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편 군대(제2320조-제2322a조)」






국 가 ‧ 지 역: 미국

법 률 번 호: 미국법전 제10편
제
개

정
정

일: 1956년 8월 10일
일: 2018년 8월 13일

원문

번역문1

Title 10—ARMED FORCES
Subtitle A—General Military Law
PART IV—SERVICE, SUPPLY,
AND PROCUREMENT
CHAPTER 137—PROCUREMENT
GENERALLY

제10편 군대
제1단2 군사법 총칙
제4부 서비스, 공급 및 조달

§2320. Rights in technical data
(a)(1) The Secretary of

제2320조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
① 1. 국방부 장관은 물품･절차

제137장 조달 통칙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1)
1. 또는 제1호
(A)
가. 또는 가목
(i)
1) 또는 가목의1
(I)
(1) 또는 가목의1의1

1

원문의 "subtitle"은 편(title)과 장(chapter)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의 대제목이다. 우리나라 법령체계에는
없지만, 미국법전이 Title-Subtitle-Chapter-Subchapter-Part 또는 Title-Subtitle-Part-ChapterSubchapter 등의 수준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문의 "subtitle"을 "층계" 또는 "부분"의 의미를 갖는 단
(段)으로 번역하여 기재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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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ense shall prescribe
regulations to define the
legitimat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f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in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an
item or process. Such
regulations shall be included in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prescribed as part
of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ch regulations
may not impair any right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contractor or subcontractor
with respect to patents or
copyrights or any other right
in technical data otherwise
established by law. Such
regulations also may not
impair the right of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to
receive from a third party a
fee or royalty for the use of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an
item or process developed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by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by law.

에 대한 기술자료를 둘러싼 미
국과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의
합법적 이해관계를 정의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연방획득규정의
일부로서 정하는 국방부 규정
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특허 또는 저작
권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권
리와 관련하여 미국 또는 계약
자 또는 하도급자의 권리를 손
상할 수 없다.
그러한 규정은, 법률로써 달리
명시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전액 민간비용으로 개발하는
물품･절차에 대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제3자로부터 수수료
나 사용료를 받을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의 권리 또한 손상할
수 없다.

(2) Such regulations shall

2. 그러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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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the following
provisions:

포함하여야 한다.

(A) DEVELOPMENT
EXCLUSIVELY WITH
FEDERAL FUNDS.-In the
case of an item or process
that is developed by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exclusively with Federal
funds (other than an item
or process developed
under a contract or
subcontract to which
regulations under section
9(j)(2) of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8(j)(2)) apply),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the unlimited right to(i) use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the item
or process; or
(ii) release or disclose
the technical data to
persons outside the
government or permit
the use of the technical
data by such persons.
(B) DEVELOPMENT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Except as provided in

가. 전액 연방정부출연금으로
개발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전액 연방정부출연금으로
개발하는 물품･절차(｢중소
기업법｣ 제9조제10항제2호
(미국법전 제15편 제638조
제10항제2호)에 따른 규정
을 적용하는 계약 또는 하
도급으로 개발하는 물품･
절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의 경우, 미국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무한한 권
리를 가진다.

1) 해당 물품･절차에 대
한 기술자료의 사용
2) 정부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기술자료
를 배포 또는 공개하거
나 그러한 자가 기술자
료를 사용하도록 허가
나. 전액 민간비용으로 개발
다목, 라목 및 사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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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agraphs (C), (D),
and (G), in the case of an
item or process that is
developed by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may restrict
the right of the United
States to release or
disclose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the item or
process to persons outside
the government or permit
the use of the technical
data by such persons.
(C) EXCEPTION TO
SUBPARAGRAPH (B).Subparagraph (B) does not
apply to technical data
that(i) constitutes a
correction or change to
data furnished by the
United States;
(ii) relates to form, fit,
or function;
(iii) is necessary for
operation, maintenance,
installation, or training
(other than detailed
manufacturing or
process data, including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
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전
액 민간비용으로 개발하는
물품･절차의 경우,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는 미국이
정부 관계자가 아닌 자에
게 해당 물품･절차에 대한
기술자료를 배포 또는 공
개하거나 기술자료를 사용
하도록 허가할 권리를 제
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대한 예외
나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술자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국이 제공하는 자료
의 수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자료
2) 형태, 적합성, 또는 기
능에 대한 자료
3) 운영, 관리, 설치, 또
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다만 주요체계
구성요소 관련 자료와
같이 제조나 가공의 세
부 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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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data pertaining to
a major system
component); or
(iv) is otherwise publicly
available or has been
released or disclosed
by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without
restriction on further
release or disclosure.
(D) EXCEPTION TO
SUBPARAGRAPH (B).Notwithstanding
subparagraph (B), the
United States may release
or disclose technical data
to persons outside the
Government, or permit the
use of technical data by
such persons, if(i) such release,
disclosure, or use(I) is necessary for
emergency repair
and overhaul;
(II) is a release,
disclosure, or use of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an
interface between an
item or process and
other items or
processes necessary

4) 다른 경로로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추가 배
포 또는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배포 또는
공개한 자료
라. 나목에 대한 예외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국은 정부 관계자
가 아닌 자에게 기술자료
를 배포 또는 공개하거나,
그러한 자가 기술자료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
다.
1) 해당 배포, 공개 또는
사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긴급 수리 및 점검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하나의 물품･절차
를 다른 물품･절차와
분리하거나, 하나의
물품･절차(또는 물리
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물품･절차)를
다른 물품･절차와 통
합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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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egregation
of an item or process
from, or the
reintegration of that
item or process (or a
physically or
functionally
equivalent item or
process) with, other
items or processes;
or
(III) is a release or
disclosure of
technical data (other
than detailed
manufacturing or
process data) to, or
use of such data by,
a foreign government
that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is required for
evaluational or
informational
purposes;
(ii) such release,
disclosure, or use is
made subject to a
prohibition that the
person to whom the
data is released or
disclosed may not
further release,

한 하나의 물품･절차
와 다른 물품･절차
간의 인터페이스 관
련 기술자료를 배포,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미국의 국익을 위
하고 평가나 정보의
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술자료(제조나 가
공의 세부 자료는 제
외한다)를 외국 정부
에 배포 또는 공개하
거나 외국 정부가 그
러한 자료를 사용하
는 경우

2) 배포, 공개 또는 사용
의 조건으로, 배포 또는
공개된 자료를 받은 자
가 해당 자료를 추가로
유출,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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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e, or use such
data; and
(iii)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asserting
the restriction is
notified of such
release, disclosure, or
use.
(E) DEVELOPMENT WITH
MIXED FUNDING.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s (F) and
(G), in the case of an item
or process that is
developed in part with
Federal funds and in part
at private expens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in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such item or process
shall be established as
early in the acquisition
process as practicable
(preferably during contract
negotiations) and shall be
based on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tractor, except
in any case in which the
Secretary of Defense
determines, on the basis of

3) 제한을 행사하는 계약
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해당 배포, 공개 또는
사용에 대하여 알릴 것
마. 혼합 기금으로 개발
바목 및 사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는
연방정부출연금으로 일부
는 자비로 개발하는 물품･
절차의 경우, 그러한 물품･
절차에 대한 기술자료를
둘러싼 미국과 계약자･하
도급자 각각의 권리는 획
득 절차 중 현실적으로 가
장 빠른 시기에 확립하여
야 하며, 국방부 장관이 규
정으로 확립된 기준을 이
유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과 계약자
간 협상에 기초하여야 한
다.

7

criteria established in the
regulations, that
negotiations would not be
practicable. The
establishment of such
rights shall be based upon
consideration of all of the
following factors:
(i) The statement of
congressional policy
and objectives in
section 200 of title 35,
the statement of
purposes in section
2(b)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15 U.S.C. 638
note), and the
declaration of policy in
section 2 of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1).
(ii)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increasing competition
and lowering costs by
developing and locating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and
manufacture.
(iii)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그러한 권리의 확립은 다
음의 모든 요소에 대한 고
려에 기초하여야 한다.
1) 제35편 제200조의 의
회 정책 및 목적, 1982
년 ｢중소기업혁신진흥
법｣ 제2조제2항(미국법
전 제15편 제638조의
각주)의 입법목적, 그리
고 ｢중소기업법｣ 제2조
(미국법전 제15편 제
631조)의 정책선언

2) 공급과 제조 대체원의
개발 및 발굴을 통한
경쟁 촉진 및 비용 절
감에 대한 미국의 국익

3) 정부용 물품의 계약자
자비 개발 장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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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ing
contractors to develop
at private expense
items for use by the
Government.
(iv) Such other factors
as the Secretary of
Defense may prescribe.
(F) INTERFACES
DEVELOPED WITH
MIXED FUNDING.Notwithstanding
subparagraph (E),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government purpose rights
in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an interface between an
item or process and other
items or processes that
was developed in part with
Federal funds and in part
at private expense, except
in any case in which the
Secretary of Defense
determines, on the basis of
criteria established in the
regulations, that
negotiation of different
rights in such technical
data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G) MAJOR SYSTEM

미국의 국익

4) 그 밖에 국방부 장관
이 정하는 요소
바. 혼합 기금으로 개발하는
인터페이스
마목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연방정부출연금으로 일부
는 자비로 개발하는 하나
의 물품･절차와 다른 물품
･절차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자료의 경우 미
국은 이에 대하여 정부 용
도의 권리를 가지며, 다만
국방부 장관이 규정으로
확립된 기준을 이유로 해
당 기술자료에 대한 다른
권리 간 협상이 미국의 국
익상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전액 민간비용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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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S
DEVELOPED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OR
WITH MIXED FUNDING.Notwithstanding
subparagraphs (B) and
(E),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government
purpose rights in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a major
system interface
developed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or in part
with Federal funds and in
part at private expense and
used in a modular open
system approach pursuant
to section 2446a of this
title, except in any case in
which the Secretary of
Defense determines that
negotiation of different
rights in such technical
data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Such major system
interface shall be identified
in the contract solicitation
and the contract. For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a major system interface
developed exclusively at

혼합 기금으로 개발하는 주
요체계인터페이스

나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
고, 전액 민간비용으로 개
발하거나 일부는 연방정부
출연금으로 일부는 민간비
용으로 개발하여 이 편 제
2446a조에 따라 모듈 개방
형 체계 방식에 사용하는
주요체계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자료에 대하여, 미국은
정부 용도의 권리를 가지
며, 다만 국방부 장관이 해
당 기술자료에 대한 다른
권리 간의 협상이 미국의
국익상 최선이라고 판단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주요체계인터페이
스는 계약 입찰 공고와 계
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액 민간비용으로 개발하
는 주요체계인터페이스 관
련 기술자료에 대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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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xpense for which
the United States asserts
government purpose
rights,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negotiate
with the contractor the
appropriate and reasonable
compensation for such
technical data.
(H)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or a
prospectiv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may not be
required, as a condition of
being responsive to a
solicitation or as a
condition for the award of
a contract(i) to sell or otherwise
relinquish to the United
States any rights in
technical data except(I) rights in technical
data described in
subparagraph (A) for
which a use or
release restriction
has been erroneously
asserted by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II) rights in technical
data described in

국이 정부 용도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방부 장관
은 그러한 기술자료에 대
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요
금을 계약자와 협상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또
는 예비 계약자 또는 하도
급자)는 입찰 공고에 응할
조건 또는 낙찰 조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도록 요구를 받을 수 없
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미국에 매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
(1) 가목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로서,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사
용 또는 배포 제한을
잘못 행사한 자료에
대한 권리일 경우
(2) 다목에서 말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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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aragraph (C); or
(III)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D);
or
(ii) to refrain from
offering to use, or from
using, an item or
process to which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restrict rights in data
under subparagraph
(B).
(I) The Secretary of
Defense may(i) negotiate and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for the
acquisition of rights in
technical data not
otherwise provided
under subparagraph
(C) or (D), if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and
manufacture;
(ii) agree to restrict
rights in technical data
otherwise accord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section if

리일 경우
(3) 라목에서 말하는
조건일 경우
2) 나목에 따라 자료에
대한 권리를 계약자가
제한할 권한이 있는 물
품･절차의 사용, 또는
그 사용의 제안을 자제

자.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
이 할 수 있다.
1) 공급과 제조 대체원의
개발에 필요한 경우, 다
목 또는 라목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기술
자료에 대한 권리의 획
득에 대하여 계약자 또
는 하도급자와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

2) 미국 정부 용도(경쟁
방식 조달 용도를 포함
한다)를 위한 자료의
사용, 배포 또는 공개에
대하여 미국이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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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receives a royaltyfree license to use,
release, or disclose the
data for purpose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purposes of
competitive
procurement); or
(iii) permit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to
license directly to a
third party the use of
technical data which
the contractor is
otherwise allowed to
restrict, if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
sources of supply and
manufacture.

없는 실시권을 받을 경
우에 이 조에 따라 그
밖의 방법으로 미국에
주어진 기술자료에 대
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
에 동의

3) 공급과 제조 대체원의
개발에 필요한 경우, 계
약자가 그 밖의 방법으
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
되는 기술자료의 사용
에 대한 실시권을 계약
자 또는 하도급자가 직
접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허가

3. 국방부 장관은 제1호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에 "개발하는",
"전액 연방정부출연금으로", 그
리고 "전액 민간비용으로"의
용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3)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define the terms
"developed", "exclusively with
Federal funds", and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in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In defining such terms,
the Secretary shall specify the
manner in which indirect costs
shall be treated and shall
specify that amounts spent for

이러한 용어를 정의할 때, 장
관은 간접 경비를 취급하여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야 하며 독자 연구개발, 입찰,
제안 비용에 대한 금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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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bid and
proposal costs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Federal funds
for the purposes of the
definitions under this
paragraph.

호에 따라 내리는 정의의 목적
상 연방정부출연금으로 보아서
는 아니 됨을 구체적으로 밝혀
야 한다.

(b)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subsection (a) shall
require that, whenever
practicable, a contract for
supplies or services entered
into by an agency named in
section 2303 of this title
contain appropriate provisions
relating to technical data,
including provisions-

② 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
은 이 편 제2303조에서 열거하
는 기관이 체결하는 공급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 현실적으
로 가능하다면, 기술자료와 관련
하여 적합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내용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defining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at any tier)
regarding any technical data to
be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and providing that,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a
commercial item, the item
shall be presumed to be
developed at private expense
unless shown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321(f);

1. 계약에 따라 납품 예정인 모
든 기술자료를 둘러싼 미국과
계약자･하도급자(모든 수준)
각각의 권리를 정의하는 한편,
상업용 물품에 대한 계약일 경
우에는 제2321조제6항에 따라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물품은 자비 개발하는 것
으로 추정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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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ecifying the technical
data, if any, to be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and
delivery schedules for such
delivery;

2.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에 따라 납품 예정인 기술자료
와 그 납품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3) establishing or referencing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acceptability of technical
data to be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3. 계약에 따라 납품 예정인 기
술자료의 적합성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의 신설 또는 참조

(4) establishing separate
contract line items for the
technical data, if any, to be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4.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에 따라 납품 예정인 기술자료
에 대한 개별 계약항목 신설

(5) to the maximum practicable
extent, identifying, in advance
of delivery, technical data
which is to be delivered with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the
United States to use such
data;

5. 납품 예정인 기술자료를 사용
할 미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자료를, 실현 가능한 한
최대로, 납품에 앞서 명시

(6) requiring the contractor to
revise any technical data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to reflect engineering design
changes made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affecting the form, fit, and

6. 계약에 따라 납품된 기술자료
를 그 계약의 이행 도중에 발
생하여 계약상 명시된 물품의
형태, 적합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설계 변경을 반영
하도록 수정하며, 그 수정된
기술자료를 계약상 명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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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of the items specified
in the contract and to deliver
such revised technical data to
an agency within a time
specified in the contract;

한 내에 기관으로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자의 의무 규정

(7) establishing remedies to be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when technical data required
to be delivered or made
available under the contract is
found to be incomplete or
inadequate or to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concerning technical
data;

7. 계약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
되어야 하는 기술자료가 불완
전･불충분하거나 해당 기술자
료에 대한 계약상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
응 방안을 마련

(8) authorizing the head of the
agency to withhold payments
under the contract (or
exercise such other remedies
as the head of the agency
considers appropriate) during
any period if the contractor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pertaining to the delivery of
technical data;

8. 계약자가 기술자료의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상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에 따른 지급을 중지(또는
그 밖에 기관장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응 방안을 실행)할 권
한을 기관장에게 부여

(9) providing that, in addition to
technical data that is already
subject to a contract delivery
requirement, the United

9. 계약 납품 요건의 기존 대상
인 기술자료 외에도, 계약에
따라 마지막 물품(기술자료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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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may require, until the
date occurring six years after
acceptance of the last item
(other than technical data)
under a contract or the date of
contract termination,
whichever is later, the
delivery of technical data that
has been generated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compensate the contractor
only for reasonable costs
incurred for having converted
and delivered the data in the
required form, upon a
determination that-

부터 6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
이 종료되는 날 중 나중인 날
까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기술자료의 납품을 미
국이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모두와 같이 결정하는
때에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 형
태로 변환하여 납품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리적 비용에 대하
여만 계약자에게 요금을 지급
할 수 있음을 규정

(A) the technical data is
needed for the purpose of
reprocurement,
sustainment, modification,
or upgrade (including
through competitive
means) of a major system
or subsystem thereof, a
weapon system or
subsystem thereof, or any
noncommercial item or
process; and
(B) the technical data(i) pertains to an item or
process developed in
whole or in part with

가. 해당 기술자료가 주요체
계나 그 구성체계, 무기체
계나 그 구성체계, 또는 비
상업용 물품･절차에 대한
재조달, 유지, 변경 또는 갱
신(경쟁 방식의 경우를 포
함한다)의 목적상 필요함

나. 기술자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1) 전부 또는 일부를 연
방정부출연금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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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funds; or
(ii) is described in
subparagraphs
(D)(i)(II), (F), and
(G) of subsection
(a)(2); and

하는 물품･절차에 대한
자료
2) 제1항제2호의 라목의1
의2, 바목 및 사목에서
말하는 자료

(10) provid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foreclosed from
requiring the delivery of the
technical data by a failure to
challeng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321(d) of this title, the
contractor's assertion of a use
or release restriction on the
technical data.

10. 계약자가 기술자료에 행사하
는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대
하여, 이 편 제2321조제4항의
요건에 따라 이의제기하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이 해
당 기술자료의 납품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함을 규정

(c) Nothing in this section or in
section 2305(d) of this title
prohibits the Secretary of
Defense from-

③ 이 조 또는 이 편 제2305조
제4항은 국방부 장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 prescribing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a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shall
provide for a time to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after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use (or have
used) for any purpose of the
United States all technical

1. 국방부가 체결한 계약에 시점
을 명시하여 그 시점 후로는
그 계약에 따라 미국에 반드시
납품하여야 하는 모든 기술자
료를 미국이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할(또는 이미 사용한) 권
리를 가지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또는 그러
한 기간(다만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을 협상 목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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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equired to be deliver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ontract or providing for such
a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7 years) as a
negotiation objective;

규정

(2) notwithstanding any
limitation upon the license
rights conveyed under
subsection (a), allowing a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access to and use
of any technical data delivered
under a contract for the sole
purpose of furnishing
independent and impartial
advice or technical assistance
directly to the Government in
support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and oversight of
the program or effort to which
such technical data relates; or

2. 제1항에서 정하는 실시권에
대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약
으로 납품한 기술자료에 대한
해당정부지원계약자의 접근 또
는 사용을, 기술자료와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권
고나 기술 지원을 정부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
여 허용

(3) prescribing reasonable and
flexible guidelines, including
negotiation objectives, for the
conduct of negotiations
regarding the respective rights
in technical data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tractor.

3. 기술자료를 둘러싼 미국과 계
약자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협
상 진행을 위한, 협상 목적을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 수립

(d) The Secretary of Defense

④ 국방부 장관은 국내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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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by regulation establish
programs which provide
domestic business concerns an
opportunity to purchase or
borrow replenishment parts
from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sign replication or
modification, to be used by such
concerns in the submission of
subsequent offers to sell the
same or like parts to the United
States. Nothing in this
subsection limits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n agency to
impose restrictions on such a
program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inventory needs of the United
States, the improbability of
future purchases of the same or
like parts, or any additional
restriction otherwise required
by law.

동종 또는 유사 부품의 후속 매
도청약을 미국에 제출하는 데
사용할, 설계 복사 또는 수정 용
도의 보충부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대여할 기회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을 규정으
로 신설하여야 한다.

(e)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require program managers
for major weapon systems and
subsystems of major weapon
systems to assess the longterm technical data needs of
such systems and subsystems
and establish corresponding
acquisition strategies that

⑤ 국방부 장관은 주요 무기체
계 및 주요 무기체계의 구성체
계 사업 담당자가 해당 체계 및
구성체계의 기술자료에 대한 장
기 수요를 평가하고 해당 체계
및 구성체계의 수명주기에 걸쳐
필요한 기술자료 권리를 대비하
는 적정획득전략의 수립을 의무
화하여야 한다.

이 항은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
미국의 재고품 수요,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부품 구매의 낮은 가
능성, 또는 그 밖에 법률이 요구
하는 추가 제한과 관련된 사업
에 기관장이 제한을 가할 권한
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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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for technical data rights
needed to sustain such systems
and subsystems over their life
cycle. Such strategies may
include the development of
maintenance capabilities within
the Department of Defense or
competition for contracts for
sustainment of such systems or
subsystems. Assessments and
corresponding acquisition
strategies developed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
weapon system or subsystem
shall-

그러한 전략은 국방부 내 관리
능력의 개발 또는 해당 체계나
구성체계의 유지를 위한 경쟁
입찰을 포함할 수 있다.
무기체계 또는 구성체계에 대하
여 이 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
및 적정획득전략은 다음 각 호
와 같아야 한다.

(1) be developed before
issuance of a contract
solicitation for the weapon
system or subsystem;

1. 무기체계 또는 구성체계에 대
한 계약 입찰의 공고 전에 작
성할 것

(2) address the merits of
including a priced contract
option for the future delivery
of technical data that were not
acquired upon initial contract
award;

2. 최초 낙찰 시 획득하지 아니
한 기술자료의 향후 납품에 대
하여 정가계약 선택지를 두는
것의 장점을 분석할 것

(3) address the potential for
changes in the sustainment
plan over the life cycle of the
weapon system or subsystem;
and

3. 무기체계 또는 구성체계의 수
명주기 동안 유지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분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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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y to weapon systems
and subsystems that are to be
supported by performancebased logistics arrangements
as well as to weapons
systems and subsystems that
are to be supported by other
sustainment approaches.

4.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
을 이용하는 무기체계 및 구성
체계를 비롯하여 그 밖의 유지
방법을 이용하는 무기체계 및
구성체계에 응용할 것

(f) PREFERENCE FOR
SPECIALLY NEGOTIATED
LICENSES.-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negotiate
and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contractor for a specially
negotiated license for technical
data to support the product
support strategy of a major
weapon system or subsystem of
a major weapon system. In
performing the assessment and
developing the corresponding
strategy required under
subsection (e) for such a
system or subsystem, a
program manager shall consider
the use of specially negotiated
licenses to acquire customized
technical data appropriate for
the particular elements of the
product support strategy.

⑥ 세부 협상을 거친 실시권 우
대
국방부 장관은, 실현 가능한 한
최대로, 주요 무기체계 또는 주
요 무기체계의 구성체계의 제품
지원 전략을 지원하는 기술자료
에 대하여 세부 협상을 거친 실
시권을 위하여 계약자와 협상하
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요구하는 해당 체계
또는 구성체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적정 전략을 수립할
때, 사업 담당자는 제품 지원 전
략의 특정 요소에 적합한 맞춤
형 기술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세부 협상을 거친 실시권의 사
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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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DEFINED.-In this section, the
term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means a
contractor under a contract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to
furnish independent and
impartial advice or technical
assistance directly to the
Government in support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and
oversight of a program or effort
(rather than to directly furnish
an end item or service to
accomplish a program or
effort), which contractor-

⑦ 해당정부지원계약자에 대한
정의
이 조에서 말하는 "해당정부지원
계약자"란 사업 또는 활동에 대
한 정부의 관리･감독 지원을 위
한 차원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권고 또는 기술 지원을 정부에
직접 제공(사업 또는 활동을 달
성하기 위하여 최종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일차적 목
적으로 하는 계약의 계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계
약자를 말한다.

(1) is not affiliated with the
prime contractor or a firsttier subcontractor on the
program or effort, or with any
direct competitor of such
prime contractor or any such
first-tier subcontractor in
furnishing end items or
services of the type developed
or produced on the program or
effort; and

1. 해당 사업 또는 활동에서 개
발하거나 생산하는 유형의 최
종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또는 활동
의 원도급자 또는 1차 하도급
자, 또는 그러한 원도급자나 1
차 하도급자의 직접적 경쟁자
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executes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agreeing to

2. 다음 각 목에 대하여 동의하
고 인정하는 정부 계약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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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cknowledging-

할 것

(A) that proprietary or
nonpublic technical data
furnished will be accessed
and used only for the
purposes stated in that
contract;
(B) that the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will enter into a
non-disclosure agreement
with the contractor to
whom the rights to the
technical data belong;
(C) that the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wi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protect
the proprietary and
nonpublic nature of the
technical data furnished to
the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during
the program or effort for
the period of time in which
the Government is
restricted from disclosing
the technical data outside
of the Government;
(D) that a breach of that
contract by the covered
Government support

가.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거
나 비공개인 기술자료가 제
공될 때는 해당 계약서에서
명시하는 목적으로만 접근
및 사용할 것
나. 해당정부지원계약자는 기
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
는 계약자와 비공개 계약을
체결할 것

다. 정부가 사업 또는 활동
중 기술자료를 정부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는 기
간 동안 해당정부지원계약
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의
소유권 및 비공개성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해당정부지원
계약자는 모든 합리적인 조
치를 다할 것

라. 해당정부지원계약자가 그
러한 기술자료에 대한 제3
자의 소유권 또는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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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with regard to a
third party's ownership or
rights in such technical
data may subject the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i) to criminal, civil,
administrative, and
contractual actions in
law and equity for
penalties, damages, and
other appropriate
remedies by the United
States; and
(ii) to civil actions for
damages and other
appropriate remedies
by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whose
technical data is
affected by the breach;
and
(E) that such technical data
provided to the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under the
authority of this section
shall not be used by the
covered 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to
compete against the third
party for Government or
non-Government

관련하여 해당 계약을 위반
하는 경우, 해당정부지원계
약자는 다음의 책임을 질
수 있음
1) 벌칙, 손해배상, 그 밖
의 적절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및 형평법
에 따라 미국이 제기하
는 형사, 민사, 행정, 계
약상 소송
2) 손해배상 및 그 밖의
적절 대응 방안에 대하
여 계약 위반으로 기술
자료상 영향을 받은 계
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제기하는 민사 소송
마. 해당정부지원계약자는 이
조의 권한에 따라 그 해당
정부지원계약자에게 제공된
기술자료를 정부･비정부 계
약을 위한 제3자와의 경쟁
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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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s.
(h) ADDITIONAL
DEFINITIONS.-In this section,
the terms "major system
component", "major system
interface", and "modular open
system approach" have the
meanings provided in section
2446a of this title.

⑧ 그 밖의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주
요체계구성요소", "주요체계인터
페이스" 및 "모듈 개방형 체계
방식"은 이 편 제2446a조에서
내리는 정의를 따른다.

§2321. Validation of proprietary
제2321조 소유권이 설정된 자료
data restrictions
제한의 유효성 확인
(a) CONTRACTS COVERED BY
① 이 조의 적용 대상인 계약
SECTION.-This section applies
이 조는 공급 또는 서비스를 위
to any contract for supplies or
하여 국방부가 체결한 계약 중
services entered into by the
기술자료의 납품 조항을 포함하
Department of Defense that
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includes provisions for the
delivery of technical data.
② 제한에 대한 계약자의 사유서

(b) CONTRACTOR
JUSTIFICATION FOR
RESTRICTIONS.-A contract
subject to this section shall
provide that a contractor under
the contract and any
subcontractor under the
contract at any tier shall be
prepared to furnish to the
contracting officer a written
justification for any use or
release restriction (as defined

이 조의 적용 대상인 계약은 그
계약의 계약자를 비롯하여 그
계약의 모든 수준의 하도급자가
자신이 행사하는 사용 또는 배
포 제한(제9항에서 정의하는 것
을 말한다)에 대하여 계약관에
게 서면 사유서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준비할 의무가 있음을 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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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bsection (i)) asserted by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c) REVIEW OF
RESTRICTIONS.(1)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ensure that there is a
thorough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any use or
release restriction asserted
with respect to technical data
by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at any tier
under a contract subject to
this section.

③ 제한에 대한 검토

(2) The review of an asserted
use or release restri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before the end of
the three-year period
beginning on the later of-

2.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대한
제1호의 검토는 다음 각 목 중
나중인 날짜로 시작하는 3년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진행하
여야 한다.

1. 국방부 장관은 이 조에 따라
계약의 계약자 또는 모든 수준
의 하도급자가 기술자료에 행
사하는 사용 또는 배포 제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층 검토
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the date on which final
payment is made on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technical data is required
to be delivered; or
(B) the date on which the
technical data is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가. 기술자료를 납품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
에 따라 최종 대금을 지급
하는 날
나. 계약에 따라 기술자료를
납품하는 날

(d) CHALLENGES TO

④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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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S.(1) The Secretary of Defense
may challenge a use or release
restriction asserted with
respect to technical data by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at
any tier under a contract
subject to this section if the
Secretary finds that-

1. 국방부 장관이 다음 각 목 모
두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장
관은 이 조에 따라 계약의 계
약자 또는 모든 수준의 하도급
자가 행사하는 기술자료의 사
용 또는 배포 제한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A) reasonable grounds
exist to question the
current validity of the
asserted restriction; and
(B) the continued adherence
by the United States to the
asserted restriction would
make it impracticable to
procure the item to which
the technical data pertain
competitively at a later
time.

가. 해당 제한의 현재 유효성
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
거가 존재함

(2)(A) A challenge to a use or
release restriction
asserted by the contractor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egulations may
not be made under
paragraph (1) after the
end of the six-year period
described in subparagraph
(B) unless the technical

2. 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
가 행사한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기술자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나목에서
말하는 6년의 기간이 종료
한 뒤에는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

나. 미국이 해당 제한을 계속
하여 따르는 것이 향후 기
술자료와 경쟁적으로 관련
된 물품의 조달을 현실적으
로 어렵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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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volved(i) are publicly available;
(ii) have been furnished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restriction;
(iii) have been otherwise
made available without
restriction; or
(iv) are the subject of a
fraudulently asserted
use or release
restriction.
(B) The six-year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s the six-year period
beginning on the later of(i) the date on which
final payment is made
on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technical
data are required to be
delivered; or
(ii) the date on which
the technical data are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1) 대중에 공개된 경우
2) 미국에 제한 없이 제
공된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제
한 없이 공개된 경우
4) 허위로 행사한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해당
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언급하는 6년의
기간은 다음 중 나중인 날
짜로 시작하는 6년의 기간
이다.
1) 기술자료를 납품하여
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
는 계약에 따라 최종
대금을 지급하는 날
2) 계약에 따라 기술자료
를 납품하는 날

(3) If the Secretary challenges
an asserted use or release
restriction under paragraph
(1), the Secretary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of the
challenge to the contractor or

3. 장관이 제1호에 따라 사용 또
는 배포 제한에 대하여 이의제
기하는 경우, 장관은 이에 대
하여 제한을 행사한 계약자 또
는 하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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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tractor asserting the
restriction. Any such notice
shall-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제한에 대한 이의제
기의 세부 사유 명시

(A) state the specific
grounds for challenging the
asserted restriction;
(B) require a response
within 60 days justifying
the current validity of the
asserted restriction; and
(C) state that evidence of a
justification described in
paragraph (4) may be
submitted.

나. 해당 제한의 현재 유효성
에 대한 사유(事由)를 밝히
는 답변을 60일 이내로 할
것을 요구
다. 4호의 사유에 대한 증거
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

(4) It is a justification of an
asserted use or release
restriction challenged under
paragraph (1) that, within the
three-year period preceding
the challenge to the
restric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validated a restriction
identical to the asserted
restriction if-

4. 제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
기 전 3년의 기간 이내에, 국
방부가 해당 제한과 똑같은 제
한의 유효성을 확인한 사실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는 사용 또는 배포 제
한에 대한 사유이다.

(A) such validation occurred
after a challenge to the
validated restriction under
this subsection; and
(B) the validated restriction
was asserted by the same

가. 그러한 유효성 확인이 해
당 제한에 대한 이 항의 이
의제기 후에 발생
나. 유효성이 확인된 제한을
행사한 주체가 같은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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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or subcontractor
(or a licensee of such
contractor or
subcontractor).

또는 하도급자(또는 그러한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의 실
시권자)
⑤ 계약자의 사유서 제출 시기

(e) TIME FOR CONTRACTORS
TO SUBMIT
JUSTIFICATIONS.-If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asserting a use or release
restriction submits to the
contracting officer a written
request, showing the need for
additional tim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justify the
current validity of the asserted
restriction, additional time to
adequately permit the
submission of such justification
shall be provided by the
contracting officer as
appropriate. If a party asserting
a restriction receives notices of
challenges to restrictions on
technical data from more than
one contracting officer, and
notifies each contracting officer
of the existence of more than
one challenge, the contracting
officer initiating the first in
time challeng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rty
asserting the restriction and the

사용 또는 배포 제한을 행사하
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해
당 제한의 현재 유효성에 대한
사유를 밝히기 위한 요구사항의
이행에 추가 기간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서면 요청을 계약관에
게 제출하는 경우, 계약관은 그
러한 사유서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을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제한을 행사한 당사자가 1인보
다 많은 계약관으로부터 기술자
료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
지를 받아, 각 계약관에게 1건보
다 많은 이의제기가 있음을 알
리는 경우, 가장 먼저 이의제기
를 개시하는 계약관은, 제한을
행사한 당사자 및 다른 계약관
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을 행사
한 당사자가 각각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답변할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이의제기별 답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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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ontracting officers, shall
formulate a schedule of
responses to each of the
challenges that will afford the
party asserting the restriction
with an equitable opportunity to
respond to each such challenge.

을 도출하여야 한다.

(f) PRESUMPTION OF
DEVELOPMENT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In the case of a
challenge to a use or release
restriction that is asserted with
respect to technical data of a
contractor or subcontractor
under a contract for commercial
item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presume that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has
justified the restriction on the
basis that the item was
developed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whether or not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submits a justification in
response to the notice provided
pursuant to subsection (d)(3).
In such a case, the challenge to
the use or release restriction
may be sustained only i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⑥ 민간비용으로만 하는 개발
추정
상업용 물품을 위한 계약에 따
라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
술자료에 대하여 행사되는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라 발하는
통지에 대한 계약자 또는 하도
급자의 사유서 제출 여부와 관
계없이, 계약관은 물품이 전액
민간비용으로 개발되었음에 기
초하여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제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추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전액 민간
비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님을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입
증하는 때에만 사용 또는 유출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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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s that the item was
not developed exclusively at
private expense.

수 있다.

(g) DECISION BY
CONTRACTING OFFICER.(1) Upon a failure by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to
submit any response under
subsection (d)(3),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issue
a decision pertaining to the
validity of the asserted
restriction.

⑦ 계약관의 결정

(2) After review of any
justification submitted in
response to the notice
provided pursuant to
subsection (d)(3),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within 60 days of receipt of
any justification submitted,
issue a decision or notify the
party asserting the restriction
of the time within which a
decision will be issued.

2. 계약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제출된 사유서
를 검토한 뒤, 그렇게 제출된
사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발표하거나 제
한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결
정의 발표 예정 시기를 알려야
한다.

(h) CLAIMS.-If a claim
pertaining to the validity of the
asserted restriction is
submitted in writing to a
contracting officer by a

⑧ 청구
계약자 또는 모든 수준의 하도
급자가 제한의 유효성과 관련하
여 청구를 계약관에게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1.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제4
항제3호에 따른 답변을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관은
해당 제한의 유효성에 대한 결
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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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or subcontractor at
any tier, such claim shall be
considered a claim within the
meaning of chapter 71 of title
41.

제14편 제71장 의미 내의 청구
로 보아야 한다.

(i) RIGHTS AND LIABILITY
UPON FINAL DISPOSITION.(1) If, upon final disposition,
the contracting officer's
challenge to the use or release
restriction is sustained-

⑨ 확정 처분 이후의 권리와 책
임
1. 확정 처분 이후,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대한 계약관의 이
의제기가 인정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A) the restriction shall be
cancelled; and
(B) if the asserted
restriction is found not to
be substantially justified,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asserting the
restriction shall be liable
to the United States for
payment of the cost to the
United States of reviewing
the asserted restriction
and the fees and other
expenses (as defined in
section 2412(d)(2)(A) of
title 28) incurred by the
United States in
challenging the asserted
restriction,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would make

가. 제한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제한에 상당한 이
유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한을 행
사한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
는 해당 제한의 검토로 미
국 측에 발생한 비용을 비
롯하여 미국이 해당 제한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밖
의 경비(제28편 제2412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 정의
하는 것을 말한다)를 미국
에 지급할 책임을 지며, 다
만 특수한 사정상 그러한
지급이 부당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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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payment unjust.
(2) If, upon final disposition,
the contracting officer's
challenge to the use or release
restriction is not sustained-

2. 확정 처분 이후,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대한 계약관의 이
의제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따
른다.
가. 미국은 계속하여 해당 제
한에 구속된다.

(A) the United States shall
continue to be bound by
the restriction; and
(B)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for payment to
the party asserting the
restriction for fees and
other expenses (as defined
in section 2412(d)(2)(A)
of title 28) incurred by the
party asserting the
restriction in defending the
asserted restriction if the
challenge by the United
States is found not to be
made in good faith.

나. 미국의 이의제기가 선의
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
로 밝혀질 경우, 미국은 제
한을 행사한 당사자가 해당
제한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밖의 경
비(제28편 제2412조제4항
제2호가목에서 정의하는 것
을 말한다)를, 제한을 행사
한 당사자에게 지급할 책임
을 진다.

⑩ 사용 또는 배포 제한에 대한
정의
이 조의 "사용 또는 배포 제한"
이란, 이 조에 따른 계약을 통하
여 미국에 납품하는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미국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가 행사하
는 제한을 말한다.

(j) USE OR RELEASE
RESTRICTION DEFINED.-In
this section, the term "use or
release restriction", with
respect to technical data
deliver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a contract subject to this
section, means a restriction by
the contractor or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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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ight of the United
States(1) to use such technical data;
or

1. 해당 기술자료의 사용

(2) to release or disclose such
technical data to persons
outside the Government or
permit the use of such
technical data by persons
outside the Government.

2. 정부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배포 또는 공
개하거나 그러한 자가 기술자
를 사용하도록 허가

§2322. Management of intellectual 제2322조 국방부 내부 지식재산
property matters within the
사항의 관리
Department of Defense
① 필수 정책
(a) POLICY REQUIRED.-The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획득운영
Secretary of Defense, acting
부차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through the Under Secretary of
목표로 지식재산의 획득 또는
Defense for Acquisition and
그 실시권 확보에 대한 정책을
Sustainment, shall develop
수립하여야 한다.
policy on the acquisition or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1. 지식재산의 획득 또는 그 실
시권 취득을 비롯한 업계 소통
전략에 대하여 각군과 국방부
를 아우르는 업무 조정과 일관
성 확보

(1) to enable coordination and
consistency across the
military departments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strategies for acquiring or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unicating wi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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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 ensure that program
managers are aware of the
rights afforded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ntractor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at
program managers fully
consider and use all available
techniques and best practices
for acquiring or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early in
the acquisition process; and

2. 사업담당자가 지식재산에 대
한 연방정부와 계약자가 가지
는 권리를 인지하고 획득 절차
초기에 지식재산 획득 또는 그
실시권 확보를 위한 모든 이용
가능한 방법과 모범 사례를 면
밀히 강구하여 사용하도록 보
장

(3) to encourage customize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each system
based on, at a minimum,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its components,
the product support strategy
for the system, the organic
industrial base strategy of the
military department
concerned, and the commercial
market.

3. 적어도 체계와 그 구성품의
고유한 특징, 체계에 대한 제
품지원전략, 각군의 유기적 산
업 기반 전략 및 상업시장에
근거한 체계별 맞춤형 지식재
산전략의 장려

(b) CADRE OF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1) The Secretary of Defense,
acting through the Under

② 지식재산전문단
1.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획득
운영 부차관3(이하 "부차관"이

부차관(Under Secretary)은 차관(Deputy Secretary)과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중간에 해당하는 직
급으로, 미국법전 제5편 제53장에서 정하는 행정부 고위직 직급체계 중 제3급(level III)에 해당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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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
shall establish a cadre of
personnel who are exper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The purpose of the cadre is to
ensure a consistent, strategic,
and highly knowledgeable
approach to acquiring or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by providing expert advice,
assistance, and resources to
the acquisition workforce o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including acquiring or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라 한다)을 통하여, 지식재산
사항의 전문가인 직원으로 이
루어진 전문단을 신설하여야
한다.
전문단의 목적은 획득 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획득 또는
실시권 확보와 같은 전문가 자
문, 지원 및 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지식재산의 획득 또는 실
시권에 일관성 있고, 전략적이
며, 풍부한 지식에 기초한 접
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2) The Under Secretary shall
establish an appropriate
leadership structure and office
within which the cadre shall
be managed, and shall
determine the appropriate
official to whom members of
the cadre shall report.

2. 부차관은 전문단 운영에 적합
한 지휘 체계와 부서를 신설하
여야 하며, 전문단 구성원을
이끌 적합한 관료를 정하여야
한다.

(3) The cadre of experts shall
be assigned to a program
office or an acquisition
command within a military
department to advise, assist,
and provide resources to a
program manager or program

3. 전문단을 각군의 사업 담당
부서나 획득 사령부에 배치하
여 체계 수명주기의 여러 단계
별로 지식재산 사항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나 사업 총괄관에
게 자문, 지원 및 자료를 제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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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officer o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at various stages of the life
cycle of a system. In
performing such duties, the
experts shall-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전
문가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지식재산과 관련이 있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의 해석
및 자문 제공

(A) interpret and provide
counsel on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B) advise and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an
acquisition strategy,
product support strategy,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a system;
(C) conduct or assist with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 assist in the drafting of
a solicitation, contract, or
other transaction;
(E) interact with or assist in
interactions with
contractors, including
communications and
negotiations with
contractors on solicitations
and awards; and
(F) conduct or assist with

나. 체계의 획득 전략, 제품
지원전략 및 지식재산전략
개발과 관련하여 자문 및
지원
다. 지식재산의 재무분석 및
평가 수행 또는 지원
라. 입찰공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거래 초안 작성 지
원
마. 입찰공고 및 낙찰과 관련
하여 계약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상을 포함하는, 계약
자와의 상호교류 또는 그에
대한 지원
바. 계약에 따라 납품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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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if technical data
delivered pursuant to a
contract is incomplete or
does not comply with the
terms of agreements.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
우 조정(調停) 진행 또는
지원
4. 가. 제1호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차관은
전문단이 적절한 수의 직
원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직원이 관련 분야
의 법령, 계약, 획득, 군수,
기술, 재무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 제2호에 따른 업
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
식 및 경험을 갖추도록 하
여야 한다.

(4)(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set forth in
paragraph (1), the Under
Secretary shall ensure the
cadre has the appropriate
number of staff and such
staff possesses the
necessary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arry out the duties
under paragraph (2),
including in relevant areas
of law, contracting,
acquisition, logistics,
engineering, financial
analysis, and valuation.
The Under Secretary, in
coordination with the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and in
consultation with academia
and industry, shall develop
a career path, including
development
opportunities, exchanges,
talent management
programs, and training, for

부차관은, 국방획득대학교
와 협력하고 학계 및 업계
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 기
회, 교류, 인재관리 및 연
수를 포함하여 전문단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를 개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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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dre. The Under
Secretary may use
existing authorities to
staff the cadre, including
those in subparagraphs
(B), (C), (D), and (F).
(B) Civilian personnel from
with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Joint Staff, military
departments, Defense
Agencies, and combatant
commands may be
assigned to serve as
members of the cadre,
upon request of the
Director.
(C) The Under Secretary
may use the authorities for
highly qualified experts
under section 9903 of title
5, to hire experts as
members of the cadre who
are skilled professional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related matters.
(D) The Under Secretary
may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private-sector
entity for specialized
expertise to support the
cadre. Such entity may be
considered a covered

부차관은 나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서 말하는 자와
같이, 기존의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전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나. 국방부 장관실, 합동참모
본부, 각군, 국방부 산하 기
관 및 전투사령부의 일반
직원을,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전문단의 구성원으로
복무하도록 배치할 수 있
다.

다. 부차관은 지식재산 및 관
련 사항의 숙련 인력인 전
문가를 전문단 구성원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제5편 제
9903조에 따른 고도의 자
격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권한을 원용할 수 있다.
라. 부차관은 전문단을 보조
할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기
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그러한 기업은 이 편
제2320조에서 정의하는 해
당정부지원계약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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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upport
contractor, as defined in
section 2320 of this title.
(E) In establishing the
cadre, the Under Secretary
shall give preference to
civilian employee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rather than members of
the armed forces, to
maintain continuity in the
cadre.
(F) The Under Secretary is
authorized to use amounts
in the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Development
Fund for the purpose of
recruitment, training, and
retention of the cadre,
including paying salaries of
newly hired members of
the cadre for up to three
years.

마. 전문단을 신설하는 경우,
부차관은, 전문단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군의 구성
원 보다는 국방부의 일반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바. 부차관은, 신규 채용한
전문단 구성원의 최대 3년
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을
포함하여, 전문단의 모집,
연수 및 유지 목적으로 국
방획득인력개발기금의 금액
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2322a. Requirement for
제2322a조 비상업용 컴퓨터 소프
consideration of certain matters
트웨어 취득 중 특정 고려 사항
during acquisition of
요건
noncommercial computer software
① 필수 고려 사항
(a) CONSIDERATION
비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획
REQUIRED.-As part of any
득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국
negotiation for the acquisition
방부 장관은 비상업용 컴퓨터
of noncommercial computer
software, the Secretary of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 중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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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shall ensure that such
negotiations consider,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cquisition, at the appropriate
time in the life cycle of the
noncommercial computer
software, of all software and
related materials necessary-

한 시기에 다음 각 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관련
자료의 획득을, 실현 가능한 한
최대로 해당 협상에서 고려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to reproduce, build, or
recompile the software from
original source code and
required libraries;

1. 원시코드와 필수 목록자료로
부터의 소프트웨어 복제, 구축
또는 리컴파일

(2) to conduct required
computer software testing;
and

2. 필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험
의 진행

(3) to deploy working computer
software system binary files
on relevant system hardware.

3. 실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체계
2진 파일을 관련 체계 하드웨
어에 사용

(b) DELIVERY OF SOFTWARE
AND RELATED MATERIALS.Any noncommercial computer
software or related materials
required to be delivered as a
result of considerations in
subsection (a) shall, to the
extent appropriate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②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자료의
납품
제1항에 따른 고려 결과 반드시
납품하여야 하는 모든 비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
자료는, 장관이 정하는 적정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
다.

(1) include computer software

1. 사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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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ed in a useable, digital
format;

납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것

(2) not rely on external or
additional software code or
data, unless such software
code or data is included in the
items to be delivered; and

2. 외부 또는 추가 소프트웨어
코드나 자료가 납품 예정인 물
품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코드나 자료에 의존하
지 아니할 것

(3) in the case of negotiated
terms that do not allow for the
inclusion of dependent
software code or data,
sufficient documentation to
support maintenance and
understanding of interfaces
and software revision history.

3. 종속 소프트웨어 코드 또는
자료의 포함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 협상 조건이 있는 경우,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 수정
내역의 관리 및 파악을 지원하
기 위하여 충분한 근거자료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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