신청	절차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매 분기별 공모 및 신청 접수(잠정 1, 4, 7, 10월 각 1회)

- 신청방법 : 신청서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제출

     ※ 세부사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문 통해 확인

신청서류 제출

신청업체

신청서류 종합, 제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접수, 심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110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시사업팀    02-3270-6059(국외	전시회)	
02-3270-6057(국내	전시회)

문의처

구분 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 한도

해외
전시회

중소기업관
중소기업관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 교통비

100% 3억 

개별참가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80% 5백만원

시장개척활동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오/만찬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교통비 등

100% 4천만원

온라인 전시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 70% 7백만원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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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해외인증획득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방산분야 중소기업

•지원 품목

-   수출컨설팅, 해외인증획득, 해외성능시현, 해외바이어발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20억원 (’22년 예산 기준)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공모 및 신청 접수(2월,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공고)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과제 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 체결(지원금 지급) 
및 사업착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과제 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과제 관리 및 진도 점검 
(1년 단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과제 선정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지원과제
최종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1105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055-751-5803
문의처

구분  지원 사항 지원 한도

수출
컨설팅

해외 목표시장 정보 조사 및 법률·회계 등 해외 영업 및  
수출 관련 컨설팅 

소요비용

70% /

최대 3천만원

해외인증
획득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시스템 및 제품 인증) 획득 비용 

해외성능
시현

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른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외바이어
발굴

외국 정부 및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무역 촉진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 마케팅 활동 

국기연 

주관 행사에  
기업 참여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56 57

2022년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국방	신산업	
육성분야

C h a p t e r

05

1.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2.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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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 100개를 선별하여 「방산혁신기업100」

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우주, AI, 드론, 로봇, 반도체)관련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 100개 업체를 선별하여 방산혁신기업100 으로 지정

-   선정대상기업에게는 컨설팅,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청의 주요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통합 지원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방산혁신기업	100

•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7

•기획·선정·평가·관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5567

문의처

	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벤처기업을 국방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 지원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 내용

- 방산 교육,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시제품 제작 및 시험) 등 종합 지원

•지원 규모

- 기업당 소요 비용의 75%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22년 예산 2억원)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지원금 지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도 점검 최종평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대상기업 선정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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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사업공고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 3월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제출서류

-   신청서, 과제수행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제도	및	예산	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사업	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판교사무실  031-781-9452
문의처

도움이	되는	제도

C h a p t e r

06

<내수편> 1. 국방조달 참여방법

 2. 방산원가제도

 3. 방산계약제도

<수출편> 4. 절충교역제도

 5. DQ마크 인증제도

<조직편> 6. 방산원스톱지원센터

 7. 국방벤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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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조달	참여절차

	조달업체	등록절차

국방	조달	참여방법

① 인증서 설치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www.g2b.go.kr) - [e고객센터]  
- [정보서비스] - 관련링크

② 조달업체등록 신청

•조달업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G2B시스템에 송신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www.g2b.go.kr)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③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G4C를 통해 확인한다.

④ 구비서류 확인 •조달업체등록 신청서의 내용과 구비서류를 확인

⑤ 조달업체 등록승인
•3,4번이 확인되면 조달업체등록 신청서를 등록 승인

    * 처리결과는 e-mail로 발송

⑥ 인증서 등록
•  조달업체정보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를 등록 후 로그인

	조달계획	공개

방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입찰 및 생산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공개

- 공개대상 : 전력운영사업 조달계획(‘22년 기준 약 83,000건)

- 공개방법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개(www.d2b.go.kr)

- 공개내용 : 품목/재고번호/군구분/부품번호/수량/단위/납기 등

- 공개시기 : 매년 1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등록 대상

-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업체

•등록 절차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등록 →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사용자 등록

•등록 제한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및 

지문보안토큰 구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에 업체 등록

③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

④   중앙조달은 품목등록

⑤   국방전자조달 입찰참여

② 업체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⑤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부대조달

④ 품목등록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중앙조달

③ 사용자등록
국방전자조달

(www.d2b.go.kr)

①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내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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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출서류

•등록 유효기간 및 변경등록

-   유효기간 : 3년

-   변경등록 :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등록

•위반행위 제재사항

-   (등록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중요 

사항 변경등록 미이행, 청렴서약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고 대상

-   사업 예산이 2백만 달러 이상 사업에 입찰한 외국기업이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 시기

-   경쟁계약 - 입찰서(제안서) 마감일까지

-   수의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중개수수료 변경 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신고

•신고서 접수

-   신고서, 변경신고서 접수 : 각 사업본부 해당 계약팀

-   신고서 서식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조 참조

     * 방사청 누리집(www.dapa.go.kr)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서식

 1.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2. 청렴서약서 

등록자 직접 작성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 

      * 등록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3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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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방산물자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

	주요	내용

•방산원가 제도 개요

-   국가가 특수규격, 주문생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적정한 가격 산정

-   방산물자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조달 필요성과 안보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국가계약과 다른 별도의 원가계산 기준 적용

•방산원가 적용 대상

-   방산물자 또는 연구·시제품 생산에 대해 방위사업청(각 군, 국과연 포함)과 

계약하는 경우 적용

-   상기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산원가에 준하는 하도급원가 

기준 적용

방산원가	제도 •방산원가 구성체계

•방산원가 특성(일반원가 대비)

-   계약 대상업체의 실제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노무비 계산

- 계약의 위험도, 업체의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윤 반영

-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투자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 보상

•중소기업에 대한 방산원가 특례

-     대상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기본보상 이윤 산정 시 비율 가산(총원가의 약 0.3%)

-   설비투자노력보상 이윤 산정 시 재투자비용에 1%p 가산

-   경영노력보상 이윤 산정 시 50% 가산

-   원가관리시스템(연계시스템) 구축비용의 50%를 특정계약을 통해  

직접 보상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02-2079-6958문의처

일반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방산물자

•방위사업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방위사업청 훈령)

<	관련법규	>

  이윤   

계산가격

  투하자본보상비  

 일반관리비

총  원  가

간접재료비

제조원가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직접재료비

직접원가직접노무비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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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계약	제도란?

방산계약제도는 방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계약제도의 특례로 방위사업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산계약	절차

방산계약은 원가산정결과(기초금액)에 근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방산업체와 수의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 체결

	방산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21. 8월/12월)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후에도 장래의 입찰에 영향을 미쳐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한 감점항목 삭제 

(물품적격심사 기준,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지체상금 제도개선(’21. 11월)

-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와의  

계약분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개선

•방위산업 착수금 지급제도 개선(’21. 12월)

-     착수금 지급 대상기간을 360일까지로 확대하여 하반기 사용계획에 대해서

까지 착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산계약	제도

수행절차 부서

① 원가산정 의뢰
•  조달판단서에 근거하여 원가팀에 원가산정  

(예정가격, 기초금액) 의뢰
계약팀

② 원가산정
•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 원가계산 규정에 의하여 원가산정 

→ 계약팀 통보
원가팀

③ 계약금액 확정 •  계약상대자와의 수의협상 또는 입찰 실시 계약팀

④ 계약체결 •  협상 또는 입찰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계약팀

<	방산계약	절차	>

계약팀장

계약체결절차

업체 원가팀장

④ 계약체결

③ 수의협상(입찰)

① 원가산정 의뢰

② 원가산정

착수금은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별지 제7호 제5조제2항) & 지급세칙(제3조제1항)

개정규정

착수금은 청구일로부터 360일 이내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

 · 무기체계 계약금액 : 1,000억원, 협력업체 계약금액 : 100억원

 · 지체상금률 : 0.075%(물품의 제조·구매), 납품 지체 1일 발생 

*   협력업체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분에 대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체계업체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고, 체계업체는 국가에 손해배상

구 분 체계업체 협력업체
체계업체 
실 부담금

국고환수

기 존
7,50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 → 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 → 협력업체)
6,750만원 7,500만원

개 정
75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 → 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 → 협력업체)
0원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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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2문의처

•기성검사 주기 단축(’21. 12월)

-     신속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해 기성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

	개요

-   국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국외업체가 우리나라에 일정한 반대 

급부를 제공할 것으로 하는 교역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에 기여 

(방위사업법 제20조)

    * 반대급부 : 핵심기술 이전, 국내업체에 부품제작·수출 의뢰, 합작투자 등

-   미화 1천만불 이상의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에 대하여 경쟁사업은 기본

계약예상금액의 50% 이상, 비경쟁사업은 30% 이상의 절충교역 의무 

가치를 부과

	주요	내용

•중소기업과 협력 시 가치승수 확대부여

-   해외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제작 등)하는 경우 그 가치를 

대·중견기업과 협력할 경우보다 최대 3배까지 인정

•사전 가치축적 제도 활성화

-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제작, 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제도

-   ’18.12월 도입 이후, 총 20건(12.43억$)의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 ’21년 12건의 가치축적합의서 체결(6.07억$)

절충교역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직접 절충교역 1.5 3

간접 절충교역 1 3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초

수행하며, 이후 6개월 주기로 검사

기성제도 운영지침(제20조제5항)

개정규정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초

수행하며, 이후 3개월 주기로 검사

<수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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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부품제작·수출 물량 등을 제공 시 중소기업 가치

승수를 인정하여 상생협력 유인을 강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제도 및 참여절차 안내, 분야별·국외업체별 유망분야 소개, 업체별 우수  

기술·품목 발굴, 컨설팅 업체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사후관리 등

    * ’21년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절충교역 일대일 수출상담회

-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일대일 수출상담 기회 제공

    *   ’21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하여, 66개 국내 중소기업과 10개 

국외업체 간 총 90건의 수출상담 실시

	사업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02-2079-6344,	6353문의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1105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인증팀  02-961-1406
문의처

	개요

방산분야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방산분야 중소/중견/대기업

•지원 품목 :   수출하려는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완제품, 부품등)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 포함

•지원 내용 :   DQ마크 인증서 발급
- 절충교역 협상 방안 우선 추천,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우선 지원
- 인증 제품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원
- 우수 방산 제품으로 영문 홈페이지 등재

•지원 규모 :   인증획득 시 기업 부담 비용 없음

	신청	절차  (※ 세부사항은 공고문 통해 확인)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공고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

DQ마크	인증제도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

심사(공장/제품/종합) 후 인증서 발급

국방기술품질원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
(방사청 → 각 군, 기품원, 국과연, 방진회)

중소기업(방진회 회원사) 대상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 종합/제출
(방진회 → 회원업체 → 방진회(종합) → 방사청

절충교역 종합협상방안 검토 의뢰
(방사청 → 사업팀, 국과연, 기품원, 방진회)

절충교역 종합협상방안 검토결과 제출
(관련기관 → 방사청)

절충교역 실무회의 개최 및 협상방안 선정
(방사청(절충교역과))

제안요청서 반영
(방사청(절충교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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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창구 마련을 위해 기존 방산현장

지원센터를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로 개편(’21.6.1.)

    * 구미센터(1명), 대전센터(2명), 창원센터(2명), 판교센터(1명 / ’21.12월 계속)

	주요	내용

•지원분야 확대

•주요 지원내용

-   (방산육성)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및 방위산업 진입 희망 기업에  

대한 참여 절차·일정 소개, 건의사항 접수

-   (우수기업 발굴)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 

발굴

-   (방산수출)방산수출 희망기업의 수출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정책/제도 소개)방사청 제반 신규 정책/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개 및  

설명회 지원

-   (절충교역)중소·벤처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희망시 컨설팅 지원

-   (원가산정)기존 현장원가사무소에서 수행한 원가 산정 지원

-   (규격열람)방사청(표준자원관리팀)으로 신청·승인된 국방규격 열람 지원

방산원스톱지원센터

주소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6길 6, 
그린빌딩 7층

전화 :

054-451-7645, 7648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01호

전화 :

042-824-4091~2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37번길 9

전화 :

055-281-3942~3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빌딩  
501호

전화 :

031-781-9450~3

��   구미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   대전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   창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   판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원가 지원방산 수출 방산 육성 사업·계약 지원 기  타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	지원분야

[ 기존 지원 ] [ 추가 지원 ]

<조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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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속 지역센터로, 독자적으로 국방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 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사업 과제 발굴,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등 지원

	운영현황  (’22.1.10 기준)

	주요	업무

•방위사업청 출연 「국방벤처 지원사업」 수행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방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산분야 진출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

•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   (맞춤형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약기업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방 과제 발굴

-   (현장밀착 기술지원/개발관리) 국방에 활용 가능한 기술·제품 개발 

(개발비용, 시험평가 등) 지원 및 국방기술자료·사업정보 제공

-   (홍보/마케팅 지원)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국방 전시회 참여 및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 국방관련 대외매체 통한 홍보지원

-   (협력 네트워크)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주요 방산 

업체와 각종 업무교류 등을 통한 국방네트워크 유지

국방벤처센터

부산국방벤처센터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TP 051-331-2616

경남국방벤처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055-254-1981

전북국방벤처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부TP 063-212-9881

대전국방벤처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대전TP 042-671-6800

광주국방벤처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TP 062-974-4871

구미국방벤처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054-462-3801

전남국방벤처센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TP 061-727-6710

울산국방벤처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052-276-9284

충남국방벤처센터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 041-733-3890

충북국방벤처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기원 043-215-9762

문의처

충북국방벤처센터

2021년 7월 설립
22개 기업지원

CENTER

전국 10개 센터 운영

COMPANY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울산국방벤처센터

2019년 8월 설립
43개 기업지원

대전국방벤처센터

2011년 11월 설립
73개 기업지원

충남국방벤처센터

2019년 8월 설립
39개 기업지원

DAEJEON

CHUNGBUK

CHUNGNAM

JEONBUK

GWANGJU

JEONNAM

BUSAN

GYEONGNAM

GUMI

ULSAN
전북국방벤처센터

2009년 9월 설립
38개 기업지원

광주국방벤처센터

2013년 12월 설립
55개 기업지원 전남국방벤처센터

2015년 9월 설립
44개 기업지원

경남국방벤처센터

2009년 9월 설립
63개 기업지원

부산국방벤처센터

2008년 12월 설립
59개 기업지원

구미국방벤처센터

2014년 3월 설립
57개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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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공고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및 보고

지원기업 
협약체결

추가공고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및 보고

지원기업 
협약체결
진도점검

최종평가

국방벤처(혁신기술) 지원 사업 사업공고(일반) 선정평가(일반)
혁신기술과제 
선정(혁신)

사업공고(혁신)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일반)

선정평가(혁신)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혁신)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사업 사업공고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및 보고

지원기업 
협약체결

진도점검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차 주관기업 

선정공고
2차 주관기업 

선정공고
1차 주관기업 

선정
2차 주관기업 

선정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
협약은행 선정
1차 융자공고

1차 융자공고
22-1차 
융자추천

현장 실사 확인 2차 융자공고
22-2차 
융자추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사업공고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주관대학 선정
참여학생 모집
주관대학-기업
-학생 3자계약

참여학생 모집
주관대학-기업-학생 3자계약

계약학과 설치 계약학과 학기 개시 및 학위과정 운영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사업공고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참여학교 선정

참여기업 매칭 
및 참여학생 모집
특성화고-기업
-학생 3자계약

참여기업 매칭 
및 참여학생 모집
특성화고-기업
-학생 3자계약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공고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주관기관 선정 교육생 모집 방산 전문교육(집합교육) 운영
방산 전문교육(기업 실무연수) 

운영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공고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중간점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제공모 공모과제 검토 과제결정

전년도 선정과제 
주관기업 선정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제공모 제안서 검토 제안서 검토 과제 선정

신속연구개발 사업
사업공고(산학연)

수행기관공고
(소요군)

사업선정/제안서평가(산학연)
제안서평가/수행기관선정(소요군)

협상/협약(산학연, 소요군)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사업공고 선정평가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연구개발 수행

신속시범획득 사업 연중 수시 공모 및 선정 연중 수시 공모 및 선정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사업공고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지원기업 
협약체결

추가공고
(필요시)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지원기업 협약체결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22. 2분기 
방산전시회 
참가 신청

’22. 2분기 
방산전시회 

참가업체 선정

’22. 3분기 
방산전시회 
참가 신청

’22. 3분기 
방산전시회 

참가업체 선정

’22. 4분기 
방산전시회 
참가 신청

’22. 4분기 
방산전시회 

참가업체 선정
’23년 방산전시회 

참가 수요조사

’23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

’23. 1분기 
방산전시회 
참가 신청

’23. 1분기 
방산전시회 

참가업체 선정

유망 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사업공고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지원기업 
협약체결

추가공고(필요시)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지원기업 
협약체결

방산혁신기업100 사업공고 선정평가 혁신기업 선정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공고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및 보고

지원기업 
협약체결

진도점검

연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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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2. 2. 24.(목) 14:00 ~

•방법 : ①   아래 링크로 들어오세요 

https://www.youtube.com/c/dapapr 

 ②  에서 ‘방위사업청’을 검색하세요

•주요 내용 :    ’22년 방산정책 및 부품국산화/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도움이 되는 제도 온라인 설명회

온라인으로 만나는

’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지원 설명회

•주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일시 / 장소 :  -   3. 4.(금) 14:00~16:10 

창원 앰배서더 호텔 (창원 대원동)

 -   3. 10.(목) 14:00~16:10 

대전 유성호텔 (대전 유성구)

 -   3. 11.(금) 14:00~16:10 

서울 The K 호텔 (서울 양재동) 

•주요 내용 :    ’22년도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  

방산육성·수출경쟁력 지원사업,  

전력지원체계 R&D / ICT 사업 등 권역별 설명회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5526

권역별 국방분야 지원사업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