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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위사업  원가산정 업무를 민간 용역기관에 아웃소싱한지 4년이 경과되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다소 향상되었

지만, 용역기관이 원가산정한 결과를 공무원이 다시 검토하는 등 시간과 비용만 더 든다는 부정적 시각도 일부 존재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여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해 중요도에 따른 리스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향후 원가산정 아웃소싱간 사전 리스크 관리

를 함으로써 적정 원가산정으로 원활한 군수품 조달로 군 전투력 향상,  방산업체 적정 이윤 보장 및 국방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ABSTRACT

It has been four years after outsouring to private outsourced institute about calculating the costs on defense industry 
was commenced. Although the objectivity and reliablity has been improved somewhat, there were also a negative view 
of spending more time and money such as a costing official re-calculates the costs on the results by out-sourced 
institute. Therefore I want to study on countermeasure about the risk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by analysing a 
priority with deriving susceptible risk factors from the  outsourced institute’s conduct of calculating the costs in 
defense industry through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defense budget, a 
guarantee of the reasonable profit for defense suppliers and the improvement the effective strength of an army with a 
smooth supply procurement by managing the risks in advance about the conduct regarding to the outsourcing for 
calculating costs on defense materia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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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은 방산비리 예

방조치로 2011년 원가산정에서 원가검증 위주로 전환

되었다. 원가산정 인원조정으로 원가산정 업무과중에 

따른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아웃소싱 필요성이 제

기되어, 2012년 방위사업 원가관리 신뢰성과 객관성 향

상을 위해 원가산정 및 정산업무를 민간 전문가를 활용

한 아웃소싱 5건을 최초 시행하였다.

최근 방산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원가산정 아웃

소싱을 확대 시행하였으나, 용역기관 원가산정 결과를 

공무원이 추가 검토하여, 원가산정 소요기간 증가 및 

국가예산만 낭비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의

견이 제기되어, 4년간 시행결과를 분석할 시점에 도달

하였다. 연구목적은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중요도가 큰 리스

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향후 방위사업 원가산

정 아웃소싱간 활용하고, 유사분야에도 활용함에 따라 

원활한 군수품 조달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방

산업체는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국방 예산절감에 기여

하기 위함이다. 연구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예정가격 작

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표 1과 같이 방사

청에서 원가산정 업무 중 외부 용역기관을 통한 아웃소

싱이며, 제조원가계산으로 한정한다.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관련 유사자료, 국회 

및 언론제기내용, 방사청 최근 4년간 수행한 아웃소싱 

실적 및 용역기관 평가결과 분석, 조달청, 원가관리협

회,  주요 선진국 사례 비교 및 전문가 그룹 설문‧심층

면접을 통한 의견수렴(4회) 리스크요인 식별․분석하

여 리스크 요인별 대응방안을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Table. 1 Out-sourcing Status of Calculating Costs in DAPA

Year
Total 2012 2013 2014 2015

220 (Cases) 5 35 60 120

25 (100 Mil.Won) 0.5 4.6 6.2 13.7

Ⅱ. 이론적 배경

2.1. 정부원가계산 제도 개요

정부원가계산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국가계약 제도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회계원가계산의 결

과물로 제시되는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초로 사용되며, 이러한 가격은 결국 국가예산 집행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1]. 계약을 하기 전에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정가

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는 가액이다. 

예정가격 작성 우선순위는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

우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표 2 참조), 

③ 실적공사비, ④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이다.

Table. 2 Cost Structure in Detailed

Profit

Calcu
lated 
Price

G &A

Total
Cost

Indirect Material
Indirect 

Cost
Manufa
cturing 
Cost

Indirect Labor

Indirect Others

Direct Material

Direct CostDirect Labor

Direct Others

방산물자는 일반적인 시중의 물품과 달리 정부의 계

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며, 원가

(Cost)는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적 가치의 화폐

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원가계산에서의 원가는 공공

성 측면에서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적

정단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국계법시행규칙 제9조

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이 정한 요건1)을 갖춘 원

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 ①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②  학교의 연구소  ③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

인  ④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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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조달 및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

는 경우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국방부령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방산

물자는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예

정가격은 국방부령에 따라 별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방식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소요

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종사하는 산업이며, 국방 

무기체계와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통하여 수행

하는 모든 사업을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적의 공

격이나 침략으로부터 막기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경영하

는 것이다. 이를 군사적 의미로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물자, 용

역 등의 획득과 이를 개발,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청에서는 국방부 시행규칙을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2.2. 국내외 사례분석[3]

미국은 계약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

방계약관리본부(DCMA)와 회계·재무업무에 대한 자문 

및 국방부에 필요한 계약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계

약감사본부(DCAA)로 구분된다.

국방계약관리본부는 국방부 산하의 지원기관이며 

방산원가관리만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계약관리와 

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방계약감사본부는 구매 및 계약업무를 담

당하는 국방부 기관에게 계약 등에 관한 회계·재무 업

무에 대한 자문 등 여러 가지를 수행하지만, 계약원가

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방 예산

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주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국방부 자문기구는 군사시설비용과 지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 개혁의 주된 내용으로 민영화 및 

아웃소싱을 하도록 추천하였지만, 외부 아웃소싱보다

는 정부자체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원가계산

서 작성 책임이 업체에 있고, 정부는 업체가 작성한 원

가계산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가

격을 작성하는 원가산정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영국은 경쟁계약을 통한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경

쟁을 통한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협상을 통해 비

경쟁계약을 체결한다. 원가산정은 업체와 CAAS(Cost 

Assurance Service)의 원가담당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다. 사후원가 검증을 통해 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

도를 검증하고 이후 계약 시 활용되며, 계약 후에는 

CAAS의 가격보고서 내용이 업체에 공개된다. 원가검

증에 있어 국방획득군수본부(DE&S)가 분석한 결과를 

외부 컨설팅 업체의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제출자료를 

검증하는 등 아웃소싱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하

고 있다. 

국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간 거래실례가 자료 

제출 시 일부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가격자료를 제출하

여 오도된 가격으로 계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

다. 또한 수의시담을 통해 평균 20~30% 이상의 가격을 

부풀려 원가를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주용역을 통해 가격자료 조사, 검증을 수행케 

하여 적정한 가격을 추정함으로써 가격의 신뢰성을 제

고하고자 가격검증체계를 구축하였다[5]. 원가계산가

격 검증은 조달업체에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조달

청은 검증기관에 원가계산 검증을 의뢰하여 세부 비목

별 검증 및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증결과를 예정가

격 또는 협상기준가격작성에 활용한다. 

2.3.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추진

아웃소싱은 조직의 특정업무와 기능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자원을 핵심역

량에 집중해 경쟁력과 성과를 확보하는 경영혁신활동

을 의미한다[3]. 외부용역은 식당, 경비 등 일부 업무부

서를 회사 형평상 폐지하고 이를 외부 용역화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특정업무의 이전으로서 경제적 동일체로

서 이전되는 영업양도와 구분된다[4].

방사청은 2011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통해 “방위

사업의 원가검증 아웃소싱 방안 연구” 정책연구를 실시

하여, 2012년 원가계산 아웃소싱 5개 사업을 최초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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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까지 220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50개 

사업을 선정하여 아웃소싱을 추진 중에 있다. 아웃소싱 

추진절차는 추진계획 수립 → 대상사업 선정 → 입찰공

고 → 제안서 접수/평가 → 보안 측정 → 계약 체결 →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 순이다. 원가분석팀은 제출

한 결과물을 최종 검토한 후 예정가격을 건의하게 된다. 

대상사업 선정은 요구금액 5억원 이상인 품목이면서 5

억원 이상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2개 이상인 품목을 우

선 추천하고 있으며, 집행시기, 원가산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선정한다. 

2.4.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간 리스크

리스크란 “어떠한 기회에 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주거나 또 건축물, 설비 등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는데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말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실이 금융기관의 자본이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 위험(Danger)과는 달리 리스크를 수용

하여 적절히 관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되

는 불확실성”을 말한다[4]. 김한경(2012)은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그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해

결해야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 또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나 조치, 

위험 계획, 위험 식별, 대응방안 수립,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표 3은 리스크 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

시한 리스크 관리 절차이다[5-7].

Table. 3 Risk Management Procedure

Separ
ation

Flanagan &
Stevens(1990)

Fellows
(1989)

Al-Bahar & 
Crandall(1990)

1
Risk 

identification
Risk 

identification
Risk identification

2
Risk 

classification
Risk 

quantification
Risk analysis & 

evaluation

3 Risk analysis
Risk 

allocation
Risk management

4 Risk response
Risk 

response
System 

administration

Ⅲ. 연구방법

브레인스토밍이란 뇌에 폭풍을 일으켜서 어떤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고요한 두뇌에 마치 폭풍이 

일어나 아이디어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델파이(Delphi)라는 이름은 고대 희랍

신화 중에서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을 하였다는 아폴로

(Apoll) 신전의 소재지인 희랍의 옛 도읍지 명칭을 따른 

것이다. 델파이 기법은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

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

리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8].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는 1970년대 초

반 미국의 T.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

정방법이다. 전문가적 판단 또는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 상황에 적합하다.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동시에 반영 가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

켜야할 요소와 계층 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며, 수평

적 요소간 정량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전문

가들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화 할 수 있도록 1 : 1 쌍대비

교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간 

리스크요인을 식별하는 것으로 연구설계는 표 4와 같

이 관련 문헌조사, 설문 대상자 선정, 전문가 그룹 선

정, 델파이기법 3회의 설문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식별

해서 AHP기법에 의한 리스크 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

하여, 타당성 검증 및 리스크 요인별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Table. 4 Research Progress Step 

Step 1 : Advanced research Step 2 : Case study research

• Policy research /Thesis
• Academic services
    / Internal material

⇒

• Analysis on cases in 
DAPA 

• Analysis on cases in 
Other administrations

⇓

Step 4 : Risk identification Step 3 : Expert interview

• Risk identification and 
setting the Priority

  → Solution for Risk 
control management

⇐

•Delphie  survey(3 times)
•AHP technique survey(1)  
  - DAPA, Outsourcing 

institute
  - Defense company’s 

costing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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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리스크요인 

송호준 등(1997)은 용역기관 전문성, 연구수수료 구

분 및 지역내 의뢰방안 제기, 정부 용역원가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11년 방사

청 용역연구를 통해 공증받은 원가계산서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원가로 확정하되, 업체와 공증기관간 유

착, 방산업체내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을 제시하였다. 방

사청 아웃소싱 추진실적 분석결과 협력업체 원가검증, 

군 비밀자료 열람제한 등을 제기하였고, 국회 손인춘‧

정희수 의원은 회계법인과 방산업체간 유착, 기업의 노

하우 유출 및 용역기관에 대한 로비 우려, 아시아경제

신문(’14. 9. 24.)은 회계법인과 방산업체간 유착, 업체

의 원가정보 유출 우려, 주간동아(’16. 1. 18.)는 원가업

무 아웃소싱으로 방사청 출신 퇴직자들의 개입 가능성

을 우려하였다. 설문조사 전 아웃소싱 관련 각종 연구

논문 및 세미나 자료 등을 통해 자체 리스크요인 4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4.2. 델파이 기법 활용

설문조사 대상은 아웃소싱을 발주하는 방사청 공무

원 및 군인, 아웃소싱을 직접 수행하는 민간 용역기관 

회계사 및 연구원, 아웃소싱 대상인 방산업체 원가담당

을 각 10명씩 총 30명을 선정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제시된 45개 리스크 요인을 참고하

여 유사항목 통·폐합, 불필요항목 삭제 및 필요항목을 

추가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에게 요구하였다. 2015

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간 소요되었으며, 

설문방법은 직접방문, E-mail을 이용하였으며, 설문회

수율은 30명 중 27명이 회수되어 90%를 나타냈다. 설

문조사결과 3개 요인 삭제, 6개 요인 통․폐합시켜 최

종 36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리스크요인 중요도를 리커트(Likert) 

5점 척도 측정 및 적정성을 재검토 요구하였다. 설문조

사는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10일이 소요되었으며, 

설문방법은 동일하며, 설문회수율은 97%를 나타냈다. 

설문조사결과 중요도에서 3.0미만의 리스크 요인은 15

개, 3.0이상과 3.5미만은 16개, 3.5이상 및 4.0미만은 4

Analysis on Outsourcing risk factors in calculating costs in defense industry

Preparation support for outsourcing
in calculating costs

Performance ability of 
Outsourcing institute

Performance for calculating costs properly

Inadequate 
planning of 
outsourcing

Unsatisfactory 
selecting for 
Out sourcing 

institut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 

support

Lack of 
expertise in 
outsourcing 

institute

Limit  ablilty to 
abtain the proper 

cost data

Vague 
responsibility 
of outsourcing 

institute

Lack of 
integrity 

caused by 
alliance

Lack of costing 
environment

•Improper 
Outsourcing 
planning 
(Function, class, 
time etc)

•Non reflection 
of plannedBudget 
Allocation and 
mid-long term 
planning 

•Improper 
selection of 
oursourcing 
projects

•Insufficient 
check for 
proposal, 
evaluation 
criteria, 
qualification
•Lack of 
selection for 
proposal 
evaluation 
member and 
expertise

•Limited cost 
verification for 
sub-contractor
(legal, object)

•Delayed costs 
by 
administrative  
lead time 
(bid~contract)

•Improperly 
calcualted 
service fee

•Lack of 
requirement and 
distinguish for 
contractor’s 
costing data 

•Inadequate and 
overlap for 
utilization of 
outside 
experts•Lack 
of expertise in 
outsourcing 
institute 
(member, tool 
etc)

•Untimely 
support for 
baseline costing 
data by the 
government

•Inadequated 
sharing of cost 
information by 
limited access to 
government 
system

•Lack of linkage 
to the coninuity 
of the long-term 
project’s costs

•Vague 
responsibility 
coverage of 
out sourcing 
institute 

•Lack of 
independence 
of outsourcing 
institute 

•Insufficient 
control and 
superintendenc
y to the 
outsourcing 
institute

-Corruption by 
alliance 

•Between 
contractor 
and out 
-sourcing 
institute 

•Between 
seniors and 
juniors in 
military 

•External 
leakage of 
contractor’s 
secret by outs 
ourcing 
institute

•Limited 
acquisition of 
costing data due 
to the secret 
material in 
military and 
contractor  

•Lack of time to 
calculate costs 
properly

•Lack of 
contractor’s 
active 
cooperation 
and supprot

Table. 5 Hierarchical Construction of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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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0이상은 1개 요인이 있었으며, 불량에 해당하는 

2.0미만의 요인은 없었다. 또한 제시한 36개 평가항목 

중 9개 요인을 통합시켰으며, 2개 요인 삭제로  최종 25

개 리스크요인을 선정하였다. 이중 리커트 척도 3.0점 

이하인 7개 요인 중 5개 요인은 유사항목에 통합 후 삭

제시켰고, 독립적인 2개 요인은 유지하였다.

3차 설문조사는 25개 리스크 요인을 대‧중‧세부분류

로 계층화시켜 ① 각 요인별 리스크 요인의 적절성 최

종검토,  ② 리스크 요인의 그룹핑과 각 그룹간 리스크 

요인 묶음의 적절성을 요청하였다.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이 소요되었으며, 설문방법은 동일하며, 

설문회수율은 93%를 나타냈다. 설문조사결과 계층화

구조는 중분류에서 일부 조정하였고, 리스크요인이 유

사한 2개 요인을 통합시켜 최종 23개 리스크요인을 표 

5와 같이 확정하였다.

4.3. AHP 기법 활용한 리스크요인 우선순위 선정

본 연구에서 AHP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설문자의 일관성을 검토하여, 리스크 요인별 가

중치를 산정하였다. AHP 기법의 조사 대상자는 지금

까지의 연구과정을 이해하고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

소싱 관련, 방사청, 용역기관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각 20명씩 6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월 5일부

터 2월 16일까지 11일 소요되었으며, 설문방법은 동일

하며, 설문회수율은 60명 중 58명이 회수되어 97%를 

나타냈다.

미국의 T. Saaty는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으

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Ratio, CR)가 0.1 이하일 

것을 제시하였고, 0.2이상일 경우는 일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HP 설문 대상자들이 

AHP 기법 이해도가 낮고, 평소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

에 0.2미만으로 하였다. 설문결과 개인별 일관성 지수

가 0.2 이상(대분류 기준) 11명의 설문지는 배재하였

다[9].

4.4. 종합분석

대분류 3개 그룹에 대한 가중치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3개 항목을 1.0000기준, 적정한 원가산정 수행이 

0.4897로 발주자, 용역기관, 방산업체 모두 가장 중요하

다고 판단하였으며, 용역기관 수행능력 0.3384, 원가산

정 아웃소싱 준비 지원 0.1718 순으로 분석되었다.

Fig. 1 Weighting Analysis Result in Big Class

중분류에 대한 3개 전문가그룹 가중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3개 그룹 모두 8개 항목 중 용역기관 책

임한계 불명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 원가산정 여건 미흡 순으로 나

타났다. 특히 발주자인 방사청은 용역기관 전문성 부

족을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본 반면, 용역기관 및 방

산업체는 용역기관 책임한계 불명확을 가장 큰 리스크

로 판단한 것이다.  방위사업 원가계산 아웃소싱을 수

행할 때 리스크 관리를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있다.

Fig. 2 Weighting Analysis Result in Middle Class

세부분류 3개 전문가그룹 가중치 분석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Fig. 3 Weighting Analysis Result in Particular(smal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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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항목 중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 업체 원가자료 제출요구 및 

식별능력 부족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중치가 낮

게 도출된 항목은 적정 용역수수료 산정‧지급 미흡, 소

요예산 편성 및 중장기계획 미반영, 아웃소싱 적정 대

상사업 선정 부적정 순으로 나타났다.

4.5.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 등 23개 리스크요인 중요도

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설문조사 중요도와 AHP 기법 설문조사결

과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중요도 4.0이

상인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은 AHP 설문

에서도 전체 리스크요인 1위로 나타났으며, 3.5이상인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 적정 원가산정 소요기간 

부족은 AHP 설문결과 2위, 4위로 분석되는 등 상위 5

개 중 4개가 일치된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설문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각 관련기관의 전문가 그

룹의 AHP 기법 설문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요

도 상위 5개 요인을 전문가 그룹별 설문결과와 비교해 

보면, 발주자 및 방산업체는 4개, 용역기관은 전부가 

일치되었음을 볼 때 본 설문의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

고 본다. 셋째, 방사청의 4년간 추진실적 분석 보고서

를 보면 제한사항으로 제시한 내용과 연구자가 분석한 

리스크요인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

고 본다.

AHP 기법을 통해 식별된 23개 리스크 요인의 우선

순위를 분석하여 상위 5개의 대응방안을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

대상업체는 공증을 받아 원가자료 제출, 용역기관의 

원가산정 결과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 

및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원가산정 전담기관을 출연

기관으로 별도 설치 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

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

용역기관 및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역기관 자격요건심사를 강화해서 능력이 부족한 기

관은 사전 탈락시켜야 하며, 기재부에서 승인한 한국원

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의 자격요건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선정된 용역기관은 계약체결과 동시 원가‧

계약‧ IPT 및 용역기관 원가담당이 3~4일간 소집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 

3) 업체 원가자료 제출요구 및 식별능력 부족

업체 ERP시스템, 방사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국세

청, 관세청 시스템을 연동시켜, 원가자료를 입체적으로 

확인한다. 방사청 IPT에서 관리하는 EVMS(Earned 

Value Management),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비용분석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 적정 원가산정 소요기간 부족

정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일정을 고려, 6월 중순까지

는 원가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역기관 선정

기간을 대폭 줄이고, 입찰공고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

시키고, 사전 보안평가를 받아 제안서 제출 시 동시제

출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5) 용역기관의 독립성 보장 미흡

방사청 원가담당공무원의 과도한 원가산정 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원가관리체계 페러다임을 원가산정

에서 원가검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 원가검증 제한(법령, 대상)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원가공정화법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협력

업체 원가검증 책임은 체계업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군 업무자료 및 업체 원가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중

요한 핵심내용은 철저히 보안유지해야 한다. 군·공직 

선후배간 유착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

가산정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군 전역(퇴직)과 동시 2~5

년간 한시적으로 선발‧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식별된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은 향후 아웃소싱간 리스

크를 사전 적절히 관리함에 따라 적정 원가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웃소싱을 통해 방산비리를 예방할 

수 있고,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국

방사업 유사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Ⅴ. 결 론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간 발생한 리스크

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지만 리스크요인을 발

굴하여 관리한 노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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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종 문헌연구 등 선행연구를 

통해 최초 45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였다. 

관련분야 전문가 그룹 30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

을 이용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개 요인으

로 확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그룹 60명을 대상으로 

AHP 기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요인 상호간 우

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 3개 항목 중 적정한 원가산정 수행, 용역기관 

수행능력, 원가산정 아웃소싱 준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한 원가산정에 최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할 주

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분류 8개 항목 중 용역기관 책임한계 불명확, 용역

기관 전문성 부족, 원가산정 여건 미흡 순이었다. 세부

분류 23개 요인 중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의 가중치

가 0.1356으로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 업체 

원가자료 제출요구 및 식별능력 부족 순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

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간 원가산

정 아웃소싱 준비 지원 간에는 용역기관 선정 제안요청

서․평가기준․자격확인 등 미흡을, 용역기관 수행능

력에서는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을, 

적정한 원가산정 수행에서는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

범위 불명확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쳐 얻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원가산정 아웃소싱 제도도입 이후 양

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모두가 구두로만 문제가 있다

고 제기한 내용을 최초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였다. 

둘째, 연구한 리스크요인은 현재 방사청에서 매년 용

역기관을 선정해 아웃소싱을 수행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명분 하에 

비밀사업 등으로 금기시한 방위사업 원가산정 분야

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계약종류, 계약방법별로 구

분하여 리스크요인을 분석하거나 발주자, 용역기관 또

는 방산업체 입장에서 본 리스크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는바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위사업 

원가산정 리스크 요인별 대응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 법령체계 하에서 공무원이 원가산정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기관은 방사청이 유일

하다.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 원가산정 업무를 전담하는 

출연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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