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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1983년에 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력증강의 효율  수단으

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충교역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력증강에 심각한 악 향을 주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 

국 ,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 /계속 사업), 최  제안기술의 수, 국내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 ,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 다. 가설 검증은 충교

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상으로,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충교

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 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

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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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Factors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Seok-Soo HongㆍTae-Yun JoungㆍJaehyun SeoㆍMoon-Hee Hong

Abstract : Republic of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some benefits such as modernization of defense industry and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since 1983. But in point of implementatio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delay of 

offset agreements based on the value of proposed technologies. As it often happens that 

the delay of offset agreement negatively affects the time schedule of main defense deal,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some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by statistical analysis. Reviewing existing papers and contract process, 

nationality of enterprise,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properties of proje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level of domestic defense technology in each 

weapons system, the amount of main contract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duration of agreement as dependent variable. To hypothesis test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previous 25 contract case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amount of main contract, the number of technologies in 

the first proposal and properties of project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the amount of main contract and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duration of offset agreement. 

Key Words : Offset, Technology Acquisition, Duration of Agreement, The Amount of 

Main Contract, The Number of Projec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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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충교역(Offset)은 국외로부터 무기 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 방으

로부터 련 지식 는 기술 등을 이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는 부품 등을 수

출하는 등 일정한 반 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한 충교

역은 정부의 국제 무역거래  국방 분야 군수물자와 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국제 교역시장(Marketplace) 환경에는 포함되지만 별도의 거래장벽을 가지

고 있다. 여기서 별도의 거래장벽이란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마다 각기 고유의 규정과 조

직을 통해 운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일반 무역

거래와는 달리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교역 가치를 기 으로 계약

이 체결된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그 가치는 매자와 구매자 양측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통상 달러로 표기한다.

충교역은 미국이 유럽 우방국에게 무기를 매할 때, 매에 한 반 부를 제공

하는 차원에서 1960년 에 처음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무기 수입국이 수출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무기 구성부품에 한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Neuman, 1985; Petty, 1999; YangㆍWang, 2006). 이는 무기 수입국이 충교역

을 잘 활용하면,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자국 내 방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

이다(Amara, 2008; TienㆍYang, 2005). 즉, 충교역은 오늘날 군사교역의 한 형태로 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력 증강의 효율 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김성배ㆍ한남성ㆍ황 수, 1994; 한남성 외, 2003). 련 법규1)에 의하면, 1

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국외 구매하는 경우 충교역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쟁 

는 비경쟁 구매사업에 따라 각각 기본 계약 액의 50%와 30%에 해당하는 충교역 가

치(value)를 확보해야 한다.

충교역 제도는 30년 정도 활용해왔지만 련 국내 연구는 최근에야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충교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방 사업청, 2007; 유규열, 2007; 이재석ㆍ홍

석수ㆍ정태윤, 2009)를 필두로 하여 기술가치평가(조남훈ㆍ박 수ㆍ이 무, 2006; Jangㆍ

Joung, 2007), 상방안(장원  외, 2007) 등 실무와 계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한 

획득기술의 성과 리 방법론에 한 연구(이재석ㆍ정태윤, 2009),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1) 방 사업법 제3조 (정의), 제20조 ( 충교역); 방 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충교역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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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윤희두, 2004)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충교역 계약은 무기체계 구매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기체계 구매계약 완료 

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충교역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본 구매 사업 계

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충교역에는 방 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

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각 군, 방 산업체 등 많은 기 들이 참여하기 때문

에, 계약 소요 기간이 길어질 요인이 많다. 실제로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있어서 충교

역 계약 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최근에 홍석수 외(2010)는 충교역 상과정의 향요인을 분석하 다. 그들의 연구

에 의하면 상과정은 참여주체인 방 사업청과 국외업체 주  여건  환경에 의해 

향을 받는다. 련 규정, 국외업체 국   국내 상 표자의 능력 등이 그 향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는 과학  분석을 통해 구체 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충교역 계약과정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기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충교

역 기술가치평가 련 자료들과 국방기술정보 리체계(DTiMS)2)에 등록되어 있는 충

교역 사업 정보들을 활용하 다.

실증분석은 충교역 계약과정의 분석결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

다. 가설은 총 6개를 수립하 으며, 이와 련하여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기본 구매사업의 규모와 사업 진행형태가 충교역의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2) 국방기술정보 리체계(DTiMS) :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국방 련 기술정보를 총 하여 리하는 체계를 말하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08년

에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 말 3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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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가설 설정

충교역 계약추진과정은 국외업체의 포함여부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국내 참여기 들의 상방안을 종합하여 국외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보내기까

지의 업무이고, 국외업체의 충교역 제안서 제출에서부터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업무가 나머지 단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충교역 사업별로 제안요청서를 보내기까지의 

업무 소요시간은 동소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범 를 국외업체의 제안서 

수 후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는 업무부터 계약 체결까지로 한정하 다. 즉, 계약 소요기

간은 방 사업청 련 부서에서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는 시 부터 최종 계약 체결까지

의 일수를 의미한다.

<그림 1> 충교역 업무 차

충교역 계약을 한 핵심사안은 사업별 30% 는 50%로 결정되는 용비율을 충

족시키는 것이다. 이 때, 충교역 가치 충족여부 단은 기품원과 국과연에서 실시하는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외업체 제안서의 내용을 토 로 평가를 실

시한다. 기술가치평가의 소요기간은 충교역 지침서에 따라 최소 3주로 주어진다. 1차 

평가에서 용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서 보완 후 가치평가를 다시 실시해야한다. 

충교역 용비율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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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치평가 련 업무가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결정 인 향을 다. 

이를 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6개 가설을 수립하 다.

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심으로 독일,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와 충교

역 계약을 맺고 있다(방 사업청, 2007). 이들 방산업체는 자국의 수출 규정에 따라 충

교역을 추진하게 되므로 기술 제공에 있어 제약 조건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 국

가별로 문화  특성, 제약 조건 등 충교역 상  계약과정에 임하는 특성이 다소 상

이하다(홍석수ㆍ이재석ㆍ정태윤, 2010).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1] 국외 방산업체의 국 은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다.

무기체계 구매사업 추진 시 그 형태는 참여하는 국외업체 수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 

는 단독 수의계약 방식 의 하나로 결정되며 이 한 충교역 계약 과정에 향을 

 수 있다.

특정 사업에 다수의 국외업체가 참여하여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게 되면 방 사업청

에서는 각 국외업체가 제시하는 무기체계의 성능, 가격, 도입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외업체들은 무기 매자로 선정되기 해 합리 인 가

격과 우수한 성능 등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충교역 

계약추진과정에서 상 으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반

로 단독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상에 있어 상 으로 난항을 겪을 가

능성이 더 높다. 국외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입장에서 상에 임할 수 있다. 즉, 우리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안이 없으므로 국

외업체의 상력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 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업체로부터 원하는 

수 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 요구 성능수 에 미치지 못하는 유사 무기를 구매하

거나 자체개발하는 방향으로 획득 략을 변경해야한다. 이는 곧 국익획득 감소 는 

산 증가, 자체개발의 실패 가능성 등 부정 인 향으로 이어진다(홍석수ㆍ이재석ㆍ정태

윤, 2010).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사업의 진행형태는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 은 함정, 항공기 등 무기체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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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화력 분야가 선진국 비 82%로 기술 수 이 가장 높고 항공 분야가 74%

로 가장 낮다(기품원, 2010). 충교역 제도가 국외업체로부터 선진 국방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 수 이 높은 분야의 사업은 충교역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 기술수 이 높은 경우 국내 방산업체 는 기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일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

을 상방안으로 제안요청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국외업체에서는 향후 경쟁 계로까지 

발 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업체에 핵심기술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 핵심

기술의 경우 자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의해 제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충

교역으로 제공하는 기술의 선택권을 국외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고려해야

될 요소가 증가하거나 단순 기술제공보다 더 고차원 인 력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에 필요한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외업체 입장에서는 핵심기술 제공을 피하

면서 충교역 용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을 제공하기 해 략 인 

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러

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 국방과학기술 수 은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충교역은 기본계약 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용

되며 경쟁 조건일 경우 구매 액의 50%, 단독 수의계약 방식일 경우는 30% 이상에 해당

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때 가치 충족의 기 이 비율(%)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

본계약 액에 따라 충족시켜야할 가치의 양은 달라지며, 이 역시 충교역 계약에 향

을  수 있다. 항공기, 함정 등 무기체계의 구입과 같은 규모가 상 으로 큰 사업의 

경우에는 충교역으로 이행해야 할 가치의 양도 클 수밖에 없다. 그 기 때문에 국외업

체의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매 액이 증가하면 충교역 의무 이행가치도 증가하여 보

다 많은 양의 기술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국외업체에서 제안한 기술의 가치는 기품원과 국과연에서 실시하는 기술가치평

가 결과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국외업체에서는 최  제안부터 가능한 한 많은 

양의 기술을 제공해야 충교역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일 수 있다. 그리고 충교역

으로 충족시켜야 할 가치의 양이 많더라도 수  높은 기술을 다수 제공하거나 많은 양의 

역구매를 제안한다면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들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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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기본사업 규모는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다.

[가설 5] 최  제안기술 수는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다.

방 사업청에서는 해당연도에 책정된 국방 산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 때 잠수함, 투기와 같은 완성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규모 사업의 경우 

1차, 2차, 3차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로 산 책정 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하며 충교역 계약 한 차수마다 체결한다. 

이처럼 동일 무기체계 분야에서 충교역을 연속 용하게 되면 국외업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범 가 차 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제안서 작성 

 기술가치평가, 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충교역 계약

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 사업 특성은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다.

2. 가설 검정

본 연구는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실증 분석을 하

여 기품원에서 실시한 기술가치평가 업무 련 자료들과 국방기술정보 리체계(DTiMS)

에 등록되어 있는 충교역 사업 정보들을 활용하 다. 한 국내 국방과학기술수 에 

한 자료는 기품원에서 발간한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활용하 다. 2006년 기품

원 개원 이후 기술가치평가를 최 로 실시하여 2010년 내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 수는 총 

2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사업 진행에 있어 외 인 경우 1건을 제외한 25개 사업

을 상으로 가설을 검증하 다. 기품원에서는 부품생산  창정비 분야의 기술을 평가

하고 국과연에서는 연구개발 련 기술을 평가하는데 기품원에서 가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그 외의 사업은 상에서 제외하 다. 최  제안기술 수는 국과연  기품원으로 

기술가치평가 의뢰된 기술 수의 합을 의미한다.

가설 검증을 해 국외업체 국 , 사업 진행형태, 계속 사업 여부, 국내 기술수 , 기본

사업 규모, 최  제안기술 수 등 6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기술가치평가 최  의뢰 시 에

서부터 최종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종속변수로 선정하 다.

국외업체의 국 은 총 25개의 사업  12개 사업이 미국 업체 고 그 다음으로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 업체 순이었다. 데이터  미국의 비 이 매우 크고 체 수도 충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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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상으로 통계분석을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단된다. 이

에 국외업체 국 은 미국과 그 외 국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 다. 한 사업의 

진행형태 측면에서는 경쟁구도로 진행된 사업이 6건이었으며 그 외 19개 사업은 단독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변수 역시 경쟁/단독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 처리하

다. 사업 특성에 해당하는 계속 사업 여부 한 더미변수로 처리하 으며 25개 사업 

 최 로 계약된 사업의 수가 18개, 이  구매사업에 이어서 계약이 체결된 사업 수가 

7개로 나타났다.

국내 국방과학기술수 은 각 충교역 사업별로 해당하는 무기체계 분야에 따라 그 

값을 용하 으며, 기본사업 규모는 값이 최소 1,000만 이상이므로 원본 데이터에 제곱

근을 용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보다 정확한 통계분석을 해서는 기본사업 규모보다 

사업별 충교역 목표가치 규모 즉, (기본사업 규모× 충교역 목표 비율)값을 용해야

하나 분석 상 사업들 모두 목표비율이 30%로 동일하 기 때문에 기본사업 규모를 그

로 사용하 다. 그리고 최  제안기술 수는 해당 사업에서 국외업체의 최  충교역 

제안서 상 기술 수를 독립변수로 용하여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계약소요

기간은 기술가치평가 최  의뢰 시 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소요일수를 데이터로 활용하

다. 다음 <표 1>은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계약 소요기간과 각 독립변수들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해서 다

공선성을 진단하 다. 다 공선성이란 3개 이상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로서 다 공

선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독립변수들 간에 상 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

립변수들 간에 다 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추정된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

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므로 다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최

희곤, 2009).

다 공선성의 정도를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이다. 일반 으로 VIF값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변수가 다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다 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가 2개 이상 

존재한다고 나타날 경우에는 VIF값이 가장 높은 변수를 제거하거나 는 회귀모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변수를 포함시키는 신 상 으로 요도가 낮거나 변수값 산

출이 어려운 변수를 제거하여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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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비고

국 - - - -
1 : 미국

0 : 그외

사업 진행형태 - - - -
1 : 단독

0 : 경쟁

사업 특성 - - - -
1 : 계속

0 : 최

기술수 78.64 4.45 72 85

기본사업 규모 11262.64 10644.33 3516.04 45443.97

기술 수 7.28 9.17 1 36

소요기간 191.08 134.03 41 630

<표 1>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Ⅲ. 연구결과  토의

1. 연구결과

독립변수 6개와 종속변수인 계약 소요기간과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
소요

기간
국

사업

진행형태
사업 특성

기술

수

기본사업 

규모
기술 수

소요기간 1

국 .106 1

사업 진행형태 -.255 -.022 1

사업 특성 .290*** -.064 .350** 1

기술수 -.071 .006 .233 .358** 1

기본사업 규모 .519* .060 .238 .465** -.327*** 1

기술 수 .466* -.190 .122 .337*** -.355** .880* 1

* p<0.01, ** p<0.05, *** p<0.1

<표 4> 변수 간의 상 계수

6개의 독립변수  사업 특성, 기본사업 규모, 최  제안기술 수가 계약 소요기간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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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본사업 규모가 가장 강한 상 성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기본사업 규모는 최  제안기술 수와 매우 강한 정(+)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국외업체에서 충교역으

로 많은 기술을 제공했다고 단할 수 있다. 사업 특성은 국 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과 모두 약한 정(+)의 상 성을 보이며 해당 무기체계 분야의 국내 기술수 은 기본사업 

규모, 최  제안기술 수와 약한 음(-)의 상 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술수 이 낮

은 분야일수록 련 구매사업의 규모가 크고 국외업체의 최  제안기술 수도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구매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하부 시스템이 아닌 완제품 형태의 무기체

계가 구매 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 기술수 이 낮은 분야일수록 완제품을 구매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단할 수 있다.

다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 선택은 단계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3>과 같다. 다 회귀분석에서 “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은 ‘여러 독

립변수  하나라도 유의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정 해, 2008), 본 연구의 경

우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 진행형태 2개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선성 검

증에서는 변수들 간의 공차한계가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6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항목 B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F
유의

확률
R2 Adj R2

공차한계 VIF

(상수) 197.67 4.319 0.000 - -

8.028 0.002 0.422 0.369기본사업 규모 0.008 3.685 0.001 0.943 1.06

사업 진행형태 -123.45 -2.405 0.025 0.943 1.06

<표 5> 다 회귀분석 결과

분석결과, 기본사업 규모가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본사업 규모가 클수록 충교역 

계약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사업 진행형태는 계약 소요기간에 음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여 다. 상 분석 

결과에서는 사업 진행형태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결

과에서는 유의한 음의 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독 수의계약 방식으

로 진행되는 경우의 계약 소요기간이 경쟁 입찰 방식보다 더 짧음을 의미한다. 가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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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정(+)의 계를 보일 것으로 측했던 것과는 반 되는 것으로, 경쟁 입찰 방식인 

경우 추가되는 업무량으로 인한 소요기간이 체 계약 소요기간 증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총 데이터  경쟁 입찰 방식의 사업이 6건으로 24%에 

불과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 이 존재한다.

체 회귀모형은 통계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모형의 R2

값은 0.422, 수정된 R2값은 0.369로 회귀모형이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해 36.9%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에서 6개의 

독립변수 외에 다른 요인들이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2. 토의(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충교역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그 소요기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

계분석을 통하여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통해 충교역 계약 시 지연이 발생

하는 원인을 악하여 사 에 비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여

기서 지연이라함은 계획 비 업무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본 연구의 기 에

는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지연 발생을 사 에 차단하고자 하는 기본 제

가 있다. 이 기본 제를 통해 체 충교역 계약 업무를 단순화시켜 연구를 진행하

으나 실제로 계약 업무의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서로 얽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에서 필연 으로 한계 을 가지게 되었다.

한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체 계약 업무과정을 거시 인 측면에서 검토하

여 추출된 것으로 보다 구체 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은 앞서 언 한 한계 과 일맥

상통한다고 단된다. 즉, 거시 인 측면에서 추출한 독립변수들을 활용하여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가 실무  차원 는 상식  수 에서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이며, 통

계 으로 검증해본 것에 그쳤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기본 인 한계로 단된다.

분석 상 데이터의 수가 25개로 통계분석을 한 최소 수 은 만족하지만 충분하지

는 못했다는 과 독립변수 개수 등의 측면은 본 연구의  다른 한계 이다. 기품원 개

원 이후 ’06∼’10년에 체결된 충교역 사업은 총 55건이나 본 연구에서는 반에도 미치

지 못하는 25개 사업을 상으로 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그리 높지 못하다고 단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련 문헌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업 수 

 독립변수를 추가 확보하여 설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좀 더 실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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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에서 계약 업무를 분석하여 독립변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통계분석을 거쳐 

계약업무에 필수 인 요소와 그 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가 인 요소를 도출

해낸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무기체계 분야, 국외업체별 특성, 국내 사업 

담당자간의 특성 등 보다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반 시킬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과도하게 짧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상이 지지부진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인지 등 지연의 주요인으로 도출되는 요소들을 

변수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다 회귀분석 신 변수 간의 인과 계에 

한 추론을 용이하게 해주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이 역시 추후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방 사업 리규정상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있어 기본계약 체결 에 충교역 합의각

서가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충교역 업무는 체 계약 로세스 진행상 그 

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련하여 충교역 업무 차  국외업체

에서 제안한 내용의 기술가치평가 업무에서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

을 상으로 하여 그 향요인을 도출하 다. 이를 해 국외업체의 국 , 사업의 진행

형태, 사업 특성, 기본사업의 규모, 최  제안된 기술의 수, 국내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

학기술수  등 6가지 독립변수를 설정하 으며 이에 련한 가설을 수립, 검증하 다. 

가설의 검증을 해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기본사업 규모

와 사업 진행형태가 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규모가 크고 경쟁 입찰 방식의 사업인 경우 계약 체결에 상

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충교역 업무의 핵심 과정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로 제

시된 향요인은 향후 충교역 계약과정에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충교역은 국제 무기체계 교역 분야에서 지속 으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충교역에 해 국내외 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충교역 업무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통계분석을 통해 실무에 기여할 수 있

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새로운 시도 으며 그 자체로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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