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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 개요제1장

1. 방위산업기술보호의 개념

가. 방위산업기술의 정의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기술을 말합니다.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로서, 

크게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정보보호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1-2

2-1

2-2

3-1

3-2

3-3

3-4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식별하는 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체계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체계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체계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

3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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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라. 방위산업기술보호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협을 주거나, 기술적 가치를 지니는 국내 방위산업기술을 

외부의 유출, 복제, 방해 등으로부터 대응하여 그 가치와 효용을 보장 및 보호

하는 예방적인 노력 및 활동을 말합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는 의도치 않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수출통제, 

방위산업기술보호기법 적용, 지식재산권 등록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집합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

가. 대내외 여건

1) 대내 여건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 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 국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 부족

-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개발 및 도입 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시급

-  국내 방산업체 및 관련기관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발 및 도입기술의 

관리체계가 미흡

☞ 대상기관 스스로의 자율적 기술보호 역량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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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선진국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요구 증대

- 한국의 방산수출 증가로 방산 선진국의 자국 기술에 대한 기술보호 요구 및 견제 증가

-  방산업체 등의 국외 핵심 구성품 및 기술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전력화 지연 초래 

우려

■  국제사회에서의 통제기준이나 제재상황, 수출대상국의 정치상황 등을 간과하고 수출을 

추진하다가 무산하는 사례 발생

2) 대외 여건

■  최근 미국 및 유럽의 긴축재정과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주요 선진국 방산기업의 활로 

모색, 일본의 무기수출 재개,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인해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기존 특정 참여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UN 주관의 무기거래조약을 발효함(’14. 12. 24.)

■ 국제 수준의 규범 준수 및 적극적 대처 필요성이 증대됨

-  선진국들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무기수출 및 기술이전 통제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을 미 준수할 경우 불량국가/업체로 간주,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려고 함

■  기존 수출대상국들은 도입선 다변화와 자체 및 공동연구개발, 역 절충교역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추세임

나. 국내·외 방위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

1)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 증대

방위산업기술은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

에서도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및 기업 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방산수출은 2.5억 달러(’06년)에서 35.4억 달러(’15년)로 급격하게 증가(14배↑), 수출품목도 

구성품·탄약에서 첨단 무기체계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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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개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대

-  방위산업기술보호의 기본적 목적은 우리 기술이 유출·침해 되거나 대응·

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침해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북한과 같은 적성국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거래ㆍ이전ㆍ유출될 경우 기술개발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 발생

-  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방산분야 세계 9위권의 기술수준(미국대비 약 81%)

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점차 증대하여 국내개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됨 

3) 국외도입 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대

-  국외도입 기술은 수입상대국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많은 수의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자산임

-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첨단기술 도입이나 공동연구 개발에서의 

소외는 물론, 심각한 오해와 지식재산권 침해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함

-  따라서, 기술적·산업적·경제적 및 안보적 경쟁력 유지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수준 제고를 위해 국외도입 기술의 보호는 필수요소임

<연도별 수출액 및 주요 수출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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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보호 동향

가. 국내 산업기술보호 동향

1)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

2)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및 관리체계 운영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 강화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확대 및 수출 신고·승인 등 통제

관리 강화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체계 조기 정착 추진

•8개분야 47개 기술(’15. 12) → 12개분야 61개 기술(’17. 11)

■  기술보호 체계 구축 유도 : 보유기관 대상 국내외 실태조사, 수출관련 제도 운영, 인센티브 

부여, 보안닥터 사업 등 추진

■  예방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CEO 기술보호 교육 신설(’15) 및 확대, R&D 연구인력 

교육 신설(’16)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 산업기술 국내외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16.3)

■  전문가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보호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강화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

■  관리체계 운영 : 기술 지킴(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및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  기술분쟁 조정·중재 :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중소

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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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 :  특허권 분쟁, 기술유출 피해 등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운영

4) 특허청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인식·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5) 국가정보원 : 기술유출 적발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 운영

■  무료 법률상담 : 기술유출로 인한 법률문제 발생 시 전화·인터넷을 통하여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소송비용 등 지원 : 기초 법률상담 후 전문적인 자문을 요하거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 

특허·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소개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 지원

■  보호관리 시스템 : 영업비밀 문서관리·조직관리·접근자 권한관리 등 영업비밀 관리

기능 전반을 구현한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보급

■  영업비밀 보호 지원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

홍보·컨설팅 등 지원

■  원본증명제도 운영 : 등록된 원본파일의 보유 시기·보유자 등에 대한 입증을 지원하여 

소송시 입증 부담완화 및 기술탈취 예방

■  국내외 분쟁 지원 : 국내외 진출(예정 포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관련 비용 및 

컨설팅 지원

■  기술유출 처벌 강화 : 기술유출 억제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처벌 도입

■  중소기업 대상 산업스파이 색출·차단 :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 색출·차단

■ 유출 시 신속 대응 : 기술유출 신속 대응을 위한 정보·수사기관 간 Fast-Track 구축

•기술유출 정보 입수·배포(국정원) → 신속 수사(검·경) → 집중 심리·형량 강화(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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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군기무사령부 :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6)  경찰청 :  산업기술유출 전문 수사팀 운영, 기획수사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기술보호활동 강화

■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운영 : 기술유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설치·운영

■ 기획수사 및 예방·홍보활동 강화

•기획수사 :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등 기술보호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 예방·교육 :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예방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 

‘찾아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활동’ 전개

• 홍보 : 지방청내 기업밀집지역 대상 자체 피해신고망 구축 지원, 산업기술 유출방지 

홍보 동영상 활용, SNS 및 전광판 홍보 등

■  유관기관 협력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합 상담·신고센터 운영 및 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관기관과 MOU기반 협력활동

■  정보보호체계 구축 보안지원 : 망 분리 및 자료 암호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간 보안 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지원 :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업무 실무자 기무학교 소집을 

통해 기술유출 방지 교육 등 임무수행 역량 제고

■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인원 증원 : 대상기관 기술보호체계 실태진단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계획 수립 지원 등 보안감사단 내 전담인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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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경과>

구  분 추         진         내         용

1987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 체결

198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 마련

1992년 수출허가 등을 통해 전략물자 거래를 제한하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도입

2003년
수출통제품목 이외 물품과 기술의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는 ‘Catch-all 제도’

(상황허가 제도) 도입

2004년 ‘전략물자수출입 통합고시(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정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업무(수출협력과) 수행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9년
방위사업청 내 수출진흥과 신설

- 수출입허가업무 수행,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를 구축하여 서비스 시행

2012년
방산기술통제관실 신설(청장 직속)

- 기존 수출입 허가업무 외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2015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2016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2017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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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령 비교>

구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제정 2007. 4. 28 1962. 1. 1 2014. 5. 28 2015. 12. 29

보호

대상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상·경영상정보)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술 

지정·수출신고,

산업기술의 

부정취득 등 금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 금지

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관 설치, 

기술자료 임치제도,

상담·교육 등 지원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수출·국내이전 관리,

방위산업기술 부정

취득 등 금지

피해

구제

X 손해배상 X X

형사처벌 형사처벌 형사처벌 형사처벌

금지청구 금지청구 X X

산업기술분쟁조정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X

처

벌

국

내

7년이하 징역/

7억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10년이하 징역/

10억원이하 벌금

국

외

15년이하 징역/

15억원이하 벌금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20년이하 징역/

20억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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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방위산업기술 보호 동향

1) 미국 :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다각적 제도 운영

■  관련 법령 : 미국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령은 국방조달 법령체계인 ‘국방부 행정규칙 

5000 Series’를 근거로 제정

• 국방부 행정규칙(DoD Instruction) 5200.39 에 핵심사업 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명시 및 

체계보증(System assurance), 기술보호기법(Anti-tamper) 등 첨단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보호계획(PPP: Program Protection Plan) 수립을 명시

• 2001년 5월 국가방첩위원회(NCIX: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를 신설

하고, 정부 부처별(CIA, FBI,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에너지부 등) 산업기술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관련조직을 강화

*  산업분야는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및 「영업비밀보호법

(DTSA: 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하여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형사적 조치 강화

■  기술유출 방지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 국방부 산하 기술보안처(TSO: Technology Security Office)는 잠재적 유출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기관에 공지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보호기법제도

(Anti-tamper Policy)를 시행하여 핵심기술에 기술보호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최종사용 확인 프로그램 강화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블루랜턴

(Blue Lantern)

미국 군용 물자, 기술, 서비스 및 중개의 직접 상업판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사용 확인 프로그램

골든센트리

(Golden Sentry)

정부 간 채널을 통한 방위물자 및 서비스의 대외군사 판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사용 확인 프로그램

최종사용 확인

(Extrancheck)

상업통제목록상의 이중용도품목 및 “600시리즈” 품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사용 확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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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EU는 영업비밀의 도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영업비밀지침(EU Trade Secrets Directive)을 적용하기 시작

3)  영국 : 기술보호지침 및 수출통제를 통한 기술보호·통제 수행

4)  독일 : 투자제한 및 수출규제 정책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  외국 자본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민감한 기술(첨단 제조·에너지·인프라 등)의 유출이나 

국가안보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EU 기업 M&A에 대한 심사 강화

■  영업비밀지침 적용 :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하여 

27개 EU 회원국간 공통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

■  기술보호지침 : 기술보호지침(Technology Protection Guidance) 기반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업무 수행

•기술보호지침은 기밀로 유지되어 국방부 관련 업무담당자 외 일반인에게 미공개

■  수출 통제 : 수출 통제의 방안으로 암호화, 보안 장치 및 기타 보호기법의 사용을 통한 

기술의 이전을 명시하여 기술보호를 수행

•�“Open General Export License”를 통해 수출하는 기술 항목에 따른 보호 기법을 규정

■  투자제한 : ’13년 개정된 「대외경제법(AWG : Außenwirtschaftsgesetz)」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여 기술유출을 방지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계 기업 역시 투자행위를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허가여부를 심사

■  전쟁무기 관리 : 「전쟁무기관리법(War Weapons Control Act)」에 의하여 전쟁무기의 

수출을 규제

•�「전쟁무기관리법」은 전쟁무기목록(War Weapons List)에서 규정한 무기의 수출을 규제

하고, 「대외경제법」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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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  「반간첩법」을 통한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6)  일본 : 국가 간 기술이전 시 유출 방지를 위한 지침 운영 및 협정 체결

■  「국가안전법」과 「인터넷 관련 기밀보호법」을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였으나, ’14년 

11월 1일 「국가안전법」을 「반간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정

•�산업기밀 누설도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자 전원을 중형

으로 처벌

•�「반간첩법」은 안보기관들의 간첩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

■  기술유출방지지침 : 국가 간의 기술유출 방지에 초점을 두며, 기술유출 정책 수립(Plan), 

구체적인 대책 실시(Do), 모니터링(Check), 재검토(Act) 등의 흐름으로 운영

• 기본방침 수립 시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여 수립하며, 기술유출 유형에 따른 방지 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절차 및 판단기준을 제공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벌금액 인상 및 가중처벌, 영업비밀 침해 물품 양도 및 

수출입 금지, 부정공개 침해 물품 양도 및 수출입 금지 등을 포함)

■  미·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양국 간 핵심기술 및 자료의 이전 시 유출 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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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대상 방위산업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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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판정제2장

1. 보호대상 방위산업기술 고시

가. 방위산업기술 범위 및 지정고시 현황

1) 방위산업기술의 범위

2) 지정고시 현황(방위사업청 고시 2016-5호, ’16.12.14)

계 센 서
정보
통신

제어
전자

탄약/
에너지

추 진 화생방 소 재
플랫폼
/ 구조

141 29 34 13 19 10 12 9 15

나. 관련법규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

2)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산업기술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위해 지정한 기술을 포함

국방과학기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

제조·가공·개량·개조·시험·측정·정비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물품, 관련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포함)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술(12대분야, 61개 기술)

방위산업기술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장이 지정·고시하는 기술(8대분야, 48대분류, 141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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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141개 지정 현황>

분야(8개) 분류(48개) 방위산업기술(141개)

센서

(29개)

레이더 센서

(5개)

 전자파 표적신호 정밀측정/분석 기술

 고감도 레이더 송수신 기술

 레이더 고속신호처리 기술

 고성능 레이더 안테나 기술

 다기능 레이더 통제/제어 기술

SAR 센서

(4개)

 고출력 SAR 송수신 기술

 SAR 고속 신호처리/영상형성 기술

 고성능 SAR 안테나 기술

 SAR 자동영상처리/분석 기술

EO/IR센서

(4개)

 표적탐지 및 추적 기술

 광파 탐지 및 처리 기술

 광 집속 기술

 광 기만 기술

소나센서

(6개)

 광대역 음향대항 기술

 음향 표적신호 DB구축 및 식별 기술

 고감도 음향센서 기술

 고출력 소나 신호 송수신 기술

 소나 고속 신호처리 기술

 소나 정보처리 및 분석 기술

레이저 센서

(4개)

 고체레이저 기술

 고속레이저 통신 기술

 표적거리 측정 기술

 레이저기반 표적식별 기술

항법 센서

(3개)

 관성센서/항법 기술

 항재밍 위성기반 항법 기술

 다중 항법기반 위치오차 보정 기술

특수센서

(3개)

 다목적 계측센서 및 고속신호처리 기술

 다중 생체센서 및 정밀신호처리 기술

 다중 자기장센서 및 광대역 신호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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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8개) 분류(48개) 방위산업기술(141개)

정보통신

(34개)

전장상황인식

(4개)

 전장정보 자동 융합 기술

 국방 C4I체계용 고성능 정보 공유 및 가시화  기술

 전장위협 예측 및 분석 기술

 최적 작전계획 수립 및 통제 기술

상호운용성

(3개)

 국방 C4I체계용 상호운용성 공통기반 기술

 이기종 체계 연동 기술

 상호운용성 평가 및 검증 기술

국방 S/W

(4개)

 국방 S/W 개발 기술

 국방용 고성능/고신뢰 시스템 OS 기술

 무기체계 탑재용 시스템 정보처리 기술

 무기체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 

통신교환  군 통신용 링크 선택 기술

통신단말

(3개)

 SWaP(공간·무게·전력) 절감 기술

 신호 송수신 기술

 광대역 통신 기술

네트워크

구성/관리 (2개)

 전술망 구축을 위한 통신망 구성/관리/운영 기술

 C4I체계 간 데이터링크 정보교환 기술

사이버전

(4개)

 사이버 기반용 인증/접근 기술

 사이버 방어용 침입예방 기술

 사이버 기반용 암복호화 기술

 사이버 방어용 탐지/대응 및 복구/감내 기술

전자전

(4개)

 전자파 방향탐지 기술

 전자전 정보탐지/분석 기술

 광역 전자재밍 대응 기술

 광역 다중위협 교란 기술

국방 M&S

(6개)

 전투모의를 위한 교전 시뮬레이션 기술

 국방 M&S체계 모델링 기술

 국방 M&S체계 Live-Virtual-Constructive 

 연동을 위한 L-V-C 통합 연동 기술

 무기체계 모의 연습·훈련 장비 개발 기술

 국방 M&S 지원 기술

 무기체계 성능/특성 분석 기술



23제2장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판정

제
2
장

방
위

산
업

기
술

 지
정

 및
 판

정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분야(8개) 분류(48개) 방위산업기술(141개)

제어전자

(13개)

무인자율

(3개)

 군사용 무인체계 원격제어 기술

 군사용 무인체계 통합자율제어 기술

 군사용 무인체계 인식/처리 기술

유도조종

(2개)

 무인체계용 임무계획 수립 기술

 고기동, 정밀타격 유도조종 알고리즘 기술

사격제어

(3개)

 다중 교전 통제 기술

 무장 연동 및 발사통제 기술

 사격 운용/통제 기술

구동

(2개)

 플랫폼 구동장치 기술

 플랫폼 구동제어 기술

특수제어/전자

(3개)

 군사용 비행체 정밀 제어 기술

 군사용 지상체 정밀 제어 기술

 군사용 해양체 정밀 제어 기술

탄약/에너지

(19개)

탄두

(4개)

 탄두 구조체 설계/구현 기술

 탄두 구조체 충전물질 기술

 탄 회피/기만 기술

 탄두 정밀 유도/조종 기술

신관

(3개)

 다중센서를 활용한 표적감지(탐지) 기술

 탄약 안전장전장치 설계/구현 기술

 신관 정밀제어 기폭장치 설계/구현 기술

추진체

(3개)

 탄약 및 발사체 추진제 기술

 점화 및 착화장치 기술

 추진체 구조 기술

지향성 에너지

(5개)

 고출력 레이저 발생 기술

 정밀 레이저 집속 기술

 고출력 장비교란 전자파 신호원 기술

 고출력 전자파 집속/방사 안테나 기술

 다목적 대전력 펄스 발생 기술

비살상무력화

(2개)

 비살상무기에 대한 장비/시설 취약성 파악 기술

 탄소섬유탄 기술

전원/전력

발생/공급 (2개)

 무기체계 전력 발생 및 변환 기술

 무기체계 전력저장 및 방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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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8개) 분류(48개) 방위산업기술(141개)

추진

(10개)

공기흡입추진

(3개)

 고출력 가스터빈엔진 시스템 기술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

 초음속/극초음속 램제트엔진 추진 기술

로켓추진

(2개)

 저비용 고효율 고체로켓 추진 기술

 고출력 액체로켓 추진 기술

전기추진

(3개)

 무기체계 연료전지 동력발생 및 전달 기술

 전기 동력전달 기술

 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특수추진

(2개)

 신개념 추진 시스템 기술

 전자기 유체 추진 기술

화생방

(12개)

화생방탐지/

식별/경보

(3개)

 소형 화생방 접촉 탐지/식별 기술

 화생방 원거리 탐지/식별 기술

 화생방 피해분석 예측 기술

제독

(2개)

 친환경 화생 제독 기술

 친환경 제독제 기술

해독

(2개)

 화학 작용제 해독 기술

 생물학 작용제 해독 기술

화생방보호

(2개)

 화생방전 개인보호체계 기술

 화생방 집단보호 시설/장비 기술

연막/차폐  다영역 차폐 및 발연 기술

화생방검증/폐기

(2개)

 화생방 무기 친환경 폐기 기술

 화생방 작용제 식별/검증 기술

소재

(9개)

구조재료

(3개)

 무기체계용 고강도 재료 개발/적용 기술

 외부선체용 고비강성 재료 기술

 유도무기체계용 내열/내삭마 재료 기술

내열/단열 재료

(2개)

 무기발사대의 화염처리용 고분자 재료 기술

 기타 내열/단열재료 개발 및 구조설계 기술

스텔스재료  신소재 적용 스텔스 재료 기술

장갑/대장갑재료  복합장갑 재료 기술

특수재료

(2개)

 다목적 기타 특수재료

 레이더 보호재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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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8개) 분류(48개) 방위산업기술(141개)

플랫폼/

구조

(15개)

생존성/스텔스

(4개)

 플랫폼 피탐지 및 피격성 감소 기술

 취약성 감소를 위한 설계/해석 기술

 장갑 방호/방탄 형상 및 구조 기술

 화재/손상 통제 및 대피/탈출 기술

탑재 구조체

(4개)

 화력장비 구조 설계/제작 기술

 무인장비 발사/회수 기술

 포탑구조 최적화 기술

 발사장치 및 기타 탑재체 기술

지상체 구조

(2개)

 전투용/군용 차량 형상 최적화 기술

 전투차량 구조 최적화 기술 

해양체 구조

(2개)

해양체 구조(structure) 최적화/방호구조/방식(anti-corrosion) 

설계/해석 기술

 고속/스텔스 형상 설계/해석/제작 기술

비행체 구조

(3개)

 유도무기 고속/고온/고기동 운용을 위한 기체 구조 기술

 군사용 항공기체 구조해석 및 설계 기술 

 공력설계 및 공력해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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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판정

가.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1) 방위산업기술 지정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무위원회 검토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기술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2) 방위산업기술 지정 변경 및 해제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는 관계 행정기관과 대상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은 경우와 해당 기술 환경의 변화, 진보된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3)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나.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기업, 연구기관 등 기술보유기관의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판정을 신청

<방위산업기술 141개 지정 현황>

■  기준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국방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8대 기술 분야별 대·중·소 분류체계 활용

■  절차 : 대상기술 선정 ⇒ 방위산업기술보호 자문관 검토 ⇒ 방위산업기술보호 실무

위원회 검토 ⇒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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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정신청 절차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 신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

에게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신청방법

- 위치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방법 : 시스템에서 해당 화면에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구 분 상세내용

판정 

신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 

민원신청 ▷ 수출허가

▷ 방위산업기술 판정

결과

확인 

및 

판정서 

출력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

나의민원조회 

▷ 상세조회

▷ 판정서조회 

▷ “인쇄”

3)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방위산업기술 판정 시 제출 서류>

■  보유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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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호번록등자업사 )명체업(명관기 

일월년생 )자표대(명성 

소재지

호번화전 사본 

호번화전 장공 

진술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위산업기술의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유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 협의  판  정  통  지

인청신청업사위방청업사위방인청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9제2장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판정

제
2
장

방
위

산
업

기
술

 지
정

 및
 판

정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제        -        호

  1. 기 관 명(개 인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신청기술: 

   귀 기관의 신청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해당됨을 

판정합니다.
 

  

 

 판정 사유: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1.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

2. 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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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제3장

1.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

가. 자율적 기술보호체계의 정의

1) 조직 :  최고책임자가 직접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직할 조직(기술보호 관리기구)

* 업체의 규모 및 운영 조직 형태에 따라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만을 지정 가능

2)  규정 :  기술보호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내규정/운영세칙

나.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

지    원    사    업    명 ’17년 사업예산 시행년도

방산 중소협력업체 기술보호 역량증진 사업 0.8억 2016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0.67억 2016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1.4억 2015년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1.7억 2017년

다. 관련법규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2)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5)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방산업체, 국과연 등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교육, 감사, 기술보호체계 등을 갖추고, 자율적

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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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현황 

확인

(2) 기술보호체계 구축 유도·지원 활동

-  기술보호체계 구축여부 확인 결과 미구축된 업체를 방문하여 기술

보호체계 구축 유도·지원 활동 수행

(3)  방산 중소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유도·지원 활동 및 지원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 기술보호체계 구축여부 현황

-  기술보호체계 구축 유도·지원 활동 및 지원성과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제한점 등을 포함

라.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1) 방산 중소협력업체 기술보호 역량증진 사업 

*   ’17년 :  방산 중소협력업체 100개 보안관제체계 구축, 방산 중소협력업체 160개 방문 기술보호

체계 구축유도 및 지원 등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향상 추진

가) 배경 및 필요성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 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산관련 업체의 

기술보호 체계를 진단하고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유도 및 지원하는 사업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예산 부족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이 제한

■  체계업체 내 보안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업체가 직접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기술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활동이 제한되어,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구축 유도

활동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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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내           용 비 고

1월 

~ 2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계획 보고

-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방위사업청

▼

2월 

~ 3월
사업 공고 •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사업공고 방위사업청

▼

4월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

4월 

~ 12월
사업 시행

•�사업주관 기관(방위사업청)

- 사업관리 총괄

-  방산 협력업체 대상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 요청

- 방산 협력업체 현황 확인 및 제공

•�사업수행 기관

-  방산 협력업체 기술보호체계 구축 여부 확인

-  방산 협력업체 기술보호체계 구축 유도 활동 수행

- 구축 유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  중간 및 최종 결과 발표자료 및 최종결과물 제출

-  사업성과(만족도, 효과 등) 측정 및 분석

2)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  ’17년 : 5개 체계업체 및 92개 협력업체 지원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의 동반성장을 위해 방산분야 체계업체를 중심

으로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유도 및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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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방산 체계업체는 보안담당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업체의 담당자가 직접 협력

업체의 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체계 구축 유도 및 교육지원 활동 저조

■  방산 협력업체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술

보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취약점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이 제한됨

■  따라서, 방산 대기업 또는 체계업체 중심으로 자사 협력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여 맞춤형 기술보호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방산 대중소

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함

■  (지원대상) 방산 대기업(또는 체계업체)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규모) 4∼5개 컨소시엄 지원(1개 컨소시엄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분야)  컨소시엄별 산업특성과 기술보호 수준을 고려, 임직원 대상 방문교육, 

실무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취약점 진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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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부내용>

■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수행 방안

1)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 

2) 신청 기업 중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1) 필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풀, 지원계획, 운영실적 등

구   분 지       원       내       용

협력사 임직원 

대상 방문교육

•협력사 임직원 대상 기술보호교육 프로그램(현장방문)

•정기적인 인식전환 교육/홍보 방안 수립·이행

협력사 

기술보호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협력사 기술보호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 지원

협력사 

기술유출

취약점 

진단지원

•협력사의 기술유출 취약점에 대한 진단 및 개선대책 수립 지원

▷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진단

▷ 기술적 취약점 진단

(PC서버, 네트워크, (웹)어플리케이션, 보안장비·시스템 모의해킹 등)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정보교류 프로그램

▷ 기술보호관리 우수기업

  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보유기관 중 보안역량 우수 대기업, 

공공기관 등

  ②  ISO27001, ISMS 등 보안관련 인증 획득 후 3년 이상 유지 대기업, 

공공기관 등

<기술보호 역량 향상 필수 프로그램>

2) 그 외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안, 지원계획, 기대효과 등)

■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결과 및 발전방안 제시

1) 참여 컨소시엄의 지원 결과 및 성과 평가

2) 사업 진행 간 제한사항 및 문제점, 업체 의견,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발전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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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내           용 비 고

1월 

~ 2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계획 보고

-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방위사업청

▼

2월 

~ 3월
사업 공고 •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사업공고 방위사업청

▼

4월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

4월 

~ 12월
사업 시행

•�사업주관 기관(방위사업청)

- 사업관리 총괄

-  방산 협력업체 대상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 요청

- 지원기업 심의 및 선정

- 지원기업 참여 관리

•�사업수행 기관

-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청기업 대상 사전 인터뷰 시행

- 지원기업 심의 및 선정 자료 준비

- 추진실적 보고

- 중간 및 최종 결과 발표자료 및 최종결과물 제출

- 사업성과(만족도, 효과 등) 측정 및 분석

  

3)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  통합보안장비(UTM: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 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가상사설망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보안솔류션

방산관련 중소기업들의 보안관제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안관제에 사용되는 통합

보안장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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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대상 :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방산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를 신청할 기업

나)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다)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2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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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내           용 비 고

9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계획 보고

-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방위사업청

▼

9월

~ 10월
사업 공고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사업공고 방위사업청

▼

11월
지원대상 

선정

• 지원 대상기관 선정

*  ‘기술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기관 선정

▼

11월

~ 12월
사업 시행

•�사업주관 기관(방위사업청)

- 사업관리 총괄

- 기술보호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기업 심의 및 선정

- 임차료 지급

4)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가) 지원 대상 : 방산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2)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

(3)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4)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기업의 내·외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 중소·중견기업

들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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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 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업체

다) 지원내용

(1)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한도는 최대 4,000만원, 정부 지원 비율은 50%이내임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업
(보조금 수령자)

지원기관

외부전문가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고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협약체결

(청/참여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사업총괄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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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업)�방산관련 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2)  (참여기업) 신청기업 중 기술보호심사위원회에서 방산관련 기업 기술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받기로 선정된 

기업

(3) �(지원기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4) �(외부전문가) 신청기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참여기업-지원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심사

위원회 위원 중 일부 추천

(5) (감리기관) 사업 수행과정 결과물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6)  (원가기관)�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비용의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원가 계산을 수행하는 기관

마) 선정방법

(1) (지원자격�검토)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자격 검토

＊ 외부 전문가의 현장컨설팅시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구비서류 확인 

(2)  (심사평가) 참여기업- 지원기관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참여

기업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지원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참여기업 선정

- 위원장은 통제정책담당관, 위원은 5~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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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내           용 비 고

1월

~ 2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계획 보고

- 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방위사업청

▼

2월

~ 3월
사업 공고 •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사업공고 방위사업청

▼

4월
지원대상

선정

• 지원 대상기관 선정

*  ‘기술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기관 선정

▼

4월 협약체결 • 참여기업, 지원기관, 방위사업청 간 협약체결

▼

4월

~ 12월
사업 시행

•�사업주관 기관(방위사업청)

- 사업관리 총괄

- 사업비 지급

-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절차 수행

•�업무협약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정원에 등록된 지원기관, 외부전문가, 원가 및 

감리기관 pool 제공

마. 방산분야에 활용 가능한 타 부처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구축·운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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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사전점검

②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24시간×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③ 침해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응 보안 솔루션 지원 등

■  (신청방법)  연중 상시 신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배너 →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7053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  (지원규모) 35개 기업 내외(13억원)

-  일반과제 : 일반 중소기업 27개사 내외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3개사 이내

-  해외연계과제 : 5개사 이내

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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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 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it.smplatform.go.kr) → 

현장컨설팅 → 심사평가 → 최종선정 → 원가계산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문의 및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58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지원 

* 기술보호전문가 지원 풀(Pool)을 통한 On-Off Line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사전진단 : 보안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보안진단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최대3일, 무료)

-  심화자문 :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발견 및 기술유출 피해 발생에 

따른 대응 등을 위한 심화자문 필요 시(최대 7일, 75%지원)

■  (자문절차)  상담신청(온라인 :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 전문가 배정 → 사전진단 

→ (필요시) 심화자문 → 만족도 평가 및 사후관리

■  (문의 및 연락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87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기술사용 보장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보호 강화

■  (임치이용 대상)  ①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②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③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④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자문」

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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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대상 기술자료) -  기술상 정보 :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물질 

배합 비율 성분표,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  (사업내용)  - 기술임치 계약유형

• 삼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이 단일 사용기업에게 기술을 납품·공급

하는 경우

• 다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이 다수 사용기업에게 기술을 납품·공급

하는 경우

- 기술임치 수수료 : 신규 3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이용절차)  계약신청서 작성 → 임치물 제출 및 접수 → 임치계약 체결 → 임치물 갱신

(1년 주기) → 임치물 임치

■  (문의 및 연락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87

■  (사업개요)  기술유출·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 지원

- 조정 :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형사 수사(경찰·검찰) 중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 소송 중(법원)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운영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조정·중재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원)

-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시 소용비용의 일부지원(최대 1,000만원)

■  (절      차) -  조정 : 신청·접수 및 서류 검토 → 조정부 구성(3~5인) → 사실조사 및 

기술 평가(필요시) → 조정부 회의(참고인 조사 등) → 조정성립

-  중재 : 당사자간 신청합의 → 중재신청 → 중재부 구성 → 사실조사 및 

기술 평가(필요시) → 중재부 회의  → 중재판정

■  (문의 및 연락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87

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 분쟁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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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 보유기업 및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컨소시엄) 

중 산업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단기파견·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보안수준 향상 및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기여

■  (지원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과 기술 또는 

연구개발 협력관계의 기업 등

■  (지원내용) 컨소시엄별 니즈를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 무료 지원

- 협력사 임직원 대상 보안교육 지원

- 협력사 보안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지원

- 보안관리 우수기업 벤치마킹

- 협력사 기술유출 취약점 진단 지원

- 대기업·협력사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지원

■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대기업, E-mail 또는 팩스) →  

컨소시엄 심사·선정(선정위원회) →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문의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35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닥터 운영」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부록 Ⅰ)

1) 제정배경

■  (방위산업기술보호 필요성 증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건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가 경쟁력 및 신뢰도 저하, 국가안보 위협 초래

*  최근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증대 및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발생

■  (기술보호 능력부족)  방산관련 협력업체 대부분은 중소업체로서 체계업체에 비해 방위

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과 소요재원 확보 능력 부족으로 제한사항이 많음

*  산업기밀보호센터(국정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술유출 발생 건수의 

73% 점유

■  방산관련 중소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보조금)을 공정하고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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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절차

■  참여기업 선정

-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 예산규모, 지원사업의 특성, 기술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

*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약체결

- (협약체결)  청, 참여기업, 지원기관간 협약기간, 지원사업비 지급, 지원사업 진도·

최종보고 및 최종심의 등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 (참여기업)  기술보호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

- (지원기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  최종심의

-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추진실적 등을 검토, 확인

하여 최종심의(성공, 실패)

지원사업 공고 참여기업 선정 협약 체결 사업 이행 최종 심의

(방사청) (방사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방사청/참여기업/

지원기관)

(참여기업) (방사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지원기관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고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협약체결
(청/참여기업/지원기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

[보조금 수령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사업총괄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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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정내용

01

02

용어의 정의 (제2조)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공고 (제3조, 제4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제정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합·

단체는 제외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3.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기술보호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5.  “지원기관”이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

6.  “기술보호심사위원회”란 참여기업의 선정, 최종심의와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원내용 및 규모, 참여기업 선정방안, 지원사업 수행 평가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제정 내용

제3조(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취약점 진단·

자문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명

2. 지원내용 및 규모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5. 참여기업 선정방안

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

7. 지원사업 수행 평가방안

8.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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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내용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특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보호 현황

가.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현황

나.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다. 기술보호 투자수준

2. 기술보호 필요성

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나.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

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및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 업체

라.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업체

마. 연구개발 인력비율이 높은 업체

3. 기술보호 시급성 및 추진의지

가. 기술보호 시급성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추진의지

4. 지원사업 내용의 적절성

가. 지원사업의 내용

나.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다. 목표달성 가능성

라. 사후관리 방안

5. 그 외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지원자격, 신청기간 등에 대한 사업계획 공고

제정 내용

제4조(지원사업 공고) 방산기술통제관은 지원사업을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기술

통제관은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명

2. 지원내용 및 규모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5.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

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

7.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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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보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

-  지원사업 신청기업 중 예산규모,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

- 위원구성

• 위원장(통제정책담당관) 및 위원구성(5인이상 10인 이내,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의결 정족수 :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 심의내용 : 참여기업의 선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 등

제정 내용

제6조(기술보호심사위원회)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평가·관리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술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

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의 수(제3호, 제4호)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품목기술심사담당관, 재정운영담당관 등 관련 부서 담당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 담당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

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

기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

5.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제3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협약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의 선정, 지원범위·규모 및 확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지원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3.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4.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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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제8조, 제9조, 제10조)

지원사업 이행 의무, 지원사업비, 지원금 환수 등 업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

제정 내용

제8조(협약의 체결) ① ※ 협약체결 절차

②  통제정책담당관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

2. 사업책임자, 지원사업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진도·최종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 협약체결을 안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변경) 통제정책담당관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2.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사업 내용 등의 변경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통제정책담당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약의 해약)  ※ 기술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한 협약의 해약

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

으로 확인된 경우

4.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

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진도점검·최종심의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6.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7.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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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진도점검 및 최종심의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진도점검)  진도보고에 따른 진도 충족도, 지원금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진도

점검을 실시

- (참여기업)  지원사업 진행현황, 지원금 사용현황,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진도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제정 내용

제12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현황, 지원금 사용 현황,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진도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통제정책담당관은 진도보고에 따른 진도 충족도, 지원금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진도점검을 실시하며, 결과는 “계속”, “중단”으로 구분한다.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제2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제정책담당관은 진도점검과는 별도로 사업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최종보고)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결과, 지원금 사용현황,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

•(청)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

•(참여기업)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최종보고서 재제출

제정 내용

제13조(최종보고) ①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결과, 

지원금 사용현황,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통제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정조치를 받은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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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제15조) 

-  (지원사업 참여 제재)  기술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제정 내용

제15조(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통제정책담당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별표 2]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로 지원과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진도점검·최종심의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

심의에서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5. 그 외 통제정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최종심의)  기술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심의

•(참여기업) 협약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해 “성공”, “실패”로 평가

제정 내용

제14조(최종심의)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심의 하여야 한다.

②  최종심의 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실패 : 지원사업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위원회에 따른 최종심의 결과를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방산기술통제관은 “실패”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1회에 한하여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다.

⑤  통제정책담당관은 위원회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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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 

가. 기술보호기법(Anti-tamper) 정의

보호대상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기술의 이전, 역설계, 변조를 막는 공학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나. 기술보호기법의 필요성

1)  국내 개발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북한의 사이버 상 해킹능력을 고려 시 기술

유출 등 위협이 증가되고 있음

2)  불법적인 기술유출은 전통적인 위협인 해킹 위협 뿐 아니라 수출증가 등으로 

의도적인 무기체계 해체를 통한 기술복제 등 여러 방법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음

다. 기술보호기법 기술개발 지원

1)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기술보호기법 부문 기술개발 지원

2)  대상기관이 수출 등을 위한 기술보호기법 적용 필요 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3)  Anti-tamper 무기체계 획득분야 원가에 반영하여 비용 지원

4)  Anti-tamper 기술을 핵심기술 소요로 결정 시 예산 지원

라. 관련법규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2)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48조(과제 선정기준) 

3)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2(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지원), 제86조(획득방안 

수립 시 검토사항) 

[2016년 3월 이라크 발표] 

이라크가 ’11년 미국드론기술을 

탈취하여 신형드론을 개발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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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반적인 기술보호기법의 종류

번호 구 분 보호기법 종류 내                용

1

하드

웨어적

기법

탬퍼 표시 장치

(Tamper indicating devices)

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거나 seal 또는 label을 사용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기법

2

특유한 모양의 나사머리

(Uniquely shaped 

screw heads)

조립체 분해 시 특수공구 또는 특수 스크류에 의해 시간을 지연

하는 기법

3

분해방지 자물쇠

(Locks for removable 

covers)

조립체 분해 시 커버를 특수한 고리 또는 열쇠 등을 사용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기법

4

도장 (밀봉재료)

(Coating:encapsulation 

materials)

운용알고리즘이 탑재된 CPU를 코팅 또는 몰딩하여 내부의 소프트

웨어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구성품(CPU, IC 등)의 부품

번호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여 부당변경을 지연하는 기법

5
기계적 장치

(Mechanical mechanisms)

조립체 분해 시 특정한 반응을 하여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조립체에 접근을 억제하는 기법

6

보호용 감지 그물망

(Protective sensor 

mesh wall)

일반적으로 드릴링 공격을 탐지하거나, 드릴에 의한 접근이 탐지될 

때 쉽게 부서지는 복잡한 회로를 활용한 기법

7
부서지기 쉬운 부품의 사용

(Use of brittle components)

다양한 종류의 메커니즘을 핵심부품에 적용하여 관통에 의한 부당

변경으로부터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법

8
감지기

(Sensor)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여 부당변경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기법 (음향, 진동, 빛, 주파수 등)

9

소프트

웨어적

기법

소거 회로망

(Zeroization circuitry)
부당변경 시 핵심 알고리즘을 삭제하는 기법

10
암호화 포장지

(Encryption wrappers)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사용된 암호 키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기법

11
코드 난독화

(Code obfuscation)

프로그램이 탑재된 조립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에 

대해 읽기 어렵게 만드는 기법

12
가딩

(Guarding)

프로그램 코드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 guard를 넣어 코드 해독을 

어렵게 하는 기법

13
워터마킹/지문채취

(Watermarking/fingerprinting)
부당변경에 의해 프로그램에 생성자 또는 권한자를 표시하는 기법

14 기타 기타 기술보호기법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1.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2. 방위산업기술보호 간담회

3.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및 신고자 보호

4.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식 및 정보공유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제고

제4장



58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제고제4장

1.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가.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의무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기관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방위산업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대상별 주요 교육내용

과  정 대   상 내          용

일 반 전 사원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 및 일반지식 이해

-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및 지침 주요 내용 

- 방위산업기술 유출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  기술보호 인식제고 등 기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자 CEO 및 임원

•관리·감독 역할 담당자로서의 역할

•법규 위반 식별능력 양성

•기술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인식제고 

실

무

연구원 및 

기술자

기술연구원 및 

기술담당자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 보호

•연구개발 추진간 기술보호 및 관리 방안  

•기타 기술관계자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

수출입

인허가 담당

해외 영업 및 

수입담당

•방산수출입 인허가 제도 이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및 수출입 절차

•국제 무기거래 조약 및 국제기술보호 동향 

기술보호

담당관

기술보호부문 

실무책임자

•보안 및 기술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식별능력 양성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신규전입 및 퇴직자 등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 능력 함양

기술보호

교육 담당

업체 교육

담당자

•방위산업기술보호 개론 

•방산수출입 인허가 제도 이해

•전문강사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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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결과 제출 방법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첫째,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둘째,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셋째,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실시

교육 후 그 결과를 우편, FAX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

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 업체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

방위사업청은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산기술보호 인식제고 강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자료(교육 교재, 동영상, 

이러닝콘텐츠 등) 개발 및 지원,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마. 관련법규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2)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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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교육결과 제출 양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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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제고 강의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일정>

구분 교육과정(주관/시간) 장  소 시  기

방산

기술

보호

인식

제고 

강의

정책관리입문과정 (방사청 / 1H)
방위사업청

용산교육센터
3월 3주 / 10월 2주 

획득정책과정 (방사청 / 1H)
방위사업청

용산교육센터
8월 4주

방산정책과정 (방사청 / 2H)
방위사업청

용산교육센터
5월 5주 / 11월 5주

국방기술개발과정 (방사청 / 1H)
방위사업청

용산교육센터
7월 2주

방산업체 보안실무자과정 (기무사 / 1H)    기무학교
3월 3·5주 / 4월 2주 / 

7월 3·4주 / 8월 2주 

국방중소기업 지역별 합동설명회 (방사청 / 1H)  
서울 / 창원/ 

구미 / 광주 등

2월 3·4주 / 

3월 2·3·4주

국방연구개발자과정 (국방과학연구소 / 1H) 대전 10월

국방품질경영과정 (국방기술품질원 / 1H) 수원 / 창원
3월 / 5월 / 7월 

8월 / 11월

방산

기술

보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 

방산기술보호 CEO과정 (방사청 / 3H) 서울 / 창원 6월 / 11월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방사청 / 1일)
서울 / 대전

창원 / 구미

3월 / 5월 

9월 / 11월

방산기술보호 연구개발자과정 (방사청 / 1일) 서울 / 창원 5월 / 9월

방산기술보호 실무과정 (방사청 / 2일)
방위사업청

용산교육센터
6월 / 11월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방사청 / 2일) 서울 / 창원 6월 / 11월

방산기술보호 최고전문가 양성과정 (방사청 / 2일) 경기 10월

방산기술보호 정책세미나 (방사청 / 3H)
방위사업청

용산교육센터

3월 / 5월 / 

9월 / 11월

방산수출입인허가 방문교육 

(방사청 / 상반기·하반기)

방위사업청 /

방문신청회사
4∼6월 / 10∼12월

CSO (최고정보보호관리자) 양성과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2일)
서울 등 3월 / 5월 / 7월

방산보안실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2일) 서울/ 대전/ 창원 3월 / 5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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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산업기술보호 간담회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권역별 간담회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방산기술보호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 주요 내용, 방위산업기술 지정·고시, 방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술보호체계 자율적 구축, 정부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17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권역별 간담회

1) ’17년 제1차 방위산업기술보호 간담회(장소 : 대전) : ’17. 3.28

2) ’17년 제2차 방위산업기술보호 간담회(장소 : 창원) : ’17. 5.31

3) ’17년 제3차 방위산업기술보호 간담회(장소 : 서울) : ’17.12.13

3.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및 신고자 보호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간담회 추진 경과>

■  ’15년(2회) : 1회(5.13 / 창원 / 43개업체), 2회(12.17 / 서울 / 40개업체)

■  ’16년(4회) : 1회(3.30 / 대전 / 27개업체), 2회( 6.  8 / 창원 / 29개업체), 

3회(9.21 / 구미 / 22개업체), 4회(12.15 / 서울 / 41개업체)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등에 기여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한 포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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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 규정」 (’17.1.6.제정)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위한 포상 공고 후, 방위산업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1천만원 이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등으로 기술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500만원 이하

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보상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따르며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보상됨

■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고 내용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2. 포상규모 및 포상시기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4. 신청자 및 추천자의 자격 요건

5. 기타 요구사항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포상급 지급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 자격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4.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와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의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인지한 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및 포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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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 보장

-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해고 등)·인사상(징계 등)·경제적(계약해지 등)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 손상(집단 따돌림·폭행 등)을 받지 않음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 가능

-  공익신고로 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행정처분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음

■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보상금 지급

-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다. 관련법규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7조(포상 및 신고자보호 등)

2)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4)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신변보호 조치)

5)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6)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7)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보상금), 제26조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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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식 및 정보공유 

가. 지식 및 정보공유 현황

1)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교육, 정책 및 지원제도 등과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내·외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 

제도, 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방위사업청과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 업체에 지식·정보를 공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방산기술보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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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식 및 정보 제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방산

기술보호에 관한 지식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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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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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

제5장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방안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방안

3. 정보보호 방안

4.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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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1)제5장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방안

가. 방위산업기술의 관리

1)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구성·운영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회의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대상기관의 내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방안은 업체의 자율적 보호업무 체계화 및 임직원의 기술

보호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방위산업기술의 관리, 기술보호 활동 및 교육, 방위산업기술 

취급·관리 인원 관리로 구분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심의내용>

■ 방위산업기술 식별·분류

■ 방위산업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현재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시 대응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 중으로, 지침 및 매뉴얼 수립 전까지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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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산업기술 목록 유지

가) 목록유지 절차

① 대상기관의 보유기술 목록 작성 → 

② 보유기술 목록 중 국방과학기술 여부 식별 → 

③ 식별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산업기술 여부 식별

(식별 곤란시 방위사업청에 판정 의뢰)

나)  대상기관은 소유, 활용, 이전받은 방위산업기술 목록을 아래 양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관리대장 양식 및 작성방법>

상황별
①

관리번호
(연번)

②

접  수
③

관련
근거
④

분류
등급
⑤

기술
목록
⑥

기술
형태
⑦

관리
부서
⑧

비  고
⑨

월 일 발행처

등재 17-1 ’17.6.22 ADD
ADD 

1234-56호
(’17.6.15)

비밀

군사용 
정밀
제어
기술

도면
기술

개발팀

지정
취소

17-2 ’17.6.23 (주)OO
OO 

2345-67호
(’17.6.19)

비밀
최적화 
기술

도면
기술

개발팀

(주)OO 3456-78호
(’17.6.30)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지정 취소로 반납

①  상황별 :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 또는 식별했거나, 대상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 

지정 취소 등의 경우는 관리번호로부터 관리부서까지 두 개의 직선을 긋고 그 

이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실제 관리대장 양식에는 없는 부분임)

② 관리번호(연번) : 연도별 등재 일련번호

③ 접수 : 기술 접수 일자 및 기술 소유기관 또는 제공기관

④ 관련근거 : 기술 문서번호와 문서시행일자

⑤ 분류등급 : 해당 기술자산 보호등급(예, 극비, 비밀, 사외비, 핵심기술 등)

⑥ 기술 목록 : 기술 목록으로 가명칭 사용도 가능

⑦ 기술 형태 : 도면, 소프트웨어, 견본, 시제품, 기타 자료

⑧ 관리 부서 : 기술을 등재, 관리하는 부서

⑨ 비고 : 등재, 지정취소, 오기, 일부 발췌 등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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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기술

이전, 수출, 연구개발 등)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관리대장 양식 및 작성방법>

상황별

발송

번호

(연번)

발  송

관련근거
분류

등급

기술

목록

기술

형태

수령자

(서명)
비  고

월 일 수신처

전체

제공
17-1 ’17.6.26 (주)OO

OO 

2345-67호

(’17.6.19)

비밀
최적화 

기술
도면 이기술

주)OO 4567-89호

(’17.6.19)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해 

제공

일부

제공
17-2 ’17.6.26 (주)OO

OO

2345-67호

(’17.6.19)

비밀
최적화 

기술
도면 김보호

(주)OO 4567-89호

(’17.6.19)에 따라

핵심부품 양산을 

위해 제공

①  상황별 :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기술 중 전체 기술을 제공하거나, 일부를 제공

할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제공하게 된 이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실제 관리대장 양식에는 없는 부분임)

② 발송번호(연번) : 발송연도-발송 일련번호 순서대로 기재(예, 17-1, 17-2, 17-3)

③ 발송 : 기술 발송 일자 및 기술 수신하는 기관 또는 부서

④ 관련근거 : 기술 문서번호와 문서시행일자

⑤ 분류등급 : 해당 기술자산 보호등급(예, 극비, 비밀, 사외비, 핵심기술 등)

⑥ 기술 목록 : 기술 목록으로 가명칭 사용도 가능

⑦ 기술 형태 : 도면, 소프트웨어, 견본, 시제품, 기타 자료

⑧ 수령자 : 기술을 직접 수령한 자의 직책, 성명, 서명 기재

⑨ 비고 :  오기, 발송 이유 등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내용은 세부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일부제공시 자체 검토결과 분류등급이 일반자료일 경우 제공대장에 작성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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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위산업기술 목록 유지 방안

■  방위산업기술은 접수 즉시 해당부서에서 방위산업기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기술은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기술을 재분류 또는 타업체(부서)로 이첩(반납)한 때에는 방위산업기술 관리대장 

관리번호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 표시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장 갱신이 필요한 경우 구 관리대장 최종 기록란 밑에 갱신일자와 신 관리

대장에 이기된 기술건수, 갱신 기록자를 기재한 후 기술보호 담당부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기술의 사본생산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추가소요 발생시에 한하여 관리대장에 기록된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상에 한하며, 승인에 대한 보고서는 별도 문건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기술의 사본 생산자료는 업무 종료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등에 대한 보고서는 

별도문건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체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3자, 대외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를 발췌시에는 사전 검토를 거쳐 일부에 대한 보호등급을 결정

하여야 합니다.

■  기술의 지출ㆍ대출ㆍ열람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대외로 지출시는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임원급 사업장 

단위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로 지출시는 추가로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의 해제는 방위산업기술 지정ㆍ고시의 변경 또는 기술 소유권이 있는 

대상기관의 서면 통보에 의거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기술은 제공 기관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  반납받은 기술은 이상유무를 확인 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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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위산업기술의 분류·취급·표시·보관

■  방위산업기술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 「보안업무규정」, 「군사보안업무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등 관련법규에 의해 비밀,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고 대상

기관의 보안내규에 의거 취급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분류되지 않은 방위산업기술은 중요자산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보호등급으로 취급ㆍ관리

하여야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적으로 제공ㆍ활용시 별도 관리가 되도록 해당

기술이 포함된 사업 등에 한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분류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방산

기술통제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접근 및 취급을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취급기간 또는 취급범위 

등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분류된 방위산업기술은 대상기관의 내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방위산업기술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제한적으로 제공ㆍ활용 시 별도 관리가 되도록 해당기술이 포함된 사업 

등에 한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된 도면, 사진, 지도, 괘도, 상황판, 마이크로필름, 디스켓, CD, 

USB와 같은 기타 저장장치도 방위산업기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보관시는 

보호구역 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세부 보관기준은 대상기관의 내규에 반영ㆍ시행하여야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관용기에는 방위산업기술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보관용기 기준은 대상기관의 내규에 반영ㆍ시행하되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는 통제구역 내 보관 등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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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업의 영업비밀 등급분류 방법2)

■  영업비밀 정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 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 등급 산출 방법 : 기업 보유정보를 대상으로 ① 정보창출 및 유지비용, ② 산출 정보 수준, 

③ 정보 활용도, ④ 내부 활용 효과, ⑤ 외부 유출 위험 5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등급을 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점수

정보창출 및

유지비용

• 해당 정보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인력, 

시간, 자금 등)을 전체적으로 산정하여 평가

예) 전체 매출액 대비 해당 연구 개발 투자비 비중

10

상(10), 중(6),

하(1) 중 택1 

(A)

산출 정보 

수준

• 산출된 정보의 품질과 수준(정확성, 신규성, 사용용이성 

등)을 평가

예) 해당 분야에서 경쟁업체와의 상대적인 기술수준 격차

15

상(15), 중(9),

하(3) 중 택1

(B)

정보 활용도

(공유 정도)

• 해당 정보에 대한 활용빈도와 범위 정도를 평가

예)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 수
10

상(10), 중(6),

하(1) 중 택1

(C)

정보

활용

파급

효과

내부 

활용

효과

• 해당 정보가 기업의 가치(수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예) 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 해당 정보의 기여도

35

상(35), 중(21),

하(7) 중 택1

(D)

외부 

유출

위험

• 타사로의 정보유출로 인해 예상되는 영업손실 가능성을 

평가

예) 정보 유출로 기업에 발생하는 매출 감소액

30

상(30), 중(18),

하(6) 중 택1

(E)

총         점 A+B+C+D+E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 관련제도 안내 설명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주관, 2017년 2월 22일)의 중앙대학교 장항배 

교수 발표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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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등급 산출 결과

영업비밀 등급 산출 기준

특급기밀 정보 (Confidential) 별도의 정보등급 산출과정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류

1등급 비밀 정보 (Restricted) 75점 이상

2등급 비밀 정보 (Internal Use) 50점 이상

3등급 비밀 정보 (Public) 50점 미만

■  영업비밀 등급별 관리방안(예시)

구  분 특급기밀 1등급 2등급 3등급

제

도

적

관

리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의 구분
영업비밀 일반정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영업비밀임을 표시
‘특급기밀’ 표시 ‘비밀’ 표시 ‘대외비’ 표시 -

보안관리

전담인력 지정
공  통

보안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
공  통

인

적

관

리

접근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의무 부과

해당 영업비밀 정보 취급에 따른

보호의무 부과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공  통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보호의무 고지
주기적 년 1회 입·퇴사시 -

물

리

적

관

리

별도의 영업비밀

개발·보관 장소

지정 및 관리

출입통제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

개발·보관 장소 

지정 및 관리
- -

영업비밀 접근·사용

권한 제한
일부 경영자 일부 관리자 사내 직원 -

분쟁에 대비한

영업비밀관리 

증거 확보

상시 주기적 변경시 -

※  영업비밀 자가등급 확인 서비스 사이트 주소 : https://www.tradesceret.or.kr/info/secret/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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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산업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책

■  방위산업기술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기술 외부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외부 공개 시는 사전에 방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 외부 공개 및 제공시 검토 결과 양식>

방위산업기술 외부 공개(대외 제공)시 검토 결과

일       자

자 료 명

검토 결과

(조치)

기술보호 책임자 직급  성명                   (서명)

   붙임：방위산업기술 검토 자료 1부.

■  방위산업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확보 했을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내역을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특허출원

2. 특허권유지

3. 선행기술조사

4. 직무발명보상제도

5.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내용

■  방위산업기술 이전 관련 지식재산권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소유 및 기술이전을 

받는 대상기관에서 내역을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1. 방위산업기술자료 제공 목록(관리대장) 및 방위산업기술 외부 공개 검토 내역

2. 기술이전 체결 현황

3. 기술실시 계약범위 등에 대한 검토내역 및 계약서 사본

4. 국내ㆍ해외 기술이전 등에 대한 방사청 허가ㆍ승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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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보호 활동 및 교육

1) 기술보호 책임자 운영

2) 기술보호 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분류·식별·관리, 인원·시설통제, 정보

보호 대책 등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합니다.

3)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부록 Ⅱ)를 참고하여 자가진단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그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보호 총괄 책임자 및 기술보호 부서 책임자를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내규ㆍ조직도ㆍ직제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1. 기술보호 총괄 책임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임무

나.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장을 기술보호 총괄 

책임자로 임명

2. 기술보호 부서 책임자

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ㆍ취급하고 있는 부서별로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

나.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기술보호 책임자를 부서 기술보호 책임자와 겸임 

가능

다. 기술보호 부서 책임자는 보유ㆍ취급하는 기술보호에 대한 업무 수행

■  기술보호 총괄 책임자(부서 포함)는 대상기관의 기술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회의록, 

부서간 업무협조 내역을 유지

■  기술보호 총괄 책임자와 기술보호 부서 책임자는 방산기술통제관이 지정한 기술보호교육 

기관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보직하거나 보직 이후 1년 이내 관련 교육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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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보호 교육

다. 방위산업기술 취급·관리 인원 관리

1) 신원조사

■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에 대하여 기무사령부로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적격 인원을 대상으로 고용계약서(비밀유지의무 조항)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고용되는 대상자는 고용시 기술보호 서약서(고용 및 신규보직자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급ㆍ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기술보호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기술보호교육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직급ㆍ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기술보호교육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 관련 부서장 등 간부직 종사자

2. 기술보호 담당부서 근무자

3. 기술자료 취급ㆍ관리 예정자 및 취급ㆍ관리자

4. 공무상 해외 출장을 하는 상기 1호에서 3호의 대상자

5. 보직을 이동하는 상기 1호에서 3호의 대상자

6. 퇴직하는 상기 1호에서 3호의 대상자

7. 기술 관련 보호구역이 포함된 시설경비 관련 임무수행자

8. 기술 관련 상주근무 외부인

9. 그 밖에 기술보호교육이 필요한 사안 발생시 해당자

■  대상기관의 장은 자체 교육 및 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 개설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참석 등에 대한 내용을 개인별 실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교육결과는 교육 후 30일 이내 방산기술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방산기술

통제관이 교육내용 등을 검토하여 기술보호 교육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통보 시 

교육실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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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직이동 및 퇴직 시 인원관리

■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ㆍ활용하는 인원이 보직이동 및 퇴직 시 아래와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 방위산업기술 관련 자료 정리기간 부여

2. 기술보호 실태점검 및 기술보호교육 실시

가. 방위산업기술 문서,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 기술보호 실태점검

나. 방위산업기술 유출 금지 등 포함 기술보호교육

3. 정보체계 계정 삭제

4. 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5. 보직이동시 기술보호 서약서 집행

6. 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권한 삭제

7. 그 밖에 필요한 보호대책 강구

■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이 작성한 보직 이동 및 퇴직 시 기술보호 서약서(보직 

변경자 용)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직 이동 및 퇴직 시 세부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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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보 호  서 약 서

(고용 및 신규보직자 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방위산업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함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신뢰도 제고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재직 중에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예비ㆍ음모)

20    .    .    . 

서    약    자 직책 성명 서명

서 약 집 행 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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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에서 보직이 

변경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방위산업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함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신뢰도 제고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보직 변경 이후에도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예비ㆍ음모)

20    .    .    . 

서 약  자 직책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직책 성명 서명

기 술 보 호  서 약 서
(보직 변경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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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보 호  서 약 서
(퇴직자 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에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방위산업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함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신뢰도 제고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퇴직 이후에도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예비ㆍ음모)

20    .    .    . 

서    약    자 직책 성명 서명

서 약 집 행 자 직책 성명 서명



84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3) 외국인 인원관리

4) 공무상 해외 출장시 보호대책

■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방위산업기술 취급은 인가할 수 없으며, 방위산업기술을 취급

시키지 아니하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에 고용하자고 할 때에는 대상자 인적

사항, 고용목적, 계약기간, 신원조사 결과, 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고용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고용계획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기술보호의무(국내 기술보호법령 준수) 부과

2. 서약서 집행(계약 및 계약 만료시)

3. 주기적 기술보호교육 실시

4. 지정된 장소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

5.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FAX 이용

6. 노트북 및 저장장치 반출ㆍ반입시 기술보호 총괄ㆍ부서책임자 승인

7. 근무부서에 대해 주 1회 이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8.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시 소속 부서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자료 및 방위산업기술 

자료 반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9. 기술보호 서약서(고용 및 신규보직자 용) 집행(5년간 보존)

■  대상기관의 장은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

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한 부서장은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할 때에는 인지한 시점에 즉시 기술보호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고용 외국인 관리 절차를 내규에 포함 시 보직이동 및 퇴직 시 인원관리 내용도 절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공무상 해외 출장하는 자가 노트북, PC,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

2.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저장정보 보호대책

3. 정보시스템에 업무자료 보관시 인터넷과 연동 금지



85제5장  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

제
5
장

방
위

산
업

기
술

 보
호

 방
안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  공무상 해외 출장자는 대상국이 제공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의정보를 작성하거나 

저장 또는 송ㆍ수신해서는 안 되며 대상국이 제공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공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무상 해외 출장 

시 방위산업기술 관리 절차를 내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상인 기술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보관 및 활용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이를 기술보호 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 및 기술보호 제한구역

(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호대책을 내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과 중복되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통제구역 : 방위산업기술이 보관되어 있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 제한구역 :  방위산업기술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으로 강구되고 제한구역도 대상시설의 

위치,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한 보호대책으로 강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출입 인가자의 범위 설정과 비인가 인원의 출입 통제대책

2. 주ㆍ야간 경계대책

3. 투시, 도청, 파괴물질 투척의 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첨단 장비(X-ray 투시기, 카드키, 경보기, CCTV, 생체인식기 등)를 이용한 보호대책은 

대상기관의 임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치

7. 비인가자의 출입 시 사전 승인해 출입, 필요시 신원조사 의뢰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방안

가.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대책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방안은 예상되는 각종 기술 유출행위로부터 핵심시설 및 장비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보호구역 설정, 출입통제, 외부인 상주구역 관리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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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침투방지 및 주요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대책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노출의 우려가 있을 때는 적절한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견고한 외곽 울타리 설치

2. 업체 여건에 적합한 정문 경비실 설치

3. 적절한 규모의 경계등, 경계초소 등 경계시설 설치

4. 경계시설 상호간 연계된 통신시설 운용

5. 경계시설, 장비 및 경비 인력이 복합된 주ㆍ야간 경계 체계 유지

■  대상기관의 장은 자체 경비 인력으로 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건상 자체 경비가 곤란하거나 경계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관의 시설경비 조정ㆍ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술보호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경비업체 활용 간 아래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 경비업체 대표 및 임무수행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

2. 경비임무 수행자 대상 수시 기술보호교육 실시

3. 기술보호 서약서 집행

4. 그 밖에 필요한 보호대책

■  대상기관의 장은 화재, 천재지변과 같은 간접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 전기공급장치, 예비전력 공급장치, 항온실습장치, 누수탐지 및 차단장치, 

화재경보 및 진화장치, 침입경보장치 등과 같은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에 외래인이 방위산업기술과 관련 없는 단순 출입(견학, 위문, 

학술조사, 방문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외교, 방산물자 수출, 

기술협력, 장비 설치 및 수리, 대국민 안보홍보 감사ㆍ조사 등 방문목적이 뚜렷하고 공무

목적일 때 허용되며, 공무목적 방문 시 출입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호구역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보호대책

다. 보호구역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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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 상주근무 구역 현황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상주근무 외부인에 대한 출입권한 부여(출입관리시스템 출입자 그룹 설정ㆍ출입증 발부)

2. 상주근무 외부인 소속기관 대표 및 인원

3. 상주근무중인 외부인 사용 전산망 구성도 및 체계 접근 가능 목록

4. 상주근무 외부인 대상 정기적인 교육ㆍ점검 실시(일시, 대상, 교육/점검내용 등)

■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증으로 통제해야하며, 사무실별로 

출입권한을 부여 가능한 경우 출입증 발급 시 보호구역내 사무실별로 출입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내 사무실 출입권한을 매월 말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보호

구역내 사무실 출입권한 점검 및 위반자 제재기준 등을 내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마스터키 발급ㆍ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보유자 등에 대한 마스터키 관리 

절차를 내규에 명시하고, 사용내역은 별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외래인(개인,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보호구역 출입 시는 미리 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자가 임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외래인 방문 시 기술

보호 책임자 책임하에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보호대책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외부인 상주구역 관리

■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내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ㆍ블랙박스 등)를 보호구역에서 사용을 제한토록  

대상기관 직원, 상주 외부인, 공무목적 방문객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통신장비 보호구역 

반ㆍ출입 통제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 출입 시 정보통신장비를 소지하게 할 경우 카메라 기능 사용 및 타 저장매체와 

연결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 관련 검색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장비 보호구역 반ㆍ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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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최소한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 통합위협관리장비) 제품은 최소한 방화벽,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고, UTM, 

방화벽, IPS 등은 EAL (Evaluation Assurance Level : 평가보증등급) 4 이상인 제품으로 

설치

* 단, 유통하지 않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백신은 EAL 3 이상 제품을 설치

3.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설치하거나 EAL 2 이상인 

DLP(Data Leakage Prevention, 데이터 유출 방지) 제품을 설치

■  정보보호시스템은 국내 정보보호 제품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국가정보

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 등을 선정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 적용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기록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토록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도입한 시스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운용하여야 합니다. 

1.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기술보호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운용 및 점검현황을 기록ㆍ유지

2.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 이외의 프로

그램 사용 및 기능의 임의 변경 등 금지

3.  원격으로 관리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의 장 승인

하에 원격으로 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

가. 원격관리 시간을 최소화(미사용시 10분 이내 자동접속 차단)

나. 원격관리자에 대한 인증기능 사용

3. 정보보호 방안

가.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관리

정보보호 방안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기술유출 차단·예방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관리, 네트워크 관리,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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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관리자는 인가하지 않은 원격관리가 수행되는지 주기적 확인

라. 다음 서식의 원격접속관리대장에 작업내역을 기록, 유지

【원격접속관리대장 서식】

사용자명
원격접속

계    정

접 속 시

비밀번호

접 속

시 간

접 속

주 소

접 속

사 유

접    속

조치사항

관 리 자

조치사항

(1) (2) (3) (4) (5) (6) (7) (8)

■  대상기관의 장은 시스템관리자를 임명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내규에 반영ㆍ시행하여야 합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해킹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망은 외부망과 차단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산업체의 경우 

업무망을 인터넷망과 물리적 분리(논리적 망분리 필요시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능)를 

해야 합니다.

2.  망분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테스트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결과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관제를 위한 시스템 설치(도입) 또는 24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를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시 관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하여 아래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 자료 백업(Backup) 및 복구 계획 수립ㆍ시행

2. 자료 복사본(예비)은 안전지역에 별도 관리

3. 자료 및 저장매체 보유현황 관리

4. 자료 및 정보통신체계의 반입ㆍ반출 통제

5.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나. 네트워크 보호대책

다.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접근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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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기술의 주관 부서장은 업무자료 사용 필요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 접근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자료 접근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1. 자료별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로 제한

2. 작업 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입력ㆍ갱신, 열람ㆍ출력 등으로 제한

3. 열람 항목은 필요 정도에 따라 부분항목, 전 항목 등으로 제한

4. 사용자 및 자료에 따라 보호등급 부여 등 강제적으로 접근 제한

■  시스템관리자는 PC 사용자가 방위산업기술이 보관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래의 

사항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주 컴퓨터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접근기록

(1차)

2. 자료에 접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록 유지(2차)

가. 일시, 사용자, 파일명, 건수(크기), 작업형태

나. 방위산업기술인 경우에는 “가”목의 조건을 포함하여 등급, 제목을 추가하여 기록

다.  부득이하게 로그파일이 위의 “가”, “나”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약점을 보완 

후 운용

■  주컴퓨터 내에 방위산업기술을 입력ㆍ저장ㆍ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방위산업기술만을 

입력할 독립된 파일 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주컴퓨터 내 중요자료에 접근할 때에는 경고되어야 하며, 출력할 때에는 출력 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컴퓨터의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에 대한 보호대책

1. 외부로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해당 부서장 승인을 받아 전송

2. 파일 첨부 메일 수발신시 메일시스템에 해당 메일 주소 및 파일 내용을 자동 기록

3. 이메일을 이용한 내부자료 불법유출 시 처벌내용을 수시 교육

4. 동의서 징구 후 이메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개인PC 보호대책

1. 공유폴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 후에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제거

2. 화면보호기 대기시간 5분 이내로 설정

3. 라이센스 없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4.  외부 반출 시 저장내용 삭제 등 보호조치 후 기술보호 담당부서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 반출

다. 정보시스템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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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에 대한 보호대책

1. 인가되지 않은 개인용 노트북 사용금지

2. 노트북 하드디스크 내 중요정보 저장 금지

3. 노트북을 보호구역 외부로 반출 시 기술보호 총괄ㆍ부서 책임자 승인 후 반출

4.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견고한 캐비넷 등에 시건 장치를 하여 보관

■  컴퓨터에 대한 공통 보호대책

1. 패스워드 설정 시 9자리 이상 영문ㆍ숫자ㆍ특수문자 혼용

2. 3회 이상 접촉 실패 시 잠금 기능 적용

3. 사용된 패스워드는 12개월 내 재사용 금지

4. 방위산업기술은 암호화하여 저장

■  방산기술보호책임자는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침해사고대응팀(가칭)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침해사고대응팀의 구성 및 책임/역할

- 사고 발생 시 기록/보고 절차

-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통지 절차, 비상연락체계

- 사고 유형별 대응 및 복구 절차

- 임직원의 신고 체계, 보상 체계, 신변보호 체계 

- 임직원 교육 내용과 방법 

4.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방안

가.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체계 구축,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신고·조치사항,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사후관리 방안,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주요 유형별 대응지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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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즉시 침해사고대응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침해사고대응팀 조직 예시>

구  분 직  책 성  명

팀장 방위산업기술보호 최고책임자

법률담당 사내 법률담당 직원

정보통신보안담당 정보통신보안담당

기술보호담당 기술보호담당

기술분석담당 해당기술 기술관리책임자

■  사고 대응 및 신고와 관련된 외부기관, 전문업체, 전문가 등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협조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침해사고대응팀 연락망 예시>

구  분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고대응팀장 방위산업기술보호 최고책임자   

기술보호담당 기술보호담당   

···    

<관련부서 연락망 예시>

구  분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시스템운영팀    

네트워크운영팀    

···    

<관련업체 연락망 예시>

구  분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유지보수업체    

관제업체    

···    

<수사기관 연락망 예시>

구  분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방위사업청    

기무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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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이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징후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보상 및 신변보호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하고 임직원이 평소에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메일,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  해킹보안관제 시스템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외부기관의 

계약서에 반영하고 협력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 책임자는 사고 징후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침해사고대응팀을 

가동하여 다음과 같은 초동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침해사고대응팀의 활동은 회사 내부의 공범 또는 외부의 기술유출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비공개 진행

- 사고에 대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영층 보고

-  유출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 여부인지 확인하고 기술 유출의 주체, 유출 경로, 유출 피해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파악

-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

*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침해사고대응팀은 초동 조치 이후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

하여야 합니다.

■  DRMㆍDLP 시스템이 있는 경우, 유출된 파일의 복호화 수행 로그 및 반출 승인 요청자 인적

사항 로그를 확보하며 정보수사기관 조사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복합기 로그를 확인하여 유출된 자료의 출력자 인적사항 로그 및 출력자의 최근 행적을 확보

하며 정보수사기관 조사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또는 부서를 파악하고 과거업무 내역 및 기술자료 접속기록 

(이메일, USB 등을 통한 자료반출 여부,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정보

수사기관 조사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시스템의 로그 등 전자적 증거를 임의로 삭제 및 변조하지 않아야 하며, 증거가 훼손

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술의 유출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따라 필요시 관계 기관(방사청, ADD, 소요군 등)에 

신속하게 통보

-  방위사업청 또는 기술보호 유관기관에 상담 자문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

나.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신고·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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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보존할 디지털 증거는 아래와 같으며, 정보통신보안

담당은 평소 이러한 로그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예시>

사고유형 디지털 증거 및 기록

공 통

•정보통신시스템별 로그 

•정보보호시스템별 로그

•침입 탐지·차단시스템 이벤트 및 탐지 패킷 로그

•침해사고 시점 내/외부 네트워크 통신 기록

•정보통신시스템 계정별 접근 및 사용 기록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 포트 기록

•복합기 출력ㆍ전송 로그 

•망간 자료연계 시스템 탐지 로그

내부자의

유출

•기술자료 접근 기록

•이동식저장매체 접속 기록

•침입탐지ㆍ자료유출방지 시스템 탐지 로그

•인터넷/웹메일 접속 기록

•DRM 감사로그 등

사이버

해킹

•스팸 탐지 로그 

•악성코드 감염 기록

•방화벽(UTM) 아웃바운드 로그  

■  침해사고대응팀은 사고 수습 또는 종결된 후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산기술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방산기술보호책임자는 사고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보호체계를 재검토하고, 취약점 개선 대책 수립 및 경영진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취약점 점검 및 위험관리 방안 재수립

- 반출입 시스템, 자료관리 서버 통제 점검

- 해킹 피해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검토

- 기술보호담당 등 보안인력 충원 검토

- 임직원 보안 교육 강화 검토

다.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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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 보완

- 임직원 인사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의 협조를 요청 (기무사 등의 ‘보안측정’ 수검)

- 필요시 전문업체의 모의해킹 수검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시행 지침, 절차, 

매뉴얼, 보안규정 등을 개정하여 변경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 규정에 의거 사고 관련자들을 그 귀책사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며, 사고 관련자들은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하여야 합니다.

■  자체 사고대응 활동을 비공개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술유출 혐의자는 사고대응 활동을 알게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므로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착수될 때까지는 자체 사고대응 활동이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수행

■  기술유출 혐의자의 기술유출 행위 증거 확보 및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혐의자에 의한 유출자료 목록 확인

• 자료관리 전산시스템, 방화벽, 저장매체통제 솔루션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로그 분석을 

통해 기술자료의 반출목록 등 증거 수집

•복합기 복사·전송 로그를 통해 반출목록 및 반출일시 등 증거 수집

•기술자료 복사·복제·반출 승인 등에 대한 이력 수집

- 혐의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보존

- CCTV 영상, 출입통제시스템에서 혐의자의 행위 로그 확보

■  유출경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혐의자가 유출한 기술자료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고, 사건 정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원들과 비밀리에 면담하여 자료유출 이유·목적 등을 확인 후 유출경로, 피해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

■  혐의자가 작성하였던 방산기술보호 서약서 등 각 종 보안서약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혐의자 및 기술유출을 사주한 업체·기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주요 유형별 대응지침

1) 인력에 의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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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

■  정보통신시스템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①  자체 점검 또는 수사기관의 통지로 사이버 해킹 사고를 인지하게 되면 해킹을 당한 

사고 컴퓨터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전원은 끄지 않고 안전

하게 관리

②  (자체 인지한 경우) 해킹을 당한 사고 컴퓨터의 IP 주소, 사용자 인적사항, 기술유출 

자료 목록 등을 포함한 사고경위를 정보수사기관 또는 방위사업청에 신고

③ 디지털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시 제공

<디지털 증거 수집 예시>

•정보통신시스템별 접근 로그

•정보통신시스템 계정별 접근 및 사용 기록

•정보보호시스템별 로그

•침입 탐지·차단시스템 이벤트 및 탐지 패킷 로그

•침해사고 시점 내/외부 네트워크 통신 기록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 포트 기록

•망간 자료연계시스템 탐지 로그

•스팸 탐지 로그

•악성코드 감염 기록

•방화벽(UTM) 아웃바운드 로그

■  사고 컴퓨터에 대해 자체 운용중인 백신과 악성코드 원격진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해킹에 이용된 악성코드 존재를 점검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 PC 악성코드 원격진단 사이트 활용

•터보백신(www.everyzone.com)

•안랩(www.ahnlab.com)

•알약(www.estsecurity.com)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에서 웹 서버 무료진단 서비스 이용

-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MRT.EXE 프로그램 이용 진단

■  악성코드 발견 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사고 PC·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분석을 통해 해킹 공격자의 신원(공격자 

IP 주소) 등을 조사해야 하므로, 악성코드를 제거하지 않고 보존하여 정보수사기관에 

제공

-  사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던 모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동일한 악성코드가 탐지되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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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계약 및 기술이전 시 유출

■  기술계약 및 기술이전 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었고, 상대 업체에 제공한 기술이 회수

되지 않은 경우

①  사고경위를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

②  상대 업체에게 법에 의해 기술의 사용, 공개가 금지됨을 통지하고 제공한 기술자료 

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③ 상대 업체에게 법적 대응을 통한 기술자료 회수 방법을 강구

④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호특약 등을 바탕으로 상대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기술계약(기술거래)의 유형>

구       분 설            명

기술양도형

계약

인수·합병

(M&A) 계약

• 2개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기업의 주도하에 1개 법인으로 통합

조인트벤처
• 2개 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독립적 

법인체를 구성하는 출자계약 또는 공동계약

기술대여형

계약

라이선스 계약
•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에게 특정기술에  

대해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

위·수탁 계약
• 위탁기업이 하도급기업에게 특정기술을 제공

하고 해당 기술을 실시하게 하는 계약

■  계약 완료된 후 상대 업체가 비밀유지계약서 및 기술보호특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기술을 임의 사용 등 유출한 경우

- 사고경위를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

-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호특약 등을 바탕으로 상대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내부 직원의 매수에 의한 유출인 경우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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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통제

2. 전략물자 수출 통제

3.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통제

4. 방위산업기술 무형이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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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국내이전 기술보호 통제제6장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통제

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관/업체는 우선적으로 방위

사업청에 수출업·중개업 신고를 하여 수출업·중개업 신고 확인증을 교부

받아야 수출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일반방산물자, 방산

물자의 견본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① 국제입찰참가승인(필요시) → ② 수출예비승인 → ③ 수출허가’ 순으로 

방위사업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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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시 사전 신고 절차

① 수출업·중개업 신고

■ 처리기간 : 15일

■ 유효기간 : 2년

■ 첨부서류 : 1. 무역업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3.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 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필요

■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시행규칙 

제56조(방산물자등의 수출허가 등),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4(수출업·

중개업 신고)

1)  신청업체는 방위사업청으로 보안측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은 기무

사령부로 보안측정을 의뢰하여 보안측정결과서를 심사처리에 활용합니다.

※  신청업체 조치사항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수출업·중개업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보안측정신청서 제출

(기무사 홈페이지)  보안측정신청서(입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신원조회가 필요시 신청서에 기재 필요

2)  보안측정 결과 ‘적격’으로 판정 받은 업체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한 온라인 발급

나)  일반방산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출허가’를 방위사업청에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견본수출허가’를 방위사업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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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할 

경우, 방산기술통제관실에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입찰

참가신청을 접수한 경우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1 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 여부 2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저해 여부

3 수출주의국 해당 여부 4 정부간에 체결된 합의서 협정 준수 등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방산기술통제관실은 주요방산물자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국제입찰참가승인

■ 처리기간 : 9일

■ 유효기간 : 당해 국제입찰 종료일

*  당해 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 초과 불가 

■ 첨부서류 : 1. 무역업신고필증사본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4.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시행규칙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5(국제입찰참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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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산기술통제관실에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

생산 품목으로 신청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방산기술통제관실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

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3)  방산기술통제관실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방산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지원센터 등) 검토 후 승인여부를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수출예비승인

■ 처리기간 : 9일

■ 유효기간 : 1년

*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첨부서류 : 1. 무역업신고필증사본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4.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시행규칙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6(수출예비승인)



106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1 기술의 원천 2 기술수출 범위 및 내용

3

당해 기술을 수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적·외교적·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4 계약 추진 현황 및 계획

5
기술을 제공받는 국가 및 외국업체 등 

기술협력자의 적격여부
6 제3국으로 이전 가능성

7
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의 기술료 합의

계획
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기술수출 통제 목록 여부

4)  단, 아래의 경우는 수출상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출예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1.  최근 2년 내에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로 동일 품목 및 기술을 

재수출하거나 그 운영유지부품 및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2.  최근 2년 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 중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수리 등을 위해 재발송하는 

경우

3.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정부 또는 각 군이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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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허가 절차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수출업체는 필요시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방산기술통제관실로 판정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사업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

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국제평화ㆍ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 

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① 수출허가

■ 처리기간 : 9일

■ 유효기간 : 1년

■ 첨부서류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중 1부 

2. 최종사용자 증명서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을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7.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 수출자 서약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대책 등

■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시행규칙 제56조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7(방산

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물자품의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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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4)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허가의 효력을 정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부과된 조건의 미 이행

3

전쟁, 테러 등 국가안보 또는 대량파괴

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

5)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에 

파병된 국군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

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

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

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

하는 경우

6)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의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출신용장 사본 2 수출계약안

3
당해 기술획득경위서 및 기술보유기관

과의 기술이전계약서(안)
4

수출상대국 및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설명서

5
당해 기술의 수출로 인한 국내외의 

파급효과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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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에서 기술자료를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Ⅴ-14호 서식의 기술자료 제공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방산기술통제관에게 기술수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기술자료 제공 배경 및 근거 서류 2
기술보유기관 및 기술수출기관의   

검토의견서

3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서약서

8)  방산기술통제관실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 접수시,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후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위

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기술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동종 기술을 동일국가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이미 수출허가를 득한 수출사업의 

단순  사항에 대한 추가·변경 승인

3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부인 경우 4

수출대상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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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수출허가는 방산물자의 임시수출(반출) 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산물자의  

전시회 참가, 해외 현지시범, 견본 제공 등의 이유로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개별수출허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견본수출허가

■ 처리기간 : 9일

■ 유효기간 : 1년

■ 첨부서류 : 1. 견본수출사유 증빙서류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 기타(장비의 임시반출인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해외관리 및 반입계획서)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대책

■  관련법규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시행규칙 제56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8(방산물자의 견본

수출 등 허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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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절차 

※ 방위사업기술 판정신청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1)  방위산업기술로 만든 방산물자 및 방위산업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방위사업법 제57조(동법 시행령 68조, 동법 시행규칙 56, 57조 포함)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대책

1. 수출품목 : 

2. 방위산업기술 목록 :

3. 보호대책 :

가. 불법이전 보호대책    나. 오용/유용 보호대책    다. 분실/도난 보호대책    라. 기타 보호대책

2) 관련법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시 보호)

방위산업기술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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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물자품목 수출시 계약서 반영사항

1) 공통 반영사항 

가. 이 계약은 수출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따른다.

나. 이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발효·수정·연장되지 않는다.

다.  이 계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주요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

자료·용역과 이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한

민국 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어떤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

마.  수출통제 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 및 

기술의 경우 구매국 주재 대사관, 파견 무관 또는 방산기술통제관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서류 등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  상기의 다, 라목 및 아래의 ‘국방과학기술 추가 반영사항’ 중 가목 등 기술보호 및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2) 국방과학기술 추가 반영사항

※  단, 방산물자 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계약서에 반영 가능

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가 자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

판매·양도 기타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기술수출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수량 제한

(2) 이전받은 국방과학기술의 용도제한 : 연구용·생산용·국방목적 등

(3) 개량기술의 한국에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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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① 개별수출허가 

■ 처리기간 : 15일

■ 유효기간 : 1년

■ 첨부서류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중 1부

2.  사전판정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혹은 별지 제4호의 3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1부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특성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5. 수출자 서약서(「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6. 최종사용자 서약서(「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지 제2호의 2 서식)

7. 최종사용자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8. 기타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9조 개별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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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는 제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1호의 6서식(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을 제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3) 수출허가 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가)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물품 등의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제출 면제

나)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제출 면제

구  매  자
최종수하인이 물품등을 이전받도록 수출자와 계약(서면, 구두 등)하는 

외국 거래당사자

최종수하인 무역 거래에 대해 해당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자

최종사용자 해당 물품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 수출자 서약서 1부.

■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 사전판정서 혹은 자가 판정서

■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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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의 경우,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

수하인 진술서」 ,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 면제

※  단, 1, 2호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출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 

제출 필요.

4) 수출허가의 면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수출허가를 면제하되,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지 16의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 후 재수입할 목적으로 수출

하는 경우

2. 외국에서 검사, 시험, 보정, 수리 후 재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3.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 기자재 또는 항공기용

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

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

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7.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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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을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

법인 포함)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중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상황허가

■ 처리기간 : 15일

■ 첨부서류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중 1부

2.  사전판정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4호 서식) 혹은 별지 제4호의 3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1부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특성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2호 서식)

5. 수출자 서약서(「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3호 서식)

6. 최종사용자 서약서(「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지 제2호의 2 서식)

7. 최종사용자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8. 기타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35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52조

③ 중개허가

■ 처리기간 : 15일

■ 첨부서류 :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중개품목의 최종수하인진술서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35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3조~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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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를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경유·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중개허가경유·환적허가

■ 처리기간 : 15일

■ 첨부서류 : 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2. 기타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의 2(전략물자의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6조(전략물

자등의 경유·환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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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통제

가. 방위산업기술 이전 제도란? 

국내 업체의 ‘방위산업기술’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방위산업기술의 민간

이전 요청에 대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나.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통제 필요성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국방과학기술 국내이전 절차 

중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국내이전 통제절차를 정립하였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 처리 절차

신청자

(업체)

국방

기술품질원

방산기술

통제관

기술

보유기관

① 기술이전신청

⑥ 기술이전계약체결

② 이전승인요청

⑤ 승인결과 통보

③ 방산기술여부의뢰

④ 방산기술여부확인

유관기관
국과연/기품원/사업관리본부/기타

■  기술이전 받고자하는 자(업체)가 기술보유기관(방위사업청 획득기획득,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기술이전 신청

■  기술보유기관은 방위사업청장(품목기술심사담당관)에게 이전 승인 요청

■  방위사업청장(품목기술심사담당관)은 기품원에 방위산업기술여부 판정 의뢰 및 국방과

학연구소, 방위사업감독관, 사업관리본부 등에 검토 요청

■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승인여부를 기술보유기관에 통보

■  승인된 기술 이전 시,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 신청기관(업체)과 기술이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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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시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이전 신청업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라. 기술이전 신청(기술이전 신청 기관/업체 → 기술보유기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에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기술이전의 목적 2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
이전 받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4 기술료 감면 사유

마. 기술이전 승인 요청(기술보유기관 → 방산기술통제관)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방산기술통제관에게 기술이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1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 여부 2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3
해당 기술을 활용한 관련사업의 수행 

계획
4

기술이전 필요성

* 이전 기술의 민수분야 파급효과 포함

5 기술료 산정기준·징수액 및 징수방법 6 기술료 감면 사유

7 기술이전 절차 및 문제점 8 기술이전시 업체가 준수해야 할 제한사항

9 기타 기술이전시 필요사항 10

기술료국내이전 대상기관/업체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여부

 - 보호대상 방위산업기술 관리체계, 

인원 통제 및 시설보호체계, 정보

보호체계 감면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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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이전계약 체결(기술보유기관 ↔ 기술이전 신청 기관/업체)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을 신청한 기관/업체와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 관련법규

1)  「방위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36조(국방

과학기술의 이전)  

2)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시 보호),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시 보호),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사. 기술이전 시 조치사항

■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

■  기술료·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이전 조건

1.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음

2.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청장의 승인없이 민수품(수출품을 포함)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방산기술

통제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계약서에는 업체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계약 후 업체는 기술보유기관이 요청 시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

6.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상기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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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산업기술 무형이전 통제

가.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정의

기술자료가 전화, 팩스,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전되거나, 기술

지원이 시범, 교육, 현장 방문, 대화 등 대면접촉이나 구두 등을 통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형태 및 이전방식에 따른 분류>

이전방식
기술형태

기  술  자  료 기  술  지  원  

유형이전
■  유형매체에 고착된 기술을 우편배달, 

항공 및 해상 운송수단 등을 통해 이전

■  지식이나 노하우를 유형의 방식으로

이전

무형이전

■  유형매체에 고착된 기술자료를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신저, SNS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전

■  기술지도, 시범, 훈련, 대화, 현장 방문, 

공동 연구 등 대면접촉과 구두전달 방식

으로 이전

자료 : 스탠다드앤컴퍼니, 『전략기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0. 11.(일부 보완)

나.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필요성

IT 기술의 발전 및 인적교류의 증가로 국제적인 기술이전이 용이해지면서 기술의 

불법적인 이전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2014년 1월 31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기술이전’을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술형태 및 이전방식에 따른 분류>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14.1.31)

대상기술

■  특정업종(엔지니어링업 등) 종사자가 

제공하는 용역

■  특허권 등 양도·실시권 허락

■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등 전송

■  ITT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략기술

이전방식 ■  거주자 → 비거주자 ■ 한국인 → 외국인     ■  국내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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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의 무형이전 주요 사례

■  구두 또는 화면(모니터)을 이용하여 외국인에게 배포 또는 설명하는 행위

■  기술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  외국인과 통제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토론

■  사업계약 및 기술수출 이전 시점에서 행해지는 기술설명 혹은 견본 분해 등 시연

■  인터넷상에 기술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제되는 기술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

■  통제되는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

■  통제되는 기술자료의 게재(공개되는 기술잡지 및 학회지 등 포함)

■  전시회, 외국인의 시설견학 등에 있어서 기술자료에 대한 구두설명이나 연구발표 등

라. 기술의 무형이전 허가 절차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및 국내이전 허가 절차와 동일합니다.

마. 관련법규

1)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고시 및 수출허가 등)

2)  「방위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57조(수출허가 등)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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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운영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17호(2017. 7. 4. 제정)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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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합·

단체는 제외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3.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기술보호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5.  “지원기관”이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

6.  “기술보호심사위원회”란 참여기업의 선정, 최종심의와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추진절차

제3조(지원사업계획�수립)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취약점 진단·자문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명

2. 지원내용 및 규모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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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5. 참여기업 선정방안

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

7. 지원사업 수행 평가방안

8.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특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보호 현황

가.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현황

나.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다. 기술보호 투자수준

2. 기술보호 필요성

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나.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

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및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 업체

라.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업체

마. 연구개발 인력비율이 높은 업체

3. 기술보호 시급성 및 추진의지

가. 기술보호 시급성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추진의지

4. 지원사업 내용의 적절성

가. 지원사업의 내용

나.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다. 목표달성 가능성

라. 사후관리 방안

5. 그 외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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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사업�공고) 방산기술통제관은 지원사업을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기술통제관은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명

2. 지원내용 및 규모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5.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

6.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

7.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지원대상�및�참여신청) 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

기업 중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2.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3.  제1호 및 2호에게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1차 협력

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②  방산기술통제관은 제1항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공고 시 지원

대상을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은 [별표1]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보호심사위원회)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평가·관리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술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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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의 수(제3호, 제4호)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품목기술심사담당관, 재정운영담당관 등 관련 부서 담당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 담당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

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

5.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제3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협약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의 선정, 지원범위·규모 및 확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지원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3.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4.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평가�및�선정결과�통보) ① 통제정책담당관은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하며, 지원기관 평가는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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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제정책담당관은 참여기업 선정결과를 신청기업 및 지원기관 등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선정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명

2.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3. 지원기간

4.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협약의�체결) ① 참여기업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제정책담당관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통제정책담당관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제정책담당관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

2. 사업책임자, 지원사업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진도·최종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지원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3.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4.  참여기업, 지원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5.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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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약의�변경) 통제정책담당관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2.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사업 내용 등의 변경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통제정책담당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약의�해약) 통제정책담당관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진도점검·최종심의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6.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7.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지원금�지급) 통제정책담당관은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1차 지급과 최종지급사이에 지급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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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고 및 평가

제12조(진도보고�및�점검) ①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진행현황, 지원금 사용현황,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진도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제정책담당관은 진도보고에 따른 진도 충족도, 지원금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진도점검을 실시하며, 결과는 “계속”, “중단”으로 구분한다.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제2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제정책담당관은 진도점검과는 별도로 사업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최종보고)�①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결과, 

지원금 사용현황,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통제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제정책담당관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

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정조치를 받은 참여기업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심의) ① 방산기술통제관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심의 하여야 한다.

② 최종심의 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실패 : 지원사업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의무사항·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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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제정책담당관은 위원회에 따른 최종 심의결과를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④  방산기술통제관은 “실패”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1회에 한하여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다.

⑤  통제정책담당관은 위원회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환수�및�신청제한) 통제정책담당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별표 2]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로 지원과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진도점검·최종심의 등에 불응 또는 진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

심의 및 재심의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5. 그 외 통제정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체결 또는 승인된 지원사업은 체결 또는 

승인 당시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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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제5조 관련)

2OOO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구분  OOOO OOOO 지원사업

회 사 명 (법인,개인) 대표자명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메일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지역 :      )

본

사

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공

장

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http:// 설 립 일 yyyy-mm-dd

상시종업원수
총인원(계) 임원 관리직 생산직 연구,기술개발직

명 명 명 명 명

업    종
사업자등록증 업종기재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업    태  1)         2)

주생산품  1)                     2)                    3)

재무

현황

(최근

3년)

연도
매출액

(천원)

경상이익

(천원)

자산총계

(천원)

부채총계

(천원)

자본총계

(천원)

부채비율

(%)
2016
2015
2014

담당자
 성    명 :          부서:              직위 :    

 전화번호 :          핸드폰:            이메일 :

자격요건

 “OOOO OOOO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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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표(제15조 관련)



154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1. 기술의 관리

점       검       항       목

1.1. 방위산업기술 심의회 구성ㆍ운영

1.1.1. 방위산업기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ㆍ시행하는가?　

1.1.2. 내규를 대상기관의 장이 결재하고 필요한 부서에 고지하였는가?

1.2. 방위산업기술 목록 유지

1.2.1. 소유 및 활용하고 있는 기술 중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여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1.2.2. 보호대상 기술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타 대상기관에 제공한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1.3.  기술의 보호대책

1.3.1. 비밀, 대외비로 분류된 방위산업기술은 보안내규에 의거 취급ㆍ관리되고 있는가?

1.3.2.  비밀, 대외비로 분류되지 않은 방위산업기술은 중요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내규에 반영ㆍ시행

하는가?

1.3.3. 보호대상 기술을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1.3.4. 보호대상 기술 표시를 내규에 반영ㆍ시행하는가?

1.3.5. 보호대상 기술의 세부 보관기준을 내규에 반영ㆍ시행하는가?

1.3.6. 보호대상 기술의 보관용기는 내규에 따라 반영ㆍ시행하는가?

1.4.  지식재산권 보호대책

1.4.1.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하고자 할 경우 방위산업기술 외부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

보호 취약점이 없도록 하였는가?

1.4.2.  방위산업기술의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특허권 유지, 선행기술조사, 직무발명보상제도, 기타 지식

재산권 관련 내용 등을 포함되게 목록을 유지ㆍ관리하였는가?

1.4.3.  이전 받은 기술에 대해 기술소유기관과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전협의 내역을 관리 및 유지

하는가?

1.5.  외부 공개 및 제공시 검토

1.5.1. 보호대상 기술 외부공개 및 제공시 검토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1.5.2.  보호대상 기술 관련 각종 자료를 내규에 의거 외부 공개하거나 또는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때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는가?

부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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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호 예방 및 관리

점       검       항       목

2.1. 기술보호 책임자 운영

2.1.1. 내규ㆍ조직도ㆍ직제 규정 등에 기술보호 책임자 및 부서 기술보호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2.1.2. 기술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회의록, 부서간 업무협조 내역 등을 유지하는가?

2.1.3.  기술보호 책임자 및 부서 기술보호 책임자는 방사청이 지정한 대외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보직

되었는가?

2.2.  기술보호 계획 수립

2.2.1. 방사청의 시행계획 및 자체 기술보호 분석 자료 등을 통해 보호업무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였는가?

2.2.2. 업무추진 계획 대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가?

2.3.  자가진단

2.3.1. 방위산업기술 보호실태 자가 진단계획을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2.3.2.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및 조치사항을 유지하고 있는가?

2.4.  기술보호교육

2.4.1.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 대상 직급 및 수행하는 업무에 맞는 기술보호 교육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가?

2.4.2. 대내ㆍ외 교육실적을 개인별 실적으로 기록ㆍ유지하고 있는가?

2.4.3. 교육결과는 교육 후 30일 이내 개인별 교육실적과 교육내용을 방사청에 통보하고 있는가?

2.4.4. 방사청장이 인정한 외부교육에 참석하여 수료증을 받은 인원의 현황을 유지ㆍ관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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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취급ㆍ관리 인력관리

점       검       항       목

3.1. 기술 취급ㆍ관리 인원관리

3.1.1.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였는가?

3.1.2. 신원조회 결과 적격 인원대상 고용하였는가?

3.1.3.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시 기술보호 서약서를 작성ㆍ유지하고 있는가?

3.1.4.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이동시 보호대책 관련 세부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3.1.5.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이동시 자료 정리기간 부여, 실태점검 및 기술보호교육, 

정보체계 계정 삭제, 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서약서 집행, 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 

권한 삭제 등을 하였는가?

3.2.  퇴직시 인원관리

3.2.1.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이 퇴직시 보호대책 관련 세부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3.2.2.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이 퇴직시 자료 정리기간 부여, 실태점검 및 기술보호교육, 정보

체계 계정  삭제, 필요시 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실태 확인, 서약서 집행, 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권한 삭제 등을 하였는가?

3.3. 외국인 관리　

3.3.1. 외국인 고용시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3.3.2.  외국인 고용계획서에 대상자 인적사항, 고용목적, 계약기간, 신원조사 결과, 보호대책 등의 내용과 

현재 고용상태와 일치하는가?

3.3.3.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할 때 사전 대상기관의 기술보호 책임자에게 통보하였는가?

3.3.4. 기술지원 외국인을 상주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술지원 상주 외국인 관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3.3.5. 상주하는 인원에 대한 기술보호 서약서를 작성ㆍ유지하고 있는가?

3.3.6. 외국인에게 방위산업기술 취급을 인가한 경우 방사청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3.4.  공무상 해외 출장시 보호대책

3.4.1. 공무상 해외 출장시 방위산업기술 관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3.4.2. 공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가?

3.4.3.  공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였고, 노트북, PC, USB 메모리 등을 휴대시 외부 반출 승인

여부 등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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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

점       검       항       목

4.1.  보호구역 설정ㆍ보호　

4.1.1. 대상기관의 기술보호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보호구역 설정토록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4.1.2.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 금지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4.1.3.  제한구역은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되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4.1.4. 보호구역에 대한 주ㆍ야간 경계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4.1.5. 경비업체 활용시 신원조사, 기술보호교육, 서약서집행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4.2.  출입권한ㆍ인원통제　

4.2.1. 보호구역 출입시 방위산업기술과 관련 없는 단순 출입 외래인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가?

4.2.2. 출입증 발급시 사무실별로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4.2.3. 보호구역내 사무실별 출입권한을 매월말 점검하고 있는가?

4.2.4. 출입권한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해 제재기준은 내규에 반영ㆍ시행하였는가?

4.2.5. 마스터키 발급ㆍ보관 등 관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사용내역을 유지하는가?

4.2.6.  국가외교, 방산물자 수출, 기술협력, 방위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장비 설치 및 수립, 대국민 안보

홍보, 감사ㆍ조사 등 공무 목적의 방문 관련 출입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4.3.  상주 외부인 근무구역 관리　

4.3.1. 외부인 상주근무 구역 현황 및 상주근무 구역의 기술보호대책을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4.3.2. 상주근무 외부인에 대한 제한적 출입권한을 부여하는가?

4.3.3. 상주근무 외부인 사용 전산망은 중요체계에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가?

4.3.4. 상주근무 외부인 대상 교육 및 점검은 실시하고 있는가?

4.4.  정보통신장비 반ㆍ출입 통제

4.4.1. 개인소유 장비는 보호구역 출입 전에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4.4.2. 외래인의 경우 보호구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가?

4.4.3.  소속 직원, 상부 외부인, 공무목적 방문객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통신장비 반ㆍ출입 통제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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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보호체계

점       검       항       목

5.1.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관리

5.1.1.  UTM 제품은 최소한 방화벽과 IPS 기능 등을 포함하고, UTM, 방화벽, IPS 등은 평가보증등급 4이상인 

제품으로  설치하였는가? 

5.1.2. 백신은 평가보증등급 3이상 제품으로 설치하였는가?

5.1.3. DRM 또는 평가보증등급 2이상인 DLP 제품으로 설치하였는가?

5.1.4.  기타 설치된 정보보호시스템인 국내 정보보호제품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인기관

에서 확인ㆍ승인된 제품으로 설치하였는가?

5.1.5.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 적용을 해제할 경우 부서장의 승인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가?

5.1.6. UTM 운용 및 점검현황을 기록, 유지하고 있는가?

5.1.7. UTM 설치 목적 이외 프로그램 사용 및 기능의 임의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는가?

5.2.  네트워크 보호대책

5.2.1.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망은 외부망과 차단되었는가?

5.2.2. 관제를 위한 시스템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3.  기술 전산자료 보호대책

5.3.1.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하여 보호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5.3.2. 방위산업기술의 전산자료 접근범위를 제한하고 있는가?

5.3.3. PC사용자가 방위산업기술이 보관된 시스템에 접속할 때 각종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는가?

5.3.4. 주컴퓨터내 통합 보관시 방위산업기술은 별도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였는가?

5.3.5.  방위산업기술에 접근할 때 경고되어야 하며, 출력할 때 출력일시, 면 표시 및 출력한  컴퓨터의 고유

번호가 자동으로 표시토록 하는가?

5.4.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5.4.1. 이메일에 대한 보호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5.4.2. 개인PC에 대한 보호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5.4.3. 노트북에 대한 보호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159부  록

부
    록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점       검       항       목

5.5.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5.5.1.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세부 대응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였는가?

5.5.2.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대응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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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점       검       항       목

6.1.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6.1.1.  연구개발시 활용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은 “1. 기술의 관리 ~ 5. 정보

보호체계” 내용을 점검

6.2.  기술협력시 보호대책

6.2.1.  연구개발간 기술습득을 위한 파견, 위탁연구 및 기술용역 등 기술협력을 할 때 신원조사, 서약서 

집행ㆍ교육, 수시 실태점검, 사용 종료 후 자료 회수(반납) 등을 계약시 포함하여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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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점       검       항       목

7.1.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7.1.1.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은  

“1. 기술의 관리 ~ 5. 정보보호체계” 내용을 점검

7.2.  상대방 기관(업체) 점검

7.2.1.  외국정부 또는 기업과 기술제휴, 합작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상대방 업체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가?

7.2.2.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대책 강구를 요구하는가?

7.3.  합작ㆍ기술제휴시 보호대책

7.3.1.  외국정부 또는 기업과 기술제휴, 합작 등을 할 때 방위산업기술을 활용시 최초 상담과정, 플랜트 

도입과정, 공장 건설까지의 일관성 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7.3.2.  계약시 계약서 또는 별도협정으로 적절한 기술자료 보호등급, 제3국의 누설방지, 정보보호체계에 

관한사항 등 기술보호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7.3.3. 기술자ㆍ고문 또는 자문요원으로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인원통제는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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