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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술수출 관리제도별 개념

 

1  전략기술

1-1. 전략물자(Strategic Item)란?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 

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專用)될 수 

있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및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한다.

1-2.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y)이란?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국제수출통 제체제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전략물자라는 용어에 전략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
(Development)

Design, Design research, Design analysis, Design concept, Assembly 

and testing of prototype, Pilot production scheme, Design data, Process 

of transforming design data into a product, Configuration design, Design 

integration, Layout,

생산
(Production)

Production engineering, Manufacture, integration, Assembly(mounting), 

Testing, Quality assurance, Construction, Inspection

사용
(Use)

operation, Installation(including on sit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Overhaul, Refurb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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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기술과 혼동되는 개념ʻ 략기술ʼ이라는 용어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가이드에서 명시한 ʻ 략기술ʼ은 외무역법 제19조가 정의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 유지  국가안보를 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혼동하기 쉬운 유사개념의 시>

시 1 : 재의 제품 는 제품 로드맵 상에서 정의된, 향후 진화된 제품의 
경쟁우 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기술로 시장환경, 경쟁제품, 기술발 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

시 2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 ･경제  가치가 높거나 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 보장  국민경제의 
발 에 한 악 향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Point :  략기술에 해당이 된다면, 해외로의 이 /수출 前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고시 현황

전략기술은 ‘15년 10월말 기준「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에 1,463 

여개 기술이 고시되어 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고시된 분야별 전략기술과 구체적 기술 例 >

 ㅇ 이중용도품목

구 분
통제
번호

해당
기술

구체 인 기술의 (일부 발췌)

별
표 
2

제1부 1A~1E

특별소
재  
련장
비

∙복합재료(탄소섬유), 층 구조물 련 기술
∙방사선 차폐창 련기술
∙섬유 생산장비 기술
∙알루미늄  티타늄 합 기술

제2부 2A~2E
소재가
공

∙ 마찰 베어링 시스템 련 기술
∙공작기계  련부품 련기술
∙화학반응용기 련기술
∙가스감지시스템, 동결건조기술

제3부 3A~3E 자

∙내방사 , 내열성 집 회로 설계기술
∙회로망 분석기술
∙1·2차 셀 련기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술
∙ 층성장, 리소그래피 장비기술

제4부 4A~4E 컴퓨터
∙마이크로회로 련기술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차동분석기 련 기술
∙내열  내방사선 자조립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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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제
번호

해당
기술

구체 인 기술의 (일부 발췌)

제5부 5A~5E

정보
통신  
정보
보안

∙ 섬유 통신 이블, 상배열안테나 련 기술
∙ 방해 장치  부품기술
∙마이크로 웨이  단일칩 집 회로 기술
∙원격통신 송장비  교환기 기술

제6부 6A~6E
센서  

이

∙수 용 음향감지, 청음기, 선수방  센서  
상 속력 수 음 탐지 기술

∙고체촬상소자 련기술
∙수 기장 센서  자기경도측정기 련 기술
∙ 이 증폭기  발진기 련기술

제7부 7A~7E
항법  
항공
자

∙항법시스템 련기술(가속도계, 자이로, 성시스템, 
성항법, 고도계)

∙비행제어시스템, 서보밸  련기술
∙유도장치 련 기술

제8부 8A~8E 해양

∙잠수정, 표면효과선, 수 익선, 소수선면  선박 
련기술

∙추진 로펠러, 동력 달 시스템 일체  
소음감소장치 련기술

∙Water tunnel 련 기술

제9부 9A~9E
항공

우주  
추진

∙가스터빈엔진, 액체로켓 추진시스템, 
측로켓시스템, 펄스제트 엔진시스템 련기술

∙연소조 장치 로켓 단  무인항공기 련기술

제10
부

0A~0E
핵물질, 
시설  
장비

∙원자핵반응, 성자공학기술
∙동 원소 분리용 장치부품 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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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용물자품목

구 분 통제번호 세부 설명 

별표 3

ML1
∙구경이 20mm 미만인 활강무기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자동무기, 부속품, 이의 용부품

ML2
∙구경이 20mm 이상인 활강무기
∙구경 12.7mm를 과하는 무기, 발사기  부속품, 이의 용부품

ML3 ∙탄약과 신 장치(fuse setting device)  이의 용부품

ML4 ∙군 용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폭발장치  련장비, 부속품

ML5
∙군 용 사격통제장비와 련 경보  경고장치
∙ 련 시스템  시험, 정렬, 응조치 장비

ML6 ∙군 용 지상차량과 부품

ML7
∙생화학 독성작용제, 폭동진압제, 방사성물질  련장비, 부품, 
물질

ML8
∙활성물질(화약, 추진제, 발 탄, 산화제, 결합체, 가소제, 단량체, 

합체, 첨가제, 구체)

ML9 ∙군사용 함정 는 해군 특수장비  부속품

ML10 ∙군 용 항공기, 운반체, 무인항공기, 항공기 엔진

ML11 ∙ 자장비  부품

ML12 ∙고속 운동에 지를 이용한 무기체계와 련장비

ML13 ∙장갑 는 보호장비, 시설물  부속품

ML14 ∙군사훈련  군 시나리오의 시뮬 이션용 특수장비

ML15 ∙군용 상장비 는 방해장비

ML16
∙ML1~ML4, ML6, ML9, ML10, ML12, ML19의 품목을 한 단조품, 
주조품, 반가공품

ML17 ∙기타 군사용 장비와 재료  기술자료

ML18 ∙군용물자의 생산을 한 장비와 기술

ML19 ∙지향성 에 지 무기체계  련 방어 장비, 시험모델

ML20 ∙군용의 극 온  도 장비

ML21 ∙소 트웨어

ML22

∙ML1~21 해당물품의 설계  조립에 필요한 기술과 생산설비에 
필요한 운 , 유지, 보수 기술

∙ML1~21 해당물품의 개발, 생산, 운용, 설치, 유지보수(검사), 수리, 
오버홀 는 재정비에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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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과학기술

2-1.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 

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 포함)을 

말한다.

2-2. 국방과학기술의 범위

①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국과연 주관 및 업체주관 연구 

개발 사업에 관련된 기술

②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 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③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④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2-3. 국방과학기술의 분류

국방과학기술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의 기술 

보호수준을 참고하여, 기술 중요도, 기술이전 기피, 기술 난이도를 고려, 

분류한다.

보호수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민감
(Very Sensitive List)

∙ 요도  난이도가 매우 높고 이  기피기술
  * 국제평화유지와 국가안보상 공개  이 을 제한하여야 할 기술

민  감
(Sensitive List)

∙ 요도  난이도가 높고 이  유의기술
  * 보호가 필요한 핵심기술이나, 국익을 해 우방국 는 방산․군

수․기술 력 인 국가에 한정하여 제한 으로 공개  이  가
능한 기술

  요
(Important List)

∙ 요도  난이도가 보통이고 이  가능기술
  * 성국이나 분쟁지역 이외에는 공개가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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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련 법규

련법령
 규정

방 사업법 제31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리
방 사업 리규정 제 645조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상

2-5. 대상 무기체계 및 기술

< 주요 무기체계 및 대상기술 例 >

무기체계 표 무기체계 주요 기술내용 ( )

지휘통제/통신

 지휘통제체계
ㅇ 체계종합 기술
ㅇ 기반운용 기술
ㅇ 정보융합 기술, 임무응용 기술

 술통신체계
ㅇ 체계종합 기술
ㅇ 송기술, 교환기술, 단말기술
ㅇ 통신망 리 운  기술

감시/정찰

 이더체계
ㅇ 안테나부 기술, 송수신부 기술
ㅇ 통제, 제어, 처리부 기술

 SAR 체계
ㅇ SAR 안테나 기술, 송수신 기술
ㅇ SAR 데이터링크 기술
ㅇ SAR 신호처리  독기술

 자 학장비체계
ㅇ 외선 감시장비 기술
ㅇ 가시  상장비 기술
ㅇ 상감시장비 탑재 기술

 수 감시체계
ㅇ 음향/비음향 탐지 기술
ㅇ 신호처리/정보융합 기술

 자 체계
ㅇ 자지원 기술
ㅇ 자공격 기술

기  동

 지상무인체계
ㅇ 기동/타격/인식/처리 기술
ㅇ 자율/제어 기술
ㅇ 임무/운용 기술

 개인 투체계
ㅇ 임무지속 기술
ㅇ 생존성 기술

 기동 투체계
ㅇ 체계종합 기술
ㅇ 기동기술, 무장기술
ㅇ 차체 기술, 생존성 기술

 기동지원체계 ㅇ 기동지원 기술

함   정  수상함체계 ㅇ 투체계, 통신 자 기술



제1장 기술수출 관리제도별 개념 

9

무기체계 표 무기체계 주요 기술내용 ( )

ㅇ 추진기술, 항해/함운용 기술
ㅇ 선체기술, 생존성 기술

 잠수함체계
ㅇ 투체계, 통신 자 기술
ㅇ 추진기술, 항해/함운용 기술
ㅇ 선체기술, 생존성 기술

함   정  해양무인체계
ㅇ 무인 수상정 기술
ㅇ 무인 잠수정 기술

항공/우주

 고정익항공기체계
ㅇ 기체기술, 비행조종기술
ㅇ 추진기술

 회 익항공기체계
ㅇ 기체기술, 비행조종기술
ㅇ 추진기술

 무인항공기체계
ㅇ 기체기술, 비행조종기술
ㅇ 임무운용 기술
ㅇ 추진기술

화  력

 화포체계
ㅇ 체계종합 기술
ㅇ 발사제어 기술
ㅇ 충격제어 기술

 화력지원체계
ㅇ 체계종합 기술
ㅇ 탄약운반 기술

 탄약체계
ㅇ 유도조종/탐지식별 기술
ㅇ 화/추진기술
ㅇ 폭발 통/기만기술

 유도무기체계
ㅇ 탐지/추  기술
ㅇ 유도조정, 추진 기술
ㅇ 탄두/신  기술

 수 유도무기체계
ㅇ 탐지/추  기술
ㅇ 발사기술

 특수무기체계
ㅇ 고에 지 이더 기술
ㅇ 고출력 자  기술

방  호

 방공무기체계 
ㅇ 체계종합 기술
ㅇ 교   사격통제 기술

 화생방체계
ㅇ 탐지/식별 경보기술
ㅇ 보호, 제독 기술
ㅇ 폐기  검증 기술

기  타
(M&S, SW)

 국방 M&S체계
ㅇ 모델링 기술
ㅇ M&S 기반 기술
ㅇ 시뮬 이션 기술

 국방 SW체계 ㅇ 국방 SW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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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핵심기술

3-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3-2. 국가핵심기술의 요건

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 

이어야 한다.

②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

지금 당장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서 장래에 매우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미래의 유망기술을 육성·관리·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③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

국가핵심기술은 통상의 산업기술에 비하여 기술이전과 거래에 있어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익적 이유가 있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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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것

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 제2조(정의) 제2호

3-3. 고시 현황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 

자원부의 기술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고시를 통해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를 알리며, 현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제 2015-186호에서 총 8개 분야 47개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기 자(11개) 자동차(7개) 철강(6개) 조선(7개)

40나노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
소자기술  3차원 
층형성 기술 외 10개

하이 리드  력
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제조기술 외 
6개

FINEX 유동로 조업
기술 외 5개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외 6개

원자력(3개) 정보통신(8개) 우주(2개) 생명공학(3개)

성자 거울  성자
유도  개발기술 외
2개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외 
7개

1m 이하 해상도 
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외 1개

보툴리눔 독소 생산
기술 외 2개

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해
제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상기술 선정),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는 해제 요청),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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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목록 및 소관부처>

분   야 국가핵심기술 소 부처

기 자
(11개)

40나노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3차원 층형성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자부품과
☏ 044-203-4275

자 기과
☏ 044-203-4344

40나노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 낸드 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3차원 
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 낸드 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8세 (2200x2500mm) 이상 TFT-LCD 패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30나노  이하 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AMOLED 패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기자동차用 고에 지 도(200Wh/kg이상)·고온안 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 지 설계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기술

자동차
(7개)

하이 리드  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044-203-4326

연료 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  제조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제조기술

Euro 6 기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 시스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제조 기술 국토교통부

미래 략담당
☏ 044-201-3261

최고시속 350km  동력집 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제조기술[AC 유도 동기·TDCS(Train Diagnostic & Control System) 
제어진단·주 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철강
(6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044-203-4284

항복강도 600MPa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 탄소강(0.4% C이하) 
으로 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 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  고강도 철강 재 제조기술

조선․발 소용 100톤이상 (단품기 ) 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니 (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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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국가핵심기술 소 부처

조선
(7개)

고부가가치 선박( 형컨테이 선, 온액화탱크선, 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등)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해양 랜트 등) 설계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랜트과
☏ 044-203-4335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 트․직경 5m이상 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항해 자동화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 장치 제조기술)

원자력
(3개)

성자 거울  성자 유도  개발기술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 02-2110-2455

연구용원자로 U-Mo 합 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8개)

지능  개인맞춤 학습 리  운 기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 02-2110-2682

PKI 경량 구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LTE/LTE_adv Femtocell 기지국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우주
(2개)

1m 이하 해상도 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과
☏02-2110-2443고상 확산 합 부품성형 기술

생명공학
(3개)

항체 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  이상의 동물세포 발 ․정제 
공정기술)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044-203-4394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원자 미경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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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수출 관리제도별 프로세스

1  개요

1-1. 전략기술 수출관리 절차

-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

(1) 해당여부 확인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제도 이행의 첫 번째 단계이다. 전략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략기술이 고시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매치율 시스템이나 전략기술 확인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사전 

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전략기술의 경우 수출허가 심사 

시 전문기관의 사전판정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출허가가 필요 할 

경우에는 사전판정을 신청해야한다.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등급(AA등급 이상)에 따라 자가판정이 가능하다.

(2) 확인 방법

가.「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이용한 확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기술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보유 

기술과 자세히 비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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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한 확인법 (예시) >

① Yestrade 시스템 속 ② 략물자 리제도 안내 클릭

④ 기술사양(통제사양) 확인 ③ 별표 2, 3 이 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 클릭

나.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통한 확인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https://k-duals.yestrade.go.kr/systemInfo.do)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연구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간단한 기술사양 

확인만으로 전략기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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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요 >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통한 확인법(예시) >

① 시스템 속(Yestrade→매치율 시스템) ② 연구정보 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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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칭알고리즘 작동 ④ 통제번호 선택

⑥ 략기술 가능성 제시 ⑤ 기술사양 확인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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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기술 확인지표를 통한 확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키워드와 보유중인 기술에 대해 상호 일치하는 

키워드가 없을 때 또는 보유중인 기술의 국가기술분류체계(국가 과학 

기술분류 코드, 산업기술분류코드 등)를 알고 있을 때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과 어느 정도 근접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전략기술 확인지표란 >

략기술 확인지표란 기술의 융･복합 추세, 기술 용가능 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
여 략물자수출입고시 상의 통제사양 외에 략기술과 련성 있는 추가 핵심지표를 
연계함으로써 실제 연구개발 장에서의 연구테마와 략기술과의 이질 인 요소를 
완화하고 연구자가 기술확인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발된 지표

< 전략기술 확인지표를 통한 확인법 (예시) >

① Yestrade 시스템 속 ② 략기술 확인지표 클릭

 기계항공분야의 경우 총 17개(공작기계, 기계요소, 

난성형가공, 내성로, 로켓노출, 압력변환기, 정수

압 스, 진공펌 , 진동시험시스템, 화학반응기계, 

성시스템, 비행제어시스템, 성항법, 항공 자, 

항공우주, 추진, 검증  시험) 분류로 구분

④ [참고] 확인 차 체계도 ③ 련 코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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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라인을 통한 사전판정 신청

보유중인 기술 및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사전판정기관의 

공인된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출 또는 작성서류 : 사전판정신청서, 매뉴얼･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기술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일체

- 사전판정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www.yestrade.go.kr 속 ☞ 사 정 신청 ☞ 사 정 ☞ 사 정신청서 
작성/ 송

< 사전판정 신청방법 (예시) >

① 시스템 속 ☞ 사 정 신청 클릭 ② 사 정 메뉴 선택하여 클릭

④ 작성단계에 따라 작성  신청서 작성/ 송 ③ 사 정 시작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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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예시>

① 1단계 기본정보 작성

 * 업체정보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표자 성명과 주소, 화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

 * 담당자 항목은 담당자 성명과 화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며 SMS 참조수신과 E-mail 

참조수신은 기재할 경우 정 결과가 해당 

연락처로도 송부

 * 업무 행자 항목은 세사 등 정 등의 업무를 

업체를 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생성되는 항목

② 품목/기술정보 작성

 * 신청정보는 총 9가지 분류 에 1가지 분야를 

선택(필수사항)

 * 기술정보는 통제번호  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는 아래 

그림 참고

 *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련제품을 알 수 

없는 기 연구분야의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

 * 첨부 일에 한 형식에 한 제한은 없으며 

략물자의 기술  특성에 한 명세서 는 

카탈로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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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명 : 기술 는 로젝트, 계약명 등을 기재

  ex) 분 상처리를 통해 해석된 작물 생장 정보 리  원격 모니터링 앱 개발

 * 통제번호 : 필수기재 항목은 아니나 신청하고자하는 기술  이와 련된 품목의 통제번호를 

알고 있다면 기재

 * 기술내용 : 신청하고자하는 기술의 개요  주요내용 작성

  ex) 시설원 작물 재배환경에서 실시간 분 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병해충 발  상태  

종류, 과실의 손상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배자를 한 원격 감시  경보용 

모니터링 앱 기술 개발 과제로써 국제공동연구기 에서 분 상이미지를 이용하여 농업 

ICT융합을 한 원격 감시  경보용 모니터링 앱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주요용도 : 신청 기술의 주요용도 작성

  ex) 원격 모니터링 앱을 통해서 온실 재배자에게 작물상태  작물재배환경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농업 컨설턴트 는 재배자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사 에 원격에서 진단할 

수 있고 병해충 상태를 조기에 찰할 수 있음

 * 기술특성 : 신청 기술의 주요 특징 등 작성

  ex) 온실 내외부 환경정보 등을 분석, 시각화 제공 기술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환경  작물 생육 모니터링 정보의 장 리 기술 

 * 응용분야 : 신청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  향후 활용이 상되는 분야 등 작성

  ex) 온실 내외부 환경정보 등을 분석, 시각화 제공 기술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환경  작물 생육 모니터링 정보의 장 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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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수  : 신청 기술의 요성, 희소성  근성 등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 의 기술

인지 작성

  ex) 원격모니터링을 한 모바일앱 기술로서, ICT 유 기업/기 의 일반 인 기술 활용으로 

농업 ICT 융합에 합한 수 의 기술임

 * 기타사항 : 필수기재 항목은 아니나 용 분야에 한 신청 기술의 효과 등 상기 항목 등에서 

작성하지 못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ex) 본 기 의 모바일앱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ICT융합을 통한 농업생산성  농민의 편의성 

증 에 기여할 수 있음

③ 신청서정보

 * 3단계 신청서정보 단계에서는 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를 기입한 내용 확인 

가능

 * 정결과공개여부는 체공개 시 동일한 품목/

기술을 취 하는 타업체가 해당 정결과를 

활용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분

공개를 선택할 경우 직  지정한 업체들만 정

결과를 활용하여 수출허가 신청가능.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사 정 신청업체만 해당 결과를 

활용가능

 * 기본정보, 품목/기술정보에 기입한 내용과 첨부한 

일을 확인하신 후 최종 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략기술 정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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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수출허가 이행절차

(1) 수출허가 이행 대상 필요여부 판단

(2) 기술이전(수출) 형태별 허가제도

전략기술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술이전 시 마다 허가를 받는 개별 

허가가 원칙이나, 개별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이전 행위(예 : 회의 개최, 이메일 발송 등)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전략기술(물자포함) 관리를 위한 내부 자율관리체제(CP)를 

구축하여 정부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한 경우 개별허가가 

면제되며 사후보고로 갈음된다.

< 기술이전 형태별 수출허가 >

계약유무 유 무

CP유무 - CP 미보유 CP보유(AA이상)

허가유형
개별허가
* 허가범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이  행
(  : 회의 개최, 이메일 발송 등)는 추가 인 허가 불필요

허가면제 후
사후보고

사 례 특허권 양도, 국제공동연구, 랜트 건설 등
외국인과의 비공개 회의,
해외지사와 자료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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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허가 신청절차

앞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이전(수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인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www.yestrade.go.kr 속 ☞ 수출허가 신청 ☞ 수출허가 ☞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 
송

< 수출허가 신청방법 (예시) >

① Yestrade 시스템 속 ② 수출허가신청 클릭

④ 작성단계에 따라 작성  신청서 

작성/ 송
③ 수출허가 메뉴 선택하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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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허가 

신청서류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 신청서 외에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신청서 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1부
② 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③ 수출자 서약서 1부
④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⑤ 그 밖에 수출허가기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세부 서식은「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20조 제2항) 별지 참조

- 수출신용장 및 (가)계약서 등 계약에 준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 

사용자 서약서를 각각 1부씩 스캔하여 해당 파일을 Yestrade에 

업로드 및 제출

-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

다만, 수출대상 국가가 “가” 지역1)이거나, 일부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 기술을 해당 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이 면제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면제>

① 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 의 허가 상품목을 별표 6
( 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② 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4의 오스트 일리아그룹  핵공 국그룹 소  략물자
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21조 제8항 참조

1)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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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허가 소관부처

수출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는 품목(기술)별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구분

<부처별 소관품목･기술>

구  분 련법 수출허가기

일반 산업용 물자  기술 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용물자  기술 외무역법, 원자력안 법 원자력안 원회

방산물자  국방기술 외무역법, 방 사업법 방  사 업 청

(6) 수출허가 소요기간

수출허가 소요기간은“가”지역은 5일, 그 외 국가는 15일(다만,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 간 협의 등에 소요되는 일수는 

미 산입)

(7) 수출허가 유효기간

계약에 따라 기술수출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 전략기술의 허가 

유효기간은 기술수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8) 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다음과 같이 수출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별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단순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출허가 변경신청 필요

- 해당 기술의 최종 목적지(국가) 및 최종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 해당 기술의 사용용도가 변경된 경우

- 해당 기술 이외의 통제번호가 다른 기술이 추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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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허가 면제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기술 수출허가 면제(「전략물자수출입 

고시」제26조 제3항, 전략기술별 허가면제제도 운영 현황 참조)

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 용도품목(민감품목, 민감품목  여타 국제수출통제체
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②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 용도품목(민감 품목, 민감 품목  여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③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 의 허가 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 용도
품목  민감품목  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 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 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 력 정  교류 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
제기구 간에 체결한 력 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
우로서 허가기 의 장이 기술수   력 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
부장 과 의하여 면제 상으로 인정한 경우

⑤ 외국인으로부터 이 받은 기술을 당  이 한 자에게 재이 하는 경우

(10) 불법수출 시 법적 처벌

- 7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3내) 이내의 벌금2)

-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11) 비법규적 제재

국제 우려거래대상자(Denial List)에 등재되는 경우(국가 간 공유 

및 대외에 공개되어 해외에서의 기술도입 등 거래 제한)  

2)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수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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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략기술 수출 관련 FAQ

 자주묻는 질문

 Q1. “기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제품의 설계, 제조 는 사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나 소 트웨어와 련한 정보를 말합니

다. 이러한 정보는 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는 기술 자료(Technical Data)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를 들어 청사진, 도표, 모델, 공식, 설명서, 매뉴얼, 기술지도, 기능훈

련, 컨설  서비스 등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이 되기도 합니다.

 Q2. 모든 기술은 통제되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3에 고시된 분야별 략기술은 허

가 상입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된 기술과 교육을 목 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일반 으로 

기 과학연구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 과학연구란 특정제

품의 설계 는 제조를 목 으로 하지 않는 자연 상에 한 원리규명을 주목 으로 행하

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밖에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허가를 받아 수출된 

략물자(제품)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략물자 수출입고시 제

4조 참고)

 Q3. 략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는 어떻게 단하나

요?

  ☞ 략물자를 생산하기 한 공정  련 차, 당해 략물자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

의 명칭, 탑재 치  략물자의 개발·생산에 필요한 필수 핵심 소재(혼합·화합물의 경우, 

혼합비 등)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구체 인 수치가 힌 도면은 략물자의 개발·생산·사

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을 

한 기술 에서도 단순 매뉴얼 수 (제품홍보 카탈로그  공개된 매뉴얼 수 )의 일반에 

공개된 자료, 공정 과정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일 경우 허가 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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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Q4.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 기업으로 략기술 련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를 받

아야 합니까?

  ☞ 자율 수무역거래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략기술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

다. 단, 자율 수무역거래자의 경우 수출자의 해외 본 으로의 수출 등은 자율 수무역거래

자 등 에 따라 서류면제 는 허가면제가 용될 수 있습니다.

 Q5. 외국에 있는 조선회사와 기술계약을 체결할 정이며, 계약을 근거로 련 기술자료 

이   기술자 견을 통하여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

가요?

  ☞ 략기술 련 자료의 이   기술자 견을 통한 기술지원은 수출허가 상입니다. 따라

서 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반드시 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의 경우, 계약서가 완성되기  수많은 기술이  행 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성사 이 이라도 수출허가를 받는 것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Q6. 우리나라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A국 지법인에 출장을 나가 그 곳에서 설계도를 작

성하여 B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 설계도의 제공(기술이 ) 행 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주체가 우리나라의 출

장자( 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는 략기술을 우리국민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이 의 

형태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수출통제 상이 됩니다. 한, 설계도를 만들기 한 기술

을 우리나라에서 A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 가 이 을 목 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행 인 

바, 해당기술이 략기술에 해당된다면 해외로 나가기 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7. 학에서 교육을 목 으로 외국인에게 기술을 달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통상 으로 교육을 목 으로 학에서 활용되는 기술정보는 일반 으로 기 과학연구에 해

당되어 수출통제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 과학연구란 특정제품의 설계 는 제조를 

목 으로 하지 않는 자연 상에 한 원리규명을 주목 으로 행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 과학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외국인에게 교육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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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Q8. 략기술에 한 수출허가시 정부에서 주안 을 두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정부는 허가를 신청한 기술이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최종사용자가 실제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지 여부, 당해 기술  그 기술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이 국제 인 평화유

지에 해가 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  기술이 하게 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전략기술 관련 FAQ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전략기술관리 가이던스｣ 참조

<문 의 처>

부 서 업 무 내 용 연 락 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략기술제도 정책 련 044-203-4054

WA 수출허가 044-203-4057

AG 수출 허가 044-203-4055

NSG, MTCR 수출허가 044-203-4056

방 사업청 품목심사 담당 군용물자품목(기술) 수출허가  정 02-2079-6831~8

략물자 리원 략기술

략기술 리 가이던스
략기술 정(항공우주)

02-6000-6435

국가 R&D 사 확인제도
략기술 정(화학)

02-6000-6459

학․연구기  자율 수(CP) 지원
략기술 정( 자)

02-6000-6495

략기술 홍보
략기술 정(기계)

02-6000-6493

략기술 교육
략기술 정(기계)

02-6000-6497

국가 R&D 사 확인제도
략기술 정(소재)

02-6000-6464

* (수출허가)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 (사전판정) 전략물자관리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305호

* (허가 및 판정신청)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https://www.yestrade.go.kr

* (전략기술 가능성 확인) 전략기술 매치율 시스템 : https://k-duals.yestrad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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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과학기술 수출관리 프로세스

2-1. 국방과학기술 수출관리 절차

(1)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절차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성으로 국방기술의 

기술보호 및 통제 등 기술적 측면, 군용물자 수출과 병행한 국방 

기술 수출 및 이전, 수출대상국과 주변국 정세 등을 고려한 군사 

외교적 환경을 고려해 일반 물자에 비해 보다 면밀한 검토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 수출중개업 신고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 및 관세사, 국외수송업체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는 

방산기술통제관실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www.d4b.go.kr 속 ☞ 민원행정서비스 ☞ 방산물자 ☞ 수출 는 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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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또는 중개업 신고방법 

① 민원행정서비스 ② 방산물자

2)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 등

련법령
방 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시행규칙 제57조(수출 비승인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방 사업
리규정 제680조의31(국제입찰참가승인)

처리기간 9일

유효기간
2년
 * 기간만료 이 에 재신청 시 기간 연장 가능(기존 발  신고필증 원

본 반납)

첨부서류

1. 무역업고유번호증 는 사업자등록증
2. 보안측정결과서(방산업체의 경우 면제)
3. 외국업체 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한민
국 주재 해당 외국  무 의 추천서 필요

 

보안측정결
과서 비

방 사업청에 보안측정을 의뢰하여 기무부 의 보안측정 결과 
‘합격’ 정을 받아야 ‘수출 는 개업 신고’가 가능
방산업체의 경우 정기 인 보안측정을 받으므로 별도 서류제출이 
불필요하지만, 그 외 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보안측정 필요

구비서류 보안측정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표자 신원 진술서

나. 국제입찰참가 신청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를 받기 전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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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방산기술통제관실로 국제입찰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www.d4b.go.kr 속 ☞ 민원행정서비스 ☞ 방산물자 ☞ 국제입찰참가 신청

1) 국제입찰 참가 신청방법 

① 민원행정서비스 ② 방산물자

2)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 등

련법령
방 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시행규칙 제57조(수출 비승인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방 사업 리
규정 제680조의31(국제입찰참가승인)

처리기간 9일

유효기간
1년
 * 당해 국제입찰 종료일(제안 수 마감일),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

효기간은 1년 과 불가

첨부서류

1. 무역업신고필증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구매국 정부 는 그 행기 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3. 구매국의 례상 2호의 서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 장이나 무  는 신뢰할 수 있는 기 이 확인한 구매정보  
이들 정보의 확보 경 서

4. 구매국  주계약업체에서 제출할 제안서 사본과 련자료(생략가능)
5. 수출사업 범 , 당해 물자 는 기술의 원천, 기술료, 기술이  통제
품목 여부, 수출 효과  제3국 이 가능성에 한 설명자료(생략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ㅇ 업체의 국제입찰참가 접수 후 방위사업청의 승인 검토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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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여부

     -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저해여부

     -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 해당 여부

     - 정부 간에 체결된 합의서 협정 준수 여부

   ㅇ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인이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1개 업체만 선정이 가능

     - 다만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이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 생산 

품목으로 신청할 때에는 다수 승인이 가능

다. 수출예비승인 신청

기술수출 허가를 받기 전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는 방산기술통제관실로 기술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술수출예비승인 신청자가 업체인 경우 기술료와 

관련하여 기술보유기관(국과연, 방사청 등)과 협의한 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www.d4b.go.kr 속 ☞ 민원행정서비스 ☞ 방산물자 ☞ 수출 비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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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산물자 클릭→ 

수출 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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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 등

련법령

방 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시행규칙 제57조(수출 비승인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방 사업 리규정 제658조(기술수출 비승인), 
제680조의32(수출 비승인)

처리기간 9일

유효기간
1년
*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  안에서 연장 가능

첨부서류

1. 무역업신고필증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구매국 정부 는 그 행기 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3. 구매국의 례상 2호의 서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 장이나 무  는 신뢰할 수 있는 기 이 확인한 구매정보  
이들 정보의 확보 경 서

4. 구매국  주 계약업체에서 제출할 제안서 사본과 련자료
5. 다음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
  - 기술의 원천(국내 기술보유기 , 외국의 수출허가  미동의 필

요여부)
  - 기술수출 범   내용(기술범   자료, 기술용역, 특허권, 노하

우 등)
  - 기술수출 효과, 계약기간, 기술 력자, 기술료 련 요구사항 등
6. 기술료와 련하여 기술보유기 (국과연, 방 사업청 등)과 의한 

결과
7. 기타 방 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는 제3국 불 매보증서
  - 의 증명서 는 보증서에 한 구매국 주재 공 장이 발행한 확

인서

  ※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ㅇ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 업체는 사전에 해당 기술보유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과학기술 이전을 

승인받아야 한다.

련법령
방 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리), 시행령 
제36조(국방과학기술의 이 ), 방 사업 리규정 제656조(기술이  
신청  승인)

처리기간 3개월

첨부서류

1. 기술이 의 목
2. 이 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 이  받고자 하는 기술에 한 활용 계획서
4. 기술료 감면 사유

   ㅇ 기술이전 승인이 제한되는 경우



제2장 기술수출 관리제도별 프로세스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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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참고사항

   ㅇ 수출예비승인 면제 대상

     - 최근 2년 내에 방산물자 수출 실적이 있는 국가에 소모성 

물자의 반복 주문에 의한 수출의 경우

     - 최근 2년 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 중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수리 등을 위해 재발송 하는 경우

     -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기술을 수출 

하는 경우

  ㅇ 정책기획분과위를 생략 가능한 경우(기술보유기관과 협의 전제)  

     - 동종 기술의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 이미 기술수출예비승인을 득한 수출사업에 대한 추가ㆍ변경 

승인

     -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부인 경우

     - 수출대상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수출허가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출허가신청서에 수출신용장사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www.d4b.go.kr 속 ☞ 민원행정서비스 ☞ 방산물자 ☞ 수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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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허가 신청방법

① 시스템 속
② 방산물자 클릭 → 수출허가

(각 단계별 입력)

2)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 등

련법령

방 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시행규칙 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방 사업 리규정 
제659조(기술수출 허가), 제680조의33(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군용물자품의 수출허가)

처리기간 9일

유효기간 1년

첨부서류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이에 
하는 서류)  1부

2. 최종사용자 증명서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기술보유기 과 체결한 기술이 계약서  당해기술획득 경 서 1부
5. 수출을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동의서 는 허가서 1부
6. 당해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상 국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계설명서 1부
8. 기타 방 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수출자 서약서 략물자수출입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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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사항

   ㅇ 국방과학기술 수출시 외국정부 또는 업체와의 계약서상 

반영 필요사항

① 이 계약은 수출에 계된 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따른다.
② 이 계약은 한민국 정부의 사  서면 승인 없이는 발효, 수정, 연장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에 의하여 한민국에서 수출된 국방과학기술자료ㆍ용역과 이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한민국 정부의 사  서면승인 없이는 제 3국 
이나 제3자에게 수출ㆍ 매ㆍ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허가 시 승인된 목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련하여 
한민국 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민국 정부에 어떤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
⑤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 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함 무기류  

기술의 경우 구매국 주재 사 , 견 무  는 방산기술통제 을 통해 이 의 
안 성 여부  최종사용자를 서류 등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⑥ 국방과학기술을 이 받은 외국정부 는 외국업체가 자국 내에서 사용할 목 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한민국 정부의 사  서면승인을 얻어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ㆍ 매ㆍ양도ㆍ기타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 에게 지 하여야 한다.

⑦ ③, ④항  ⑥항 등 기술보호  지식재산권과 련된 조항은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⑧ 그 밖에 기술수출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ㆍ 생산수량 제한
   ㆍ 이 받은 국방과학기술의 용도 제한 : 연구용, 생산용, 국방목  등
   ㆍ 개량기술의 한국에 무상제공

   ㅇ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 경우

     -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조건부 허가 시 부과된 조건의 미 이행

     - 전쟁, 테러 등 국가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 수출관련 불법행위 시 법적 처벌

방 사업법 제 62조(벌칙) 제 2항에 의거 “거짓 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개업  
수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행 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 고 는 1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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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방과학기술 수출 관련 FAQ

 자주묻는 질문

Q1. 수출  개업 신고서상 표이사, 상호, 주소지 등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

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표이사, 상호, 주소지 등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신청을 

해야 하며, 재신청시에는 변경사유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때 표이사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 측정을 재실시 해야 합니다.

Q2. 주요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를 받기 에 수출 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1. 수출 비승인은 ‘수출상담 행 ’에 한 허가로 수출의 범 , 추가 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에 해 사 에 정부차원에서 수출업체의 마  활동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수출 비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자의 상담활동 등

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국방과학기술 수출 비승인을 받은 후 수출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경우  수출 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수출 비승인 당시 수출범 나 내용이 변경된 한 경우, 재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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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Q4. 주요방산물자를 수출시 각종 교범도 같이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교범도 국방과

학기술 수출 차를 밟아야 하나요?

☞ 기술수출이라 함은 외국 정부 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 ,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 다만 수출 상 물자의 운 ㆍ유지를 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사용자 교범, 부

정비교범 등)  교육ㆍ기술지원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

합니다. 

Q5. 방산수출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방산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징수 차 등에 한 고

시」의거 구체 인 감면기   기술료 감면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문 의 처>

부 서 업 무 내 용 연 락 처

방산기술
통제

통제정책
담당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보호 련 정책수립

02-2079-6811

품목심사
담당

국방과학기술  군용 략기술 
수출허가

02-2079-6831~8

국방과학기술 민간이  승인 02-2079-6827

기술분석
담당

국방과학기술 보호기술 식별 02-2079-6851~8

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 기술료 감면 02-2079-6451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 기술료 산정(청 보유기술) 02-2079-6387

국과연
국방기술
사업센터

기술료 산정(국과연 보유기술) 042-82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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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핵심기술 수출관리 프로세스

3-1. 국가핵심기술 수출관리 절차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하여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따라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어야 하고, 

②수출하고자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제11조의2(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라 ③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상기 의 해외인수·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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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고, 수출승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시행령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시행규칙 
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는 이  계약서(임시계약서 포함)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는 이 받으려는 자에 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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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대상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출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은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사전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은 미리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 

하여야 한다.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술이라도 수출 시 다시 수출사전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신고에 대한 회신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수출 가능하다.

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시행령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시행규칙 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처리기간 1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는 이  계약서(임시계약서 포함)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는 이 받으려는 자에 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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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사례>

2008년 3월 국내 A사에서 미국의 B사와 기술의 수출에 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수출신고를 하 다. 이를 수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수출신고 차에 따라 국가안보에
의 향을 단하기로 하 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자체 인 단이 여의치 않음으로 
정보통신분야 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한 검토를 하 다.

정보통신분야 원회에서는 신고서류  국내 A사의 소명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비록 국가핵심기술이라 할지라도 컴 일 된 단일의 일형태로 수출하
여 미국 B사의 메모리 제품에 탑재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술수출이 아니라 
제품수출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기술수출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인수 및 합병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이나 기업의 해외인수 및 합병이 기술유출의 경로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신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피인수· 합병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인수·합병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수· 합병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검토결과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파악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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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상기 의 해외인수·합병 등), 시행령 
제18조의2(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 등),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서)

처리기간 1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서류

1. 해외인수·합병 등과 련된 계약서 는 계획서(연구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2.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황, 매
출액, 자산총액  사업내용

3.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의 내용  련 시장 황에 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 에 
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장 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상기 이 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신고 
는 해외인수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를 한 경우 
정보수사기 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지·
수출 지·원상회복 는 해외인수  합병에 한 지· 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상기 의 해외인수·합병 등)

(4)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확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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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한 법 제9조제6항(국가핵심기술 지
정·변경  해제 등), 시행령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  정 
신청 등), 시행규칙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 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서류

1.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  성능에 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련 제품의 시장규모와 경쟁력 수 에 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서 산업통상자원부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신청 방법

국가핵심기술 온라인지원시스템(www.ncoretech.or.kr)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 수출신청 등 국가핵심기술 관련 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www.ncoretech.or.kr 속 ☞ 신청  ☞ 해당신청서 작성  송

www.ncoretech.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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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및 수출신고

해외인수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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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핵심기술 수출관련 FAQ

 자주묻는 질문
 

Q1. 국가핵심기술(이하 ‘국가기술’) 련 기업 등이 시 에서 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단할 수 있는 방법 는 차가 있나요?

☞ 1. 시행령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 정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서 핵심기술 사

정제도를 활용하여 신청하면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시행령 제13조의2(핵심기술 여부 사 정 신청 등)  시행규칙 제1조의2(핵심기술 사

정신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15일 이내 핵심기술 여부 정결과 통지(다만 기술심사 기간별도)

 - 핵심기술 사 정 기 ( 시)

  (1) 시된 핵심기술 는 그 범 에 속할 것

  (2) 수출시 국민경제 는 국가안보에 향을 미치거나 향을 미칠 수 있을 것

  (3) <핵심기술 지정의 선정기 >에 부합할 것

   3. 다만, 재 기 으로 산업부 주무과(산업기술시장과) 는 회(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가 

확인 에 있는 산업기술보유기  황을 통하여 일부 기업 등은 핵심기술보유 여부를 

악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핵심기술 개정고시(2015.9.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6호)

Q2. 핵심기술 보유기 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수출신고 상 는 수출신고 비 상으로 구

분할 수 있는 근거 는 기 은 있는지요?

☞ 법 제11조(핵심기술의 수출 등)제4항에 따라서 수출승인 상 이외의 핵심기술을 모두 신고

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승인 상 이외의 것은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

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아니하고 개발한 기술로서 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상과 신고 비 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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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Q3. 핵심기술 수출시 정부 내 핵심기술 소 부서와 사 의가 필요한 수출신고는 어떤 경

우가 있나요?

☞ 1. 핵심기술에 한 수출신고제도 도입은 신속한 신고업무처리를 통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고양하되, 필요한 경우(국가안보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의 

수출시)에는 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출 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

다. 재, 핵심기술의 수출신고 시 련 부처와 사 의에 하여 행 법령에서는 별도

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법에서는 수출신고 비 등을 하여 시행령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 검토)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이 에 해당 핵심기술이 국가안보에 해당 여부를 사 에 처리기한(15일)을 

고려하여 검토, 수출신고의 원활한 운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핵심기술을 수출 신고할 경우 정부의 소 부서의 사 의를 한 의견을 물어야 할 근거

나 기 은 없다고 단됩니다. 수출자체는 기업 등의 자체 단이며 수출신고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핵심기술 수출과 련하여 사 의에 한 단은 해당 기

업 등에서 자체 으로 단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그간의 수출신고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 수출신고 핵심기술과 동일 는 유사하

나 핵심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소 부서와 사 의 는 시행령 제17조(국가핵심

기술의 사 검토)에 따라 수출신고 이 에 사 검토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단됩니다.

Q4. 보유기 이 이 에 이미 핵심기술을 수출신고 후 수출하 던 핵심기술을 수출 이외 

해외국가  타기업( 계, 계열기업 포함)에 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에 해

당되는지요? 기 수출된 핵심기술과 유사 는 일부·단순 개선된 기술의 경우에도 수

출신고에 해당되는지요? 

☞ 이미 수출된 핵심기술이 다른 지역 는 다른 기업으로 지에서 수출하는 경우, 시행규

칙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신고내용과 달리( 는 추가 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업에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법 제11조(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4항의 모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과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추가 으로 별도의 

수출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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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Q5. 해외기업과 공동으로 지 는 다른 권역에서 연구개발 수행 시 필요하거나 활용되

는 핵심기술의 수출신고 해당여부와 신고에 해당되는 요건은요? 신고 요건에 해당되

면 연구개발기간 동안 매번 신고의무 여부가 있나요?

☞ 1. 해외에서 기 신고한 국가핵심기술을 다른 지역에서 공동 연구개발 시 신고 여부

    - 해외에서 기 신고한 국가핵심기술을 다른 지역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하여 유출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과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신고내용을 넘어선 것으로 원

칙 으로 추가 인 신고의무 는 변경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핵심기술의 신고의무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

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의 사례처럼 지역도 국가 단 로 기술하여 신고하는 것이 

당하고 심지어 EU처럼 기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단됩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기간에 상 없이 신고한 핵심기술의 상과 신고한 지역에 따라 추가

인 신고의무 여부가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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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분   야 소관부처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3

지원기 한국산업기술보호 회(국가핵심기술 보호지원센터) ☏ 02-3489-7034

기 자(11개)
산업통상자원부 자부품과 ☏ 044-203-4275
자 기과 ☏ 044-203-4344

자동차(7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044-203-4326

국토교통부 미래 략담당  ☏ 044-201-3261

철강(6개)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044-203-4284

조선(7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랜트과 ☏ 044-203-4335

원자력(3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 02-2110-2455

정보통신(8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 02-2110-2682

우주(2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과 ☏ 02-2110-2443

생명공학(3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044-203-4394



부 록

S e c t I o 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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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록

1. 전략기술 수출 신청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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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과학기술 수출 신청관련 서식

    [ ] 주요방산물자

    [ ]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상  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보안측정결과서

 3.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

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확 인

(구비서류)
→

수출ㆍ중개업 신고필증 

교부

신청인
방위사업청

(수출업신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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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방산물자

    [ ]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일

신청인

상호

무역업(수출업ㆍ중개업) 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찰일시

입찰국명 입찰기관명

품목분류번호 품명 가격 단위 및 
수량 예상단가 예상금액 가격조건

입찰정보 입수경위

응찰방법 [  ]지사   [  ]출장   [  ]대행점   [  ]우편   [  ]기타(      )

입찰국가에 대한 대상품목의 최근 1년간 수출실적

공급능력(월간생산능력)

입찰에의 경합 예상 상황

승인번호             -    -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방위사업청장 직인

* 국제입찰 신뢰를 위해 구매국 현지무관, 해당국 정부 등 공식적 

입찰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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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방산물자

    [ ]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일

수출대상국 신용장 개설 및 계약예정자

물품분류

번호(HS)
품명 가격 수량 예상단가 예상금액 공급업체

수출내용

수출정보 입수경위

수출방법

수출실적

예비승인

예비승인 번호   □□-□□-□□□ 예비승인 유효기간

예비승인 조건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방위사업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예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방위사업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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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Export License (Application)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일

수출자

Exporter

수출ㆍ중개업 신고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실무담당

자

성명 Name 전화번호 Telephone

전자우편주소 E-mail

수입자

Importer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 수입자와 같을 시 “수입자와 동”으로 기재 If same as Importer, write “same as Importer”

최종 수하인

Ultimate
Consignee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 최종 수하인과 같을 시 “최종수하인과 동"으로 기재 If same as Ultimate Consignee, write “same as 

Ultimate Consignee”

※ 최종 사용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출”로 적고, 별지에 일련번호, 최종사용자의 상호, 주소, 성

명, 전화번호를 기재

   If there are two or more End-Users, write "refer to the annex" and provide in the Annex all the 

end-users information     (Name of firm,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최종사용자

End-User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제조자

Manufacturer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허가신청구분 

및 

사전이행

절차확인

(해당란에 √ 표)

 Type of 
Application /
Confirmation
about Prior 
Procedures

(mark √ on the 
box)

 [  ] 주요방산물자 Major Defense Material    

 [  ] 국방과학기술 Defense Technology

 [  ] 절충교역으로 인한 수출 Export by offset program

      (해당 시 관련사업명 Name of original program :                               )

 [  ] 국제입찰참가승인 Approval of bid participation (승인일 Date of approval :      .    .    )

 [  ] 수출예비승인 Preliminary Export Approval (승인일 Date of approval :      .    .    )

 [  ] 기술이전계약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계약일 Date of Contra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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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수출품목

Exports

원산지 Country of Origin HS 번호 HS Code

물자/기술 Classification of Material & Tech

품명 및 규격 Item/Description

수량(단위) Quantity(Unit) 단가 Unit Price 총액 Total Price

계약내용

Agreement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etter of credit No. or Contract No.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 Terms & Period of Payment

최종 목적지 국가 및 도착항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Port of Destination

경유ㆍ환적지 국가 및 항구Country & Port of Transship or by way

허가내용
Permits
require

허가번호 License No. 허가조건 License Condition

최종사용용도 End-use 허가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사후관리은행 Beneficiary's Bank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I apply for export license pursuant to Section 2, Article 57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Section 3,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년          월          일장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방위사업청장 귀하

   Commission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최종 목적지국가가 아닌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 받은 전략물자를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허가합니다.

 On condition that the importer, the Ultimate Consignee or the End-User would not re-export the approved items 

to countries or regions other than the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stated above,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 items to be expor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년          월          일장

방위사업청장 직인

Commission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fficial Stamp

첨부서류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

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주요방산물자 해당품목만 신청

(지정품목으로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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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공 승인 신청서

신청자

소속 부서

담당자 연락처

신 청

내 용

사용자 상호기타명칭 국가

대표자 성명 연락처

(Tel/e-mail)주소

기술자료 명칭 및 형태

목적 및 용도

제공기간

제공방법

기술료

기타

기술

보유

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검토의견

신청자 

검  토

의  견

  위와 같이 국방과학기술 등의 자료 제공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기술내용 요약서(기술명, 기술개요, 형태, 보유기관 등)

 2. 기술보유기관 의견서(방위사업관리규정 656조 2항 및 658조 2항 각호의 사항 검토)

 3. 기술자료 사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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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청관련 서식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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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

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청

내용

기술

명칭

기술

형태

수출

사유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수출

예정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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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고

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수출사유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수출

예정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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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고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대상기관의 해

외인수·합병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

 3.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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