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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강화로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요 약]
최근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민 복지증진 공약 이행과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는 방위력 증강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보라매·차기 호위함 사업 등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해 국방 분야는 향후 5년간 최대 17조원의 국방예산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최근 국방부는 2014~2018년까지 총 214조원의
국방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재정운용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최근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 중산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2조원의 증세(안)을 발표하
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방예산 효율화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국방 전력소요 검증, 국방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현행 타당성제도의‘경제성 분석’
이 강화되어야 하며, 동
분석의 세부 요소에 대한 제도개선이 유효한 대안임.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무기개발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기능 강화’
를 위해서는 시장성과 해외시장 분석,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성 요소의 세부 항목을 분석항목에 반영해야 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의 계량화 결과가 타당성 분석에 반영되도록‘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및‘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경제성 분석 강화를 통한 국방사업 타당성제도 개선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는
정부예산 절감효과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의 효과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방위산업은 국방비 증가에 의존했던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향후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방부문은 국민 세금의
‘소비자’
에서 향후‘생산자’
로 전환될 것임.

□ 방위력 개선을 위한 대규모 무기 획득·구매사업 크게 증가
국방부의 노후 무기의 대체 및 신규 전력 증강을 위한 대규모 무기 획득 및
구매사업1)에 대한 수요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 8조 3,000억원, 보라매 사업 14조~18조원, 해군
호위함 및 잠수함 사업 9조 5,000억원 이상, 전술정보통신 체계사업 5조
5,000억원 등 5조원 이상의 초대형 사업 수요가 폭주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전술 차량, 차기 다련장 사업 등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도
다수 추진되고 있음.
특히, 도입된 무기는 장기간의 정비 및 운영유지비2)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초
기 무기 도입 단계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무기의 도입 운영에 따른 관련 인건비, 시설 및 장비비, 연료비, 정비비 등의
비용은 구매비용의 100~200%를 차지하며, 이들 운영유지 비용은 획득
비용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국방비에 큰 영향을 초래함.
<표 1>

주요 무기구매 및 획득 사업(예)
단위 : 억원

항공우주

지상

해상

사업명

사업유형

총 사업비 규모*

차기전투기(F-X) 3차

해외 구매

83,000

재입찰

보라매

국내개발 및 생산

140,000~180,000 이상

타당성 재검토 중

대형 공격헬기

해외 구매

18,000

기종 확정

소형 무장헬기

국내개발 및 생산

40,000 이상

민·군 겸용 연계 검토 중

차기 군통신위성 시스템

국내개발 및 생산

15,000~27,000 내외

위성체 수입 계획

지대공 유도무기

국내개발 및 생산

20,000 이상

공중급유기

해외 구매

7,000~15,000 내외

차기 장갑차

국내개발 및 생산

20,000 내외

차기 다련장

국내개발 및 생산

40,000 이상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국내개발 및 생산

55,000 내외

소형 전술차량

국내개발 및 생산

10,000 내외

차기호위함 및 잠수함

국내개발 및 생산

95,000 이상

비 고

계열화 포함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운영유지비용을 제외한 개발 및 생산비 또는 해외구매비용만 계상.

1) 여기서의 획득사업이란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
사업이란 필요한 무기를 해외로부터 직수입하는 것을 의미함.
2) 항공기의 경우 최초 도입 후 운영유지 기간이 최소 30~40년이며, 무기의 개발에서부터 양산, 운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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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국방예산 절감 필요
박근혜정부는“국민행복 10대 공약”중 복지증진을 위해 향후 5년(2013~
2017)간 총 134조 5,000억원의 신규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3)한
바 있음.
- 이러한 공약 달성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낭비는 줄이고 효율
성을 높임”
으로써 매년 약 27조원의 신규 재원을 확보해야 함.
- 복지예산 확보의 핵심은 정부예산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 그리고 세제개
편 등 정부예산 집행 및 확보의 효율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세수 증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체납 및 탈루소득 추징 등
을 추진4)중임.
국방분야는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 부문의 세부항목 2개항(재량지출
7% 일괄 축소,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이 대상분야임.
-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 부문은 지출구조 조정대상 7% 추가 감축, 기
타 지출절감(재정융자의 이차보전 방식 전환)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그동안 국방비는 정부예산의 10% 수준에서 비례적으로 증가하
여 왔으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예산의 30% 수준에서 책정되어 왔음.

<표 2>

국방예산 감축 예상 규모(2013~2017)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4.3

36.2

37.8

39.4

41.2

188.9

재량 축소

2.4

2.5

2.6

2.8

2.9

13.2

실효성
점검대상

0.7

0.7

0.8

0.8

0.8

3.8

소 계

3.1

3.3

3.4

3.5

3.7

17.0

국방예산(추정액)

국방예산
감축액

자료 : 기획재정부(2013),「나라살림」통계 DB 참조 산업연구원(KIET) 작성.

기간을 포함한 총 운영주기(Product Life Cycle)는 최소 45년에서 최대 60년 정도임.
3) 향후 5년간의 복지예산 재원 조달 방안으로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
지행정개혁(10.6조원), 공공부문 개혁(5조원)을 제시한 바 있음(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홈페이지,
2013. 2).
4) 최근 전직 대통령의 세금체납에 따른 친인척 재산추적과 검찰수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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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방분야는 2013년 3조 1,000억원(재량축소 2조 4,000억원과
실효성 점검 대상 7,000억원)을 포함,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예산감축
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의 무기구매 및 획득 사업을 포함, 향후 5년간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h표 1i
(2014~2018)의 국방비로 214조 5,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음.
- 이 규모는 연초에 예상했던 기획재정부의 동일 기간(2014~2017) 추정
액 대비 약 10조원 상향된 것임.

□ 정부는 수년간 방위력 개선사업 중심의 국방예산 효율성 제고 노력
그동안 정부는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특히 노
무현 정부는 국방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을 분리한 바 있음(2006).
- 방위사업청은 개청 후 사업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업체 간 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무기구매 예산 절감에 주력했음.
·또한 해외구매 시에는 직거래 방식 도입으로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전력소요 검증 및 사업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음(2010).
- 이와 함께 청와대 산하의 미래기획위원회는“국방산업 발전 2020 전략”
을 수립,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국방예산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함.
‘2020 전략’
에서 제기된 국방 전력소요(무기수요)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
적·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방부 주도로‘국방 전력소요 검증위원회’
가 출범
하였음(2010. 12).
- 동 위원회는 민·관·군·연이 참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무기소요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 및 민간 전문연구기관이 공동 참여
하고 있음(KIDA(한국국방연구원), KIET(산업연구원), DTaQ(국방기술
품질원)).
-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방 전력소요 검증위원회의 주 역할은 합참에서
제시된 무기소요에 대한 적절성(수량), 작전요구성능(ROC)의 합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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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위사업 흐름도와 사업타당성 분석 제도

무기소요 결정: 합참
(JSOP/A-7년)

사업계획 수립: 방사청
(중기계획서/A-6년)

무기소요 검증: 국방부
※ 소요분석단
KIDA-KIET-기품원

예산편성: 기재부
(예산서/A-1년)

사업타당성 검토
※ KIDA

주 : A는 사업 착수시점을 의미.

능), 사업 간 중복성과 대체성, 도입시기의 적절성(시기) 등을 검토함으로
써 제기된 무기수요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예산 집행의 직전 단계에서는 방위사업청 주도로‘국방 사업타당성 조
사’
를 실시하여 대상 무기의 합리적 구매와 획득방안 제시를 통한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주요 대상 사업은 정부예산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무기의 획득사업임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1).
종합하면, 국방부 설립 이래 최초로 민간 참여에 의한 무기소요의 필요성, 적
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종합시스템이 구축되었음.
-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방부는 무기사업 추진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국방 전력소요 검증위원은 총 19명으로서 5명의 민간 교수, 민간 정부
출연 연구원(KDI, KIET), 국방부 및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됨.
- 뿐만 아니라 국방 전력소요 분석 과정에서‘전력소요분석단’
에 의해 민간
의 시각이 반영되어 상당한 규모의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011년과 2012년에 이루어진 15개 분석 사업 중 소요가 과도한 것으
로 평가된 장갑차, 탄약운반차 등의 소요량 축소 등을 통해 국방예산을
절감함.
·2013년에는 자주도하장비 등에 대한 소요 재조정 등으로 예산효율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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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타당성 분석 시‘경제성 요소’
의 미반영으로 국방예산 효율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
그러나 이들 국방 관련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5)의 초점은 국방력 유지 및 확
충 위주의 분석에 국한되어,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경쟁력 향상 여부에 근거
한 국방예산 절감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들 국방사업 타당성 조사는 방산제품의 시장성과 수출 가능성을 비롯한
경제성 분석의 기본 요소를 간과하고 있음.
‘국방 전력소요 검증사업’
의 경우, 주요 분석목표는 전쟁 발발 시 효율적인
군의 전투력 수행과 적의 조기 제압을 위한‘작전적 요소’
에 집중되어 있음.
-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전적
요소 분석의 보조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경제적 요소는 작전적 관점에서의 소요량 및 성능 제시에 따른 소요
비용 분석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정도로
서 전력소요 검증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임.
예산확보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위사업청의‘국방사업 타당성 조사’역시 국
방에 필요한 국내 소요 무기의 효율적 조달 관점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음.
- 국방 전력소요 검증사업과 마찬가지로 KIDA가 총괄기관으로 실시하는

<표 3>

국방 전력소요 검증사업의 주요 평가항목
작전적 요소

내용

- 작전적 임무기여도
소요량 판단
시기 판단
- 객관적 능력 수준
성능 판단

분석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총괄기관)

기술적 요소
- 획득용이성
- 상호운용성
- 군수지원성 등

국방기술품질원
(참여기관)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

-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소요비용
-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국내 조달 시의 파급
효과 분석

- 국방정책 및 목표와의
일관성
-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산업연구원
(참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총괄기관)

자료 : 국방부, 국방전력 발전업무 훈령, 2012. 2. 3.

5) 일반적인 사업타당성은 각 부처에서 제기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타당성이 없거나 낮을
경우 해당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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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방사업 타당성 조사사업의 주요 분석 항목(KIDA)
경제성 분석

분석내용

정책적 분석

대안별 운영효과
비용추정
비용 대비 효과 및 편익
민감도

사업추진 준비도 분석

국내 산업 영향
국제관계
예산 적절성

선행연구 충실도
IPT* 사업추진전략 완성도
기술성숙도

자료 : KIDA,“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 관점”
, 2011. 9.
주 : IPT(Integrated Product Team)는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을 의미.

동 타당성 조사는 정책적 분석, 사업추진 준비도 분석과 더불어‘경제성
분석’
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성 분석 내용의 핵심은 무기의 국내조달 측면에서 대안별 운영
효과 및 비용추정, 비용 대비 효과 및 편익추정, 그리고 민감도 분석 정도임.
시장성과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이들 사업타당성 분석결과는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개발비 절감, 규모의 경제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국방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6) 있음.
이같이 고비용구조로 개발된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
고 있음.
-‘2012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장 높
은 경쟁력을 보인 함정분야조차도 선진국 대비 92% 수준7)이며, 기동·방
호·지휘통제통신 분야 등의 가격경쟁력은 80% 미만임.

<표 5>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수준(2011)
단위 : %

가격경쟁력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항공

함정

화력

방호

기타

전체평균

79

82

78

81

92

84

79

83

82

자료 : 산업연구원(2013),「2012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
주 : 방위산업 선진국의 제품을 100으로 한 상대적 수준임.

6) 이 외에도 무기 개발 및 생산 시에 적정이윤을 보상해주는‘방산원가제도’역시 제품비용 상승에 따른 가
격 및 품질경쟁력 저하,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7) 함정분야는 최근 들어 영국, 인도네시아 등 선후진국 수출시장에서 큰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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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과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생산 및 수출비중 비교(2011)
한국

이스라엘
⋟
XE
HWNU♼@ᎳᢳI

ᅻ⋟
YRE
HXW♼@ᎳᢳI

자료 : 산업연구원(2013),「2012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

⋟
WUE
HUXNS♼@ᎳᢳI
ᅻ⋟
RUE
HQYNU♼@ᎳᢳI

자료 : IHS, IHS Janes’
360, 2013.1.

-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및 품질경쟁력 수준은 각각 84%, 87% 수준으
로, 방위산업과 유사한 기술, 인력, 설비를 보유한 조선, IT,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점과 크게 대비됨.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 열위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비중은 8%, 수출
액은 약 7억 5,000만 달러(통관기준)8)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이스라엘9) 등 주요 방산선진국들은 해외시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창출을 위해 국제 공동개발 추진과, 제품개발 시에 해외구매자
요구 반영을 통한 초기수주 확보 전략을 통해 수출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국방사업 타당성 분석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시장지향의‘경제성 분석’
강화해야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의 구체화를 위해 14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를 제시10)
한 바 있으며, 이 중 국방부문과 관련해서는 혁신적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통
해 소요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세부내용은 민·군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례적인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와,

8) 일부 언론에서 2011년 수출액을 23억 5,000만 달러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수주 기준임.
9) 이스라엘은 1990년대 초 내수형 방위산업 정책을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현재 방산 생산액의 75% 이상
을 수출하는 등‘창조경제형 방위산업’
으로 발전시켰음.
10)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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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촉진, 비전투 분야 민간개방 확대 등임.
- 이러한 과제의 제시에는, 민간 참여와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군사보안의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방부문의 비효율성과 낮은 경쟁력 향
상과 국방예산 절감 도모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11) 역시 최근 들어 국방비 감축을 통한 긴축재정
으로 복지수요 재정 충당을 위해 노력 중임.
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
현재의 국방부문의 역할이 국민 세금의‘소비자12)’
여하는‘생산자’
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을‘경쟁력 강화’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 역할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수용 획득조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방 전력소요 검증 및
사업타당성 조사 제도를‘경제성 중심’
으로 개선해야 함.
- 시장성과 해외시장을 고려한 수출가능성 등 경제성 요소의 사업타당성 반
영비율을 높여 정부예산 절감, 제품 품질개선, 기업의 자발적 R&D 참여
유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해외시장을 고려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할 경우, 제품의 생산단가 감소를
통해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제품의 해외 경쟁 노출에 의한 품질향
상으로 현재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발 무기의 품질불량 문제 해결
도 가능함.
·또한 무기개발을 위한 R&D 사업13)에 기업 참여 유도를 통한 비용분담으
로 정부의 추가적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참여 기업은 해외수요에 기반
한 규모의 경제 창출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
능함.
- 특히, 이들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11) 미국은 시퀘스터(Sequester) 법안을 통해 국방비가 자동 삭감되어 금년 10월부터 향후 10년간 총
6,000억 달러(약 675조원)의 국방비 감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향후 3년간 국방비를 동결함과
동시에 7%의 병력을 감축하기로 하였음. 2012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의 국방
비는 전년대비 0.3~6%씩 감소하였음.
12) 무기 구매를 포함한 국방비 지출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일
종의‘소모성 보험’
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13) 2013년의 국방 R&D 규모는 1조 8,70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의 11.1%를 차지하며, 민간 R&D사업
과는 달리 100% 정부 부담으로 수행함. 또한 수행 R&D기업에 일정 이윤율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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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은 해외구매로 전환14), 개발 및 양산비 감소를 통해 국방예산을 절
감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함.
또한 이들 사업타당성의 경제성 분석 시에는 민·군겸용기술 활용 가능성에
의한 기술융합화를 적극 반영하여 창조경제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
록 해야 함.
- 민·군기술융합을 통해 부처 간 R&D의 중복투자 최소화 및 정부예산 절
감에 기여하고, 민·군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원 발굴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와 함께 현재의 방산원가제도의 원칙적 폐지15)를 통해 경제성 분석 결과의
왜곡 방지와 함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유도해야 함.

□ 경제성 분석 세부항목 반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 증세부담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효과 기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신규 무기 개발사업에 대해
“무기 개발 등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능 강화”
를 지시
한 바 있음(2013. 5. 16).
- 이는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를 통한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을 뛰어 넘어, 국
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해 정예강군 육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대통령 지시사항은 이들 사업타당성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그동안의 양적 성
장에서, 향후에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무기 획득·구매 사업에 대한 새로
운 패러다임 변화”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방예산 증가와 대규모 무기획득사업에 의존했던 양
적 성장에서 나아가 방산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14)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해외도입 대비 국내개발 방식은 개발비 부담 및 양산비가 일부 증가하기 때문에
불리하나, 운영유지비는 해외도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제품의 총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비용 측면에서 국내개발이 유리하다고 주장해왔음. 산업연구원은 수년간 약 40여개의 무기 개발 및 획
득사업을 분석하였으나 국내개발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논거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15) 시장 구매가 어려워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 비닉 방산제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 제도
의 유지가 필요함.

10

그리고 민·군 겸용기술 사업의 적극적 발굴에 의한 질적 구조고도화를 통
해 창조경제 기여가 가능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주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방위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수출시장 규모 및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 여부 등 수출가능성 측면에
서 개별 제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체화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
안은‘경제성 분석 세부요소’
를 이들 사업타당성 분석에 중요한 검토 요소
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이를 계량화하여 규정화16)하는 것임.
- 경제성 요소의 세부항목은 개발 제품의 시장성 및 해외시장 분석17), 수출
가능성, 국제 공동개발 가능성, 규모의 경제 확보 가능성, 민·군겸용성,
기업의 R&D 참여 비중, 고용창출 효과, 사업추진 전략 등임.
- 특히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전체 사업타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
록 민간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유사하게 세부 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함.
·참고로 민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 여부가 사업성
평가 가중치의 40~50%를 차지함(KDI, 민간 R&D 예비타당성 분석 시
스템 참고).
- 방위산업의 경우 용도와 목적이 다른 특수성 때문에 민간 부문과 동일 기
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성 분석이 이들 사업타당성
평가 가중치의 30~40% 수준에서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함.
방위산업에 대한 이 같은 사업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초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산층 증세18)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
- 특히 최근 세수부진에 따른 국가적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16) 국방 전력소요 검증사업은“국방부 훈령 제41조 제7항”
, 사업타당성 사업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5조의 2항”
에 규정되어 있음.
17) 해외시장 분석 시에는 국내 무기체계와 유사한 해외 무기체계의 시장 및 수출동향과 가격, 국내 제품의
해외시장 진입 가능성, 경쟁업체 분석 등이 필수사항임.
18) 최근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중산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실질적 증세(안)를 통한 세수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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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증액 요구와,h표 1i
의 수십조 원이 넘는 대규모 무
기소요는‘경제성’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함.
<표 6>
사업명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국방 경제성분석 세부항목 개선사항
현재 분석 항목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국방전력
소요검증
(국방부,
국방전력
발전업무
훈령)

추가 반영 항목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B/C 분석)
시장성 및 해외시장 분석
수출가능성
민·군겸용성
고용창출 효과
사업추진 전략 등
* 경제성항목 비중 최소 30%
이상 반영 제도화

국방
사업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유사 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 여부, 연구개발
파급효과, 총사업비
양산사업: 사업타당성, 소요
산출 근거, 도입방법의 경제성,
총사업비

연구개발사업: 민간 R&D 참여
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개발 가
능성, 시장성 및 해외시장 분석,
수출가능성, 민·군겸용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양산사업:민간 R&D 참여가능
성, 시장성 및 해외시장 분석,
수출가능성,민·군겸용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 경제성항목 비중 최소 40%
이상 반영 제도화

안영수

이상현

사유
투자 대비 효과 극대화
정부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정책 기여
시장 분석 결과로 초기 사업
추진전략 수립, 획득 기간 단축

예산 효율성 제고
투자 대비 효과 극대화
정부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정책 기여
투자 대비 효과 극대화
정부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정책 기여

예산 효율성 제고

윤자영

(연구위원·방위산업연구실)·(부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실)·(연구원·방위산업연구실)
ysann@kiet.re.kr
sang.lee@kiet.re.kr
jyyoon@kiet.re.kr
(02-3299-3037)
(02-3299-3159)
(02-3299-2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