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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법규 현황

  1. 공통 분야

 

  2. 방산 물자

일  반  물  자 최  근개정일 비 고
(찾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19호 2017.12.19 3 pag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12.11 6 pag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재부령 제699호 2018.12.04 17 page

원가계산관리지침 방사청 예규 제444호 2018.11.28 25 page

예정가격작성기준 기재부 예규 제405호 2018.12.31 40 page

방  산  물  자 최  근 
개정일

비 고
(찾기)

방위사업법 법률 제15051호 2017.11.28 73 page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6호 2019.01.22 79 page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35호 2017.09.22 88 page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사청 훈령 제494호 2019.03.14 90 page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959호 2017.10.31 135 page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방사청 훈령 제437호 2018.06.05 148 page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제827호 2014.09.12 173 page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방사청 훈령 제324호 2015.03.12 183 page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 제436호 2018.06.05 195 page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방사청 예규 제456호 2018.11.28 237 page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본부지침 제2019-1호 2019.03.15 250 page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 제2018-2호 2018.01.03 276 page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매뉴얼 제2018-2호 2018.05.04 288 page

공통원가 작성에 관한 매뉴얼 매뉴얼 제2018-6호 2018.07.26 315 page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매뉴얼 제2019-2호 2019.5.20 00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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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Ⅰ 공통분야 원가관계 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동규칙 발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8.20.] [법률 제15219호, 2017.12.19.,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52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
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
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
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
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
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
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

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
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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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
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
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

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
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
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
다. <개정 2012.12.18., 2016.3.2., 2017.7.26.>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

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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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

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
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
에 손해를 끼친 자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
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
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

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

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자
  ② 삭제 <1997.12.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

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 
2017.7.26.>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제목개정 2012.12.18., 2016.3.2.]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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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
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부 칙 <제15219호, 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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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
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
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2010. 7. 21.>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

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

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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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

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 12. 31.>]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
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
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0. 10., 2010. 7. 21., 2013. 12. 30., 
2018. 12. 4.>

  [제7조에서 이동 <1996. 12. 31.>]
  [시행일 : 2019. 3. 5.] 제7조의2제2항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

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
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
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
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
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
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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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
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
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
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
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
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
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



2019 원가관계 법규

- 12 -

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
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
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
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
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
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
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
하는 경우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

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

는「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
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
된 제품

    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
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아.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
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
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
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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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

들로 구성된 단체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
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
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
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라.「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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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
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2006. 5. 25., 2010. 7. 21.>

    [시행일 : 2019. 3. 5.]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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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

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
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 12. 30., 2018. 12. 4.>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

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
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0. 7. 21., 2013. 
9. 17., 2014. 11. 4., 2018. 12. 4.>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
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9., 2013. 9. 17.>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
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
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
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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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3. 9. 17.>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

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7., 2006. 12. 29., 2007. 10. 10.>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
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시행일 : 2019. 3. 5.] 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07.10.10.]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
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
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
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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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
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
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
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
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
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2010.7.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
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
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
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
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
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
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2014.5.22., 2015.6.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



2019 원가관계 법규

- 18 -

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
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
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
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12.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
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5.22.>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
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③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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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개산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6.12.31.>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
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8. 12. 11.>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

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
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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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제4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사.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
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
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
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
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나.「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
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
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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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
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
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
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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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⑪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
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
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⑬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9. 2.]
     [시행일 : 2019. 3. 5.]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부 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

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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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4]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 12. 4,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9.8., 2006.5.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
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
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
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
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9., 2009.3.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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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

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
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
정 1999.9.9., 2009.3.5.>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

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

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

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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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

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9.3.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
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
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7.10.10., 2009.3.5., 2010.7.21.>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
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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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

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
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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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8. 
12. 4.>  [시행일 : 2019.3.5.] 제9조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
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13.6.28.>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
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

야 한다. <개정 2005.9.8., 2009.3.5.>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
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
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13.6.28.>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
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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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
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
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
정 1998.2.23.>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9., 2009.3.5., 2013.9.17.>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

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
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
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12.5.18., 2016.9.23.>

  ③ 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
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12.29., 2009.3.5.>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목개정 2006.12.29.]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

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
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
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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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
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
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9.8.>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9.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
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9.9., 2009.3.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

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
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
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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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

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
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
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
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
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9.9., 2005.9.8.>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2009.3.5.>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
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
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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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699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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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최신 개정내용

구 분 개정일 ~ 을 ~ 으 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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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계산 관리지침

원가계산 관리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66호(2006. 12. 1.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10호(2009. 2. 2.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30호(2010. 9. 6.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25호(2011. 8. 8. 타규정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9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05호(2012. 11. 1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25호(2014. 6. 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65호(2015. 1. 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444호(2018. 11.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

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 장비 ‧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가
계산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조달 일반 물
자․장비․외주정비의 원가계산 (정산원가 포함)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일반 물자 ․ 장비 원가계산
제1절 재 료 비

제3조(재료비 구성) ① 재료비라 함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로
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주요
재료비와 부분품비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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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재료비 및 수입 주요재료비로 구분한다.
 2. 부분품비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부품비, 수입부품비로 구분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

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
비로 구분한다.

 1. 소모재료비는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는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
구·기구·비품의 가치를 말한다.

 3. 포장재료비는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④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고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제4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생산가능 업체의 시
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규격 및 사양에 의거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의 실적 또는 실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률 및 

불량률을 가산할 수 있다.
제5조(직접재료비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제4조에 의한 재료의 소요량에 원가계산시점

의 국내재료의 단위당가격 또는 수입품의 단위당 수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국내재료 단위당가격 또는 수입품의 단위당 수입가격은「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액,「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한 때에는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을 재료비로 계상한다.

제6조(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용물자 국산화개
발 부품 가격에 대하여 수입가격 등을 고려한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
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및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간접재료비 계산) ① 소모재료비 및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는 발생실적을 근거
로 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재료비율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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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포장재료비는 제5조에 따라 직접재료비 계산방법과 같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작업설물 등의 평가)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매각 또는 이용가치가 있

는 작업설물, 불량제품, 부산물,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작업설물 등을 당해 계약목적물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재료 및 수입부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에 수입제세를 제외한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물자대) ① 물자대(감정가격)는 정상도착가격(CIF 표시가격을 말한다)에 ｢방산

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계산)에서 정하
는 환율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FOB 또는 C&F (CFR)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운반비는 실발생, 과거 수입실
적 또는 유사물자의 과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보험료는 FOB 또는 
C&F(CFR)가격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공표하는 수입적하보험요율을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보험료=FOB(또는C&F)×100%×보험요율｝
제11조(수입제세) "수입제세"라 함은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부과되는 각종 세를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별도로 계상한다.

 1. "관세"는 물품이 일국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여 법으로 정한 관세영역을 출입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감정가격에 「관세법」제50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

 2.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수입신고가격(감정가격+관
세)에「개별소비세법」제1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2조(수입부대경비) "수입부대경비"라 함은 수입물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다음 각 호
와 같이 계산한 신용장개설수수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하역료 및 국내운반비를 말
하며, 당해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신용장개설 수수료"는 외국환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수채무 및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FOB 외화표시가격에 제10조 제1항의 환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시중거래은행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36 -

 2. "보세창고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
는 비용으로 감정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보세 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승
인한 소정의 보관요율을 적용계산 한다.

 3. "통관료"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 구역에서 인취하
기까지의 필요한 수수료로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수수료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4. "하역료"는 수입물품이 국내도착지(항만 또는 공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상태
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되기까지 화물하역 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 건당)에 소정의 하역요율(또는 하역료)을 적용 계산한다.

 5. "국내운반비"는 보세장치장으로 부터 수입물품을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거리와 운반수단 및 중량(또는 용적톤)을 고려하여 일
반화물 자동차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철도화물운임의 경우
에는 철도화물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절 노 무 비
제13조(노무비의 구성)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

하는 다음 각 호의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1. 동력부문 종사자           2. 용수부문 종사자
  3. 수선부문 종사자           4. 운반부문 종사자
  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 종사자  6. 기획 설계부문 종사자 
  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종사자 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종사자
  9. 품질관리부문 종사자   10. 공장사무부문 종사자
  11. 현장 감독자  12. 공장 경비 및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13. 기타 보조부문 종사자
제14조(작업시간 기준) 노무비 계산에 있어서 작업시간의 기준은 실제 작업시간을 기

준으로 하되,「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노무단가의 적용) ① 노무단가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 치

수측정 및 개인 재단을 필요로 하는 장교피복류(여군 포함)의 노무 단가는 시중맞춤
복(유사품)의 가공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있다.

  1. 기본급은「통계법」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한 가격. 다만, 기
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을 원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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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금은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3.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계상하되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아
니한다.

 ② 시중노임단가는 계약목적물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직종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직종별 노임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직종의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③ 노무단가 산정시 가산율(제수당율, 상여금율, 퇴직급여충당금율)은 간접노무비율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 결산자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직접노무비 계산) 직접노무비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조공정별 작업인원, 작
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제15조에 의한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
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간접노무비 계산) 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
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로 상여금 및 퇴직
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간접노무비율의 산정연도는 원가총괄팀 
통보제비율(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산정연도와 일치되어야 한다.

제4절 경 비
제18조(경비의 구성) 경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하며, 종류나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된다.
제19조(적정배부율에 의한 배부계산) ① 경비계산에 있어 발생실적을 근거로 하여 제3

항의 배부율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계산하는 경우에는 경비 중 복리후생
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법에 의한 배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경비는 원
가법에 의한 배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재료관급, 
발생비용의 특수성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배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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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제품 재료비×재료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2. 당해제품 노무비×노무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3. 당해제품 재료비와 노무비×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4. 당해제품 노무공수×노무공수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② 제1항 각호의 당해제품 재료비, 노무비 및 노무공수란 당해제품의 계약을 위한 예

정가격산정 기초자료인 원가계산내역서상의 재료비, 직․간접노무비 및 노무공수를 
말한다.

 ③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및 노무공수법에 의한 배부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연도의 발생실적은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
으로 한다.
1. 재료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

해당연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 실적액 ×100해당연도 업체의 재료비 발생 실적액
2. 노무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

해당연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 실적액  ×100해당연도 업체의 노무비 발생 실적액  
3.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

해당연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 실적액  ×100해당년도 업체의 재료비와노무비 발생 실적액
4. 노무공수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

해당연도 업체의 해당비목 발생 실적액  ×100해당연도 업체의 노무공수 발생 실적액

제20조(경비의 세부비목) 경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적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며, 
경비 중 운반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반비는 계약목적물을 계약업체(제조업체)로부터 납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목적물의 납지, 운반수단, 중량(용적톤) 등을 고려하여 일반화물자
동차 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운반요율을,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철도화물 운임인 경우에는 철
도화물요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운반비에는 하역료, 상하차비, 조작비등
을 합하여 계산한다.

  2. 경쟁계약의 운반비는 단일납지의 경우에는 납지와 최근 3년간 당해품목 입찰․가격
협상에 참가한 업체 중 최근거리의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복수납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당해품목 입찰․가격협상에 참가한 업체 중  운반비 합계가 최저인 업
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유류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 
평균 운반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율
제21조(일반관리비 구성)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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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임원급료       2. 사무실 직원 급료 3. 제수당
  4. 퇴직급여충당금 5. 복리후생비       6. 감가상각비
  7. 지급임차료     8. 세금과 공과      9. 수도광열비
  10. 여비교통비   11. 통신비          12. 차량유지비 
  13. 수선비       14. 보험료          15. 소모품비
  16. 경상시험연구개발비 17. 교육훈련비 18. 전산사용료 등
제22조(일반관리비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이하 '제

조원가'라 한다)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의 당해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일반관리비율은 해당업체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
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23조(이윤) 이윤은 노무비, 경비(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내(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윤율 23%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4조(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적용기준) ① 일반물자 제비율(간접노무비율, 배부경
비율,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적용한다.

  1. 단일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산정연도의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 결산자
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비율부터 각각 6대 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1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해당 연도 산정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2개업체 이상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해당연도 해당업체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물량배정액 비율을 고려하
여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제비율부터 6대 4비율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3. 경쟁계약 대상품목은 계약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산정연도 최근  2개년 결
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연도 제비율부터 6:4 비율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4. 제비율 산정시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 물량배정액비율은 해당연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업체별 계약금액의 비율로 산

정한다.
  ③ 제1항의 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의 획득 및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비율은 동일한 회계연도내에 동일한 "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개업체 이상 제비율 산정시 대상 업체 중에서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 그 업체의 제비율은 해당연도 대상 업체중에서 가장 낮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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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부경비율의 경우에는 비목별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
용한다.

  ④ 경쟁계약 품목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예상되거나 자
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개 업체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일반 외주정비 원가계산
제1절 사전원가 적용 기준

제25조(정비 재료의 소요량) 교체부품 및 관,사급 재료에 대한 소요량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소요군 통보 소요량
 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한 자료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단, 사고기 또는 노후

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에 대한 실적자료는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정
할 수 있다.)

 4.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
사한 장비의 실적자료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추정자료

제26조(재료의 단가) 사급품의 구입단가는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개
산계약이고 교체부품의 종류가 많거나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실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정비 노무량 및 노임단가) ① 정비작업의 노무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 한다.

  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
  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

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
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에
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생 노무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율의 계산)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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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대한 계산은 제2장을 따른다.
제2절 정산원가 적용 기준
제29조(정비 재료의 소요량) 정산원가계산시 관급품 및 사급자재 소요량은 생산감독관의 

관급 및 사급자재확인서 또는 해체검사결과표에 의한 관급, 사급 자재목록을 적용한다.
제30조(정비 노무량 등) 정산원가는 실제 발생된 노무량 및 기타 비목의 원가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원가는 실제 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
여 계산한다.

제4장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일반지침)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른 개산계약과 사후원가
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따른다. 다만,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에 있어 신규품목 또는 품목의 특성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② 원가팀장과 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기준을 
협의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산원가는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정산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원가 심사를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12월 5일까지 계획지원부장에게 정산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개산계약의 정산 승인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4조에 따라 정산원가심사를 통하
여 실시하며, 정산원가 심사 후 수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정산원가 심사 의뢰시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원가계산서 및 사전 원가계산서
   2. 원가계산서 및 관련 증빙
   3. 조달판단서
   4.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
   5. 계약서(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서 포함) 
   6. 정산원가 산정기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7. 그 밖에 심사관련 요구자료(엑셀 원가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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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 개산계약의 정산금액은 사전 계약금액과 정산
가격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정산가격이 사전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정산가격으로 확정
  2. 정산가격이 사전 계약금액과 동일할 경우에는 사전 계약금액으로 확정
제3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 ① 사후원가검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비목별로 실시하며,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대상 비목 및 범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검토할 부분의 금
액, 지급대금의 확정방법,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은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의 기초금
액에 사전 계약금액비율[사전 계약금액/기초금액(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 등)]
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③ 사후원가검토부분에 대한 정산가격은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
윤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제9조에 따라 소
관 계약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후원가검토부분의 정산금액 확정은 제2항의 사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과 제3항에서 결정된 정산가격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확정

  2.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 계약금액으로 확정
  3.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

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금액을 확정

제2절 비목별 정산원가 방법
제34조(재료비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다음 각 호에 따

라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2. 국내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수입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제2장 

제2절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4. 2호 및 3호의 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통제 또는 고시한 가격이 있거

나 거래실례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② 간접재료비는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

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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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노무비 계산)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접노무단가는 생산기간에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에 해당업체의 가산율(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고려한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과의 발생 인과관계를 고려하
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6조(경비 계산)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로서 운반비,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당해 계약
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 계상한다. 

  ② 제1항과 달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과의 발생 인과관계를 고려한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
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제22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
점에 적용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다. 

  ② 이윤은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38조(간접비 및 일반관리비계산 기준) 제34조제2항의 간접재료비, 제35조제2항의 간

접노무비, 제36조제2항의 경비 및 제37조제1항의 일반관리비를 일정기간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기간 중 실제 발생비용에 관한 자료 획득 및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
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
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의 계약업체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
되, 최근연도의 비율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과거 2개년 결산자료 획
득이 곤란하거나 2개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1개년의 계약업체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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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격정보 획득지원
제39조(가격정보 자료관리) ① 가격정보는 원가산정 및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기 위

한 환율, 국내물가지수, 표준단가 산정 및 관리업무에 대한 자료관리를 말한다.
  ② 가격정보자료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40조(환율)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총괄팀장)은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의 환율을 일

단위로 입력한다.
제41조(물가지수 입력) ① 물가지수 입력 대상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월별 생산자 

물가지수(중분류) 등으로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총괄팀장)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매월 1회 입력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5호, 2012. 11. 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5호, 2014. 6. 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5호, 2015. 01. 0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44, 2018. 11. 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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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정산원가 산정기준 보고서
(계 약 명)

    q 총 괄

    q 정산관련 계약조건

    q 비목별 원가산정기준

    ※ 각각의 원가요소별로 어떤 증거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제조원가]

    o 직접재료비

      Ÿ 국내재료비

       - 소요량 : ex)설계도면 상 최소 필요량에 가공여유 포함, 설계도면 상

                     최소 필요량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확인한 감손율 적용

       - 단가

        ž 실적분 : ex) 계약기간 중 실발생

        ž 추정분 : ex) 실적분의 평균, 실적 중 최근 단가

      Ÿ 수입재료비

       - 소요량

       - 단가

         ž 실적분 / ž 추정분

       - 환율

         ž 실적분 : ex) 계약기간 중 실결제 환율

         ž 추정분 : ex) 0월 0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 적용

       - 수입부대비

         ž 운송료 : ex) 계약기간 중 실발생 해상운송료 또는 항공운송료

         ž 보험료 : ex) 실발생 보험료, 손해보험협회에서 고시한 군수물자

                       보험요율 적용

       

        ž L/C개설료 : ex) 실발생 비용 인정     

        ž 기타 수입부대비 항목별로 산정기준 기술

      Ÿ 설물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정산건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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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간접재료비

    o 직접노무비

      Ÿ 노무량

       - 직접작업노무량

         ž 실적분 / ž추정분

       -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ž 실적분 / ž 추정분

      Ÿ 임 률

       - 실적분 / - 추정분

         ž 기본급 / ž 제수당 / ž 상여

         ž 퇴직급여 : ex) 업체 내규, 노동관련법령에 의거 000 상여를

                         제외한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의 XX% 인정

    o 직접경비

      Ÿ 감가상각비

       - 제품전용 감가상각비

         ž 실적분 / ž 추정분

       - 공용감가상각비

         ž 실적분 / ž 추정분

      Ÿ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시비 등 비목별 내용기재

    o 제비율 적용 : 제비율 적용 기준시점, 제비율 적용을 배제한 비목이 

                    있는 경우 그 비목 및 사유 기재

    o 이윤산정 : 이윤산정 관련 규정과 다르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기재

    o 수입제세 : 물자대 대비 수입제세 비율, 통상적인 방산물자 보다 

                 비율이 높은 경우 그 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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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원가 심사의견 조치결과 내역서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번호)

심사의뢰

원 가(1)

원가심사 결과
최종산정

원 가(3)
비  고

시정의견 시정원가(2)

※ 작성 요령

 1. 심사결과 시정의견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정원가를 산정

 2. 심사의뢰원가(1)에서 원가심사 결과 시정원가(2)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산정

    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시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를 덧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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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관리지침 최신 개정내용
구 분 개정일 ~ 을 ~ 으 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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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9.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45-5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
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
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
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
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15.9.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
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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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
정 2014.1.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
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
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

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
를 말한다. <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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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

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

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

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
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
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
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

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
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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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
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
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
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

다. <개정 2015.9.21.>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

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

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
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
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
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
당 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
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
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
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
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
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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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
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
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
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
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
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
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
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
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
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
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
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
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
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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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
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
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

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

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

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

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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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

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
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
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

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

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
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
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
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
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
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
(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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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
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
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
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개정 2015.9.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
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
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
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
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
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
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
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
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
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
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
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
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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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
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
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5.1.1.>

  26.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
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개정 
2011.5.13, 2015.9.21.>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
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
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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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
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
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
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신설 2015.9.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
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
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
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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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
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
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
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

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
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
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
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
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
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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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
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
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9.21., 2017.12.28.>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
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
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
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신설 
2017.12.28.><개정 2018.12.31.>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

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

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신설 2018.12.31.>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신설 2018.12.31.>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신설 2018.12.31.>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

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5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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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8.12.31.> 

제31조의2(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
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
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
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4.15. 개정 
2015.9.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
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
항에서 이동 2010.4.15.>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

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3항에서 이동 2010.4.15.>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에서 이동 2010.4.15. 개정 2010.10.22. 2016.12.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
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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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등기부 등본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절 보 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

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
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
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
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
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
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

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
로 한다. <개정 2015.3.1.>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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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1.>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

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
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
용한다.

  ③ 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
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
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
별로 직접조사·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
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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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
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 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
다. <개정 2011.5.13, 2015.9.21.>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른 공사손
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
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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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기
준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
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말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
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
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한다.

 ④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44조의4(세부기준·절차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으로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4의3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

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
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9 원가관계 법규

- 66 -

제46조(등록자격요건)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

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
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자
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
게 별표 8의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
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
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
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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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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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 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
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
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
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
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 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 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한다.
  1. "판매방법"이라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

한다.
  2. "거래량"이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 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유통성․장
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이하 "생산자 구분품목"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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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 조사처는 제5조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해당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
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 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 가격조사는 제4조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
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
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
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
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 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 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 1인이상을 
포함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한다.｣

  ④ 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
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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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2항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제47조제4호에 의한 자가 그 직무분야별로 1인 이
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
조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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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

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원가계산용역

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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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6. 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2조

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

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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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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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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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관리비율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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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
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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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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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      소

④ 법인설립허가관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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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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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 록 번 호   제    호 (    년   월   일)

 ② 법  인  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      소

변 경 내 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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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조사상품기본조사표

① 상 품 명 ② 통상명칭
③ 코 오 드
   번    호

④ 수록단위
   품 종 명

상 품 내 용 품 질 ․ 규 격 단 위 품 목 수 생산자별취급구분

 ⑤ 주요

    용도

⑧ 공인

  규격 유무 

  및 종류

⑪단위

  품목  구분

  기준

⑭ 생산자별  

   구분여부

 기본

   단위

 ⑥ 주

    재

    질 

⑨공인형식  

  또는 성능

⑫규격품

  목과 유통

  품목수

⑮ 총생산자수

 포장

 단위 및

 그 수량

 ⑦ 상품

    형상

⑩규격

  유무별

  유통비중

⑬주종품목과

  거래비중

 조사대상  

   생산자의

   범위

 거래

   단위

조 사 가 격 의 종 류 ＊1  수급사정(수량 또는 금액) ＊2  원가구성내용(구성비：%)

연도별
조사조건별

   년      년      년 연도별
수급구분

    년    년      년 연도별
요소비목

   년    년   년

 가 격 성 격

공급

년 간 능 력  재 료 비

국  산

-1

재료비

내 역

 조 사 지 역

수 입 조 사 단 계

 단 위 거 래 량 의

   구 분 여 부

수요

년 간 능 력 기 타

내 수  노 무 비

수 출  경 비

 계 절 성
일 반 관 리 비 및

    이 윤

참

고

사

항

  관  련  단  제  전   문   가

단 체 성 격

단체
(기관)

명

관련부

서명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성    명 소 속․직 위 전화번호

종 목 별 단 체

연 구 단 체

정 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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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별표 10 서식)
(1) 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2) 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3) 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4) 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5) 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6) 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7) 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8) 공진청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9) 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10) 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11) 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12) 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13) 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14) 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15) 총생산자수
(16) 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17) 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18) 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19) 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20) 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21) 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22) 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23) 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24) 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25) ~ (26) 생략
(27) 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28) ~ (29) 생략
(30) 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31) 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2) 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3) 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4) 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35) 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36) 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자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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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촉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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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품목별조사처대장

조사품목 조사처 면접담당자 등록

코드

번호
품종별 업체별 업태 소재지 성명

부서

직위

직통

전화
접수 말소



03
방산물자 원가관계 법규

 1. 방위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원가분야)
 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4. 군수품 조달관리 규정
 5.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6.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7.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8.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9.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10.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11.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12. 공통원가 작성에 관한 매뉴얼
13.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적용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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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위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발췌

방위사업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51호, 2017.11.28.,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

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

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
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
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
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
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
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88 -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
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

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

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
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
을 말한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
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
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

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
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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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
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
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
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하는 물자
  ③ 방산업체의 매매·경매 또는 인수·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

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

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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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
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
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
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
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
원체계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
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
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
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
자 하는 경우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5.9., 2016.12.20.>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

하지 아니한 때
  5.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

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

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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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

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

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

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 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

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
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
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제62조(벌칙)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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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5.9.>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6.12.20.>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
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
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5.9., 2016.5.29., 2016.12.20.>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

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

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
록을 한 자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

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

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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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64조(과태료) 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징

수한다.
     [본조신설 2016.12.20.]

부  칙  <제14422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경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5051호, 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94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 22] [대통령령 제29496호, 2019. 1. 22,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

체계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

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
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전시·사변 등으로 긴급한 구매가 필요한 품목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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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

의한 품목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

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
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

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
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
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
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기
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
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17.>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
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 2010.10.1., 2016.11.29.>

  1. 시험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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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장비
  3. 교정장비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0.10.1.]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1. 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

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
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제42조(시설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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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

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 ① 방산업체는 유휴·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

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

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

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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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1.7.>

  ⑤ 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⑥ 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
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
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제58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
등(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10.1., 2017.9.22.>

  1.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2.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의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7.9.22.>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

의 지원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 및 구매국 주요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4. 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5.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후속군수지원 업무

관리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수출 후속군수
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0.10.1.>

  1. 수출의 개요 및 범위
  2. 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3.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4.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지원하여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나 그 



Ⅲ . 방 위 사 업  법
 시 행 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 99 -

대가의 상환방법 등
  ④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사람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기술보유기관에 대하
여 기술이전 신청과 함께 기술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0.1.>

제60조(장기계약)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이하 "장기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10.1.>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때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때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7조제1항·
제50조제3항 및 제69조의 규정은 방산물자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7.1., 2010.10.1., 2013.12.17.>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작성하는 물가지
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
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
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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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
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
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
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2013.12.17.>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
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
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옵션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
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 2013. 12. 17., 2014. 11. 
4., 2015. 4. 14., 2019. 1. 22.>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말한다)·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의 생산·구
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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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적의 침투·도발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물자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
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
구기관과 해당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
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
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
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6. 3. 31., 2018. 10. 26.>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제품생산(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

  2.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
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 1. 22.>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0. 1., 2016. 3. 31., 2019. 1. 22.>

제61조의2(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
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
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
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
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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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
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①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
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6.3.31.>

제7장 보  칙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
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
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6.20.>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3.31.>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
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누설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② 청렴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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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0.1.>

부  칙  <제29496호, 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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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7. 6. 20.>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산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호에 따른 가중 및 제4호에 

따른 감경을 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이 부당이득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금은 부당

이득금의 2배로 한다.
  다.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

을 얻은 행위(이하 "부당이득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계약별로 가산금을 산
정한다.

2. 부당이득금 규모 및 비율에 따른 산정
  가산금은 부당이득금 규모와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부당이득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부당
이득금의 1.5배

  다. 그 밖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1배
3. 가산금의 가중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가중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의 가중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나목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부당이득행위에 대하
여 가산금을 통보한 날과 다시 부당이득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50% 가중
  나. 최근 5년 이내 부당이득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1)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0% 가중
    2)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 30% 가중
4. 가산금의 감경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나목은 적발된 부당이득행위 및 자

진하여 신고한 다른 부당이득행위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가.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50% 감경
  나.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된 후 다른 부당이득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3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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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2.] [국방부령 제935호, 2017.9.22.,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

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납품시기·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물리적·기능적 특성
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갱신 신청은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
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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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사
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6.21.]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

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4. 생산·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

재생·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제28조(주요 방산물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
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육성이 필
요한 품목으로 한다.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
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
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
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

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②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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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약전 생산품 등에 대한 품질확인)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조달계
약전에 생산한 물자나 확보한 원자재·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부  칙 <제935호, 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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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최신 개정내용

구 분 개정일 ~ 을 ~ 으 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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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0.31.] [국방부령 제939호, 2017.10.31.,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防産物資)의 조

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
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0.>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
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4. "총원가"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품·활동 등을 말한다.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

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

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치공구(治工具)·검



2019 원가관계 법규

- 110 -

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를 말

한다.
  14. "개산원가"(槪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
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
품·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견품·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
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
감지(感知)·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란 총원가에 이윤과 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이하 "투하자
본보상비"라 한다)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

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관리비·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천재지변·화재·도난·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나. 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라. 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마. 소송비
    바. 대손상각(貸損償却)
  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 배당건설이자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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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
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조달과 관
련 없는 비용

     [전문개정 2011.5.9.]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
간을 말한다) 및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당
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 계상(計上)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6조(원가 구성요소)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구성요소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로 한다.

  ② 제조원가는 원가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제조직접비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에 배부(配賦)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

  ③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
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7조(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

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9.]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

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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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적용 규격 등)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방산원
가대상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제시하여 정부
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0조(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

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
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감손량 중 다음 각 호의 것[이하 "설물"(屑物)이라 한다]은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
한 후 그 평가액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
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작업설(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2. 불량제품
  3. 그 밖의 부산물
  ④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
량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2조(설물의 평가) ① 설물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재료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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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총원가에서 차감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수입가격에서 차감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物資代)·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과 환

율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

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
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이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③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④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란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
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수입 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
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개정 2011.5.9.>
제15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

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구입부품비·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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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료비와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등으로 한다.
  ④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 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

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
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1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6.>

  1. 기본급
  2. 각종 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
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
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

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금형(金

型)·치공구·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
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
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
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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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제3조에 따른 비원가 항
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 급여, 사무실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
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수출촉진활동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와 지급수수료
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그 종류 또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
로 한정하고, 수출촉진활동비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와 해외 현지 시험평가 등 수출촉진활동에 드는 직접적인 경비로 한정하며, 인정 
범위와 지원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8조의2(투하자본보상비) 투하자본보상비는 총원가에 투하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사업의 난

이도 및 계약위험도에 대한 위험보상액, 계약수행노력 및 효율적인 경영노력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개정 2011.5.9.>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제20조(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
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에 따른 물자대·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
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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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1조(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되, 제조 공정별로 투

입인원·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드는 노무량을 집계
하여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노무비 단가는 원가계산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실적자료를 근거로 

해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배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
  ③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

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

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
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
산한다. <개정 2013.10.10.>

  ②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
지 못한다.

  1. 조함공사(造艦工事): 100분의 6
  2. 조립금속: 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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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역: 100분의 5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한
다. <개정 2013.10.10., 2015.3.26.>

  1. 조함공사: 100분의 8
  2. 조립금속: 100분의 9
  3. 용역: 100분의 7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1.5.9.]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
년 이상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해당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
로 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
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
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절 이윤의 계산 
제26조(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계약상대자의 국산화노력·생산성

향상노력·원가절감노력 등 경영노력과 계약수행노력, 계약이행 위험부담, 사업
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 계산서와 견

적서 등 필요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정산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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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투하자본보상
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품일 현재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중도확정계약에서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시기 이전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중도확정시기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④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
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투
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

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

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

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1조(경비) ①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

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
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

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
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
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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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삭제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
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
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6장 원가정보 
제34조(회계처리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5조(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① 방위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 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려
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원가대상물자와 그 밖
의 물자 또는 각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품목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
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
산원가대상물자, 민수물자(民需物資), 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
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
에 알려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
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6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위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재

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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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위산업체는 세무신고 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제출로 이
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방위산업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
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체는 제1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위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는 방위사업청장이 확인한 전산출력자
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7조 삭제 <2008.12.31.>
제38조(재무제표분석)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39조(원가정보 교환) 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

학연구소"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 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을 고려한 납기 결정 

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자료(재료비·직접노무비)
  4. 생산 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 절감액
  6. 납기 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 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료 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의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 내용
  3. 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전문개정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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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타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경상개발비·연

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방위사업청장
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9조의3(방산 수출물량 직접 감가상각비 보전) ① 방산 수출물량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수출물량에 대한 직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
에 계상하며, 보전 방법과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10.>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감가상각비 보전액은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 산
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목개정 2013.10.10.]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

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방위사업청장
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
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적용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방
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
품의 단위당 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
니한다.

     [본조신설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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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① 중소기업인 계약상대자가 원가
계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에는 구축비용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투하자

본보상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10.]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

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공법, 그 밖

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가장려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원가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장
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1조 삭제 <2003.7.1.>
제42조(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

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부  칙 <제856호, 2015.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급여 하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939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하여 계상하지 아니한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간접경
비에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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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방위사업청 훈령 제 38호 (2006. 11.  1.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90호 (2009.  2. 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118호 (2010.  2.  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144호 (2011.  5.  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165호 (2011. 12.  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211호 (2012. 12. 27.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238호 (2013. 11. 2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310호 (2014. 10.  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315호 (2014. 11. 10.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326호 (2015. 04. 0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351호 (2016. 01. 0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352호 (2016. 01. 2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386호 (2016. 12. 2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403호 (2017. 03. 1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418호 (2017. 07. 0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425호 (2017. 10. 3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437호 (2018. 06. 0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① 규칙 제3조제1호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
   2. 계약상대자의 출자자나 출연인,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3. 당해 계약목적물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산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② 규칙 제3조제1호의 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투자유가증권(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 부득이 취득한 것

은 제외) 
   2. 출자금 
   3. 관계회사 주식 
   4. 관계회사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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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투자부동산(종업원교육, 체육, 후생 또는 예비군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6. 장기성 대여금과 장기성 예금 
   7. 특약금(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의 독점적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공

하는 특약금 또는 보조금) 
   8. 기타
  ③ 규칙 제3조제1호의 방위산업전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

발하는 시설
   2.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

발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물자(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시적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민수물자의 
장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삭제>
  ⑤ 규칙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모손실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및 성과기반계약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⑥ 규칙 제3조제9호의 규정에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접대비
   2. 판매수수료
   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

진·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
  ⑦“이윤율”이란 이윤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보상율, 기술위험보상율, 계약위험보상

율, 계약수행노력보상율, 원가절감노력보상율, 설비투자노력보상율, 경영노력보
상율 등을 말한다.

  ⑧ "방산제비율"이라 함은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간접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율, 이윤율 등을 말한다.

  ⑨ "기업회계기준" 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
처리기준을 말한다.

  ⑩“공통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를 계산할 때 동일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복수의 제품 또는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로서 간접재료비 단가, 노무
비 단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감가상각비 단가 등을 말한다.

제3조(원가자료의 수집분석) 원가계산담당공무원은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계약담당공
무원의 주의사항을 유념하여 원가계산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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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4조(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활동과 용역활동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용역활동에 대하여는 용
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의 주목적이 설계용역 또는 연구용역의 수행인 경우
에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 한다.

제5조(원가구성요소) 규칙 제6조제2항의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의거 구분한다.

  1. 제품의 실체구성 여부
  2. 원가의 직접추적 가능여부
  3. 생산과정에의 직접 기여여부
제6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규칙 제11조제1항의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

라 함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료(부품을 포함한다)의 소요
량을 말한다.

  ②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소요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비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증할 수 없는 소비량
   2. 실제소비량이 설계기준량이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기본량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로서 초과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소비량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량
제7조(감손량 적용) ①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손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

목적물이 양산품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손실율, 불량율 및 시료율
(이하 "감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감손율을 산정하기 전 산출된 감손량을 기준으로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가 확인한 후 적용한다.

   1. 손실율은 제품단위당 투입 원재료의 중량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의 차감량을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으로 나눈 비율

   2. 불량률은 총생산량에 대한 생산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수량의 비율
   3. 시료율은 총생산량에 대한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사용되

는 시료량의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손량의 산정을 위하여 감손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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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손실율, 불량율 및 시료율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손실율은 상한으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2. 규칙 제1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관련 회계장부로부터 역산하여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할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3. 복수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별 감손율을 적용한다.
   4. 감손율 산정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국방기술품질원장(또

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며, 생산실적이 없
거나 소량생산, 시제생산 등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기 불합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감손율 산정 대상과 세부 방법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 지침」을 따른다.
제8조(최소발주량 및 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발

주량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소요량과 최소발주량의 차이가 차후에 사용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품의 가격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계상함을 원
칙으로 하되, 초도생산 및 양산시에는 정부가 승인 또는 요구하는 규격·사양 및 
설계를 변경하게된 근거서류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가치의 평가액은 거래실례
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한다. 

  ④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사장품 또는 소요량을 초과하는 최소
발주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도받는다.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은 원가계산 시점
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
약 이전 생산 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가격을 적용한다.

  ② 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운반요율과 보험요
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비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운반 요율(복수경쟁 등 합리적인 방법
을 통하여 수송 대행업체 및 가격을 결정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보험료는 방
산물자 해상·항공 특별보험요율을 상한으로 한다.

   1. 원가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과거 수입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거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의 과거 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
율을 준용한다.

   2. 개산계약과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원가 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실지급 운반요
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③ 규칙 제14조제2항의 환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원가계산시 환율은 원가계산시점(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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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시
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약 이전 생산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2.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계약의 실결제
환율이 없는 경우 정산원가계산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산원가 계산시점(원가팀장
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3.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도확정기준
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4.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환율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4조제3항의 수입제세는 수입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투하자
본보상비율,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⑤ 규칙 제14조제4항의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는 경비요소별로 필요 최소한의 비용
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수입 부대경비 요소 중 기준요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수입물자대 등에 일정률
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계
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계산담당자가 모든 수입재료에 대하여 개별적 파악
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항구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다.

   3. 통관료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계상하되, 실제 발생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 수수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국내운반비는 확정계약시는 과거실적 운반요율 또는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하고, 개산계약 
정산시에는 당해물자의 실지급 운반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관급품) ① 수입관급품은 실제구입가격(외화표시가격 실제지급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제 수입가격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화표시 가격에 외국환거래
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확정계약에는 원가계산시점
(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 전일을, 중도확정계약에는 중도확정
시기를, 기타 개산계약에는 납품일(또는 납품일 전 정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내구입관급품은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1조(비목의 구분) 제조원가는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비목을 구분하

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아니한 비용은 계산의 편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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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계속 계상할 수 있다.

제2절 원가구성요소의 비목분류 기준
제12조(재료비) ① 규칙 제15조제2항의 직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의 소비액
   2. 구입부품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3. 포장재료비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② 규칙 제15조제3항의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보조재료비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

과 시험기기·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③ 규칙 제15조제4항에서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이란 원재료가 이용가능한 상
태에 있도록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외부부대비용이란 재료의 구입보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구
입수수료, 운임, 하역비, 보험료, 제세, 지급창고료 등을 말한다.

   2. 내부부대비용이란 외부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재료보관비, 장내운
반비 등을 말한다.

제13조(기본급)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본급이란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
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14조(각종 수당)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임시다액의 퇴직수당
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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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3.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을 말한다.
제15조(상여금)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상여금은 계약상대자의 상여금 지급 실적

율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여금 지급실적율이란 계약상대자의 상여금 지급대상금액에 대한 지급 

상여금의 비율을 말한다.
제16조(퇴직급여)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

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
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다음의 퇴직급여설
정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급여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설정율 = 직전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액
직전년도 총급여액

  ② 제1항의 퇴직급여 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
2항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퇴직보험 등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
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등의 납부율은 총급여액
의 8분의 1을 한도로 한다. 

  퇴직연금 등 납부율 = 직전년도 퇴직연금 등 납부액
직전년도 총급여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는 계약상대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간접노무비)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다음 각 호의 부문
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접 생산
현장에 배치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1. 동력부문
   2. 용수부문
   3. 수선부문
   4. 운반부문
   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
   6. 설계부문 
   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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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품질관리부문
   10. 공장사무부문
   11. 공장경비부문
   12. 제조부문 보조작업 및 관리
   13. 환경 및 안전관리부문
   14. 기타 보조부문
제18조(공장노동자의 획득보전 관리비용) 공장노동력의 획득보전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제비용은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3장 제조에 관한 계산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제19조(직접재료비) ① 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조항에서의 시료량이라 함은 감손율 결

정시 고려되지 아니한 시료량으로서 제품 완성후 품질검사, 성능검사를 위하여 파괴
실험 등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 정부측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을 말한다.

  ② 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이라함은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
자의 재료의 통상적인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을 말하고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다만,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
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한다.  

  ③ 규칙 제2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수입품의 가격을 계산할 경우에는 생산업체로부
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업체로부터 직접구
매가 불가능하거나, 다종의 소액, 소량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
이 무역대리점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중간상으
로부터의 구입가능가격 또는 해외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입비축원자재의 가격계산시 구입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수입실적 외화표시가격에 원가계산시점(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전 5근무일 평균의「외국환거래법」에 의
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⑤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을 
재료비로 계상한다.

  ⑥ 관급재료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입할 경우 관급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및 기타 수입부대경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분에 대하여는 
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의 운임, 보험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정비작업의 교체부품 및 관·사급 재료에 대한 소요량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소요군 통보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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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한 자료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단, 사고기 또는 노후

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에 대한 실적자료는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
정할 수 있다.)

  4.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자료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추정자료

제19조의2(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외국에서 수
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을 국산화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정환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증빙을 통해 입

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이 조
달한 실적단가

  ③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
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⑤ 삭제
  ⑥ 규칙 제39조의4 제3항은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에 

적용한다. 
  ⑦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국산화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은「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3(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 ①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국방규격

의 개정을 통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방규
격을 상용규격 또는 성능형규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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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시점 이전에 일반확정계약 또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기간 중 구입부품 또는 수입부품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
능의 부품으로 대체하여 단위 당 단가를 기존의 실적가격 대비 100분의 20 이
상 절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원가자료
를 기준으로 단위당 단가의 절감 비율을 계산하며, 이 경우 물가인상율은 반영하
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
"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수입부품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
에 국방규격 개정 승인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1. 방위사업청의 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조달실적 단가
   3.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의 구매실적 단가
   4.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이 조달한 실

적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의 실
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④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3항의 실적 단가 중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의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실적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직접노무비) ①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
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불량률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불량률에 
해당되는 노무량 범위내에서 직접작업노무량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무량은 규칙 제16조제2항의 직접노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작업노무
량과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하며,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의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1. 작업노무량은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작업노무량과 당해제품 생산
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회, 작업지시, 작업준비, 여
유(작업여유, 용무여유, 피로여유 및 대기여유) 등의 간접작업노무량을 말한다.

   2. 무작업노무량은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
나 무작업에 대하여 노임이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 청원휴가, 생리휴가, 공
민권행사(각종 투표, 선거 등), 근로자의 날,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민방공훈
련,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회사 창립행사, 복지 및 교육행사(체육대회, 심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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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대회 등),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된 출장 등에 대한 노무량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간접작업노무량에 제2항제2호의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하여 직접작업

노무량과의 비율을 계상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
로 최근연도로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산
정시 실발생원가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규칙 제21조제2항의 노무비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노임 및 노무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노무비단가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노무비단가 = 생산부문별 총발생노임/생산부문별 총발생노무량

   2. 제1호의 총발생노임은 규칙 제16조와 세칙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총발생노무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노무량으
로 한다.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취
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자가 확정한 임금인상계획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
상 노사합의서 또는 사용자가 확정한 임금인상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
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율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2.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의 정상적인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
   3. 시중노임단가(기본급) 제조부분 평균임금 인상율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계산

할 수 있다.
   1. 연산품, 등급품 등이 동일공정에서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연속적으로 가공이 이

루어지는 경우
   2. 노무량 적용방법이 곤란하거나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특성상 적정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정비작업의 노무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
   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
으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
에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생 노무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134 -

제20조의2(직접경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시험검사비, 기술료,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시운전비, 공식행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시험검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질분석이나 
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되는 외주시험비 또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
검사가 요구되어 지출되는 자체시험검사비로서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에 개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의 납품량에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기술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
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
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
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3. 외주가공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부에 위탁 가공
시키는 경우 그 가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하되,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과 지정된 방산원가대상물자 자체의 외주가공비는 인정
하지 아니한다.

   4. 보관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및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적기자재지원을 위한 
자재창고 운용 및 운송비를 계산하되,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설치비·시운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납품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6. 공식행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지출
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업체와 소요군간 사업평가시 적용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지원체계비는 사업별 기여도에 따라 적정배부 계산한다.

제21조(감가상각비) ①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이 기계
장치·치공구·검사용계기·금형·전용구축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
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로서 그 계산방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
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2.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생산능력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상각
비를 계산한다. 

   3. 계약기간과 제1호에 의한 내용연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산량비례
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
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및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용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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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감가상각방법으로 비용화 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당해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제작 또는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거 소모공구·기구·
비품비로 계상된 것은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액을 
말한다.

   1. 외부구입 시에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부
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자가제작 시에는 제조원가에 자산의 설치완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설치비, 시운
전비, 등록세 등) 및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한 금액(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의 제
작, 매입, 건설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의미한
다. 단, 차임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당해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3.「자산재평가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액 등이 결정되어 계약체결 이전에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의 재평가액(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 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순잔액)의 변동은 제외). 다만,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재
평가액이 정액법 기준의 장부가액(순잔액) 보다 작은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다.

   4.「법인세법」에 의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가액 

  ④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
2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또는 제29조에 따라 연
장변경이 승인된 내용연수로서 ’99.1.1. 이후 신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
용하고 ’98.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시행된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잔존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한다.
  ⑥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통원가(감가상각비 단가) 산정시 감가상각

대상금액 총액에서 제47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처분이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가 회계결산서와 상이할 경
우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⑦ 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한 기간 감가상각비 계산은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
부가액), 제4항의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전용자산은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되, 
조달물량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해 연
구개발 및 시제생산에만 사용하는 자산은 연구개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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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약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

거나 또는 규칙 제7조의 적정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⑧「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이하 "생산계획물

량"이라 한다) 이 통보된 경우에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단위
당 상각비는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⑨ 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당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미상각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의 상각비범위 (연평균 상각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⑩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
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비(직접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는 증가된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이윤율에 
반영되어 적용될 때까지 재평가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⑪ 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제22조(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의 전용구축물에 대한 지급임차료로서 
임차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임차료를 대상으로 하되, 단위당 계산기준은 제21조제7
항 각 호 및 제8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설계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설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설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설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을 외부
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내부설계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요소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계비를 계산할 때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당해 계약의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간 균등하게 이연 상각한다.

  ③ 특정계약에만 관련하여 지출되는 설계비는 당해 특정계약의 경비로만 계산한다. 
  ④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

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하며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
한다.

제24조(공사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공사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생산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사용후의 잔존가
치액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설공사가 계약의 주요내용인 경우에는 
공사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가계산을 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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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공사비를 계산할 때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의한 생산
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하되 총생산물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3조를 준용하여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 공사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용후의 철거에 요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특허권 사용료)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특허권사용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허권의 사용료로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해 특허권이 방위산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허기간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총생산물량을 기준으
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② 특허권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③ 특허권사용료를 생산수량에 대한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
비상당액으로 한다.

제26조(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 ① 규칙 제39조의2의 개발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활동의 결과 특허권을 취득
한 경우에도 동 비용은 개발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개념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변동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조원
가 요소별로 회계처리된 비용을 방산제비율상 개발비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개발
비로 본다. 

  ③ 규칙 제39조의2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향후 군소요나 수출소요를 위해 자체
개발 또는 연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특정프로젝트에 위 비용이 투입된 경우
에는 간접경비율 또는 일반관리비율로 반영 할 수 있다. 

  ④ 개발비는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하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다만, 
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
는 비용은 일시 상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
해연도의 조달물량 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개발비를 계상한다.

제26조의2(간접재료비) 규칙 제23조제1항의 간접재료비는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
준으로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산
정시 실발생원가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6조의3(공통원가의 적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통원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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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원가 산정일(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체결하는 
계약 : 전년도 공통원가

   2.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 : 산정된 공통원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에 임금협상 노사합의 종료 또는 결산 종

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방산업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통원가를 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27조(간접노무비) ① 규칙 제23조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규칙 제21조의 직접노무비
에 대하여 제2항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규칙 제23조제4항의 간접노무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업체별·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
하여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노무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제28조(간접경비) ① 규칙 제23조제3항의 간접경비는 규칙 제21조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노무비에 제2항의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품
의 특성, 생산방법 및 발생비용의 특수성등으로 이 계산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간접경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
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의거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경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간접경비율 = 간접경비
노무비

제29조(일반관리비의 계산) 일반관리비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 계산시 
제31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도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와 시제의 경우를 말
한다.

제30조(수출촉진활동비의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 ① 규칙 제18조에 의한 수출촉진활동
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장이 후원, 요청 또는 승인하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제2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등의 참가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2. 방위사업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고 해외시험평가(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을 
포함한다) 등을 위해 현지로 시험평가 제품을 운송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된 비용
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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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험평가 제품 운송비
     나.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다. 시험평가 유류비·탄약비
     라. 시험장 사용료
     마. 기타 방위사업청장 또는 수출대상국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단,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을 위하여 신규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지원한도는 접대비, 판촉물제작비, 운영유지비, 규칙 제3조의 비원
가항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원한도는 해당 발생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31조(일반관리비율 산정) 규칙 제25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
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 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4의 비율로 반
영한다. 다만, 제29조 후단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한다.

제32조(방산제비율 적용) ① 원가계산을 기초로 확정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서 규칙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동의서에 서명날인 직전에 시행되는 제 기준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② 규칙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제비율은 계약건별로 적용하여
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방산제비율을 산정하여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부서와 기
관에 통보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방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한다.

  ⑤ 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방산
제비율을 산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제비율(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제외한
다)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 직전 2년간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부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투하자본 보상비 산정) ① 규칙 제18조의2의 투하자본보상비는 관급재료비
를 포함한 총원가에 투하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하자본보상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되, 최근년도로부터 연간투하자본보상율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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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간투하자본보상율

  연간투하자본보상율 = 방산투하자본금액×금융비용 – 방산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액
연간총원가(공장별 또는 방산업체별, 관급재료비 포함)

   2. 제1호의 금융비용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대기업)"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
자율 (제조, 중소기업)"을 적용한다.

   3. 투하자본보상비는 총원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방산투하자본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투하자본대상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자산으로서 미착기계, 

건설중인자산 등을 제외한 유형자산, 개발비,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2. 방산투하자본금액은 제1호의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차액(토지이외의 유형 고정자산은 ‘98.4.10 이후 재평가차액 및 기업회
계기준의 재평가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증감액)은 제외한다. 한편, 신규취득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투하자본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인 방산
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3. 방산투하자본금액은 각 자산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배부기준에 따라 민·방
산을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방산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액은「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
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유형자산, 개발비에 지원되
는 이자차액보전액을 말한다.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① 규칙 제26조의 이윤계산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보
상액, 위험보상액,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본보상액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기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본보상율은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조정계수 0.25(용역0.7)을 곱하여 산

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0.3(용역 
0.7)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평균영업이
익율을 말하며 제비율 산정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한다. 

   3. 관급재료비라 함은 규칙 제2조제13호의 관급재료로서 제조과정에 투입되어 가
공·조립되는 관급재료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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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험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위험보상액과 계약위험보상액을 합한 금액으
로 한다.  

   1. 기술적 위험보상액은 사업형태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총원가에 다음의 기술위험
보상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구분 연구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

생산, 정비 기술협력생산
보상율 1.5% 1.0% 0.75% 0.5%

   2. 계약위험보상액은 계약종류에 따라 총원가에 다음의 계약위험보상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업의 형태가 연구개발사업·초도양산사업·정비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확정계약 또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상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종류 보상율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3%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확정분 2%
중도확정계약 1%

  ④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원가절감노력보상액, 설비투자노
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계약수행노력 보상액은 다음 각 목의 원가 요소별 계약수행노력보상율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재료비(관급재료비, 수입품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는 
제외한다) × 1%. 다만, 규칙 제39조의4에 의거 구매한 국산화 부품 재료
비의 경우 2%를 추가하여 가산한다. 

    나. 노무비 × 3%(시제생산 5%, 용역9%)
     다. 제조경비 × 3%(용역 5%) 다만, 제조경비중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개발비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
     라. 기술료 × 1% 다만, 기술료중 로얄티 및 면허사용료는 제외한다.
     마. 외주가공비 × 4%(용역1%) 다만, 외주가공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를 적용한다.
     바. 개발비 × 10%(용역12%)
     사. 일반관리비 × 3%(용역 4%)
   2. 원가절감노력 보상액은 총원가에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2%를 상한으로 한다. 
     가. 원가절감노력보상액 = 총원가 × 원가절감노력보상율
     나.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연간원가절감액을 연간총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등을 통하여 산정된 원가

절감액을 말한다.
     라. 나목의 연간원가절감액은 다목의 원가절감액을 3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

업종료된 년도부터 3년동안 연간원가절감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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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비투자노력 보상액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설비투자노력보상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
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설비투자노력 보상액 = 총원가×설비투자노력보상율 
   나. 설비투자노력보상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근 년도의 설비투자보상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 설비투자노력보상율 = (방산설비투자금액×자기자본구성비)×재투자비용
연간총원가(공장별 또는 방산업체별, 관급재료비 포함)

∘ 자기자본구성비 =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구성비를 산출한다. 

∘ 재투자비용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본세전순이익
률(제조,종합)”에서 제32조의2제2항제2호 금융비용을 차감한 율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제조,종합)”에 1%를 가산후 제32조
의2제2항제2호 금융비용을 차감한 율로 한다.

     다. 나목의 방산설비투자금액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
으로서 다음과 같다.
· 개발비 × 130%
· 유형자산(토지,건물,구축물 제외) × 100%
· 건물,구축물 ×70%
· 임차보증금 × 70%

     라. 방산설비투자금액은 다목의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
며, 재평가차액(‘98.4.10. 이후 재평가차액 및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
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증감액)은 제외한다. 한편, 신규취득자산의 경우「법
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의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설비투자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다만, 동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
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방산설비투자금액은 각 자산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배부기준에 따라 
민·방산을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경영노력 보상액은 총원가에 경영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는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 3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된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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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에 의한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율은 다음과 같다.
    경영노력보상율(%)=경영노력 평가 점수×0.1
  ⑤ 용역의 이윤은 제2항의 기본보상액, 제3항의 위험보상액, 제4항제1호의 계약수행

노력보상액, 제4항제2호 원가절감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33조(개산원가의 계산) 개산원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획득 가능한 원가자료 및 제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34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정산원가는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다. 다만, 

납기가 12월 31일인 경우와 같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품일 30일 전부터 원가정산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원가정
산시점 이후의 원가는 실제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②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재료의 사용실적 및 구입가격
   2. 직접노무비의 지출실적 
   3. 직접경비의 발생실적
   4. 설물의 발생실적
   5. 공정별 장비현황 
   6. 공정별 생산능력 및 투입인원
   7. 공정도(NET-WORK) 
   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관계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제35조(재료비)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의한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업체가 실제 구입하여 소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20조제3항을 적용

한다. 다만, 정부가 통제 또는 고시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통제 또는 고시가
격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방위사업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의 단위당 가격은 당해 비축원자재를 보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산원가의 
계산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당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부(국방기술품질원장, 수요군의 장)의 소요량 증명
을 발급 받아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재료비를 계산한다.

     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방산물자 사전품질보증 지시일
자의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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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산원가계산시점의 구입가격 
     다. 가목과 나목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때에는 실제 구입가격
제36조(설물의 평가) 설물의 평가와 차감방법은 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
제37조(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계산은 실제 투입노무량과 실제지급노무비단가를 기

준으로 하되 규칙 제3조제8호 및 규칙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비목별로 당해물자의 생산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22조를 적용한다.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39조(경비)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다

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및 각종 연료

비 등을 말한다.
   2. 감가상각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3. 기술료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국· 내외 업체와의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

용으로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해외기술훈련비, 국외여비, 기술자초청비 또는 기술자문비 등을 말한다.

   4. 개발비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5. 지급임차료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구, 비

품, 차량운반구 등의 사용료로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보험료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되는 화재보험료, 차량보험료 등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의료위생약

품비,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외주가공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용역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

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소모품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되는 설계용품비, 각종 용지대, 복사비, 청사

진대,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10. 교통통신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되는 여비,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및 우편료 등을 말한다.
   11. 세금과 공과금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부과되는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

는 공과금을 말한다.
   12. 도서인쇄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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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작비(영상제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종사요원의 사내교육비와 위탁교육

비 및 교육자료비 등을 말한다.
   14. 시험제작비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형제작, 설계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

한다.
   1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을 말하며 제9호의 소모품

비로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16.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제되어 있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17. 전산운영비는 용역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전산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한다.
   18. 기타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제39조의2(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원가계산) 규칙 제33조 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용

역 원가계산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
준에 의한다.

제6장 원가정보
제40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산업체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
   3.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 재무제표
   4. 규칙 제35조에 의거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한한다)  
  ②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일이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료의 요청 및 제출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재료비 증빙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계약관리본부장이 정
한다.

  ④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통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월말 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접재료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2.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노무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3. 제20조제2항의 직접작업,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의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이 

경우, 간접, 무작업노무량 및 불인정여유시간은 별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1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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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체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공통원가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제41조(왜곡된 원가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
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42조(준용)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7장 기타
제43조(수출보전 감가상각비) ① 규칙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출보전 직접감가상

각비는 방산전용시설을 사용하여 당해 계약기간중 방산수출품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
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단위당 수출보전 감가상각비는 수출물량을 제외하고 산정한 단위당 상각
비와 수출물량을 포함하고 산정한 단위당 상각비의 차이로 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방산수출품 인정범위) 제43조의 방산수출품은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물자로서 주요방산물자와 유사한 물
자를 말한다.

제46조(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보전) ①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방위사
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인정 가능한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시스템(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

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 구
축비용

   2. 기타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③ 규칙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 보전

액은 계산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비용을 타 비목(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등)에 중복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7조(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규칙 제39조의7제2항의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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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별표 10-1「망 분리 시스템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구축하는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장비 비용

  2. 제1호의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
제48조(방위사업전용시설의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 구입한 자

산이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결정하여
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의 확인에 의하
며, 외주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군의 기술지원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야 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산인지 여부
   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에 활용 여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업체가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업체의 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처분한 자산 및 처분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분이익이 있
는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제38호, 2006.11.1. 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

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국방부 
계회41301-2467, '03.7.1)” 은 폐지한다. 

부 칙<제90호, 2009.2.3.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

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③ (방산관련 자체연구개발비 및 수출촉진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

30조제1항제2호는 2008년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제비율을 산정한다. 

부 칙<제118호, 2010.2.1.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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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144호, 2011.5.6.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제165호, 2011. 12. 9.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211호, 2012. 12. 27.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238호, 2013. 11. 28.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단, 제19조의3(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과 제45조(중소기업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보전)는 2013년 10월 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3년 10월 
10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확정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제310호, 2014. 10. 08.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1. 1. 이후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청 훈
령 제238호, 2013.11.28.)을 적용한다.

부 칙<제315호, 2014. 11. 10.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1. 1. 이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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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326호, 2015. 04. 01.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351호, 2016. 01. 05.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352호, 2016. 01. 29.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386호, 2016. 12. 22.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제403호, 2017. 03. 16.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8호, 2017. 07. 0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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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방산연구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은 2016년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제비
율을 산정한다. 

  
부 칙<제425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7호, 2018. 06. 05.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③ (투하자본 보상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 및 제4항은 2017년 발생분

부터 적용하여 제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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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간접작업노무량

회 의
· 일상 반복적인 업무관련 조회/회의
· 반별, 조별 업무능률 향상 관련 활동

작업준비
· 정상적, 필요적 작업준비시간
· 자재청구/수령에 따른 정상적인 소요시간

휴 식 · 노사합의에 의한 정기적인 휴식시간

작업관리
· 작업, 공구, 자재 관련 필수적인 관리소요시간
· 경상적, 주기적 장비점검 및 수선시간
· 주변환경정리와 관련된 작업장 정리

정상대기

· 관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관급자재 검사 대기시간

· 천재지변에 의한 정전, 단수 시간 등
· 정부관련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

무작업노무량

휴 가
· 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 및
생리휴가
· 사규상의 각종 투표, 선거와 관련한 시간

교육/훈련
·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
·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시간

행 사
· 회사주관 회사창립행사,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복지 및 교육행사 등
· 노사합의에 의한 노조주관행사

출장/외출
· 업무관련 외부출장
· 일과시간내 공용 사외외출

불인정 여유시간

기타대기

· 사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사급자재 검사 대기시간
· 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단수 시간
· 작업라인상의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공구/장비 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비경상적, 비반복적 장비고장 시간
· 정부와관련없는 설계및규격의의도적인 변경

불량수정/재작업 · 부품, 제품 외주관련 불량수정 및재작업 시간

기타출장/외출
· 업무와 관련없는 외부출장
· 일과 시간내 업무와 관련 없는 외출

기 타
·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는 노조주관행사
· 결근, 조퇴, 지각 시간
· 기타 인정되지 않는 여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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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일부발췌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83호(2019. 1. 10.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94호(2019. 3. 14. 개정)

제III편 조달 및 계약

제1장 통칙

제1절  일반사항
제8조(군수품 조달의 원칙) ① 군수품의 조달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 한 국외조달보다는 국내조달을 우선 검토하고, 국외조달시는 FMS보다는 경쟁
에 의한 상업계약으로 조달하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調達源)으로부터 양질의 군수
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품 조달을 위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생산․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국
외조달은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국외 생산․제조업체 또는 
국내․외 공급업체와 직접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조달해야 할 대상이 동일 연도내 동일 품목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 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조달할 수 있다.

  1. 급식품목 중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불이행 등으로 군 급식 안정성이 제한
될 수 있는 품목

  2. 단일 함정건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력화시기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④ 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을 증대하고 경쟁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외 상업구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는 계

약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9조(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  ① 청장과 각군 및 국방

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내 단일 업체에서 제조․공급하는 상용품에 대하여 동등품질 이
상의 유사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경쟁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상용품에 대하여 단일의 특정한 모델 또는 제조․공급사를 
지정하여 조달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특정한 모델이나 단일 업체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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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하여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2개군 이상 공통품목에 대한 상용품의 군사요구도에 대한 기술검

토를 실시하여 공통사양에 의한 군사요구도를 정하여 국방규격의 상용전환을 확
대하여야 한다.

  ④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에 있어서 군수조달 양허대상 여부, 기술규격, 유자
격자의 선정, 품질검사 등 제반조건이 내국민 대우․무차별․호혜평등 원칙 등 협정
서의 내용에 합당한지 여부를 집행 전에 검토한다.

  ⑤ 특정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요구는 특정한 상표‧상호‧디자인‧원산지‧제작자 등을 명
시하여 해당품목 또는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협상․계약 목
적물로 선정하며, 동일 연도 내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최초 조달계획서에 추후 조달예정 물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특정조달 대상품목 및 사업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분할하여 조달하여서는 아니되고 절충교역 및 국산화 의
무조건 제시 등을 통하여 국내업체에 우선권 등을 부여할 수 없다.  

  ⑦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에 대한 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2.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3. 특허 등 특정한 기술에 의해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보유 업체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다. 
  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연구개발 품목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

할 수 있다. 
  ⑧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조달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보다 계약관리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상용물자로 조
달청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⑨ 중앙조달 예산에 대한 계약체결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국외조달 중 국고채 예산만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⑩ 해당팀장은 2단계 경쟁입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요구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균등 보장과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하여 구매요구서
(안)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사전공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본문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이라는 내용을 기술
하여야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 및 소요군과 협의 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한다.

  ⑪ 조달요구부서(각군 등)는 국방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중앙 조달을 
요구할 경우 필요 시 관련 기관(계획지원부 등)의 기술검토를 받아 구매요구서(군
사요구도 등)를 작성 및 확정하여 계약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고채 조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발주 년도를 납기로 설정하거나 연내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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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⑬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도별 부기금액의 누계액이 해당 년도까지의 납품액 누계액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달구분 및 대상) ① 군수품의 조달은 군수품생산업체 소재에 따라 국내조달
과 국외조달로 구분하며, 군수품구매주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중앙조달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구매하는 부대조달로 구분하고, 기타 정부조
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과 정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대체조달 등으로 구분하여 집
행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협상에 국내․외 조달원이  차별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기관과 각군․기관이 협의하여 집행기
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의해 계약관리본부장이 집행하는 중앙조달대상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 3천만원 이상 품목 또는 중앙조달 실적이 있는 품
목. 다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일 군 소
요품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각군에서 조달할 
수 있다.

  2. 중앙조달품목과 동류(同類)품목으로써 일괄 구매하는 품목
  3. 법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4. 방산장비(별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구성품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조달된 장비의 

외주정비사업. 다만,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5. 의약품 및 의무물자 중 중앙조달로 결정된 품목(예방약품, 세트장비 내용물 등을 

말한다) 
  6. 주장비(主裝備)와 함께 패키지(Package)사업으로 추진하는 창 정비 개발사업
제11조(위탁구매기준 등)① 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품 중 제조․공급 특성이 상용품과 동

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부대 증․창설사업, 패키지화 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긴급․ 적기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군에서 중앙조달을 요구한 
경우와 방위력개선사업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직접 
집행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품목
  2. 연간 단가계약품목(제3자 단가계약품목을 포함한다)
  3. 저장품
  4.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달청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등에 위탁구매를 할 경우에 계약관리본부장은 조

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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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획지원부장은 조달계획 확정시에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사업을 국방부, 사업관
리기관 및 부서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F년도 11월말까지 확정하
며, 확정된 대상사업을 12월말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집행토록 한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용품의 위탁구매를 위한 방법, 절차, 기
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을 조달청과 체결할 수 있다.

  ⑤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청 품목의 집행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조달요구에 의해 조달
기획팀이 계약부서를 지정하면, 계약부서장이 조달청에 위탁계약 의뢰하고 조달청의 
계약완료 통보에 의해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기초자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
한다. 업체의 계약이행에 의한 이행완료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계약부서가 확
인 및 접수하여 조달청의 대가지급고지서와 함께 계획지원부에 송부하면 계획지원부
장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한다.

제12조(납기․납지 설정)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품의 소
요시기 및 납기를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중앙조달 대상품목의 재고자산 가용여부의 판단과 조달을 위한 소요기간 
  2. 각군의 소요시기‧저장능력‧생산기간‧ 민간성수기‧ 품질보증기간․원자재확보시기․입찰

공고기간‧ 해외운송기간 및 품목의 특성 등 
  ② 군수품의 납품장소(이하 “납지”라 한다)는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의 화물은 사용하는 부대와 가까운 창으로 납품 
할 수 있으며, 특정조달대상 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납지를 지정한 경우에 검사 및 
납품조서는 해당 각군 군수사령부 또는 군수품을 수령하는 부대가 소속하는 군수
지원사령부 또는 보급창에서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생산현지에서 모든 생산 및 수락시험이 가능하고, 수요
지(사용 부대를 말한다)로 이동함에 있어 기상, 파고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이 큰 군수품의 경우에는 생산현지를 납품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외조달의 경우 납기와 납지 등 인도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① 계약관은 전력화시기와 사업의 특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체결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과 착수금 또
는 선금급의 지급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목록정보) ① 군수품조달을 위한 규격의 적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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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매 시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 규격 등을 적용하고,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기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발전 추
세에 따른 신장비 구매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나 기타 정부규격
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조달이 요구되는 사업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국
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새로운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
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적합한 견본제품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견
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품사진․모델․모델번호․주요성능 및 업체관련 정보 등
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품조달을 위해 조달요구를 하는 때에는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된 품명, 재고
번호, 참조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목록화 요청 중이거나 긴급구매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에는 군급 분류번호와 참조번호를 같이 기재하여
야 한다.   

  
제15조(계약사무의 분장) ① 「국가계약법」 제6조 및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

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 계약관리본부장 
및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계약관련 소관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내조달에 의한 무기체계(수리부속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중 ｢방위사업청
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무기체계계약부장 및 각 계약팀장에게 분
장한다.

  2. 무기체계 및 수리부속을 제외한 국내조달 장비․물자에 대한 계약사무 중 ｢방위사
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단위계약 건당 물자류는 장비물자계
약부장 및 각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

  3. 국외조달에 의한 국제계약사무 중 상업구매 계약 및 FMS구매 업무는 ｢방위사업
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국제계약부장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각
각 분장한다. 한편, 필요한 경우 단위 계약건당 일정금액 미만 품목과 국제계약
부장이 가격조건 등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조달지시한 국외 현지구매사업은 국제
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이하 “국방
무관”이라 한다)에게 분장한다.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의 현지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전반은 국제계약부장이 총괄하여 조정․통제하고,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은 국제계약부장이 지시․시정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위계약 건당” 이라 함은 조달판단서 묶음 단위의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방법을 품목별, 지역별 등으
로 구분 판단한 경우에는 품목별, 지역별,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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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획지원부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제2호, 제4
호 나목․다목, 제5호 다목․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전년도 체결결과를 종
합하여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계약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지명경쟁계약
과 제26조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및 제70조 제1항의 개산계약 체결결과는 해당 
계약부장이 계획지원부장에게 월별로 통보하고 계획지원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
사원에 통보한다.

  ⑤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및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에 따른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년도 연간 계약실적을 계획지원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획지원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계약실적총보고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해당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을 담당하는 팀장은 계약의 진행계획 및 상황과 계약체결 
결과 등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업관리를 위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전비품 확인서 발급) ① 전비품(｢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군수품을 말한다)의 면세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업체로부터 전비품 확인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해당품목에 대하여 전비품 여부를 확
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7조(조달집행 촉진) 계약관리본부장은 소관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근거, 예산배정, 계약 및 지출상태 등 계약이행관리 등에 대한 
조달진도 확인과 정책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조달관련 집행촉진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조달원 등록 및 정보관리)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위사
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는 청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법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 법령에 의한 
중점관리(동원) 지정업체 중 국외조달업체를 지역별, 업종별, 품목별로 분류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로 관리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신규 조달원의 현황 등록업무 및 기존등록업체의 정보변경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소정 서식의 업체 기본현황, 변경자료 또
는 품목등록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등
록　신고필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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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무역대리업체의 주소 변경시에도 해당 업체에 대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보안측
정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원 현황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체정보의 무단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부정당․부실 조달원 관리)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부
실 조달원 관리는 청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제14조에 따른다. 

  ② 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
로 통보받아 실시간으로 최신화하여 업종별 연체기간 및 부도금액 등을 통합사업
관리정보체계에 관리하고, 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는 계약 부서에서 입찰적
격심사를 할 경우에 자료로 활용한다.

  ③ 각군 및 기품원 등 품질보증기관의 장은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품질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 등 하자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처리현황에 따라 분기별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계약관리본부장(계약부장)에게 통보하고, 종류별, 품목별, 업
체별로 구분하여 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계약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
며, 계약부서 등은 입찰적격심사(신인도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④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그 제재기간 중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9항에 따라 계획지원부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업체코드(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주민번호에 의해 입찰참가를 차단한다.

  ⑤ 각 계약부장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생산능력 미흡에 의한 계약불이행 품목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⑥ 계약관리본부, 기품원, 소요군 등은 신규업체가 경험 부족으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초기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
한다.

제2절 조달계획 및 변경 등
제20조(조달계획서의 작성 등) ①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검토․확정한다.

  ②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적용단가, 통제품목 대상, 서식 및 일정 등의 세부기준은 
제1항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의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
이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에 전력운영사업비의 조달요구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한“계약체결의뢰서”를 조달계획서로 갈음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조달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요
청 시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관련자료(집행계획 및 품목별 예산 등)를 계약관리
본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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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달예비판단) ① 계획지원부장은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별표 제3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에 따라 집행기관
을 분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판단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각 계약팀장 :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예비판단을 실시
  2. 계획지원부장 : 재고번호, 품명, 목록화 여부, 규격유무 및 지원 가능여부 검토
  3. 기획조정관 : 각 계약부 및 지원부서의 예비판단에 필요한 전산지원 조치
  ③ 상업구매계약을 수행하는 계약팀장(이하 “상업계약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

호에 따라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는 경우에「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계약관리
본부 지침)에 따른다.

 ④ 각 계약팀장은 조달요구 내용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재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외 조달을 위한 조달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미구비 사항에 대
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각 계약팀장은 조달예비판단을 위해 조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으며, 관련업체(체계업체, 실적업체, 자료
요청업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관련업체에 직접 제공할 경우, 형평성을 고
려하여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품목
  2. 재고번호
  3. 수량
  4. 예산
  5. 납기
  6. 그 밖에 조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조달계획 확정․통보)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F+1년도 조달계획에 대한 품목(항목)

별 조달예비판단결과를 종합하여 각군․국방부직할기관 및 부서와 국방부, 조달청 등
의 팀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달계획을 기초로 당해년
도 예산 불용액 발생과 사고이월을 최소하도록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을 일치
시켜 다음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청장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달 관련 정보 공개) ① 계약부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달사업에 
대한 분기별, 계약단위별 조달집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월말까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1. 대상품목 
  2. 수량 및 예상금액
  3. 발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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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주 예정시기
  5. 방위사업청 주소 및 해당 부서명과 연락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획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상용품 및 규격품에 대한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장의 승인 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조달계획 수정․추가 등) ① 작성된 조달계획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조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

여 당해연도 6월말까지 수정사유를 명시하여 조달계획서의 수정을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작전상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장은 각군․기관의 조달계획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통제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집행계획 수립) 계약팀장은 F+1년도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 중앙
조달 계획이 확정되면 월별 분기별 사업집행계획을 작성하여 F+1년도 1월 20일까지 
계획지원부장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계획지원부장은 각 계약팀의 사업집행계획을 참고
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분기별 예산을 수령 후 즉시 각 계약팀에 통보한다.

제26조(집행기관 변경) ① 계약팀장은 중앙조달 확정품목의 집행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집행기관 변경 처리절차에 따른 각군 및 국
방부직할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부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지원부장에게 요청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제24조에 따른 수정․추가 조달요구 품목 중 중앙조달 실적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신규 조달요구된 품목에 대하여는 조달가
능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 승인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한다.

제27조(국내ž외 조달원 변경) ① 각 계약팀장은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 중앙
조달 품목 중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조달
불가로 통보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조달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품목은 국외조
달이 가능하도록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수정조달계획서를 접수받아 이
를 국제계약부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조달판단에서 묶음기준) 계약관이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 묶음단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묶음)단위별로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는 규격, 납
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
금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법규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및 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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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관리부서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한다.
  1. 장비 및 물자류
   가. 동일종류(이하 “동종”이라 한다) 품목은 지정된 품목코드를 적용한다.
   나. 유사품목은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 중 세세분류를 적용한다.
  2. 수리부속류
   가. 동종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 공정품목 묶음
    (2) 유사 기능품목 묶음
    (3) 다수업체가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 묶음
   나.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협력업체 생산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기능별 세부 구성부품  묶음. 다만, 제조도면 확보품목 및 일반업체 경쟁

조달 가능 품목은 별도 묶음
    (2) 방산업체의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 묶음
    (3) 비기능 단순품목 선별 묶음
   다.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국외업체 생산품은 한도액구매 대상으로 묶음 판단한다.
   라. 전자입찰품목은 군별, 기능별로 통합하여 묶음판단한다. 
  3. 방위력개선사업과 경상운영사업(전력운영사업)이 유사시기에 조달요구된 경우에 

동일품목에 대하여 묶음 판단한다.

제3절 계약관리일반
제29조(계약업무 절차 등) ① 조달을 위한 계약과 관련되는 절차는 별표 제5호의 주요

조달업무절차에 의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의 행위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과 「방위사업 감독업
무 지침」 등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계약방법·종류 등 심사) ① 각 계약팀장은 국내조달 50억원 이상 사업 중 계
약방법·종류 등 결정시 원가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계약방법·종류 등을 심사하
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의견 상충 등의 사유로 10근무일 이내에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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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계약방법 심사 보고는 원가심사 보고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31조(계약문서의 구성) ① 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
약일반조건｣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에는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로서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소액계약서
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문서의 구비서류와 편철순서는 별표 제6호에 의한다.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

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계약내용 변경사유서 등 관계서류
를 구비하여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규격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량, 단가, 금액에 관한 사항
  3. 납기, 납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 추가내용에 관한 사항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팀장은 계약업체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의 조정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확인 

후 원가팀에 통보하고, 원가팀장의 검토 및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업체가 최초로 조정을 청구한 날을 여전히 조
정청구일로 보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
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
11조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
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업체에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
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
시 청구한 날을 조정청구일로 본다.

  2. 원가팀장은 계약금액 감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출결과를 계약팀에 
통보하고, 계약팀은 그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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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
  3. 계약팀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협의와 예산의 확보조치 등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
정한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정운영담당관과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각 계약팀장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계약내용의 변경 구비요건 검토
  2. 각종 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 및 보증금액 추가 징구
  3. 계약내용 변경 구비서류 징구
  4. 계약내용 변경계약의 작성   
  ⑤ 해당 계약관은 생산이행과정에서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기품원장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정계약을 한 
후 기품원에 통보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⑥ 그 밖에 계약변경업무에 관하여는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제33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 낙찰자가 입찰유의서에 정한 기일 이내

에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7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①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
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 의
뢰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
건을 작성하여 계약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달기획팀으로 계약심의회 소집을 
요청한다. 이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여야 하며 단순‧명확
한 안건 등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안
  2.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이행상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사본
   가. 계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나. 계약이행 독촉근거서류
   다. 계약해제통보서 및 해제시까지의 경위서
   라. 계약이행 포기서
   마. 기타 참고자료 등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 명백한 오기, 단순 계산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행정지도 서면교부서에 



Ⅲ.
군수품
조 달
관 리
규 정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165 -

따라 지도․권고․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

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의 제공) ① 각 계약팀장은 정부조달 협정회원국의 공급자 또는 용역 제공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
공하여야 한다.

  1. 조달관행과 조달절차에 관한 사항
  2. 공급자의 등록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또는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사항
  4. 유찰사유, 낙찰자명,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등에 관한 사항
  ② 각 계약팀장은 제68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낙

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거나 특
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 ① 계약팀장은 입찰과정에 있어 담합을 통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내용, 일시, 
장소,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대상업체 주소와 담합의혹 사항, 입증자료 등을 첨부
하여 법률소송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합의혹에 대한 판단․조치 및 담합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
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7조(개산계약의 정산절차) ① 계약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계약업체로 선
정되어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에 따라 정
산원가 산정 후,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과 원가증빙자료의 신뢰성을 고
려하여 금액을 증감‧조정할 수 있음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고지하고 계약조건협상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 관련부서(IPT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확정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산원가계산서 및 정산가격 의견서 등을 원
가회계검증단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정산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④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정산가격을 업체에게 통보하고 최초 계약금
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계약을 하고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⑤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정산가격에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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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한 결과를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하여 정산가격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⑥ 성과관리체계(EVMS)를 적용하는 개산계약(중도 확정계약을 포함한다) 사업의 경

우,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사업비용 성과지수 판단을 위한 해당업체의 전년도 원가
기준 제 지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해당 년도 2월말까지 제공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분할구도(WBS)에 의한 사업관리 진행내
역을 정기적으로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관리본부장은 통합사
업관리팀장이 통보한 업무분할구도에 의한 사업관리진행내역에 누적된 최종결과
를 검토하여 정산원가 산정시 직접비에 한하여 이를 조정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계약관련 사전심의)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존립이 불확실한 경우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와 수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에 대한 사항
  4. 방위사업관련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 또는 방산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

조치요구 및 결과보고 
  5. 국외협상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추천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조달실무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계약관리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별도로 부정당업자제재조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한 계약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구성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면제 등) ①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다
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
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4.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5.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6. 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

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7.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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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9.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10.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11.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

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 사유
가 타당한 경우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체상금 면제신
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면제승인 후, 결과를 지출심사팀 및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입증
서류 제출 지연, 법무검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체상금 면제사유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상금 부과․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지체의 책임소재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확보지연, 군수조달분과위원회 개최곤란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지체상금의 부과․면제에 대한 결정을 90일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위 각 호의 판단결과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심사팀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지출심사팀장에게 면제신
청서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상금의 부과․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지출심사팀장에게 처리예정일자 등을 통
보하여 기간연장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유보) ① 계약팀장이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지출심사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상금
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법 제43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보증기관이 발

행한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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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
증서

  ② 제1항 채권보전서류의 보증 및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이 포함된 대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
다. 이 때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약정이자상당액=지체상금액×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보증 또는 보험일수/365일>
  ③ 계약팀장이 지체상금의 부과·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처리예정일)을 통

보할 경우에 지출심사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
만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이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기간이 연장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유보된 지체상금
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심사팀장은 즉시 해당 금액(지체상금액에 대가지급
일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최초양산 계약의 범위) ① 영 제61조 제4항에 따른 최초양산 계약의 적용 범위
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양산계획서에서 승인된 최초양산 사업(물량)을 기본 적용대상으로 하며, 최초와 
후속양산 구분없이 1회의 계약으로 완료되는 사업은 해당 물량 전체를 적용 대상
에 포함

  2. 함정건조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에서 승인된 후속함의 
최초물량(선도함 건조기간에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

  3. 성능개량사업은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체계
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에서 승인된 최초 양산사
업(물량)

  ➁ 제1항에 따른 최초양산 계약시 체계개발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개발
된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 또는 구성품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을 주 
체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양산 계약의 범위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품목이 최초양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➂ 제1항에 따른 최초양산 계약시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주 체계에 포함하여 한 건으
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➃ 계약은 사업단계별(체계개발, 최초양산, 후속양산)로 각각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단계를 통합하여 계약하거나 하
나의 사업단계를 분리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단
계의 지체상금 상한을 적용한다.

제42조(지체상금(遲滯償金) 및 계약보증금의 상한 적용) ① 지체상금의 상한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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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체상금의 상한은 영 제61조 제4항(계약금액의 10%)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

조 제3항(계약금액의 30%)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2. 계약팀장은 납품지체가 발생하면 전체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액을 산정하고, 

제39조 제1항의 면제 대상기간을 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결정하되,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

  3. 지체발생 이후 기성 또는 분할납품 등으로 인해 최종 납품 전 일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계 또는 부과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액이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당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제 부과하는 지체상금액은 각
각의 상한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 

  ➁ 계약보증금의 상한 기준 및 상한율은 영 제61조 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3조(심의제외 대상) ①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책임이나 각군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할 때에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납기
연장 수정계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2.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업체 동의서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여부에 대한 입증서류 자체로서 그 내용이 명

백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군
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 계획지원
부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체상금의 부과금액 또는 면제금액 및 그 산출명세서
  2.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제44조(가격협상관 편성 및 운영) ①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의 가격협상 등을 할 때 유

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하기 위하여 협상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해 협상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수의계

약 체결을 위한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때 협상관을 지명받아야 한다.
  ③ 가격협상을 할 경우 각 사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상관 외에 별도의 

입회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가격협상) ①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협상관은 가격협상을 주관하되, 가

격협상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모든 협상참가자에게 예정가격이 누설 또는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
를 밀봉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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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협상관이 제1항에 의하여 가격협상을 할 경우에 대면협상을 하거나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46조(납품지체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할 경우 조치) ➀ 계약팀
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할 경우 별지 제9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관리하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지
체상금의 계산은 납기 이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기성 및 기납품분에 해당하는 확정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예정 지체상금을 합산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➁ 계약팀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기 전에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과 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후 계약해제·해지 또는 계약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납품 가능성 및 가능 시기
  2. 지체품목의 조달 시급성, 적기 재조달 가능여부, 계약유지시 향후 대금지급예산확

보 가능여부
  3. 품질검사기관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➂ 계약팀장은 제2항의 판단결과를 근거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

는 전일까지 아래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다. 
  2. 위 1호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
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➃ 계약팀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
록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➄ 제4항에 따라 계약팀장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였으나, 납품이 계속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
당액에 도달할 경우 제1항에서부터 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➅ 계약팀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이 영 제61조 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각각 정한 상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을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하되, 제2항 내지 제3항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➆ 계약팀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
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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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해당 계약관은 이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
시 군수조달실무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47조(계약 해제․해지) ①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관의 해제(해지) 의사표시 또는 계
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에 해당 계약팀장은 계
약의 해제(해지)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해제․해
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특수취급우편(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한다. 다만 해제(해지)사유가 명백하고 사업의 목
적, 성질 등에 비추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최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호의 최고절차가 불필요하여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계약상
대자에게 제2호에 의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일정기간 내에 해제 또
는 해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
한 때로부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종류 확인
  2. 보증 또는 보험기관과 계약이행 가능시기의 대조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기관에의 보증이행의 청구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4. 선․착․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잔액과 약정이자액을 계산하여 반환 청구준비
  ③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상업계약에서 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할 경우 계약불이행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최종 보완요
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계약불이행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
속 이행여부 필요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별표 제7호 서식의 「계약 
해제 및 해지시 점검표」 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1. 신용장(L/C)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3. 납품된 물품이 계약물품의 사양과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5. 하자발생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체의 해제 및 해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는 법무검토를 생략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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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약해제․해지 시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① 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
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
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
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 일부 해제․해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하고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부 해제·해지된 품목에 해당하는 계
약보증금만을 국고 귀속할 수 있다.

  1. 품목별 단가제로 각각 입찰한 후 이를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
  2.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잔여 계약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

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전력운영사업 수리부속 계약의 경우
제49조(공사와 제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① 계약관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로서 국내․외업체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들 중 하나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50조(계약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해석 질의) ①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요청하며, 자체 운영지침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과 사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 및 이유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전문
  3. 신구조문 대조표(일부 개정에 한함)
  4. 그 밖에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②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해석(기획재정부 회계질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1. 질의요지
  2. 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3. 질의부서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견해(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와 그 근거
  4. 그 밖의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③ 법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는 「법무운영 규정」에 따라 법률소송담당관에게 질의

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유사사례 등으로 관계법령 등의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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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방산 계약제도 및 원가제도의 발전) ① 계획지원부장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과 
기반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 계약제도 및 방산 원가제도(이윤제도 
포함)를 방산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계획지원부장과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된 방산계약제도 및 
원가제도 발전(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포함)을 위하여 필요 시 상호 협
의한다.

제52조(방산물자 수출촉진비용 원가보전) ① 계획지원부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위해 방산수출 물량의 원가보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방위산업체의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 등의 수출촉진 활동을 위
한 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4절 관급재산 출납업무
제53조(업무분장) 관급재산의 출납사무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관급재산에 대한 출납명령, 제도 및 지침 등 총괄업무 및 해당 물품관리관의 

위임사무 수행
   나. 계약부 물품실무담당자 관리 및 통제업무 수행
   다.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관급재산에 관한 필요사항 통보
  2. 해당 계약팀의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급재산 물품출납사무 처리 및 관리
   나.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현장 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급재산 현장관리 요구 및 필요서류와 관리지침 통보
   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의 통보에 의한 관급재산 납품 및 인도․인수 사실 

확인
   라. 관급하는 물품에 대한 관급재산 등재관리 및 관리전환업무 등
  3. 해당 계약팀의 관급재산 계약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관급품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및 징수사항을 포함한 관급재산 관리 및 

공급조건을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명시
   나. 계약서, 물품납품통지서 등 관급사실 및 해당증명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통보
  4.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완성품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관급재산의 인도․

인수 사실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 통보의무
   나. 관급재산의 관리상태 점검 확인 및 관리통제
   다. 기타 물품실무담당자로부터 위임된 작업현장의 물품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처리 등
  5. 기품원은 관급재산과 관련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품실무담당

자 및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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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관급방법) 방위사업청이 관급을 위해 국내․외 조달원을 통하여 군수품을 조달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관급을 받는 업체 작업현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관급품 제조(공급)자가 관급을 받
는 제조(공급)자(최종목적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방법

  2. 일반물자의 원자재 등 관급품 생산공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
고 관급을 받는 업체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출납승인서를 발급받아 관급품 생산업
체로부터 승인된 품목과 수량을 생산지에서 인수하는 방법

제55조(관급재산 관리원칙 등) ①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하여 관
리되는 관급재산은 업체에 보관중이거나 지급되었을 경우에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
된다.

  ② 물품실무담당자는 관급품을 계약업체에게 출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업체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보관 및 관리책임과 손․망실의 경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2. 관급재산의 관리자로서 의무에 관한 사항
  3. 인수․사용내역․재고현황과 저장 및 위치표시 등의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실무담당자가 기록 및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사업관리부서장(현장감독관 등)은 계약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실태를 년 2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급재산 상태
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상태를 확인
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품목별 카드(관급품명, 관급품 재고번호, 적용장비명 등 포함)와의 대조를 통한 
관급재산의 재고 확인

  2. 품목별 재고 및 소모 기록카드(관급품명, 재고번호, 적용장비, 수량, 제조회사, 
입·출고 일자 및 수량 등 포함) 작성 상태

  3. 관급재산 관리 상태 확인
  4. 관급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실시
  ⑤ 기품원은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물품실무담당자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관급재산

의 생산, 납품, 보관 및 관리상태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협조하여야 한다.

  ⑥ 관급물품 조달의 계약부서와 관급물품을 사용하여 완성하는 최종계약목적물의 계
약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 등을 말한다)을 계약하는 해당 계
약팀장이 물품실무 사무를 관장한다.

  ⑦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의 제조(제작․조립․가공)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관
급재산관리업무는 해당 계약팀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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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관급재산업무 실무절차) 중앙조달대상 군수품의 관급재산에 대한 실무관리절차
는 해당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관급재산(품목을 포함한다)의 계약업체는 계약서에 지정된 납지인 관급재산 수령
업체로 납품하고, 관급재산 수령업체로부터 검수 및 납품조서(이하 “납품조서”
라 한다)에 물품인수 사실을 기명․날인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받는다.

  2. 관급재산 수령업체의 물품인수 확인이 완료된 납품조서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이 확인하여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물품실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품질관련 기관의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계약납기 및 납지, 품질검사 합격일자
   다. 수령 업체명, 물품 수령일자, 수령업체의 대표이사 실인
   라. 검수 및 납품조서가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있을 경우 해당 품질보증기관장 

및 관급품 수령업체 대표이사의 간인날인 상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력 
확인

  3. 일반물자의 경우 계약업체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기품원장 및 기타 검사기관․부서
의 장이 발급하는 검수 및 납품 조서를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는 이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
하여 관급재산의 현황 확인 및 실무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특정조달 제외기준) 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조달특례규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
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전쟁비축물자 포함)를 조달하는 경우
  2. 법 제46조(계약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필수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경우
  3.「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의한 전비품(수입장비는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
  4. 기타 발주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용역의 경우 
  ②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조달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

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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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조달
제1절  조달판단

제58조(조달판단) ①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는 계약관의 결재 전 법률적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법
률적 검토를 받은 조달판단서 및 입찰공고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법률적 검토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
61조에 의한 계약종류는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보상계약 및 유인부 계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
도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조달업체 정보, 규격서 및 목록자료를 활용하고, 과거 조달실적 
및 집행상 문제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달판단서를 작성한다.

  ④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정부조달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조달 예상품목
의 추정가격을 하향 설정하거나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조달 품목은 조달판
단서 및 계약 관련서식의 좌측상단에 “특정조달”이라 표시한다.

  ⑤ 조달판단 시 영 제50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른 계약전 품질보증 대상품목인 경
우에는 그 내용과 지시일자 등을 조달판단서(특기사항)에 명시한다.

  ⑥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단체포함)와 분할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량배정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조달판단 전에 해당 계약관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체의 신인도에 따라 물량배정을 감소할 때에는 
별표 제8호에 의한다.

  ⑦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외국 군사규격 및 다른 민수규격 
등을 적용하지 않은 품목(물품구매요구서 등)을 조달요구 받은 경우 조달요구부서
(각군 등)가 작성 및 확정한 물품구매요구서 등에 따라 조달판단을 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또는 업체의 생산능력, 제품의 특성과 수송 여건 및 조달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분할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⑨ 각 계약팀장은 계약전에 납기, 규격 등의 판단을 위해 국과연, 기품원, 사업관리
부서, 소요군 등 유관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⑩ 조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판단은 본 규정에 명시된 계약
체결전까지의 사업추진단계별 조치사항에 의해 조달판단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2절  공고 및 입찰
제59조(입찰 참가자격결정절차 등) ① 각 계약팀은 해당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

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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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품목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조로 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체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을 갖춘 자
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거나 납

세번호를 부여 받은 자
다. 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해당업종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

류번호)업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
마. 중소기업간 경쟁지정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을 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
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자

  2. 구매로 조달하는 경우는 입찰대상 품목에 대한 도․소매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업체
  3. 운송․검정․학술연구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 용역사업일 경우는 이에 관한 전문용역

업체
  4. 국내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업체는 제2호와 

동일하게 적용
  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적업체에 준하여 적용
제60조(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

청서 및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산업분류번호의 등재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공
장등록증명서 원본. 이 때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경우는 생산·정비능
력 확인 기준서에 의한 제조 및 시험시설․기술인력․특수조건 보유 현황을 증명하
는 서류

  2. 제59조제2항제1호 마목의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직접 생
산 확인증명서

  3.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4.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원본대조필 및 대표

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
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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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다. 다만, 특정물품을 조달
하는 경우는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물품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의
한다.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품목은 입찰공고를 할 때 적
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을 명시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공고를 하거나 당해 공고를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취소공고 시 각 계약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한 입찰은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당해 공고를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사업설명회에서 제안요청서를 수령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
  2.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참가 업체 모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등 정상적 입찰공

고가 불가능한 경우
제62조(입찰공고에 포함될 사항) ① 각 계약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를 할 

때 원가부서와 협조하여 낙찰업체, 제안서제출업체로부터 비목별 원가자료 획득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
격, 형상 등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을 확보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착오하여 
응찰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
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63조(공고절차) ①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으로부터 조달판단서의 결재를 받은 후 
입찰공고내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공고번호는 공고행위를 수행하는 해당 계약팀별로 부여한다. 
  ③ 입찰공고 내용 중에는 신규 업체등록, 업체정보변경, 품목등록 및 품목추가는 입

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고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하고 방위사업청 감사관실(고객지원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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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당해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자로 입찰을 제한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등록시 공고조건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제출
할 것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4조(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의 확인 등) ①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입찰참
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서
류를 제출한 때에는 구비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
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인감증명
서의 제출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인감증명 확인(원본 대조
필)으로 대체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 등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
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타 입찰참가등록기준,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18조를 적용한다.
제65조(입찰보증금) ① 각 계약팀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 및「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대하여는 각 입찰건마다 입찰공고 내용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입찰보증금이 제출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7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납부처
리 및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6조(입찰절차) ① 각 계약팀장은 대면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입찰을 수행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입찰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지원부, 원가회계검증단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 여부 확인: 해당 계약담당관(대리참가자 위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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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실시 선언
  3. 입찰유의서 낭독
  4. 규격 설명: 해당규격 담당자
  5. 입찰서 작성/투찰
  6. 투찰자수 확인
  7. 투찰함 개봉
  8. 입찰내용 기록
  9. 예정가격조서 개봉
  10. 입찰서 점검 및 개찰
  11. 낙찰자 입찰보증금/사용인감 대조 확인
  12. 낙찰선언, 재투찰 요청, 유찰선언,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언
  ② 입찰자 중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다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유찰을 선언하고 재공고하여 제1항 요령에 
의거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재공고 후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새로
운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 및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
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1인만 입찰 참가하여 수의계약한 경우
  2. 최근 3년간 해당품목에 등록된 자가 1인 뿐인 경우
제67조(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① 「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
공고 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
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계약 사무처리지침」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다.

제68조(적격 및 이행능력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
령」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
자를 결정한다.

  ② 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신인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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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획지원부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기준에 의거 정하되, 세부심사기준
을 마련할 시 기술능력 및 이행능력 등의 심사기준결정 및 심사의 수행은 해당 사업
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9조(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 각 계약팀장은 특정조달품목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정물품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상대자
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야 한다.

  1. 낙찰되거나 수의 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방위사업청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예정가격
제70조(예정가격 산정 의뢰) ① 계약팀장은 국내조달을 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소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
여야 한다.

  1. 조달판단서         
  2. 조달판단품목명세서
  3. 계약특수조건
  4. 기타 원가계산시 필요한 자료와 현품구매의 경우 표준견본 협조사항
  ② 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납기, 물품 생산기간 등을 고려한 월별

집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하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
가계산자료 등을 사전 준비하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
외 가격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품원에 가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예정가격 결정절차)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제70조에 의하여 계약팀장으로부터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이 의뢰된 품목에 대하여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
의 예정가격 기초자료 및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가계산서 결재 전 제161조의 원가심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162조의 원가심사자료를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획지원부장은 
의뢰된 원가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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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결과를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④ 경쟁계약으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원가회계

검증단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 4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공
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사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제외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2조(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원
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관은 기초금
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복수경쟁계약은 대상품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쟁계약 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은 제2관의 경쟁계약의 예정가격에 따른다.

  ③ 제71조제3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만원 미만의 단가제인 경우에는 원 
미만 소수점 둘째자리를 기준으로 절사하고 만원 이상 단가제 및 총액제의 경우
에는 1원미만은 절사한다.

제73조(예정가격조서 등 관리) ① 수의계약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계약관이 예정가격
을 결정하여 밀봉하고 별도의 예정가격조서 보관함에 보관한 후,  수의협상  직전에 
예정가격불출대장에 기록한 후 협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협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계약관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는 예정가
격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
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4조(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① 원가회계검증단장 또는 팀장은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
까지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별지 제15호의 기초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 기준 ±3% 범
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결정한 후 기록·서명하여 보관
한다.이 경우에 최고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
정되도록 한다. 다만, 장비물자계약부 소관품목중에서 유류, 조달원 한정으로 집
행이 곤란한 경우, 안정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소관품목(「방위사
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상 팀장 분임분)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기초예비가격 기준 ±2%로 고정한다.

  ③ 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초예비가격 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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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서식의 기초예비가격 공개문을 작성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단, 소액공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개한다.

  ④ 계약팀장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입찰장소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투찰을 실시한 후 계약관이 결정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

  2. 입찰에 참가한 업체대표 4인을 선정(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없는 공
무원을 선정한다)하여 제1호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각 1개씩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추첨하도록 한다.

  3.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예
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예
정가격조서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한 자에게 자필서명과 추첨번호만을 기재하
도록 하며,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4. 제3호에 의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는 계약관에게 입찰결과를 보고할 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지역분할 경쟁품목의 예정가격은 각 지역별로 결정한다.
제75조(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 계약관은 재공고입찰 및 유찰수

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에는「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계약관은 최초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
은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 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재
공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4조제4
항의 절차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2. 해당 계약관은 최초공고 및 재공고 유찰로 인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 최초공고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최초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4조제
4항의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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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적격심사
제76조(심사방법) ① 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할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자체 적격심사팀을 구

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중 후속함정건조사업 
등 양산사업의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으
로 계약팀장과 협의한 후 적격심사팀을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적격심사팀이 구성되는 경우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
하여 기품원․통합사업관리팀․계약담당자․해당 전문가 및 업무관련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적격심사결과를 위원회 또는 분
과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운영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
사업 중 후속함정건조 등 양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부장이 해당 계약관과 협
의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제77조(심사수행) ① 계약팀장 또는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
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인력 범위, 동등 이상의 물품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에 공고를 병행 할 수 있다.

  2.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
출받아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의하여 적격심사팀 구성을 요
청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8조(심사 및 자료조사) ① 계약팀장이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청 지침으로 제정한 
「물품 적격심사기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
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
사기준」,「수중함 적격심사기준」,「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및「국외조달 적
격심사기준」「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는 해당 계약
관에게 보고한다.

  ② 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③ 계약팀장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종합평점이 낙찰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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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여 정한다.

제5절  계약 체결
제79조(계약보증금 수납) ① 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
행령」제50조6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2조에 의하
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국
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별지 제19호 양식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
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가제 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금액은 계약체결 
후 발행될 납품통지서 중 최다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납품통지서상의 최종 납기일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고 업체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초의 계약
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⑤ 개산계약 원가산정 수정계약 시 개산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납품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①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타인 견적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 견적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팀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근거 문서 및 타인견적 미첨부 사유서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관 인감을 날인한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팀장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소액수의계약을 지양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
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예정가격은 제74
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영 제61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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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업체(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
용평가등급 상 회사채 B-, 기업어음 B-  이상)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
우 신용평가는 계약 체결시점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미달
되는 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⑤「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제4항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1조(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계획지원부장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중
점관리대상업체 현황을 통보받아 각 계약팀에 수의계약 대상품목 추천을 의뢰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을 검토 확인한 후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지원부에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추천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수의계약 대상품목 선정 시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 후 계약관
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확정된 품목을 해당 계약팀, 소요군 및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지
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산업동원품목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사작전상 긴요한 소량․다종의 품목으로서 경제성이 낮아 업체 등이 생산을 기피
하는 군용규격물자

  2. 도태예정 장비로써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군용규격물자
  3. 최근 3년간 산업동원품목중 중점관리대상업체가 1인뿐인 경우의 군용규격물자
  ⑤ 제4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

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2. 동일 품목에 대해 복수의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수의계약은 지정된 

당해연도에 한한다.
  ⑦「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을 해

제하여 통보한 경우 계획지원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수
의계약 대상품목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계약팀장에게 해제사실을 통보한다. 다
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유효하다.

제82조(수의계약의 일반경쟁전환) 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 추진을 취소하고 일반경쟁 계약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물자 수의계약 협상결과 3회 이상 부당하게 가격저항 하는 경우
  2. 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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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의계약 대상 단체간 물량배정 시비 등으로 집행이 2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제83조(예산초과시 조치) ① 입찰공고 기초예비가격이 조달지시금액 또는 예산액을 초

과하는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확보가 불가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각군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한 후 다시 집행하여
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위 초과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팀장
은 예산조정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협상 후 최종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
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원가관리부서와 협조하되 업체 동의하에 계약품
목별 물량을 조정 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계획물량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팀장은 발생된 부족예산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부족예산
을 요구하고 예산이 재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되 업체가 물량조정에 부동의할 경
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제84조(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① 계약팀장은 관급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특수
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급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연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보유 장소 등을 명시한 관급품 내역
  2. 관급장소
  3. 운송책임
  4. 관급시기
  5. 물품실무담당자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가자료,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관련자료 

진위여부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계약팀장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조자의 공급확약서(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구매납품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무기체계 양산과정에서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기 납품 및 
전력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1조제3항제4호 나목부
터 라목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본 양산계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5조(하도급 승인) ① 군수품의 하도급에 관한 업무는 계약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요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하도급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거쳐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적으로 하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품목별 계약물량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제조할 경우

  2. 계약서상에 특별히 명시된 하도급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이행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승인된 품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제품이 

하자 또는 지체 납품된 사실이 없는 한 당해연도 중에는 계속 하도급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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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③ 기타 하도급 승인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해당사업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제6절  계약이행 관리
제86조(계약서 및 계약전 생산물량의 통보) ⓛ 계약팀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계약서 사본(CSP 목록 등 포함)을 기품원장 또는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 사
업관리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견본에 의하여 체결한 품목이 있는 계약서는 계획
지원부에 통보한다.

  ② 각군 또는 기품원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팀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영 제50조제3항에 의해 방산물자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
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전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요청에 따라 통합
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방산업체, 품질보증기관 및 관
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계약이행실태 확인) ① 계약관은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해
당 품질보증기관에 이행실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신규업체 및 저가 계약품목 등 품질보증활동 강화가 요구되는 경
우에는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을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할 때 품질보
증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통보한다.  

제88조(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진도
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
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간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에 대해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9조(감액처리 등) ①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형상관리관련기관에서 규격완화 및 면제 
제안시「표준화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Ⅲ.
군수품
조 달
관 리
규 정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189 -

 ②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규격완화 승인시 처리결과를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에게 통
보하고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은「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③ 면제 승인을 통한 감액처리는「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하며, 계
획지원부장은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통보된 면제승인서를 검사 및 납품조서에 첨
부하여 해당 계약물품 대가 지급시 감액처리 한다.  

 ④ 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면
제 승인된 경우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
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처리방안
을 군수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및 납품조서) ① 계약관리본부장(계획지원부장)은 품질보증기관장이 검사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 날인하고 소요군의 검수관 및 출납관이 날인한 검사 및 납품
조서를 받아 지출 승인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 및 각 계약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
하여「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계획지원부장에게 채권발생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원가검증 후 채권금액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 금액을 수정 통
보한다. 

  1. 검찰기소업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어 기소된 업체
  2.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

는 업체
  3. 기타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업체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개인 및 법인

  ③ 계획지원부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업체에게 지급
되어야할 대가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제출
하는 경우 상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선납후검) ⓛ 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
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 사업관리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거쳐 선납후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장에
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납후검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
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선납 후 검사결과 불합격한 품목은 업체비용으로 전량교체
   2. 선납 후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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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의 안전과 
성능, 환경 등 규격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공인한 성적
서(품질보증서 포함), 후검사 계획서 및 후검사 확약서(별지 제23호)를 품질보증
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가능한 품목
에 대해 품보활동을 수행하며,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검사 후 계약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후검 품목임이 명시된 선납후검조서를 받
으면 확인 후 계약업체에게 선납된 물품의 대금 중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출심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지출심사팀장은 해당금액을 지급
하고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선납후검 품목의 납품 후 검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
를 접수하면 지출심사팀장에게 잔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지출심사팀장은 해
당업체에게 보류된 잔금을 지급한다.

제92조(분할납품)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 납품이 가능하도록 품질보
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한다.

  1.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재고고갈로 인한 보급상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특정 임무 수행상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3. 조립제품 계열업체로부터 다음 단계 조립업체의 공정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기 위

하여 납기전 검사의뢰 및 분할납품이 요구되는 경우
  4. 최종 조립업체가 저장 공간 및 안전상 사유로 분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최종 조립업체는 저장 공간 및 안정상 사유로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로트 단위

별로 검사의뢰 및 납품 조치할 수 있다.
제93조(하자처리) ⓛ 품질보증기관장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한 처리는 자체규정에 의하

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통합사
업관리팀장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1.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

한 경우
  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가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품질보증기관장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

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팀장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
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계약팀장이 관련부서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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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체 재산명세서
  2. 하자처리 불가능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
  3. 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는 해당 계약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
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처리 불가 하자사항에 대하여 타
당성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1. 현금변제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하자는 회계팀장에게 세입 징수 처리를 의뢰한다.
  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을 

하도록 법무부서로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청장

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

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해당 계약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자원
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
생된 하자라고 기품원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유를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필
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절  기타사항
제96조(규격적용 기술자료) ⓛ 각 계약팀장은 신규연구 개발품목 중 각군의 긴급생산 

요구가 있거나 정식으로 국방규격화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임시규격 등의 기술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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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획지원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또는 국가공인기관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규격작성에 필요한 시료 및 견본의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2. 규격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기술상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규격안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4.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규격상 기술변경 사항에 대한 기술자료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계획지원부장은 군수품 목록화와 목록자료 최신화 등을 위하여 계약부서 또는 계

약업체에 해당 계약품목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 계약관리본부장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소요군 또는 기품원에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일생산능력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요구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받은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지침」및「물품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제98조(품질보증형태의 반영) ⓛ 계약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5조에 따른 품
목별 품질보증형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의 일부
로 반영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적용규격서 또는 물품구매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
목이 적용 규격서 또는 물자구매조건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Ⅰ형(단순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
서류(품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
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
은 필요 시 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Ⅱ형(선택품질보증형), Ⅲ형(표준품질보증형), Ⅳ형(체계
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요구형태별로 KDS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
구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방위
사업청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품질보증형의 적용을 받지않는 품목은 소요군이 검사 또는 검
수하는 품목으로서, 소요군 검사품목에 대하여  각군은 자체 품질검사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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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
함된 품질보증 계획서를 미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요군 검수품목
에 대하여 각군은 업체가 제시한 품질보증 확인서의 적정여부와 물량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3호의 경우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
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
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평가하여 승인한다. 계약상대자
의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는 품질보증기관이 별도로 정
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정식규격, 임시규격을 포함한다)이 제정되지 아니한 군수
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업관리부서장 및 수요군에 당해품목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야 한다. 또한 계획지원부장은 국방규격 미제정 군수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계약
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품원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팀장은 견본 또는 현품구매(판매업체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검사방법
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④ 각 계약팀장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개발 후 양산체계로 전환하거나 계약대상 품목
의 제조실적이 없는 업체가 처음으로 계약한 경우 등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양산 전 일정수량을 사전생산 및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시 양산하게 하는 
최초생산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 계약팀장은 기품원에 최초생산품검사에 
필요한 수량,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원가관리
제1절 원가관리일반 

제157조(원가관련 업무분장) ① 계획지원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각종 규격 배포와 견본 제공
  2. 관급물자의 수율 및 단량 측정에 관한 업무
  3. 원가부서에서 책정요구한 주요 사급물자 수율 및 단량 검증 지원에 관한 업무
  4. 규격․목록정보 업무지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
  5. 원가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6. 원가산정 체계개선 및 업무절차 정립
  7. 국내계약 원가심사 및 국제계약 목표가 심사
  8. 제7호의 심사결과 통보업무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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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가 분석 및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원가 검증에 관한 자료수집․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6.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방산물자 감손율 및 제비율 산정 및 전파
  8.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전파
  9. 회계처리기준 관련업무
  10. 대내외 원가관련 부서 및 업체에 대한 협조, 교육 및 조정 업무
  11.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2. 원가계산 외부용역 관련 업무
  13.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③ 각 계약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판단 자료제공 및 원가산정의뢰
  2. 관급자재의 수급통제, 조정 및 관급평가액 통보
  3. 규격서 및 현품 구매 협조
  4. 규격수정 및 변경사항 통보
  5. 소액조달 원가 생략 품목 선정
  6. 사전품질보증지시사업 여부 및 지시일자 통보
  7. 원가산정 소요기간 및 입찰 예정일 결정시 원가팀장과 사전 협의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기술품질 

원가자료를 기품원 또는 관련기관 및 계약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한다.
   1. 재료비 계산을 위한 재료의 소요량
   2. 노무비 계산을 위한 노무공수
   3.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기계의 시설명세 및 공수 
   4. 기타 원가산정에 필요한 사양서 등 참고자료 지원
   5. 부품국산화 자료, 특허권사용실적 및 시험검사항목 확인자료 등
 ⑤ 기품원은 계약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원가계산(공정 및 공수, 작업불량률 등)에 관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이 제조 및 품

질 등 관련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항
 2. 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협조
 3. 원가절감 보상계약 자료 지원
   4. 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
  ⑥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각종 규격을 제정한다.
제158조(원가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약이행 중 원가변동요

인 발생으로 기품원장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 원가계산내용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기
품원장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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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획조정관과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감손율 전산 관련 업무를 상호 협조․지원하며, 
기품원장은 원가회계검증단장의 감손율 표본조사 관련 업무를 협조․지원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관리정보체계 관련 전산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④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상을 위하여 계약체결 요구전에 통
합사업관리팀장의 원가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가자료가 없어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사업의 원가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57조제2항제11호에 근거한 원가산정 및 검증, 원가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
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⑥ 원가회계검증단은 원가계산에 필요한 규격서 및 형상자료와 목록자료 확인을 위
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되, 이 체계를 통한 자료확인이 제한될 때에
는 계획지원부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계팀장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납입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내역을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 제35조의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회
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⑧ 기품원은 전력운영사업(방산물자 및 수리부속 제외)의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
(단순품질보증형(I형)은 제외)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변경 및 소요량 변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및 원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9조(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원가회계 업무 관련 사항의 심
의를 위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원가부정행위”라 한다)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
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
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조정하면 협력
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
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원가자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3. 제160조에 의한 형사고발 여부
  4.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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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항
  ③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지침 및 절

차에 따른다.
제160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제159조제2항제1호의 환수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1.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계약건별 기준)
이거나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과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동기가 고의
적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반 법규 및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나 원가자료 작성과정에서 계산의 착오 
등 단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2.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을 납
부한 자

  3. 원가검증과정에서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원
가검증 과정에 적극 협조한 자로서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
득금이 3천만원 미만(계약건별 기준)인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고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을 심의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
며 결정된 사항은 감사관과 법률소송담당관에 통보한다.

  ⑤ 해당 사업부서장 및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제4항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률소송담당관과 협조하여 형사고발 조치한다.

제161조(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① 국내조달품목에 대한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확정원가심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하는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가.「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주임 계약관 소관품목에 
대한 확정계약원가

   나. 조달요구금액 50억원 이상 방산물자 품목의 수의계약 대상업체 공통원가(공통
적인 비목을 사전에 산정․확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가를 말한다)

  2. 정산원가심사는 개산계약 체결 후 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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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나. 영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의한 

계약의 정산원가(다만 정비품목 정산원가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하고, 제8호의 
정산원가는 신규계약 및 조달요구금액 50억원 이상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심사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대상에서 제
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동일 회계연도 내 추가조달 동일 품목
   나. 최근 5년 이내 연속 계약된 품목 중 과거 3개년 동안 원가심사의견이 없었던 

계약품목(조달판단 기준)
   다. 일반물자 경쟁계약품목
   라.「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의뢰 대상 품목
  ② 제1항에 의한 원가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

가심사 의뢰가 불가한 경우에는 주임 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승인을 받
아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계획지원부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이외에 수의계약으로서 소관 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④ 계획지원부장은 제1항 이외에도 원가심사 의뢰사업과 연관되어 추가확인이 필요
한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원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2조(원가심사자료의 제출)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가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계획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원가계산서 및 직전 원가계산서
  2. 원가관련 제 증빙 자료
  3. 조달판단서
  4.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
  5. 계약서(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 포함)
  6. 정산원가의 경우 산정기준(보고서 포함)
  7. 그 밖에 심사관련 요구자료(엑셀 원가자료 포함)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획지원부장에게 원가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상사업, 계

약종류, 원가산정금액, 계약예정시기 등을 공문 본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획지원부장은 원가심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의뢰 이전부

터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지원부장은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심사 의뢰 이전에 심사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3조(원가심사기간) 원가심사기간은 심사대상의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업무량의 집중, 제출자료 미흡, 의견상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기
간 이내에 원가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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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원가: 20근무일
  2.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20근무일
  3. 1, 2호 이외 대상사업: 10근무일 
제164조(원가심사기준 및 방법) ① 원가심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원가관련 제지침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관련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2. 회계질의, 감사사례
  3. 조달판단서(계약조건, 구매조건, 규격 등을 말한다)
  4. 원가산정 기초자료의 적정성
  5. 기업회계기준 등
  ③ 5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등 주요사업은 2인 이상에 의한 공동 원가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통원가 및 원가요소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관리 자문단 운영지침」(계약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원가심사 자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5조(원가심사결과의 처리) ① 계획지원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
서를 작성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하고,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관련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시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계획
지원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수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 포함).

  ③ 원가심사당당은 원가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기업내부정보 등을  업무 관련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6조(원가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해석 질의) 원가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개
정‧폐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지원부장에게 요청하며, 그 방법 및 절차
는 제50조에 따른다.

제167조(제비율 자료 확인)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제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산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를 통하여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8조(재료비 증빙 확인의 간소화)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은 표본조사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표본조사를 채택
하였을 경우 표본 외 품목은 확인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소화 방안에 대한 세부절차는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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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격조사 및 소액품목 가격결정 방법 
제169조(가격조사 방법) ① 거래실례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물가조사서나 객관적 증빙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요품목 또는 구입재료로서 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 산출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 서식의 견적
가격조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물가조사서
로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전번실적 원가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 등을 검
토하여 복수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의 기준은 제1항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대상품목별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물가조사는 대상품목별로 생산자가격을 적용한다.
2. 거래실례가격은 대상품목별 거래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③ 경쟁계약품목의 가격조사 시 염매가격 또는 구매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등 비정상가격은 원가회계검증단장(해당원가팀장)의 결재를 받아 배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염매가격이란 해당물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제조원가 또는 구매

원가에 일반관리비 등을 더한 총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말하며, 해당 물품
의 수급상황, 계약조건,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170조(농․수․축산물 가격조사) 군 부식용으로 조달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산정은 국
방부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간의 협정에 따라 계약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의한다.

제171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가격조사서 작성) ①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가격조사서
를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거래실례가격에 군작전상 필요한 군 규격 사용에 의하여 추가되는 특수포
장비, 인건비 및 운반비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해제품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있다.

1. 조사가격: 거래실례가격, 추가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
2. 일반관리비: 추가비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3. 이윤: 추가비용과 일반관리비를 더하여 이윤율을 곱한 금액
제172조(적용대상) ①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의 소액수의계약 품목 중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품목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대상품목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

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품목중에서 당해 품목 집행실적자료 등을 기초로 
계약팀장이 원가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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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가격결정 방법) ① 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가격분석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의뢰시점의 가격자료: 전문 물가조사기관 공표가격,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가격, 견
적가격 등

2. 생산자물가지수 등락율 적용가격: 최근계약 실적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당해 계약체결을 위하여 가격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
전 월까지의 기간 중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당해품목의 해당업종 생산자 
기본분류 지수(중분류)등락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격

② 제1항 각 호의 가격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포
함한다.

제174조(계약가격 확정) ① 원가팀장은 예정가격 생략품목을 포함한 가격분석자료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가격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가격분석자료 중 최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가를 상한으로 하여 견적가격을 기
준으로 계약가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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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14.9.12.] [국방부령 제827호, 2014.9.12.,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
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
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14.9.12.>
  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

여「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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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
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
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
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
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

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
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
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
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
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조의2(개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제4절·제4절의2·

제5절·제6절·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
우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변동, 설계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예산소요
가 증감하여 개산계약금액(槪算契約金額)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할 때에는 개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②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 자료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
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4조의3(예정가격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등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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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
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절 일반확정계약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성능 등 기술적 요
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
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08.12.31.]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전문개정 2011.5.9.]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

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등락률
  2. 고용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임금 증감률
  3. 그 밖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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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등락률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

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
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
용·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10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

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

나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5.9.]
제11조 삭제 <2006.11.1.>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
안할 수 있다.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 개선
  5. 품질 및 성능 개선
  6. 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개정 2011.5.9.]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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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가명세서 및 원가절감액(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원가추정명세서 및 원가
절감예상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에 참고가 될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

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
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한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
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

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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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
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
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개정 2014.9.12.>
제17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

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9.12.]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전문개정 2014.9.12.]
제19조(계약요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과 곤란한 비

목등으로 구분한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3. 목표원가
  4. 목표이익
  5. 정산방법 및 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

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
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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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1.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 다만, 해

당 계약 체결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목등 :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

금액. 다만, 제18조제2호에 따른 비목등의 경우에는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지급·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제4절의2 한도액계약 <신설 2008.12.31.>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

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

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격 확정이 가능한 품목 : 예정가격
  2. 가격 확정이 곤란한 품목 : 개산가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

량·납기·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

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
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
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
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
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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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중도확정계약 
제2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
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

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
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
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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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삭제 <2014.9.12.>
제25조 삭제 <2014.9.12.>
제26조 삭제 <2014.9.12.>
제27조 삭제 <2014.9.12.>

제8절 삭제 <2006.4.24.>
제28조 삭제 <2006.4.24.>
제29조 삭제 <2006.4.24.>
제30조 삭제 <2006.4.24.>

제9절 일반개산계약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
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
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0절 성과기반계약 <신설 2014.9.12.>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2.]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③ 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9.12.]



2019 원가관계 법규

- 210 -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
  3. 성과금
  4. 기준계약금액
  5. 성과평가기준
     [본조신설 2014.9.12.]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9.12.]

제11절 장기옵션계약 <신설 2014.9.12.>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2.]
제38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장기옵션계약의 품목·수량 및 계약기간
  2. 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3. 장기옵션계약의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4. 장기옵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

약의 불이익, 손해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계

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

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발표
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본조신설 20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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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827호, 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한도액
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부칙 제2조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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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방위사업청 훈령 제 39호(2006. 11.  1.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91호(2009.  2.  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45호(2011.  5.  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92호(2014.  7.  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24호(2015.  3. 12.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이용가
능한 모든 관련자료와 적절한 분석을 활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방법을 검토한 후에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및 계약방법에 대하
여 협상하여야 한다.

제3조(물가조정단가계약) ① 규칙 제8조의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한 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에 따른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최
근 계약실적단가의 비목별로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
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지수등락률 
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1. 재료비 : 수입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 중분류지수, 그 외 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중분류지수 다만, 중분류지수를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총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노무비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
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3. 경비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총지수, 단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등 
이연상각하는 직접경비는 직접계산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최근 계약실적단가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 이윤, 투하
자본보상비, 수출보전감각상각비, 제세(관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외되는 비
목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등이 차지하는 실적비율

제4조(원가절감보상계약) ① 규칙 제2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은 계약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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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고자 할 때에 적용된다.
  ②  규칙 제14조 제1항의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감독 또는 검사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해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품질관리를 하지 아니하
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고,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를 생산감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감
독검사기관’이라한다)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④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⑤  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검사기관이 평가의견서를 계약당사
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⑥  원가절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정한다.  
   1.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후 실제발생제조원가를 산정할 때

에는 계약 체결시 적용된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을 적용한다.
   2. 원가절감액 산정과정에서 계약이행 중 발생된 물가나 환율의 변동 또는 계약수량

의 변동 등 원가절감활동이외의 요인에 의한 원가변동 효과는 배제시켜야 한다.
제4조의 2(유인 적용대상 비목등의 선정) ①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인적용대상비

목등은 해당사업의 특성, 업체의 통제가능성, 환율 등 원가비목의 변동가능성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유인적용대상비목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목표원가의 산출) ① 규칙 제2조 제5호의 목표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원가통제기
준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가이므로, 원가절감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감액하여
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표원가는 유인적용대상비목등의 계약시 결정된 계약금액 중 이윤 해당
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제비율 적용) 규칙 제20조의 원가절감유인계약 대금을 결정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계약체결전에 확정하고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
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체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제발생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 2(유인이익의 산출) ① 규칙 제20조의 유인이익 산출에 필요한 실제발생원가
를 산정시 제비율, 환율 등 유인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목 또는 구성요소에 대하
여는 계약체결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한다. 

  ② 원가절감유인계약에 있어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차이 등 정상적인 원가절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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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경우에는 유인이익 산출시 원가절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방법의 명기 및 선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본문에 「방위사업법시행

령」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계약기간, 계약 및 생산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획득단계별 계약방법을 선택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적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일반 개산
계약

   2. 초도(1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
불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3. 2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중도확정계
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4. 2차 이후 계속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5. 기타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한도액계약은 해당 계약 체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한다.

  ③ 사업의 특성상 제2항의 획득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방법 이외의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계종합업체와 방산 주장비 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협력업체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주장비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탄약, 포탄 등과 같이 체계업체에서 직구매가 곤란한 경우
   2.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탑재 또는 부수장비
   3. 생산공정관리에 효율적이고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며 무기체계 운용상의 문제점

이 없는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39호, 2006. 11. 1. 제정> 
① 이 세칙은 ‘06. 11. 1.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시행지침｣(계회

45113-58, ’00.2.1)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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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91호, 2009. 2. 3.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5호, 2011.5.6.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4호, 2015.03.12.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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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방위사업청장(각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참조
제목  원가절감제안서
      1.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3조제1항
      2. 위 근거에 의거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가절

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가. 계약대상물품 및 수량 :
        나. 계약금액(견적금액) :
        다. 원가절감(예상)액
        라. 원가절감방법                                 (기재요령은 뒷면 참조)

①

절감(예상)

원가항목

②계약

(절감/예

정)수량

③원가항목별 단가 ⑦원가항목별 금액

④
현재
원가

⑤실제
발생

(추정)
원가

⑥절감
(예상)

액

⑧
현재
원가

⑨실제
발생
(추정)
원가

⑩절감
(예상)액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⑪간접노무비

⑫간접경비

⑬제조원가

붙임 1. 세부원가(또는 추정원가)명세서 1부.
     2.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1부.
     3.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소요비용등 기타 참고자료 1부.  끝.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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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예상)액 기재방법
  ①란 : 원가절감 실적(또는 계획한) 세부 원가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으로
         기입한다.
  ②란 : 원가항목별 계약(예정)수량이 원가절감후에도 동일한 경우이외에 기준 노무공수의 

감축등 수량감소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할 계획인 경우에는 계약기준과 절감후 예상되는 기
준수량(괄호내)을 함께 표시한다.

          

예)  재 료 비

    수입부품 A

 직접노무비

    선 반 공

  10개

  10명 (7명)

  ③～⑥ 란 : 원가항목별로 현재의 견적원가를 ④란에, 원가절감후 실제 발생(예상)  원가
를 ⑤란에, 그 차액을 ⑥란에 기재한다.

  ⑦～⑩ 란 :  ⑧ = ② × ④
               ⑨ = ② × ⑤
               ⑩ = ⑧ - ⑨
              ※ (   ) 내의 수량도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⑪ 란 : ⑦란에서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⑧․⑨․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⑬ 란 : ⑦란에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을 합하여
          ⑧․⑨․ 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본 서식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양식을 변형하거나 붙임자료를 추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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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방기술품질원장

참조

제목  원가절감성과 평가 의뢰

      1.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2제1항

      2. 위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가절감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번호, 계약물품 및 수량 :

        나. 계약금액 :

        다. 원가절감성과                          

        라. 원가절감방법                          (기재요령은 뒷면 참조)

①

원가절감

항목

②계약

(절감)

수량

③원가항목별 단가 ⑦원가항목별 금액

④
계약
원가

⑤실제
발생(추정)

원가

⑥
절감액

⑧
계약
원가

⑨실제
발생(추정)

원가

⑩
절감액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⑪간접노무비

⑫간접경비

⑬제조원가

붙임 1. 기술자료 1부.

     2. 세부적인 원가명세서 1부.

     3.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1부.

     4.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소요비용등 기타 참고자료 1부.  끝.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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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성과 기재방법

  ①란 : 원가를 절감한 세부 원가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으로

          기입한다.

  ②란 : 원가항목별 계약예정수량이 원가절감후에도 동일한 경우이외에 기준

          노무공수의 감축등 수량감소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경우에는

          계약기준과 수량과 변경된 기준수량(괄호내)을 함께 표시한다.

          

예)  재 료 비

    수입부품 A

 직접노무비

    선 반 공

  10개

  10명 (7명)

  ③～⑥ 란 : 원가항목별로 현재의 계약원가를 ④란에, 원가절감후 실제발생

              원가를 ⑤란에, 그 차액을 ⑥란에 기재한다.

  ⑦～⑩ 란 :  ⑧ = ② × ④

              ⑨ = ② × ⑤

              ⑩ = ⑧ - ⑨

              ※ (   ) 내의 수량도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⑪ 란 : ⑦란에서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⑧․⑨․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⑬ 란 : ⑦란에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을

          합하여 ⑧․⑨․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본 서식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양식을 변형하거나 붙임자료를 추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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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방위사업청장(각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참조
제목  원가절감성과 보고서 제출
      1.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2제1항
      2. 위 근거에 의거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이행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가절감 성과를 보고

합니다.
        가. 계약번호, 계약물품 및 수량 :
        나. 계약금액 :
        다. 원가절감성과
        라. 원가절감방법                                (기재요령은 뒷면 참조)

①

원가절감

항목

②계약

(절감)

수량

③원가항목별 단가 ⑦원가항목별 금액

④
계약
원가

⑤실제
발생원가

⑥
절감액

⑧
계약
원가

⑨실제발생
원가

⑩
절감액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⑪간접노무비

⑫간접경비

⑬제조원가

붙임 1. 세부적인 원가명세서 1부.
     2.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1부.
     3. 감독검사기관의 기술적 평가의견서 1부.
     4.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소요비용등 기타 참고자료 1부.  끝.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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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성과 기재방법
  ①란 : 원가를 절감한 세부 원가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으로
          기입한다.
  ②란 : 원가항목별 계약예정수량이 원가절감후에도 동일한 경우이외에 기준
          노무공수의 감축등 수량감소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경우에는
          계약기준과 수량과 변경된 기준수량(괄호내)을 함께 표시한다.

          

예)  재 료 비

    수입부품 A

 직접노무비

    선 반 공

  10개

  10명 (7명)

  ③～⑥ 란 : 원가항목별로 현재의 계약원가를 ④란에, 원가절감후 실제발생
              원가를 ⑤란에, 그 차액을 ⑥란에 기재한다.
  ⑦～⑩ 란 :  ⑧ = ② × ④
              ⑨ = ② × ⑤
              ⑩ = ⑧ - ⑨
              ※ (   ) 내의 수량도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⑪ 란 : ⑦란에서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⑧․⑨․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⑬ 란 : ⑦란에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을
          합하여 ⑧․⑨․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본 서식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양식을 변형하거나 붙임자료를 추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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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계약당사자)
 
 제목  평가의견서

       1. 관련근거
          가.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2 제2항
          나. 원가절감(제안서/성과) 평가 의뢰 : 문서번호 및 날짜

       2. 위 근거의 “나”에 의해 신청하신 원가절감(제안서/성과)에 대한 평가의견 
          입니다.
      
       3. 평가의견
 
       ※ 업체의 원가절감(계획/성과)에 대하여 기술적인 타당성 및 품질관리적인 측면에

서 검토하되 구제적으로 생산성, 성능, 호환성, 내구도, 군수지원, 기타 관련사
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또는 그 성과등)에 관
한 적절한 논평을 제시한다.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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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방위사업청 훈령 제 92호(2009.  2.  3.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66호(2011. 12.  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98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12호(2012. 12. 27.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21호(2015. 01. 0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64호(2016. 07. 2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87호(2016. 12. 2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436호(2018. 06. 0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35조에 의거 방산업체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산업체가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제품원가계
산을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은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으로서 사전에 정부에 신고한 기준을 말
한다.

  2. “구분회계”라 함은 방산업체가 민수·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
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민·방산 구분의 손익계산서, 제조원
가보고서, 제명세서, 방산자산목록, 각 제품별 원가계산보고서등의 작성을 의미
한다.

  3. “개별비”라 함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4. “공통비”라 함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5. “직접비”라 함은 한 제품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6. “간접비”라 함은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

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7. “집계단위”라 함은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부서·공정·건물·기계장치·비목·사업·부문(제15조의 세부
부문 또는 부문, 민·방산부문 등)·제품군·제품·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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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방산매출액”이라 함은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
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거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출품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감정 및 자문) ① 중점관리 대상업체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구분회계보고서가 신고한 회계처리기
준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감정의뢰하고 그 감정의견을 구분회계보고
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방산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회계처리기준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
고 그 자문의견에 의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 및 자문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한다.

제2장 회계처리기준
제4조(적용범위 및 시점) ①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기준은 전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 적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제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차기 회계처리기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제품별 원가회계 
또는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
어야 할 내용은 별지1, 별지2와 같다. 이 경우 작성 양식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회사조직도) ① 방산업체는 민·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

반관리부서를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
도록 회사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산업체는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제품생산과정설명서) ①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제품생산과정 설명서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제조과정에 관한 공정흐름도(FLOW-CHART)와 제품생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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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은 원가의 집계 및 배부과정과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방산업체는 제품생산과정설명서에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생산과정

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성격을 파악·분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및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

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1. 비용의 집계기준, 집계단위, 배부기준, 부문간 원가배분절차, 비용인식방법, 제품

별 원가계산방법, 비용분류 등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속하는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기준의 변경)

  2. 부문조직의 변경, 기계장치 등의 위치변경, 작업인원의 이동 등 조직내부의 물리
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부문조직의 변경으로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부문조직의 변경은 제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내용의 변경)

  ②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은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 

  1. 이미 보고한 회계처리기준 등이 방산업체의 실제원가흐름과 현저하게 괴리되어 
있어 실제발생원가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2.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이 규칙, 시행세칙 및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방산업체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
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접
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업체에 승인여부 및 적용시기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제비율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와 적용시기를 
통보하며, 이 경우 통보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④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시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회
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 변경전후의 비교표·변경사유·변경이 원가에 미치
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구분회계
제1절 일반기준

제10조(적용범위 및 선정기준) ① 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업체
(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은 선정년도 직전 2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개년만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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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기준에 포함되어도 중점업체로 한다. 
  1. 방산매출액 300억 이상
  2. 방산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 50% 이상
  3. 방산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총직접노무비 대비 방산직접노무비 비중 50% 이상
  4.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중점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중점업체이외의 업체는 구분회계에 관하여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원가회계시스템 구축) 방산업체는 구분회계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다각적

으로 검토하여 제품원가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원가회계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야 한다.

제12조(구분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방산업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구분회계보고서는 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다.

  ②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작성 자료에 충
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 세칙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야 한다.

  ④ 중점업체는 중점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분회계보고서는 제비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원가의 측정방법) 원가의 측정방법에는 실제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병용하거나 비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실제원가계산”이라 함은 실제의 가격 및 실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비목을 실제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을 경우에
는 비용 실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표준원가계산”이라 함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
준가격 및 표준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비목을 
표준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원가의 산정근거, 사후실제
원가와의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분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집계단위) ① 방산업체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적정하고 세분화된 집계단
위를 설정하여 발생원가를 집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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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집계단위에 집계된 원가는 원천증거서류에 의하여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제15조(원가부문) ①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

에 따라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제조부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를 말한다.  
  2. 제조지원부문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장관리부문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

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일반관리부문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16조(제조원가의 공장별 구분) ① 공장이 다수인 경우 공장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

하여 공장별로 실제발생원가를 집계한다. 다만, 전체공장에 공통적인 원가는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장별로 구분한다.

  ② 제조원가보고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비용집계) ① 실제발생금액에 의할 경우에는 전표 작성시부터 구분하여 별개의 

장부(전산처리부 포함)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개별비는 별개의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비와 관련한 소비량은 개

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구분회계의 방법) ① 구분회계는 제품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동류다종의 제

품을 동일업체에서 생산함으로써 각 제품별 배부작업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방산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원가계산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
며,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직접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부기
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직접 각 제품에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부문별원가계산) ①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다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세부원가 부문별로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제
품별로 배분할 수 있다. 원가를 부문별로 계산하는 때에는 원가요소를 제조부문과 보
조부문(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을 말한다)에 배부하고, 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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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비는 직접배부법·단계배부법 또는 상호배부법 등을 적용하여 각 제조부문에 합리
적으로 배부한다. 원가요소는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개별비나 
부문공통비로 구분하여 부문개별비는 당해부문에 직접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배부한다. 각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
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다시 각 제품에 배부한다. 

  ② 민·방산으로만 구분하는 경우에도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배부기준) ①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 및 각 배부기준별 일반적인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객관성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

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한다.
  2. 계속성
     채택한 배부기준은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

는 아니된다.
  3.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 또는 효

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
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활동과 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수준
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익관계 기준
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
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와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매출액 등)에 비례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
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이 가능한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및 비목별 배부기준
을 예시하면 각각 별지1의 표1 및 표2와 같다.

제2절 세부기준
제21조(직접재료비) ① 재료투입 시 제품별로 기록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때는 생산량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하“표준재료소요량”이

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

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으
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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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접재료비) ① 간접재료비 투입액이 제품별로 계속기록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발생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직접노무
량, 직접재료비 등의 배부기준 중 상관관계가 높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때에는 제품별 표준노무량을 기준하여 구
분할 수 있다.

제23조(관급재료비) ① 방산업체는 관급재료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급재료비는 투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방

산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되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작업시간의 기록) ① 작업시간기록표는 방산업체의 특성에 맞게 개인별, 제품별 
및 부서별로 파악 가능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간은 작업일보, 기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③ 작업시간 기록대상은 민·방산전담부서 및 공통부서의 제조공정에 배치되어 작업
을 수행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④ 집계단위간 작업자의 이동지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작업자의 작업시간은 지원되는 
집계단위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제25조(급여명세서) ①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수당은 상여금 지급 시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을 세부내역별
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설정액을 말한다.
  ④ 회계기간중 연평균인원에 의한 부서별 직·간접 인원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직접노무비) ① 원가대상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개별비로서 구분

하고, 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되 원가대상별 직접
노무량의 집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각 제품 또는 작업별로 신뢰성 있는 표준작업노무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직접부서의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다. 표준작업노무량은 제조활동
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때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통으로 투입
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 소
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7조(간접노무비) ① 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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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② 개별비의 경우에도 보조부문의 원가는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관급기계장치) 방산업체는 관급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

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국고보조금 부분만큼 관급장비로 본다.
제29조(직접경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공통비의 경
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명세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허용되고 있는 방법 (정액법, 
특별상각,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채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된 방법으로 환산하여 별도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세서에는 해당자산명, 기초가액, 자산의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당기 
상각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기에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
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⑥ 설계비, 특허권사용료, 개발비 등 규칙상 이연상각대상비용은 그 발생 및 상각내
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세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개발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간접경비) ① 간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고, 실제발생금
액에 의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형태의 인과관계
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한다.

  ② 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타계정대체) ① 타계정대체의 내역은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경
비·간접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대체되는 상대 계정과목 및 그 금액을 구분회계보고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타계정대체의 기준·방법 등을 회계처리기준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0
조의 규정에 따른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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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부문의 제품별 또는 민·방산구분 시 각 비목별로 개
별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비로서 구분하여야 하며, 개별적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② 일반관리부서의 급여명세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 조정) ① 각 비목별로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비원가항목이 포함되어 있

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②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부속품매출, 상품매출 등의 해당재료비는 방산재료

비에서 차감한다.
  ③ 용역매출 관련 비용은 제조비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타계정대체액은 해당 각 비목으로부터 차감한다.
  ⑤ 기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방산원가 규정 및 회계관행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34조(투하자본) ① 투하자본은 계속자산, 신규자산, 매각자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야 한다.
  ② 방산투하자본은 각 자산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

준에 따라 민·방산을 구분하여 방산투하자본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세칙 제3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개발비는 비용발생시점부터 상각종료시점까

지 투하자본으로 반영한다. 다만,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
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투하자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업체별 경영노력 평가) ① 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체별 경영노력평가
는 방산업체의 경영노력 평가 기준(별지3)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매년마다 최근 2개년도 실적자료 기준으로 실시하되, 종합상대평가에 의
한다. 다만, 방산물자 생산실적이 2개년도 미만일 때에는 생산실적이 있는 연도
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③ 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방산
제비율을 산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제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비
율 산정 직전 2년간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부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방산업체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당해업체 경영노력 평가보고서(별지4)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기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품질일관성 유
지 노력과 생산성경영 노력의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개산계약의 경우 정산원
가계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부서 협조를 통하여 산정한 후 별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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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방산원가관리체
계 인증에 따른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
다. 이때, 평가점수 가산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방산원가대상물자(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산원가대상물자를 포함한다)에 한정하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및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인증 취소시 기 지급된 보상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다)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⑦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방위사업관
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의 경영노력 
평가점수 감점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제36조(방산자산목록) ① 방산자산목록은 방산원가 관련 자산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민·방산구분은 각각의 사용 용도에 의하여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37조(다른 지침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을 적

용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제92호, 2009.2.3. 제정>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투하자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은 2008년 발생분 부터 적용하여 투하자

본을 산정한다.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구분회계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1호, ’06.11.1)과 공

시보고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2호, ’06.11.1)”은 폐지한다.

부 칙<제166호, 2011.12.9.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3의 공통기준 I의 
8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별지3 공통기준 I의 9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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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98호, 2012.10.26.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3의 공통기준 I의 
8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12호, 2012. 12. 27.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3의 공통기준 I의 
8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21호, 2015. 01. 0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별지3의 공통기준 I의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기준 시행 전에 가산금 환수요

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
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제387호, 2016. 12. 2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

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별지3의 항목별평가기준 
Ⅱ의 4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제436호, 2018. 6. 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3의 공통기준 I의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기준 시행 전에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부정행위 판단일로부터 2년 뒤 연말까지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이전 
기준을 적용하며, 개산계약*의 정산시 이 기준 시행전에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 해당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
약은 제외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236 -

【별지 1】
〈표 1〉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배 부 기 준 적 용 요 건

직접재료비
․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수량을 
  계속 파악하고 원가법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여 직접재료비의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수량
․  당해비목이 직접재료의 가격보다는 주로 수량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재료수량을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준
재료소요량

․  제품별로 표준재료소요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표준재료소요량은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정기적
  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  제품별로 불량율이 높거나 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등 제품별 
  실발생 재료비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바람직하다.

직    접
노 무 량

․  작업일보, 기타 확인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부서별․제품별로 
  노무량이 집계되고 당해 노무량이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직접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총 발 생
노 무 량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총발생노무량이 부서별로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표    준
노 무 량

․  제품별, 공정별, 부품별로 표준노무공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표준노무량의 타당성이 
  정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표준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직접노무비
․  당해비목이 부문별 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보다는 직접노무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  부문 또는 제품별로 직접노무비가 집계되어야 한다.

기    계
가동시간

․  부문 또는 공정별로 기계장치의 집계 및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  부문(또는 공정)별․기계장치별․제품별로 기계가동시간이 집계되어야 
  하고 반장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표준기계가동시간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의 기계가동시간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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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기준 적 용 요 건

종업원
수

․  당해비목이 종업원의 기본급이나 호봉 및 노무량과는 상관없이 종업원에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종업원 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관련종사자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건 물
점 유
면 적

․  당해비목이 건물점유면적에 의하여 산정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점유면적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취 득 
금 액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완료 등으로 관련 감가상각비가 당해 자산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자산의 취득금액의 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  조
지시서
작  성
횟  수

․  당해비목이 제조지시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제조지시서의 작성․집계 및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조 
원 가

․  당해비목이 투입된 총원가와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투입된 제조원가의 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매 출 액

① 실제발생금액에 의하거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에 의하여 배분하기 곤란하고 
   매출액과 원가발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② 배부기준으로서의 방산매출액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의 방산물자 및 제18조
   제4항의 연구 또는 시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납물자 또는 수출품등 방산
   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방산전용 기계장치나 시설을 사용
   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③ 방산물자와 제조과정이 유사한 관납물자 및 방산매출액에 대한 타매출액 비중이
   과소한 일반물자 등 제조원가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매출액은 
   방산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④ 방산매출액과 민수매출액 및 방산제품별 매출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제2항 
   내지 제3항의 방산매출액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그 구분기준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⑤ 제조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
   부속품매출액, 상품매출액, 용역매출액 등 방산제조과정과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민수매출액에만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구분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1. 이 표와 같이 배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제20조제1항에 의한 일반
요건과 이 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채택․운용하여야 한다.

2.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 이외의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의 적용
요건에 준하는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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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비목별 배부기준 예시

비 목 적 용 요 건

직  접
재료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함이 원칙
․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을 집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료소요량에 의하여 구분 
․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

간 접
재료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함이 원칙
․  재료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재료비를 기준
․  소모공구․ 기구․ 비품이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일반공구․기구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

우에 당해 소모공구․기구․비품비는 일반공구․기구의 감가상가비를 기준
․제13조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 직접노무량 등의 기준도 가능

직 접
노무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
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공정별․제품별 직접노무량을 기준

․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노무량을 기준
․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간 접
노무비

․  직접노무량, 직접노무비, 재료투입량, 재료비, 작업횟수(제조지시서 작성횟수),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준을 선택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 
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등을 기준하되 각 기계장치마다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
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공기구,금형, 계측기 및 구축물의 감가상가비 및
지급임차료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
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선택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 임차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 그 배부기준을 준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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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공사비,
시험검사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개발비,
외주가공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

전력비, 수도광열비, 건물․차량․
운반구 등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리수
선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경상개발비 등

․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재료투입량, 제품생산량, 타

비목,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
을 선택하여 적용

․  비목별 또는 동일 비목내에서도 집계 단위에 따라 다른 배부기준 적용 
가능

운반비, 보관비, 용수비  
․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  직접재료비와 관련시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량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 경우 재료투입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복리후생비

식당부대비나 식대, 자녀학자금, 
통근버스 이용료등 단순히 
종업원수에 영향을 받는  비목

․  종업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
업원수를 기준

․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대상별 
노무비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방산
업체 부담분등 봉급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목

․  원가대상별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이 
바람직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  종업원수, 노무비 등의 배부기준 중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
키는 배부기준을 선택

기    타
간접경비

․  제20조제1항을 총족하는 배부기준을 적용
  이를 총족시키는 배부기준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노무량을 기준

 이 표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배부기준 사용시 제20조제1항 및 별지 1 표1의 배부기준 적용요건을 충족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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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제1호 서식

방산원가 구분총괄표

비     목 금      액 비 고전 체 방 산 민 수

재료비
직접재료비 (3) (4) (5)
간접재료비 (6) (7) (8)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10) (11) (12)
간접노무비 (13) (14) (15)
소      계

경  비
직접 경비 (16) (17) (18)
간접 경비 (22) (23) (24)
소     계

제  조  원  가
일 반 관 리 비 (25) (26) (27)
총    원    가
매    출    액 (1) (2) (1)-(2)
관 급 재 료 비 (9) (9)

 1. 첨부서류
    가. 공장별 ․ 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제2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의 해당 번호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나. 제15호 서식의 제조원가 타계정대체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을 차감한 후 기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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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방산 매출액 명세서

1. 작성요령
   가. 관납물자 및 수출물자라 함은 별지 1 표1의 방산매출액항목 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을 말한다.
   나. 기타 란에는 별지 1 표1의 방산매출액 항목 제3항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재한다.  
   다. 전체매출액은 공인회계사의 수정후 매출액을 기재한다.
   라. 방산매출액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계산한다.
   마. 제품명은 암호명으로 기재한다.
   바. 각 물자의 매출액은 민․방산으로 구분하고 제조․용역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도 구분하여 

민․방산 매출액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품  명 금   액
방산물자
소    계 (가)
관납물자
소    계 (나)
수출물자
소    계 (다)
기    타
소    계 (라)

방산매출액 계(2) (가)+(나)+(다)+(라)
민수매출액 계(1)-(2)

전체 매출액 (1) 방산매출액비율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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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식
배  부  기  준  표

 
1. 작성요령
   가. 배부기준 적용비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전년도 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민․ 방산 또는
제품간 배부기준 배부율 배부율

계산내역
적용부문 및 비목

비  고
금년도 전년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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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서식

재료비 구분 명세서

 

1. 첨부서류
    가. 표준재료소요량에 의하여 직접재료비를 구분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나.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다. 설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수입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입과 수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구     분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직  접
재료비

주 재료비
구입부품비
포장재료비
기      타
소      계 (3) (4) (5)

간  접
재료비

보조재료비
소모공구․기구

․비품비
기      타
소      계 (6) (7) (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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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서식

관 급 재 료 비 명 세 서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외국수입관급품인 경우는 실구입가격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구입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관급시점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되 재무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관 급
재료명

관급
업체

기초재고 당기입고 기말잔액 당기사용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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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서식

노 무 비 총 괄 표

 

1. 첨부서류
    가. 부서별․월별 인원현황
    나. 퇴직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규정 및 계산내역
    다.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가. 제수당은 세부내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급여내역

직    접 간    접 합    계
전체 방산 민수 전체 방산 민수 전체 방산 민수

기   본   급(A)

제
수
당

상여
지급
대상

○○ 수당
○○ 수당

소계(B)

기타
수당

○○ 수당
○○ 수당

소계(C)
합   계

상여금지급대상(A+B)
상  여   금(D)
소  계(A+B+C+D)

퇴 직 급 여
잡       급
합       계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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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서식

제조노무비구분명세표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집계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서명 배부
기준

급여
분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계직    접

노무비계 방산 민수 간    접
노무비계 방산 민수

방산
전용
부서

민수, 
방산

공통
부서
민수
전용
부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잡  급
소  계

•
•
•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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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서식

부서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부서명:                                             (  )월말 현재 직접인원:     명

작업반명 제품코드 월간생산수량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1. 작성요령
    가. 부서별로 일일작업시간 기록표를 집계하여 매월 작성한다.
    나. 재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진척도를 기록한다.
    다. 동일제품 생산시 소요작업시간은 민수․방산부문이 같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2호 서식

회사전체 제품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  )월말 현재 방산관련 직접인원:       명

제품코드 월간생산수량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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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호 서식

     

회사전체 부서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제8-4호 서식

회사전체 제품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부서명 부서별 평균인원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제품코드 연간생산수량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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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서식

직접경비 구분명세표

  1. 첨부서류
    가. 감가상각명세서 
    나. 자산 재평가내역
    다. 건설자금이자 산정내역
    라.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가. 감가상각비는 자산명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직 접
감 가
상각비

전용

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    형
검사용계기
구 축 물
소   계

병용

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    형
검사용계기

소   계
지 급 임 차 료
기 타 직접경비 (19) (20) (21)
직접 경비 계 (16) (17) (18)

간접
감가

상각비

구  축  물
비      품
건      물
차량운반구
소     계

일반
관리
감가

상각비

구  축  물
비      품
건      물
차량운반구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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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서식

기타 직접경비 구분명세표

 

1. 첨부서류
   가. 각 비목별 세부내역
   나.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가. 방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간접경비를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비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사유를 별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설   계   비
공   사   비

시 험 검 사 비
특허권 사용료
기   술    료

개발비
외주 가공비
보   관   비

설치비 및 시운전비
공식 행사비
기       타

계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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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서식

이연 상각 명세표

구분 발생
연월일

세부
내역

발생금액 상각연수 당기상각액 상각
누계

잔존가액

결산서 조정 결산서 조정 전체 배부율 방산 전체 방산

방산

민수
방산
공통

민수
전용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
  2. 작성요령
     가. 발생건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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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서식

관급장비명세서

 1. 작성요령
   가. 외화장비인 경우 환율적용은 관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나. 국고보조금 취득장비인 경우 국고보조금 부분만큼을 관급으로 본다.

장비명 관급연월일
관  급  가  액

내용연수 연상각액
총액 비율 관급

관급장비

국고보조금
취득장비

100%

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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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서식

간접경비구분명세서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결산서 제 시 방 산 민 수

계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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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서식

일반관리비구분명세서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나. 본사 및 지방영업소의 부서별 연평균 인원현황
 2. 작성요령
    가. 노무비는 임원분과 비임원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결산서 제 시 방 산 민 수

  노무비
기 본 급
제 수 당
상 여 금
 퇴직급여
수도광열비

•
•
•
•
•

계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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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서식

제조원가 타계정대체 명세서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나. 타계정대체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대체분개번호별로 기재한다.
    나. 작업부서별, 비목별로 이 지침에서 제시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다. 직․간접경비는 구체적인 비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 대체상대계정비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대체상대
계정비목

건물 공기구 제품 •• 계 작업
부서

배부
기준 방산 민수

대체
분개번호 비  목

  

재  료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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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서식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세부내역

거래처 내역
합  계 개  별  비 공  통  비

비고
전체 방산 계 민수 방산 계 배부율 및

 배부기준 방산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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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서식

자   산   목   록

자산코드 자 산 명 결 산 서
조  정(방산업체․제시)

회사전체 방  산

Ⅰ. 유형자산
Ⅱ. 이연자산

자산 계
 

   1. 첨부서류
      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시기, 지번, 면적, 용도 등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원시 취득

가액, 재평가차액, 자본적 지출 및 건설자금이자의 발생일자와 금액을 구분하여 표
시한 명세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투하자본 해당자산은 투하자본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란에 기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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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1. 평가항목상“(재)”(재무상태표),“(손)”(손익계산서) 및“제”(제조원가명세서)로 

표시된 계정과목이 외감법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의 동일 계정과목 혹은 동일명의 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
한 계정과목의 금액을 말하며, 외감법상 감사대상이 아닌 업체 또는 적정이외의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서 갈음한다.

  2. 연도별 증가율 = (해당년도율-직전년도율)/직전년도율
  3. 2개년 평균율이라 함은 매년 산정된 율을 2년으로 산술평균하는 것이다.
     단,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당해 연도 산정된 율을 말한다. 
  4. 상대평가라 함은 제비율 산정업체별로 특정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를 

정한 후 평가지표 평가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적이 없
는 업체는 순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절대평가라 함은 특정 평가지표가 평가표의 일정 등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적이 없는 업체는 등급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6. 평가자료는 방산부문에 해당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7. 당해업체의 경영노력 평가보고서 작성 세부기준은 제비율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8.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내(개산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방위사업관
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점수를 감점한다.

     * 해당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
는 계약은 제외한다.

     가. 원가부정행위 주체(책임여부 포함) 및 부당이득금액(원가회계심의회에서 판단
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감점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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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대상
부당이득금액

원가부정행위자 (계약상대자, 협력업
체) 및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직접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
에 대해 직접책임이 없
는 계약상대자

20억원 이상 20점 10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점 8점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점 6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4점 4점
1억원 미만 12점 2점

     나. 원가부정행위 적발 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감점점수의 50%를 감경한다.
     다.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 시 동일한 원가회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더라도 협력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판단한다.
     라.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부당이

득금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점수 감점을 해당 감점기간 동안 유예
한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른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원가부정
행위에 대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판단일까지 유예기간을 정지하며, 원가회계
심의위원회에서 원가부정행위로 판단할 경우 유예시 발생한 감점점수를 추가하
여 다른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감점기간 동안 삭감하고 원가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지시점으로 소급하여 유예기간을 진행한다.

     마. 직전 2개년도 이내에 2회 이상 원가부정행위 판단사실이 있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점점수를 합산하되 20점(모든 경우가 협력업
체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20점으로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점점수는 경영노력 평가점수 합계
를 한도로 하여 감점한다.

  9.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평가점수 합계에 10점을 가산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합계에 15점을 가산한다.

  10.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수출확대노력,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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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직전연도의 수출액이 최초로 다음의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한 업체(단, 최근 5년 이
내에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한다) 또는 수출액이 직전 
2년간의 수출액 산술평균값 대비 30% 이상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합
계(10호 반영 후)에 5점을 가산한다. 이때 수출액은 Ⅱ. 항목별 평가기준 2. 수출
확대노력 라. 평가방법 설명에 따른다.

구  분 일정금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1억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5억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0억원

  12. 8~9호에 따른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
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
점까지의 기간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9호에 따른 평가점수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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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등급 점수

1 연구개발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2 수출 확대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16 3

3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10 (공란) 10
4 생산성 경영 노력 10

Level 4 5
Level 5 7.5

Level 6 이상 10
합         계 80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수출확대노력,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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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기준
  
 1. 연구개발 노력
  가. 평가목적 : 업체 수익규모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
  나. 평가지표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2개년 평균율
  다. 평가방법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 (연구 및 개발비 / 방산매출액(손))× 100
     - 평가 방식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라. 평가방법 설명
     - 연구 및 개발비라 함은 개발비 당기발생액(재), 경상개발비(손, 제), 연구비(손)

의 합계액을 말한다.
업체별 상대평가

(실적업체 순위 / 실적업체수) 평가등급
0% 초과 3% 미만 1
3% 이상 6% 미만 2
6% 이상 10% 미만 3
10% 이상 16% 미만 4
16% 이상 23% 미만 5
23% 이상 30% 미만 6
30% 이상 40% 미만 7
40% 이상 60% 미만 8
60% 이상 70% 미만 9
70% 이상 77% 미만 10
77% 이상 84% 미만 11
84% 이상 90% 미만 12
90% 이상 94% 미만 13
94% 이상 94% 미만 14
97% 이상 100% 15

 2. 수출확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위산업체의 가동율 상승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출을 통한 수요

기반 확대에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
  나. 평가지표 :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다. 평가방법
    -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수출실적은 없으나 방위사

업청장이 인정한 방산전시회 참가경력이 있는 경우 16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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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평가방법 설명
    - 수출액은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방위사업법」 제57조제2

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의 범위에 플랜트, 상품, 부품 및 원
재료 등의 수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방산매출액에 국방과
학기술 수출액을 더한 금액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물자의 품질 보장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업체의 노력을 평가

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KDS0050-9000) 인증 여부
    - 해당 사업의 분야(연구개발, 양산, 정비 등을 말한다)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

증서 상의 인증범위(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정한 대분류 까지를 의미한다)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지침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체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
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가등급
40% 이상 1
37% 이상 40% 미만 2
33% 이상 37% 미만 3
30% 이상 33% 미만 4
27% 이상 30% 미만 5
23% 이상 27% 미만 6
20% 이상 23% 미만 7
17% 이상 20% 미만 8
14% 이상 17% 미만 9
12% 이상 14% 미만 10
10% 이상 12% 미만 11
8% 이상 10% 미만 12
5% 이상 8% 미만 13
3% 이상 5% 미만 14
0% 초과 3% 미만 15

수출실적 없으나,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실적 있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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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산성 경영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

에 인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산업발전법」제2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생산성 경영 인증 여부
   다. 평가지침 : 생산성경영 인증 업체에는 인증 등급에 따라 다음의 점수를 부여한

다. 다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
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
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

평가점수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이상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5 7.5 10 10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5 7.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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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제1호 서식

경영노력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   가   항   목 등급 점수

1 연구개발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2 수출확대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공란)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4 생산성 경영 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소계(A) (공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여부 (B) (공란)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원가부정행위 유무(C) (공란)
최초수출 또는 30% 이상 수출증가(D) (공란)

총계(A+B+C+D) (공란)

제2호 서식
1. 연구개발노력

단위 : 천원, %

구   분 연구 및 개발비 방산매출액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X-1년 X년 계 X-1년 X년 계 X-1년 X년 평균
연구개발

노력
1. 연구 및 개발비 : 개발비 당기 발생액, 경상개발비(손, 제), 연구비(손)의 합계액
2.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 (연구 및 개발비 / 방산매출액(손)) × 100



제3호 서식
2. 수출확대노력

단위 : 천원, %

구 분 수출액 방산매출액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X-1년 X년 계 X-1년 X년 계 X-1년 X년 평균
수출확대

노력

1. 수출액 : 방산물자 수출액(제비율의 수익과 대응되는 수출액) 및 방위사업법 제57
조 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2.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
술 수출액을 더한 금액 대비 수출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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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70호(2006. 12. 28.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17호(2008.  6. 11.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8호(2012.  7.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6호      (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23호     (2013.  3. 2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66호     (2017.  3. 2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456호     (2018. 11.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

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
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물자 

감손율(이하 감손율이라고 한다.) 산정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손율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편람 발간
  2. 감손율 산정업무와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업무 관련 교육
  3.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선정․관리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

이라 한다.)에게 조사 의뢰
  4. 기품원장에게 통보받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결과 반영
  5. 감손율 산정관련 기술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품원장에게 기술지원요청 및 사

실 확인 의뢰
  6. 적용년도 개시 전까지 관련기관에 감손율 산정결과 통보
  7. 원가검증시 제10조에 의한 실발생 감손율 반영
  8. 원가검증시 작업설물의 매각가치액을 평가하여 반영
  ② 기획조정관은 감손율 산정관련 전산정보처리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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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품원장은 감손율 산정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④ 방산업체는 감손율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증빙한다.

제2장  감손율 산정 대상 및 방법
제5조(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① 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의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② 정상적 감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정상적 감손은 제외한다.
  1. 작업자(작업환경포함) 부주의로 인한 감손
  2. 저급재료, 마모된 절단공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감손
  3. 정비불량 등 기계의 비능률적인 작동으로 발생하는 감손
  4. 재료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감손
  5.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통제가 가능한 감손 등
  ③ 감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
  2. 완전 폐기되는 품질 불합격 수량
  3.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시료. 단, 계약금액으로 지불된 시료는 제외.
제6조(산정주기) 감손율 산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회 이하 제출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년 산정한다.
  2. 7회 이상 제출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3년마다 산정한다. 다만, 기술변경 등 제조

환경의 변화로 감손량이 현저히 증감된 경우에는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산정 단위) ① 감손율 산정단위는 원가검증시 적용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손실률

은 불량률과 시료율 산정단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감손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4자리까지 표시하고, 단위당 재료 소요량은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한다.
제8조(감손율 산정구분 및 방법) ① 감손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감손유형별 : 손실률, 공정불량률, 조립불량률, 규격시료율, 규격외 시료율
  2. 생산방법별 :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
  ② 단위당 재료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감손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실률은 손실량을 제품순량으로 나눈 값으로 손실량은 원재료의 투입량과 제품

순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2. 불량률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불량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시료율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시료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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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3조의 신뢰도를 적용하여 감손율을 산정할 때에는 손실률은 손실량에, 불량률
은 불량량에, 시료율은 시료량에 신뢰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9조(적용년도 감손율 산정)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방산업체로부터 매 산정년도(X-1
년) 7월 31일까지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아 적용년도(X년) 감손율을 산정한다. 다
만,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
하게 감손율을 산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년도 감손율을 산정한다.

  1. 손실률: 과거 산정실적 중 최저치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
  2. 시료율: 국방규격 시료량을 인정하여 산정(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불량률: 불인정
  ③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지연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원가회계심의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는지 여부
  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
  ④ 감손율 조사표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으며, 필요시 원가회계검증

단장은 방산업체에게 관련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원가정산품목 등 감손율 산정)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품

원장의 감손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원가검증시 산정・반영한다.
  1.「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개산계약 형태의 원가정산품목
  2. 함 건조 및 항공기 제작, 시험제작 등과 같은 주문생산품목
  3. 소량생산품목 
  4. 신규품목
  ②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3장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와 신뢰도 계산
제11조(표본추출과 중점관리대상품목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표본추출은 원가회계검

증단장이 수행하며, 업체가 제출한 전체품목(부품)을 대상으로 [별표2]의 표본추출기
준표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고, 조사표에서 생산방법별로 불량금액을 계산하여 이 값
을 내림차순으로 분류한 후 전체품목(부품) 중 50% 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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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점관리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공정, 기계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10% 이상인 품목
  2. 외부구입, 외주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5% 이상인 품목
  3. 실적대비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이 10% 이상 높아졌거나 그 금액이 현저히 증가

된 품목
  ③ 표본으로 추출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기품원장에게 통보된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수정할 수 없다.
제12조(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① 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원가회계

검증단장이 통보한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표본조사품목 및 중
점관리대상품목 조사지침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검증 및 감손발생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는 관련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결과를 표본조사
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품목내역서에 수정·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별표3]의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사
의뢰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신뢰도) ① 제12조에 의한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를 업체별, 감손유형별, 생산
방법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신뢰도 계산은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 값의 합에 업체 제출 자료 값의 합으로 나누
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계산된 신뢰도가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조정한다.

제4장  감손율의 확정 및 적용
제14조(인정손실률) ① 인정손실률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

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제8조 제2항 제1호,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

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인정불량률) ① 인정불량률은 신규품목(부품)과 기존품목(부품),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제8조 제2항 제2호,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
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산된 불량률에 신규
품목(부품)은 [별표4]를 적용하고, 기존품목(부품)은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6조(인정시료율) ① 인정시료율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
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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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제8조 제2항 제3호,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
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감손율의 적용) ①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직접재료비에 적용한다. 
다만, 시험제작품목 생산시 발생된 감손량은 당해 직접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에 포함
한다.

  ② 작업설물은 그 매각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원가검증시 차감한다.
  ③ 방산물자 복수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별 감손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립불량률

은 지정업체 중 최저 불량률을 적용한다.
제18조(단위당 재료소요량) 단위당 재료소요량은 제품순량×감손율로 생산방법별로 다

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화학공정은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하고, 단

위당 원부자재투입량은 자재구입 총투입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기계가공은 제품순량×(1+인정손실률)×(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3. 외부구입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4. 외주가공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단, 재료를 주문

업체가 관리하고 손실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계가공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
한다.

제19조(직접재료비의 계산) 직접재료비의 계산은 단위당 재료소요량×납품예정수량×
재료의 단위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제5장  산정결과 통보 및 기타
제20조(감손율 산정내역서 작성 및 결과통보) ①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국

방통합원가시스템의 세부산정내역서를 출력하여 업체별 감손율 산정 내역서를 작성한다.
  ② 산정결과는 산정년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고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에 게시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

한 산정결과는 산정이 완료된 후에 통보․게시한다.
제21조(감손율 적용의 예외) ① 방산업체가 원가검증 시점까지 감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12조 제1항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

는 해당품목(부품)의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제22조(불량률 산정방법의 개정주기) 신규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별표4]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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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별표5]의 개정주기는 5년 이하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20년 3월 2O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8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3호, 2013.  3. 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6호, 2017.  3.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56호, 2018. 11. 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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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손”이라 함은 공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실, 불량, 시료로 구분되며 공정에 투

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무형의 상태로 소진된 것을 말한다.
 2. “감손율 조사표”라 함은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감손

율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내의 일정한 양식을 
말한다.

 3. “기계가공”이라 함은 생산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공구를 이용해서 투입된 재료를 절
삭, 단조 등의 수단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주로 가공후에는 설물이 발생한다.

 4. “기술변경”이라 함은 규격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등의 변
경을 말한다.

 5. “기존부품(품목)”이라 함은 초도양산이후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을 말한다.
 6. “불량”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형태, 성질, 기능이 본래 목적에 미달

하는 것으로 제품의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불량과 조립 및 최종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립불량으로 구분한다.

 7. “비정상적 감손”이라 함은 능률적인 작업조건하에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
는 감손을 말한다.

 8. “산정년도(X-1년)”라 함은 전년도(X-2년) 생산실적에 대한 조사표를 제출하는 연
도를 말한다.

 9. “손실”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이 될 때까지 증발 또
는 설물로 발생된 것으로 제품 1단위당 투입량과 제품순량의 차를 말한다.

10. “시료”라 함은 시험이나 검사분석을 하기 위해 로트로부터 채취되는 검사단위로서 
규격시료와 규격외 시료로 나눌 수 있으며, 규격시료는 해당장비규격(국방규격, 
MIL-SPEC등)에 의한 일정률의 시료이고 규격외 시료는 품질향상 등을 위해 기여
되는 시료를 말한다.

11. “신규업체”라 함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자료를 처음 제출하거나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제도를 처음 적용 받고자 하는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12. “신규품목”이라 함은 제품의 형태, 용도, 재질, 기능등이 새로운 규격서에 의해 계
약되어 생산하는 제품의 목록으로 처음으로 방산물자의 감손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품목을 말한다.

13. “신뢰도”라 함은 표본조사한 부품들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 정도를 말한다.
14. “실발생 불량”이라 함은 원자재 및 재료의 투입시점부터 제품이 완전 조립되어 합

격통지서가 업체에 통보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공정특성상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인
정된 불량을 말한다.

15. “완성품”이하 함은 완성품으로 최종 합격된 수량으로 당해 연도 총생산량에서 불량
수량과 시료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말한다.

16. “외부구입(외부도입)”이라 함은 생산업체가 기업 외부로부터 국내구입 또는 수입등
의 수단으로 부품 또는 결합체를 조립하여 생산하는 활동으로 조립불량과 시료만이 
발생한다.

17. “외주가공”이라 함은 계약품목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나 전부
를 계약업체 외부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가공처리하게 하는 활동으로 주로 조
립불량과 시료가 발생하며 계약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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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할 수 있다.
18. “인정불량률”이라 함은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를 거쳐 최

종적으로 인정된 불량률을 말한다.
19. “인정손실률”이라 함은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를 거쳐 최

종적으로 인정된 손실률을 말한다.
20. “인정시료율”이라 함은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를 거쳐 최

종적으로 인정된 시료율을 말한다.
21. “작업설물”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중 또는 가공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원재료의 쓰

레기·절삭편·가루 등 재료의 폐물로 작업폐물을 말한다.
22. “적용년도(X년)”라 함은 산정년도에 산정된 감손율을 적용하는 연도를 말한다.
23. “정상적 감손”이라 함은 능률적인 작업조건하에서 발생되는 감손으로 대체로 제품

생산시에 수반되는 감손을 말한다.
24. “제품순량”이라 함은 정미량, 순중량, 부품순량과 같은 의미로 재료를 투입하여 제

품 또는 부품을 가공하였을 때 투입한 재료가 제품 또는 부품에 구성된 순수한 양
을 말한다.

25. “표본 수”라 표본추출기준표에 의한 표본의 수를 말한다.
26. “표본조사 부품”이라 함은 표본으로 추출되어 표본조사한 부품을 말한다.
27. “화학공정”이라 함은 생산업체가 구입한 원료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원

료, 재료, 부품 또는 구성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주로 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원가검증”이라 함은 대상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제반 비용요소에 대한 분석, 비교, 
확인 작업을 통해 그 합리성(reasonability)과 적정성(propriety)을 입증하기 위
한 일련의 업무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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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표본추출 기준표

※ 모집단의 수 = 업체가 제출한 품목수
모집단의 수 표본수 모집단의 수 표본수 모집단의 수 표본수

1 1 55 29 (800) 57
2 1 59 30 (1000) 57
3 2 63 31 1025 58
4 3 67 32 1463 59
5 4 72 33 (1500) 59
6 5 77 34 (2000) 59
7 6 82 35 2494 60
8 7 87 36 2750 60
10 8 93 37 3500 60
11 9 100 38 4500 60
12 10 107 39 5500 60
14 11 115 40 6750 60
15 12 124 41 7824 61
17 13 133 42 8000 61
19 14 144 43 9500 61
20 15 155 44 11000 61
22 16 168 45
24 17 183 46
26 18 200 47
28 19 219 48
30 20 242 49
32 21 268 50
35 22 300 51
37 23 338 52
40 24 385 53
43 25 444 54
46 26 522 55
49 27 629 56
52 28 78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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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검토의견서

방산물자 감손율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검토의견서

 1. 조 사 대 상 업 체 :

 2. 조  사  센  터 :

 3. 자 료 접 수 일 :

 4. 조  사  기  간 :

 5. 조 사 담 당 자 :                 (전화번호 :           )

 6. 조사대상품목(부품)수 :
 

   

구  분 계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

표본조사

품목(부품)

중점관리

대상품목

(부품)

 7. 확인결과(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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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신규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화학공정
   범 위                   기계가공
                    외부구입(외주가공)

적  용  공  식

                          7.0
  0.0    <    X    <      6.0
                          2.5

 Y = 1.0 X 

  7.0                    14.0
  6.0   <    X    <      11.0
  2.5                     4.0

      0.75 X + 1.750
 Y =  0.75 X + 1.500
      0.75 X + 0.625

 14.0                    67.5
 11.0   <    X    <     67.5
  4.0                    30.0

      0.6121 X + 3.6806
 Y = 0.6239 X + 2.8871
      0.6298 X + 1.1059

 67.5
 67.5   <    X    
 30.0

      45.0
 Y = 45.0
      20.0

※ 실발생 불량률 : X ,   인정 불량률 : Y



[별표 5] 
기존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단위 : %)

범    위 적   용   공   식
1 단계 2 단계

X < D  Z = max [X , D/3]

 Y = min[Z,a]

X = D  Z = D

X > D

   화학,기계
   (D < 2.0408)  Z = min [1.5D + 3 , X]
   외부구입(외주가공)
   (D < 1.0101)  Z = min [1.5D + 1.5, X]
   화학,기계
   (D ≥ 2.0408)  Z = min [(3 X + D)/4, 3 D]   외부구입(외주가공)
   (D ≥ 1.0101)

  <용어설명>
  - 전년도 불량률 : D
  - 실발생 불량률 : X     - 불량률 상한값 : a =
  - 인정 불량률   : Y

   단, 전년도 자료 미제출 및 중단품목인 경우(조사표의 ‘제출회차’란에 88로 기재한 경우) 
신규품목(부품) 산정공식을 적용하며 불량률 상한 값은 화학공정 7%, 기계가공 6%, 
외부구입, 외주가공 2.5%로 한다.

화학공정 : 45%
기계가공 : 45%
외부구입 : 20%
외주가공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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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2-4호(2012.  6. 25. 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4-2호(2014.  1. 20. 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6-5호(2016.  3. 21. 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6-7호(2016. 10. 12. 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8-1호(2018.  1.  3. 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9-1호(2019. 03.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관리체계”(DCMS: Defense Cost Management System)란 방위산업

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적정한 원가의 집계와 배분, 계산, 분석, 검증 등
의 원가관리 업무와 방위사업청 또는 타 방산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준,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
을 말한다.

  2.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란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
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정부 유관기관 및 방산업체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
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원가계산, 원가분석·검증, 원가추정 및 원가정보 축적 등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ERP시스템”이란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
스템으로서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기업 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
리해주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연계시스템”이란 ERP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
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BOM정보”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품명, 단위 및 수량에 대하여 계층적인 
구조로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정보를 말한다.

  6. “원가자료”란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의 분석, 정산 등을 위하
여 원가를 계산하거나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7. “사업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
   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달계획금액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계약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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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가팀장”이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원가관
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원가회계검증단의 팀장을 말한다.

  9. “하수급업체”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에 관하
여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계약관리본부에서 방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요건 및 절차
제4조(인증) ① 계약관리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방산업체가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이하 “ERP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구축한 후 6개월 간 원가자료를 성실
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제4장에 따른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원가총괄팀장은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가팀장은 담당하는 인증업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본부장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성한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법무간사를 포함한다.

  1. 위원장: 원가회계검증단장(이하 “검증단장”이라 한다)
  2. 상임위원: 정보화기획담당관, 조달기획팀장, 계약제도심사팀장
  3. 비상임위원(청): 원가회계검증단 각 팀장, 무기체계계약부 각 팀장, 장비물자계약

부 각 팀장
  4. 비상임위원(외부): 외부전문가 6명
  5. 간사: 원가총괄팀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6. 법무간사: 법률소송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또는 법무관 1명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원가회

계검증단 각 팀장 중 1명, 무기체계계약부 및 장비물자계약부 각 팀장 중 1명, 
외부 비상임위원 중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심의사안에 대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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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 6조(위원의 
제척·회피)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위원장 및 외부위원을 제외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⑥ 외부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전산 또는 원가관리 분야(이하 “전산분야등”이라 한다)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전산분야등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
는 자

  3. 전산분야등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
는 자

  ⑦ 원가총괄팀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방
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⑧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ERP시스템등에 관한 사항은 원가

총괄팀장이, 원가자료 성실제출에 관한 사항은 원가팀장이 심의안건을 제기하되, 
2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기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시스템 평가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3. 제10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 또는 만료
  4. 제13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
  5. 제14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
  6. 그 밖에 본부장이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리 이해관계자 및 해

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
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해당 사무를 대
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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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에게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
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신청) ① 원가총괄팀장은 방산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고 하
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 방산계약 및 원가자료 제출 현황
  3.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
  4. 그 밖에 인증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업체로부터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제1
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원가총괄팀장은 제8조에 따라 ERP
시스템등을 평가하고 원가팀장에게 제4장에 따라 원가자료를 성실제출 여부를 확
인할 것을 요청한 뒤 분할업체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본부장에게 방산원
가관리체계 인증을 건의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의 건의에 따라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ERP시스템등 신규평가) ① 원가총괄팀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신
청업체의 ERP시스템등을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방위사업청 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외부 비상임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
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업체를 담당하는 원가회계검증단 직원과 외부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에 포함되는 직원의 과·팀장은 
평가단 구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ERP시스템등이 제5항의 ERP시스템 구축요건
과 제6항의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이하 “시스템구축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서(이하 “평
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은 제3항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는 중 업체와 시스템구축요건에 대
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시스템구축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할 경
우 1개월 내의 보완기간을 두어 업체로 하여금 ERP시스템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ERP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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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체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회계처리 내역과 연

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생산에 투입한 노무량을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등 품

목의 특성상 투입 노무량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하는 품
목에 대해서는 표준노무량 및 해당 품목군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의 근무시간 
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4. 구매품, 공정품(BOM정보 상의 계층구조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완성품 
및 외주가공에 대하여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
무용품 등의 구매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에 납품(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 또는 그 하도급 방산업
체에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품목에 대한 BOM정보(외주가공 내역을 포
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 부품 및 외주가공에 대한 제4호
의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6. 제조 직접인원(제조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한다)
의 근무시간을 부서별, 인원별, 근무내역별(기본근무, 초과근무, 지각, 조퇴, 외
출, 휴가, 교육/훈련, 출장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
여야 한다.

  7. 제조 직접인원 및 간접인원(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 등을 말한다)의 급여지급 내역을 
부서별(또는 인원별), 월별, 급여내역별(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 직접인원의 초과근무(휴
일근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은 해당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관리하
여야 한다.

  ⑥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ERP시스템의 자료를 월단위로 추

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는 제외한다.
   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판매 및 직접경비 내역
   나. 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자료
  2. 제1호의 요건에 따라 추출할 때 자료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

로 추출하여야 하며, 추출한 자료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직접 전송할 수 있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변경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가. ERP시스템 상의 BOM정보가 생산 공정 특성상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
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요구양식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

   나. 식별번호 체계의 변경에 따라 예전 식별번호를 새로운 식별번호로 자동적으로 
변경하는 과정

  ⑦ 원가총괄팀장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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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검증단장이 정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원가총괄팀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

을 통보
   가. 신청업체가 제4장에 따라 6개월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지 확인
   나. 가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토대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총괄팀장에게 심의위

원회 개최 요청
  2.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평가 시 쟁점이 있었던 경우: 평가결과를 토

대로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 건의
  ② 원가총괄팀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원가팀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

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본부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

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미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본부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한다고 심의한 경우 원가총괄

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제3장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관리
제10조(인증 갱신) ①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에 갱신 

대상업체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을 표시한 인증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
우 기존에 발급한 인증서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받는다.

  ③ 원가총괄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업체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
대로 조치한다.

  1.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ERP시스템등에 대해 재평가
  2. 원가팀장에게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요청
 ④ 원가총괄팀장은 제3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위원

회 소집을 건의한다.
  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

리체계 인증 갱신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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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
  ⑤ 제4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본부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

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 만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갱신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이 만료된 경우 종전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만료일로부터 

인증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ERP시스템등 점검평가) ① 원가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체로부터 그 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
  1. ERP시스템등에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제8조제5항 각 호에 따라 ERP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변경하거나 폐기

한 경우(설계 및 생산방법 변경으로 BOM정보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약관리본부 직원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원가총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가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체의 ERP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중요한 시스템구축요건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 제3항의 평가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

우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⑤ 원가총괄팀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

치하며, 제3항제3호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업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에는 제
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시스템 평가결과에 관한 심의
위원회 소집 건의

  2. 제13조제1항제2호의 인증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조치
  3.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

라 조치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본부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

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
스템구축요건 전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는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원가총괄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합병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합병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1. 합병된 부문의 시스템이 기존 부문의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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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된 부문과 기존 부문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
우(합병된 부문에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이 시스템구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 인증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ERP시스
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야 한다.

제12조(인증 변경) ①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
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
서를 인증서와 함께 제출받는다.

  ② 원가총괄팀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 반영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이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증 정지) ①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다만, 인증업체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1.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2회 이상 제11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
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2가지 이하의 요건(평가서 기준)을 미충
족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최근 6개월 간 3회 이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하수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제17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원가자료
를 제출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하도급품목 원가자료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 다
만, 인증업체가 해당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제1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본부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
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정지된 경우 원가총괄팀장은 정지기간 종료일(제6

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이전에 해당업체로부터 ERP시스템 재평가 신청을 받으며, 
미충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단은 기존 평가단에 1
명 이상 추가하여 구성하되 기존 평가단이 5명인 경우 1명을 교체하여 구성한다.

  ⑥ 원가총괄팀장은 제5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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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를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 인증 정지기간 종료일 이전에 평가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 경우: 기존 정지

기간 종료일에 인증 정지 종료
   나. 인증 정지기간 종료일 이후에 평가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 경우: 본부장 결

정일에 인증 정지 종료
  2. 평가결과 시스템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 정지기간 2개월 연장. 다

만, 정지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 정지된 업체가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평가를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정지기간은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되, 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인증 취소) ① 원가총괄팀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1.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평가서 기준)을 미충
족한 경우

  2. 점검평가 결과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6항제2호 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인증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
  4. ERP시스템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한 경우
  5.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기

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7. 인증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계약금액, 계약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

계없이 해당업체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
  8. 하수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업체가 이를 알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9. 인증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원가관

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본부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

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원가총괄팀장은 제3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거나 제4조제3항, 

제10조제6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업체로부터 
인증서를 반납 받아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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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업체가 분할된 경우 신설업체에 대하여는 분할
하는 업체의 인증 취소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 등) ①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
35조제6항에 따른 경영노력 평가점수는 이 지침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
은 방산업체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한다. 다만, 개산
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
를 계산하는 개산계약: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기준에 따라 가산

  2. 그 밖의 개산계약: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
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계약체결 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다) 정산원가 계산 시 미가산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대상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물자에 한정하며, 인증
업체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를 포함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
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방산원가관리체
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해당업체의 행위 발생일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
(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
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
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
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
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
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한다. 이 항
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
4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
조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7항에 따라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해서
는 합병된 부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원가를 정산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가산하지 않는 기간은 유보된 평가를 실시한 후 본부장이 해당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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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장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
제16조(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 ① 원가팀장은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원가총괄

팀장이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을 요청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업체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에 따른 필수검증 또는 특별검증을 수행하는 계약(이하 “원가검증계약”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원가검증팀장이 확인하여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1. 신청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계약금액, 계약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
계없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

  2. 하수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제17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원가자료
를 제출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하도급품목 원가자료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19조제3항의 독촉 기한까지 제
출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제19조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원가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토대로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신청업체가 6개월 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방산원
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인증)

  2. 신청업체가 6개월 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방산원가관
리체계 인증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미인증)

  ③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이 조 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원가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5.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6. 자료의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수입재료에 대하여 견적 의뢰 후 접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나. 계약목적물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확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
   다. 그 밖에 원가자료를 작성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원가팀

장(원가검증계약에 대해서는 원가검증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에서 같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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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7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자료는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제17조(원가자료의 제출) ① 원가팀장은 인증업체(신청업체 및 인증 정지 중인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방위사업청과 사업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경우에 원가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
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원가팀장이 제1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호의 계약원가자료를 요청하면 같은 
조 제3호의 분석원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③ 원가팀장은 원가검증계약(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하수급업체에 대
한 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원가팀장이 인증업체에 통보한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
한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사업금액 5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1차 하수
급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품목에 대
한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하도급계약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하도급계약 가격과 별개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④ 원가팀장은 인증업체가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하수급업체의 정보와 곤란한 사유를 제19조에 따른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통보받는다.

  ⑤ 원가팀장은 제4항에 따른 제출 곤란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면제하지 
않고 하수급업체가 원가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하수급업체가 해당 인증업체를 통해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하수급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
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3. 영세한 하수급업체(영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등에 관한 기준은 검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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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정한다)가 원가자료 작성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
우(인증업체 직원과 함께 실사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직전년도나 금년도에 
실사한 하수급업체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하수급업체가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등 그 밖에 
원가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업체가 인증업체인 경우에 그 인증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성실하게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9조, 제10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그 하수급 
인증업체에 대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미인증, 인증 만료,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원가팀장은 인증업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인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원가총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원가자료의 종류) 제17조에 따라 제출받아야 하는 원가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비 또는 개발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분석원가자료를 
제외한다.

  1. 계약원가자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개산가격을 결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자료

  2. 정산원가자료: 개산계약 등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계약(이하 “개산계약등”이
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원가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자료

  3. 분석원가자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후속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일정 기간동안 계약이행을 위해 실제로 발생된 직접재료
비, 직접노무량 및 외주가공비 내역에 관한 자료

제19조(제출기한) ①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품목에 있어 분석원가자료 제출기한은 해당 하도급 
품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계약원가자료 및 정산원가자료: 원가팀장이 요청한 날(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재요
청한 경우에는 그 재요청일을 말한다)로부터 40일이 지난 날(원가팀장이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일을 말한다)

  2. 분석원가자료
   가. 계약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개산계약등을 체결한 경우로서 원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월 1회, 익월 말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분기 1회,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
   다. 그 외의 경우: 연 1회, 익년 2월 10일(계약이 종료된 해에는 계약종료일이 속

하는 분기 말월의 익월 말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산대상 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한 분석

원가자료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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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가팀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가자료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0조(제출방법) ① 제17조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ERP시스템의 원가자료
를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국방
통합원가시스템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해당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경우
  2.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원가팀장은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및 1,2차 하수급업체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한 원가자료 중 국세청‧관세청 검증에서 일치 판정을 받은 원가자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부 칙<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2-4호, 2012.6.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

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 중에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원가를 정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1. 일반개산계약 또는 중도확정계약: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하려 하거나 체결
한 계약

  2. 제1호 이외의 계약: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하려 하거나 체결한 계약
제3조(원가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 원가자료 성실 제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그 제출자료 종류
를 정산원가자료에 한정한다.

  ②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체결한 개산계약등에 대하
여는 최초로 분석원가자료를 제출할 때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성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제17조의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이하 이 조
에서 “해당기간”이라 한다)는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해당기간 중 계약체결에 필요한 원가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그 계약을 체결
하는데 지장을 준 사실이 없는 경우

  2. 해당기간 중 제출한 원가자료에 거짓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기간 중 한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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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4-2호, 2014.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개정규정(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포함한다) 및 제
1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품목 원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
된 계약의 하도급품목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
템 외에 다른 수단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제1호의 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원가자료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6-5호,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을 해야 하는 기한을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6-7호, 2016.10.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품목 원가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하도급품목 원가자료 

제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수급업체의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인증업체가 이 지침 시행 
전에 발생한 하수급업체의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되,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 취소 대
신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을 해야 하는 기한을 
2019년 10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8-1호, 2018.1.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9-1호, 2019.3.1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294 -

[별표 1] 
방산원가관리체계(DCMS) 인증 절차도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미인증)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만료)

인증신청서
제출(신청업체)

인증갱신대상
통보(원가총괄팀장)

인증신청서 접수‧확인
(원가총괄팀장)

인증 갱신 신청
(인증업체)

ERP시스템등

평가(평가단)
ERP시스템등

평가(평가단)

원가자료 성실
제출 확인

(원가팀장)   
시스템

평가결과 심의
(심의위원회)  

원가자료 성실
제출 확인

(원가팀장)

      
인증 심의

(심의위원회)
인증 갱신 심의

(심의위원회)   
인증 만료 심의

(심의위원회)

인증
(본부장)   

미인증
(본부장)

인증 갱신
(본부장)   

인증 만료
(본부장)

      
인증서 발급

(본부장)       
인증서 재발급

(본부장)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취소

인증 정지/취소 사유 확인
(원가총괄팀장 또는 원가팀장)

인증 정지 심의
(심의위원회)   

인증 취소 심의
(심의위원회)

인증 정지
(본부장)   

인증 취소
(본부장)

                
인증서 회수

(원가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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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기간

인증 정지사유
(제13조제1항) 인증 정지기간

1.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2회 이상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1개월

2-1.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1가지 요건(평가서 기
준)을 미충족한 경우

2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2-2. 점검평가 결과 ERP시스템 구축요건 중 2가지 요건(평가서 기
준)을 미충족한 경우

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독촉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4.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최근 6개월 간 3회 이상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5. 하수급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업체가 해당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

우 제외)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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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

제    호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법인등록번호 :

4. 소 재 지 :

5. 유효기간 :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계약관리본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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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  □ 신규    □ 갱신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시스템 구축 평가

희망기간 (30일 이상)         .    .    .  ～       .    .    . 

 첨 부 서 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2. 방산계약 및 원가자료 제출 현황 1부 (신규만 해당)
 3.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 1부
 4. 그 밖에 인증심의에 필요한 서류 (신규만 해당)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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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1서식]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본 업체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간 동안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
침」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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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서

 대상업체 :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ERP
시스템

구매/외주/판매/
직접경비 관리

품목별로 일자, 거래처, 단위, 수량, 단가
(수입품은 외화로 명시), 금액을 관리하는가

구매/
외주가공

판매
직접경비 발생에 대하여 일자, 거래처, 금액 등을 관리
하는가

회계처리내역
연계 관리

구매/외주가공/판매/직접경비 발생내역을 회계처리내역
과 연계하여 관리하는가

노무량 관리
공정별, 작업자별 노무량을 시간 이하 단위로 집계‧관리
하는가
개별 노무량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 노무량과 투
입인력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가

식별번호 관리 구매품/공정품/완성품/외주가공에 대하여 고유한 식별
번호를 부여‧관리하는가

BOM정보 관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외주가공을 포함한 
BOM정보를 관리하는가
BOM정보에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하는가

근무시간 관리 제조 직접인원의 근무시간을 인원별, 근무내역별로 구
분하여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는가

급여지급
내역 관리

제조 직‧간접인원의 급여지급 내역을 부서별(또는 인원
별), 월별, 급여내역별로 관리하는가

재무제표 세부내역 
관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계정에 
대해 세부내역을 관리하는가

연계
시스템

연계양식 일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일치하게 자
료를 월단위로 추출할 수 있는가

자동 추출 변경‧누락 없이 자동적으로 자료를 추출하는가
(공정 특성상 BOM정보를 변경한 경우 표시)

자료 일치 추출된 자료와 ERP시스템의 자료가 일치하는가
전 송 추출된 자료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정확하게 전송되는가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평가자 (서명 또는 인)
평가자 (서명 또는 인)
평가자 (서명 또는 인)
평가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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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

 업체명 : ○○○○
작성일 :    .    .    .

확인항목 : 구매/외주가공 관리
(구매 및 외주가공 관리화면)
: 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자료가 나타나는 화면(이하 같음)

(1페이지 이상)

(임의의 구매 회계처리 1건 화면)
: 임의의 구매 회계처리 1건에 대해 위 구매 관리화면에서 금액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화면

                                                (1페이지 이상)

(임의의 외주가공 회계처리 1건 화면)
: 임의의 외주가공 회계처리 1건에 대해 위 외주가공 관리화면에서 금액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화면
                                                    (1페이지 이상)

확인항목 : 직접경비 관리
(감가상각비 관리화면)

                                                      (1페이지 이상)

(그 외 직접경비 관리화면)
(직접경비 당 1페이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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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목 : 판매 관리

(판매 관리화면)
(1페이지 이상)

(임의의 판매 회계처리 1건 화면)
: 임의의 판매 회계처리 1건에 대해 위 판매 관리화면에서 금액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화면
(1페이지 이상)

확인항목 : 노무량 관리

(노무량 관리화면)
: BOM에 매칭되게 세분화된 공정에 대해 작업자별 시간 이하로 관리하는 화면
또는 표준노무량과 투입인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화면(표준노무량 관리 시)

(1페이지 이상)
확인항목 : BOM 관리

(BOM 관리화면)
: 판매처가 청인 품목의 BOM 확인 화면(식별번호 포함)

(1페이지 이상)
확인항목 : 근무시간 관리

(근무시간 관리화면)
: 제조 직접인원의 근무내역을 인원별, 월별, 근무내역별 시간 이하로 관리하는 화면

(1페이지 이상)

확인항목 : 급여지급 내역 관리

(급여지급 내역 관리화면)
: 제조 직, 간접인원의 급여지급 내역을 부서별(또는 인원별), 월별, 급여내역별로 관

리하는 화면
(1페이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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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목 : 재무제표 세부내역 관리

(재무제표 세부내역 관리화면)
: ERP시스템 평가 시 확인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ERP상의 총액과 확정된 재무제표 

금액 일치를 확인하는 화면(전년도, 결산전이면 전전년도)
                                                       (1페이지 이상)

확인항목 : 연계시스템 관리

(연계시스템 제출자료 관리화면)
: 최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한 분석원가자료에 대하여 ERP시스템에서 해당자료

를 관리함을 확인하는 화면
                                      (제출양식 상의 자료종류별 1페이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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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변경사항 신고서

인
증
업
체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첨 부 서 류

 1.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 원본
 2. 변경사항 증명 서류 1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원가자료 제출 확인표

 업체명 :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일 : '12. 10. 1) 작성일 : '13. 10. 16.
계약상대 : 방위사업청

계약
명

계약
일

계약
금액
(억
원)

계약
종류

완료
일

계약원가자료 정산원가자료 분석원가자료

요청
일

제출
기한
(독촉
기한)

제출
일

여
부

요청
일

제출
기한
(독촉
기한)

제출
일

여
부

'1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ㅇㅇ 
사업

'12.9.3
0 2,000

중도
확정
계약

‘14.12
.20

‘12.8
.20 ‘12.9.29 ‘12.9

.20 ○ ‘13.9
.20

‘13.10
.30 ○ ○ ○ ○ ○ ○

xx 
사업

’13.5.
30 300

일반
확정
계약

‘13.12
. 5

‘13.4
.10 ’13.5.20 ‘13.5

.17 ○ - - - - ○

계약상대 : 방산업체
주계약 하도급계약 계약

원가
자료

정산
원가
자료

분석원가자료

계약명 계약
업체 계약일

계약
금액

(억원)
계약
종류 완료일 품목명

계약
금액

(억원)
'1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사업 A '12.11.2
0 3,000

중도확
정계
약

‘14. 
6.30 abc 40 ○

 * 보라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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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0-6호 (2010. 12. 29. 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2-2호 (2012.  5. 21. 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6-8호 (2016. 10. 12. 개정)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8-2호 (2018.  1.  3. 개정)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에 따라 설치된 원

가회계검증단이 원가검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범위, 대상사업 및 기준, 요
건,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예정인 사업에 대
하여 원가회계검증단에서 수행하는 원가검증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가검증”이란 계약상대자(협력업체를 포함)가 제시한 원가계산서(증빙자료를 포

함)나 방위사업청에서 확정한 원가계산서의 각 원가 비목별 구성요소의 합리성 
및 적절성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행위를 말한다.

  2.“필수원가검증”이란 원가검증팀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
로 수행하는 원가검증을 말한다.

  3.“특별원가검증”이란 제14조에 따라 의뢰된, 방위사업법 제58조의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행하는 원가검증을 
말한다.

  4.“계약상대자”란 방위사업관서의 장(방위사업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
은 담당공무원 및 임직원을 포함)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
를 말한다. 

  5.“협력업체”란 계약상대자와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하려는 자(이하 “1차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2차 협력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
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원가검증의 한계) ① 원가검증팀장 및 분석팀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방위사업
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를 계
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② 원가검증팀장 및 분석팀장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원가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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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며, 원가검증시 공법적 권력관계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수사에 준하는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인에 대한 위조, 사기, 횡령 등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행위
  2. 문서·특정인·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행위
  3. 특정인의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행위
  4. 특정인의 소환·조사, 의사에 반하는 방문행위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5조(관계법령 등과의 관계) 원가검증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필수원가검증 
제6조(필수원가검증반 설치) 원가검증팀장은 필수원가검증을 주로 담당하는 별도의 검

증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 및 선정기준) ①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은 방산물자 수의

계약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원가검증의 필요성
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개발 정산원가 산정사업
  2. 초도양산사업(개산/정산원가)
  3. 후속양산 사업 중 검증실적이 없는 주임계약분 사업
  4. 계약예상시점 기준(원가검증시점 기준) 최근 2년 이내 원가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였거나 계약하려는 사업
  ② 원가검증팀장은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1. 협력업체의 규모, 수 등 협력업체 원가검증 필요성  
  2. 사업규모, 계약형태, 기존 원가검증여부 등 원가검증 실효성
  3. 국회, 언론 등 사회적 관심도
  4. 동일업체 검증 집중여부 등 
  5. 원가검증팀의 인력, 업무현황, 검증시기 중복여부 등 제반상황
  ③ 원가검증팀장은 대상사업이 개산계약인 경우 개산원가 또는 정산원가 중 1회에 

한하여 원가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개산원가에 대하여 원가검증이 완료된 경우 
사업의 규모, 원가 변동비율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산원가에 대해서도 원
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원가검증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 선정시 검
증대상사업 및 검증여건에 따라 세부선정 기준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각 분석팀장은 매년 초에 제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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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을 원가검증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각 분석팀장과 협의하여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연

간 필수원가검증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장이 필수원가검증계획을 승인하면 원가검증팀장은 이를 각 분석팀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필수원가검증의 의뢰 및 준비) ① 분석팀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가검증
팀장이 통보한 연간검증계획에 따라 해당사업의 필수원가검증 시점 도래 전 원가검
증팀장에게 원가검증을 의뢰한다.

  ② 각 분석팀장은 연내 예산집행, 사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수원가검증의 사전착수
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팀 및 계약팀과 협의하여 조달판단 이전에 원가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원가검증팀장은 원가검증을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원가회
계검증단장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의 검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사업명, 검증대상업체
  2. 검증대상품목, 검증수행기간
  3. 검증 세부기준(검증범위, 검증중점, 검증자료)
  4. 그 밖에 원가검증과 관련된 중요사항
  ⑤ 원가검증팀장은 원가검증의 효율적 수행, 정보공유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각 분석팀장에게 원가검증반 비상근요원(원가검증을 의뢰한 원가담당)으
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원가검증팀장은 원가검증시「계약관리본부 내규」에 따른 원가관리자문단에 속한 
자문위원을 원가검증반에 참여시켜 검증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⑦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에 대한 공통원가는 해당 분석팀장이 분석 및 확정한다. 
제10조(필수원가검증 사전절차) ① 원가검증팀장은 수립한 원가검증계획을 실사 3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전통보로 실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자체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가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업체 원가검증) ① 원가검증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의 동의하에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원가검증팀장은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별지1]의 「원가검증수행을 위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장실사의 필요성은 사업의 특성, 원가부정행위 가능성,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
의 동의여부, 원가검증팀의 업무량/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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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가검증팀장은 제2항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를 선
별적으로 실사하거나 계약상대자 주소지에 협력업체 원가담당자를 소집하여 원가
계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원가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④ 협력업체가 제1항의 「원가검증수행을 위한 동의서」 작성시 방위사업청의 현장
실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원가검증팀장은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
여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가 현장실사의 일시, 방법을 조정하기 희망하는 경우 원
가검증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시, 방법을 조정
한다.

  ⑥ 원가검증팀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검증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
얼」을 따르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협력업체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원가검증 

제12조(특별원가검증반 설치) 원가검증팀장은 특별원가검증을 주로 담당하는 별도의 검
증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원가검증 대상) ① 원가검증팀장은 다음 각 호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라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
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방
위사업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민법상 일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부당이득청구는 제외)에 특별원가검증을 실시한다. 

  1. 법원판결문(민·형사, 행정 등 그 종류와 심급, 확정 여부 불문)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단,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거나 수사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한함)
    가.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기소한 경우의 공소장
    나. (군)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경우의 의견서
    다. 방위사업법 제58조의 원가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불기소결정문 또는 

불기소의견서 
  3.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4. 기타 언론보도, 국회 요구, 국민권익위 이첩, 청 자체감사 결과 등을 통해 계약관

리본부장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이 특별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특별원가검증 의뢰절차) ① 각 분석팀장은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원가

검증팀장에게 특별원가검증을 의뢰한다.  
 ② 각 분석팀장은 특별원가검증 의뢰 전 특별원가검증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가

검증팀장과 사전회의를 실시한다. 필요시 계약 및 사업 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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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원가검증 준비) ① 원가검증팀장은 특별원가검증을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
여 특별원가검증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검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사업명, 검증대상업체
  2. 특별원가검증 의뢰시까지 추진경과 및 확인된 사항  
  3. 검증대상품목, 검증수행기간
  4. 그 밖에 특별원가검증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원가검증팀장은 특별원가검증시「계약관리본부 내규」에 따라 원가관리자문단에 

속한 자문위원을 특별원가검증반에 참여시켜 검증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원가검증 사전절차 및 한계) ① 원가검증팀장은 수립한 특별원가검증계획

을 실사 3일 전까지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전통보로 실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해당업체의 도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부족, 해당업체의 실사 거
부 등으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 
후 특별원가검증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검증완료시 조치사항
제17조(검증결과 보고) ① 필수원가검증 대상사업은 원가검증팀장이 원가심사를 거친 

후 예정가격기초자료 및 검증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고, 그 내용
을 해당 분석팀장에게 송부한다.

  1. 분임분 이하 계약 :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보고
  2. 주임분 계약 : 계약관리본부장에게 보고
  ② 특별원가검증 대상사업은 원가검증팀장이 특별원가검증 완료시 검증결과를 작성

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보고하고,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내역을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대상업체에 통보한다.

  ③ 원가검증팀장은 검증대상업체에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내역에 대해 [별지
3] 동의여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
라 결과를 보고한다.

  1. 대상업체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내역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특별원가검증 최종결과를 보고한다.

  2. 대상업체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가회계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관리본부장에게 특별원가검증 최종결과를 보고한다. 

  ④ 원가검증팀장은 특별원가검증 종료시 그 내용을 해당 분석팀장에게 송부하고, 계
약상대자 및 기타 관련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⑤ 원가검증팀장은 특별원가검증 진행 중 채권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계팀 및 해
당 계약팀, 분석팀에 채권수정내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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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검증후속조치) ① 각 분석팀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가검증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원가검증 완료사업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
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원가검토(수정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을 포함한다.) 
등의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상 담당자를 분석팀 담당자로 변경한다.

 ② 필수원가검증 및 특별원가검증에 의한 원가계산서 및 관련자료는 검증완료 후 2년
간 원가검증팀에서 보관 후 분석팀에 이관한다. 다만, 감사 ‧ 조사 등으로 인해 원
가검증팀에서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이관시기를 분석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9조(검증번호 부여) ① 원가검증팀장은 필수원가 및 특별원가 검증 대상의 개략적

인 정보파악 및 식별, 관리가 용이하도록 검증번호를 부여하여 활용한다. 
 ② 검증번호 부여방법은 [별지4]를 참고하며 공문 작성시 제목 앞부분에 표기하여 온

나라 문서 등록, 원가계산서 보관 등에 활용한다. 
제20조(분석팀장의 원가검증) 필수원가검증 비대상사업 중 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

별한 사유로 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업체 조달품목이 있는 경우에 각 
분석팀장은 해당품목에 대해서 원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원가검증 외부용역) 원가검증팀장 및 분석팀장은 검증인력, 원가검증시기 및 업
무량, 원가검증 외부용역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총괄팀장에게 원가계산 용역기관
을 통한 원가검증 외부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8-2호, 2018.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을 해야 하는 기한을 
2021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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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방위사업청-계약상대자-협력업체간

원가검증수행을 위한 동의서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 협력업체는계약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제1조(목적) 본 동의서는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 협력업체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

탕으로 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검증을 수행하는데 목적
이 있다.

제2조(정의)
  1. “계약상대자”란 방위사업청이 주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2. “협력업체”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로서 

당해 계약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협력업체와 또 다시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업체도 
“협력업체”에 포함된다.

  3. “주계약”이란 당해 원가검증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였거
나 체결하려는 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 등 계약”이란 계약상대자가 주계약의 이행을 위해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방위사업청의 조치)
 ①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과 규정 및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계약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원가검증을 수행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원가검증계획(현장실사일정, 검증인원 등)을 수립한 후 사전에 해당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방위사업청은 원가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업체에게 직접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받을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은 원가검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는 협력업체의 요청 등 필요시 계약상대
자의 관여 없이도 실시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로부터 제5조에 따라 현장실사 불희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⑥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 또는 협력업체가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원가검증에 지장이 없는 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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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상대자의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과 규정 및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계약 등에 따

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원가검증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위사업청의 현장실사 일주일 전 또는 방위

사업청이 별도로 지정한 기한까지 자체적으로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 등 적절한 방식으로 원가를 확인·조정·산정한 후 그 결과를 방위
사업청에게 제출한다.

제5조(협력업체의 조치)
 ① 협력업체는 방위사업청 및 계약상대자의 현장실사 등 원가검증 관련 요청에 협조

하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치 않을 경우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원가검증을 위해 필요시 직접 방위사업청에게 원가검증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는 방위사업청의 현장실사를 원치 않거나 원가검증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계획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방위사업청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6조(기밀유지)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는 본 동의서상 원가검증을 실시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각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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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내역서

(글씨체 : HY헤드라인M 23, 줄간격 : 140%)

□ 원가검증 개요 (글씨체 : HY헤드라인M 14, 줄간격 : 140%)
○ (글씨체 : 휴면명조 14, 줄간격 : 140%, 진하게)

□ 업체명 : (주)OOOO

□ 관련근거

○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특수조건 제30조
○ 특별원가검증 결과 (글씨체 : 휴면명조 14, 줄간격 : 140%, 진하게)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결과
  (단위:원)

계약명
(계약번호,일자)

계약금액
(A)

검증원가
(B)

부당이득금
(C=A-B)

가산금
(D)

국고환수금액 
(E=C+D)

계

  ※ 가산금 부과 사유 (글씨체 :굴림체 12, 줄간격 : 120%, 진하게) 

     - 

□ 비목별 주요 원가검증 내역

○ 재료비

- 설계변경에 의해 폐기된 품목을 사장품 처리하여 감액
- (글씨체 : 휴면명조 14, 줄간격 : 120%)

  ※ 하도급업체 검증결과 포함 작성 (글씨체 :굴림체 12, 줄간격 : 140%, 진하게)   

○ 노무비

- 타사업과 중복된 공수 000M/H를 불인정하여 감액
-

○ 경비

- 시험부품비 등 하도급업체 단가조정에 따른 감액
-

○ 기타(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 이 내역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 담당자 OOO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은 원가검증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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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동의여부 의견서

제

출

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우 - )
전자우편: @

(단위:원)

통보받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계약번호 부당이득금
(A)

가산금
(B)

국고환수금액
(A+B)

동의 여부

□ 동의 □ 부동의

 * 부동의시 이유와 소명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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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검증번호 부여방법

□ 검증번호 부여목적

○ 검증번호만으로도 검증사업의 개략적인 정보 파악 가능

○ 공문, 메모 등의 제목에 표기하여 식별과 정보검색에 용이

○ 원가계산서 등의 제반서류에 표기하여 관리의 편리함 도모

□ 검증번호 부여방법

○ 검증번호 구성

- 검증사업의 년도 : (01∼ 99)2자리 숫자로 구성

- 필수/특별 구분 : (필)필수원가검증, (특)특별원가검증

- 검증 요구부서 : (지)지상팀, (함)함항팀, (가)가격팀, (공)공통

- 원가검증건 일련번호 : (01∼ 99)2자리 숫자로 구성

- 필수원가검증 추가정보

·사업의 종류 : (연)연구개발사업, (초)초도사업, (후)후속사업

·원가 구분 : (확)확정원가, (개)개산원가, (정)정산원가

·계약관 구분 : (A)본부장, (B)단장

- 특별원가검증 추가정보(의뢰기관) : (법)법원, (검)검찰, (경)경찰,
(조)조사본부, (감)감사원, (언)언론, (권)권익위, (의)의명

○ 검증번호 배열

【예 시】

▶ 17 필 (지) 03 (초 정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2017년도, ②필수원가검증, ③지상팀, ④필수원가검증의 세 번째,
⑤초도양산, ⑥정산원가, ⑦본부장

▶ 17 특 (함) 01 (검)
① ② ③ ④ ⑤
①2017년도, ②특별원가검증, ③함항팀, ④특별원가검증의 첫 번째,
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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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4-13호(2014. 6. 27. 제정)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5-5호(2015. 9. 14. 개정)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6-3호(2016. 5. 27. 개정)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6-5호(2016. 10. 12. 개정)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7-7호(2017. 8. 31. 개정)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7-10호(2017. 11. 1. 개정)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8-2호(2018. 5.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에 따른 검증대상 사업 

등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수행 방법 및 절차, 원가산정기준 등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란 계약관리본부장과 군수품 조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

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2. “협력업체”란 계약상대자와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하려는 자(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
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방산협력업체”란 방산업체인 협력업체를 말한다.
  4. “일반협력업체”란 일반업체인 협력업체를 말한다.
  5. “원가검증”이란 협력업체로 부터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6. “군수품매출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
여 발생된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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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약상대자
   다. 1차 협력업체
  7. “일반군수물자”란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를 말한다.
  8. “다자간 협약”이란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원가검증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계약관리본부장, 
계약상대자, 협력업체) 전체가 동의하고 서로 공유함을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원가검증대상 및 검증방법
제3조(원가검증의 대상) ① 원가검증팀장은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에 따른 

검증대상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 기준 5억 원 이상의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조달품목(용역을 포
함한다)을 대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하되 품목의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협력업체 조달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 및 협력업체 차수에 관계없이 원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2. 협력업체가 동일한 품목을 계약상대자 또는 여러 차수의 협력업체에 중복 납품하

여 그 단가가 상이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원가검증 대상품목(업체제시 금액 대비 검증금액에 차이가 있는 품

목에 한한다)과 사용부품 및 공정이 거의 동일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원가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원가검증을 실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계약이 특별검증대상인 경우에는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품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품목(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발
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품목
  3. 외국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

로 원가를 인정하는 품목
  4. 하도급계약 가격과 별개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원가를 

인정하는 품목
  5. 원가검증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

하는 품목(해당 검증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
출액이 30억 원 초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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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격분석팀장,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방법 및 원가
산정기준은 제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
당 계약이 '협력업체 원가검증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원가검증 방법) ① 협력업체 조달품목의 원가검증은 주계약별로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주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일반협력업체와 제6조에 따른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전 일반군수물자
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하고 주계약 정산 시 그 검증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군
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과인 일반협력업체가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품목(이하 
“반복계속품목”이라 한다)은 주계약이 아니라 해당 일반협력업체별로 원가검증
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계약이 특별검증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2. 정비사업, ILS 요소개발 등 계약 전에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반복계속품목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주계약 기준 5억 원 이상으로서 원가

산정(원가정산을 포함한다)한 실적이 있고 국방중기계획서 등에 따라 향후 2년 
내에 조달될 것이 명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원가검증 주기 등) ⓛ 원가검증팀장은 반복계속품목에 대하여 일반협력업체별 2
년 주기로 원가검증을 실시하되, 계약이행 및 공정한 원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반복계속품목에 대하여는 최근 원가검증 가격에 한국은행이 발표
하는 제조업 생산자 물가지수(총지수)의 최근 5개년 기하평균율(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가격을 적용하여 원가를 반영한다. 이 경우 물가지수의 평균
율을 곱하는 횟수는 검증연도와 반영연도의 연도차이로 한다.

제6조(다자간 협약 체결) ① 원가검증팀장은 이해관계자(계약관리본부장, 계약상대자,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원가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검증대상품목
  2. 협약당사자의 책무(원가부정행위 금지 등)
  3. 세부 검증계획
  4. 검증결과(품목별 단가 등) 확정방법
  5. 검증결과 적용방안 등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양식의 다자간 협약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 



2019 원가관계 법규

- 320 -

구성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검증팀장은 계약관리본부장을 대신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3장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제1절 검증대상별 원가산정기준

제7조(원가산정기준) ①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그 하위규정(이하 “방산원가규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②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는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구입완성품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1. 투하자본보상비: 미계상
  2. 이윤: 총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9%.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외주가
공비 포함) 및 기술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제비율: 원가총괄팀에서 통보한 해당 방산협력업체의 제
비율을 적용하되, 통보된 제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2절에 따라 산정

  ③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구입완성품을 포함한다)는 제2절에 따
라 원가를 산정한다.

제7조의2(정산원가 산정시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하도급품목의 원가산정 기준) 주계약의 
정산원가 산정시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협력업체 원가는 하도급계
약 체결시점(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각 비목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료비 및 경비 단가 : 하도급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한 단가를 판단하여 적용
한다. 단가가 하도급계약시점 이후 상당한 정도로 변동된 경우 하도급계약 시점
에서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단가를 인정한다.

  2. 재료비 및 경비 소요량 : 하도급계약시점에 적용되는 규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체결 이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기술변경
을 통해 규격이 변경된 경우나 하도급 계약시점에 소요량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
던 경우는 변경된 규격을 적용한다.

  3. 노무량(노무공수) : 실발생 노무량을 집계·관리하는 협력업체로서 하도급 계약시
점 이전 실적 노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과
거 실적 노무량을 분석하여 적용하며, 계약시점 이전 실적 노무량 자료가 없거나 
표준공수를 적용하는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표준공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4. 공통원가․제비율․환율 :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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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연구개발, 초도양산, 성능개량 등 사업의 성격이나 명시적, 묵시적 계약내용에 비
추어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 체결이 예정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
시적, 묵시적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이행과정이
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 정산이 예정된 경우 

제2절 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기준
제8조(재료비 구성)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

부분이 되는 재료의 소비액
  2. 구입부품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

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3. 포장재료비: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

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보조재료비: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

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
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비용

제9조(직접재료비의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10조에 따
른 소요량에 원가계산 시점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장재료비는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간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개별소비세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
는 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에서 110분의 10을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직접재료의 소요량) ①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
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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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
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고 인정되는 손실량·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
시킬 수 있다.

  ③ 주계약이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관한 계약인 경우로서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
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재료가 방산원가규칙등
에 따른 국산화 부품인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정등을 준용하여 수입가격 등으로 단위
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물의 평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불량제품 및 기타 부산물(이하 
“설물”이라 한다)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재료비에 차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급품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설물도 포함
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物資代),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정상도착가격: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
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원가계산시점 이전 5
근무일 평균

  ③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서 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④ 수입 부대경비는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
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
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제14조(간접재료비의 계산) ①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
산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원가법: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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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재료비법: 직접재료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3. 노무비법: 노무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② 제1항의 간접재료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최근 2개년도에 대해 최근

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1. 원가법: 총 간접재료비(소모품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총 직접재

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
  2. 직접재료비법: 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로 나눈 비율
  3. 노무비법: 총 간접재료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
제15조(노무비의 구성) ① 노무비는 제조 및 용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급여액을 말하며 직접노무비
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상여금(임시다액의 성과급 제외)
  4. 퇴직급여
  ② 직접노무비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 등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

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조(직접노무비의 계산) ⓛ 직접노무비는 실제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표준작업지시서 등에 의한 표
준공수(여유시간을 제외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유시간이란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른 간접 및 무작업 노무시간을 말한다.
  ③ 노무비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에서 대체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노무비단가 = 총발생노임 / 총 실근로시간
  2. 총발생노임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퇴직급여는 제15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
다.) 중 퇴직금 지급대상금액의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총 실근로시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작업시간을 관리·집계하는 경우: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
   나. 품목별 직접작업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나 근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총 근태시

간(여유시간은 제외하며, 초과근로시간은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산업대분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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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제5조제1항에 따른 반복계속품목에 대
한 원가검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영할 수 있다.

  1.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노사합의서
  2.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인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 다만 이를 적용하여 

예측한 특정 노무자의 예상급여액이 정부가 고시한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을 적용
한 예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예상급여액을 위 최저임금 수준
으로 조정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
산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간접노무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간접노무비를 총 직접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 경우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제16조제3항제2호의 총발생노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8조(경비의 구성)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
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품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전용감가상각비, 기술
료(기술도입비 포함),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를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경비 외
의 경비를 말한다.

제19조(직접경비의 계산)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전용감가상각비: 해당 품목 전용의 기계장치·금형(金型)·치공구·검사용계기·

구축물 등에 대하여 총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총 조달
물량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
로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기술료(기술도입비):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
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
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생산계획물량
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3. 개발비: 해당 품목에 직접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개
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4. 특허권사용료: 해당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공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어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시험검사비: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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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자체 시험검사비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
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6.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7. 외주용역비: 용역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0조(간접경비의 계산) ① 간접경비는 각 비목별로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

에 비목별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에 
해당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비목별 배부경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비목별 총 배부경비를 총 직접재료
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에 대한 배부경비율은 총 배부경
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배부경비 중 감가상각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총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배부경비율을 산정한

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직접경비인 전용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을 경우에
는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한다.

  2. 경상연구개발비(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 포함):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
을 위해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반영하며, 그 외의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
하기 전 원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재구분하여 간접재료비율, 노무비단가, 
간접노무비율, 배부경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반영한다.

제21조(일반관리비의 구성)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
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 의 비용 즉, 임․직원 급여(수당 및 상여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
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운영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제22조(일반관리비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
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일반관리비를 총 매출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
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율을 한
도로 산정한다.

  1. 조함공사: 100분의 6
  2. 조립금속: 100분의 7
  3. 용역: 100분의 5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협력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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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한다.

  1. 조함공사: 100분의 8
  2. 조립금속: 100분의 9
  3. 용역: 100분의 7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제23조(이윤) 이윤은 총원가 기준 9%를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

준의 10%를 적용한다.
제24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2. 소송비, 기부금, 접대비, 판매수수료
  3. 대손상각(貸損償却) 비용
  4. A/S비(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검

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5.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제25조(구입완성품 원가계산) ① 구입완성품은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1. 구입가격: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품목: 공급가액
   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수입가격
  2. 일반관리비: 구입가격에 제22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되, 일

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목의 율을 한도로 한다.
   가. 음·식료품 : 100분의 14
   나. 섬유·의복·가죽제품: 100분의 8
   다. 나무·나무제품: 100분의 9 
   라.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 100분의 14 
   마.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 100분의 8
   바.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사.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아.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자. 수입물품: 100분의 8 
   차. 기타 물품: 100분의 11
  3. 이윤: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품목: 일반관리비에 이윤율 25%를 곱한 가격
   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수입부대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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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한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정부규격,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외에 포

장비, 검사비 등의 추가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직접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추가직접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①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6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시점이 아니라 실발생 가격 및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은 해당 품목을 납품받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손량 중 불량량
  2. 제19조제1호에 따른 전용감가상각비
  3. 제19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
  4.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③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은 조정된 제조원가명

세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원가계산 직전 1년간만 결산 실적이 있는 업체: 1년간의 실적을 100%로 적용
  2. 결산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해당 주계약에 대해 검증한 일반협력업체의 평균율 

적용
  3.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해당 주계약에 대해 검증한 일반협력업체의 

최저율 적용
  4. 군수분야를 분리하여 결산한 업체(｢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해당 훈령 별지2 서식을 작성하여 검증받은 경우
에 한한다): 군수분야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적용

부 칙<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4-13호(2014. 6. 27.)>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

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체
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부 칙<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5-5호(2015. 9. 14.)>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

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체
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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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6-3호(2016. 5. 27.)>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

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체
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부 칙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6-5호(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

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체
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부 칙<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7-7호(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

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체
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부 칙<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7-10호(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

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체
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부 칙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8-2호(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8년 5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

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주계약 
계약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다만, 제7조의2 개정이전에 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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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다자간 협약서
협력업체-계약상대자-방위사업청간

원가검증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이하 “협약참가자”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 협력
업체, 계약상대자의 원가자료 제출 및 검증(이하 “원가검증”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매뉴얼에 따라 합리적인 원가검증 활동을 통해 계약상대자와 협
력업체간 공정한 검증단가를 결정하며 원가 검증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품목) 방위사업계약 중 방위사업청이 계약상대자와 수의 및 개산 계약한 사
업의 협력업체가 생산하는 군수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협조) 협약참가자는 관련법규 및 규정, 매뉴얼에 따라 원가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한다.

제4조(원가검증 계획수립 및 자료제출) ①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 협력업체와 협조
하여 원가검증계획(원가검증일정, 검증인원, 자문위원 등 포함)을 작성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상대자는 원가검증계획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한다.
 ③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는 원가검증 수행간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조작 

및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3자와의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지 않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업무외의 부정한 용도
로 사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가검증 수행) 협약참가자는 원가검증 계획에 따라 원가검증을 수행한다.
제6조(검증결과 확정) ① 협약참가자는 상호 동의하에 제2조(대상품목)의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방위사업청은 그 결과를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원가검증 결과에는 공통원가정보 및 품목별 검증단가 등이 포함된다.
제7조(검증결과 적용) ① 협약참가자는 방위사업청과의 방위사업 계약을 위한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6조(검증결과 확정)의 품목별 검증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검증년도에는 검증단가를 적용하되, 차년도에는 매뉴얼 제5조 제2항에 따른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원가를 적용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참가자의 주무 부서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
한다.

제10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및 방위사업청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정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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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기초예비가격 조서

국계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 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함

1.공고내용

입찰공고번호 : 입찰방법 :

품 명 : 개찰일시 :

규 격 : 소관부서 :

수 량 :

2. 기초예비가격금액 : 원정 ( \ )

3.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 : ％

200 . . .

방위사업청 계약관 계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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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기초예비가격 공개문

1. 물품입찰 개요

1) 품 명 :

2) 수 량 :

3) 입찰방법 :

4) 낙찰방법 :

5) 입찰공고번호 :

6) 개찰일시 :

2. 기초예비가격금액 : 원정 ( \ )

3.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 : ％

방위사업청 예비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기초예비가격을 공개함

20 . . .

방 위 사 업 청 계 약 관 리 본 부 장



Ⅲ .
협 력
업 체
원 가
검증에
관 한
매뉴얼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 333 -

【별지 제17호 서식】

복수예비가격조서

일렬번호 가               격

1 원정(\                 )

2 원정(\                 )

3 원정(\                 )

4 원정(\                 )

5 원정(\                 )

6 원정(\                 )

7 원정(\                 )

8 원정(\                 )

9 원정(\                 )

10 원정(\                 )

11 원정(\                 )

12 원정(\                 )

13 원정(\                 )

14 원정(\                 )

15 원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방위사업청 예비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의거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함

                                             200  .     .     .

집행관 소속              계급        성명                (인)

1. 물품입찰 개요

1) 품 명 :

2) 수 량 :

3) 입찰방법 :

4) 낙찰방법 :

5) 입찰공고번호 :

6) 개찰일시 :

2. 기초예비가격 : 원정( \ )

3.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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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예정가격조서

○ 입찰공고내용

입    찰

공고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천원)

계약

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입찰등록

업    체

판  단

번  호

○ 추첨현황

추첨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업체명 성  명 서  명

○ 예정가격 일금 :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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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원가심사 의견서

심 사 구 분 담당  부서

심 사 기 간 원가 담당자

심   사  관 대상  업체

품       목 계약  방법

    심사의견: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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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

원가 심사의견 조치결과 내역서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번호)

심사의뢰원가
(1)

원가심사 결과
최종산정원가

(3)
비 고

시정의견 시정원가(2)

※ 작성 요령

1. 심사결과 시정의견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정원가를 산정

2. 심사의뢰원가(1)에서 원가심사 결과 시정원가(2)를 가·감한 금액이 최종 산정원가와 다른 경

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시정된 최종산정원가계산서 “갑”지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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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물 가 조 사 서

ㅇ 물가조사 내용 ㅇ 조사담당자: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ㅇ 거래방법(아래사항에 표시)

    - 가격유형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   □견적가격

    - 유통단계  □공장도가격    □대리점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 인도조건  □생산공장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

    - 포장방법  □군규격포장    □시중유통포장    □약식포장       □기타

    거래방법을 정확히 명시한 가격(부가세 제외)을 회신하여 주십시요

    문의한 가격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회신합니다.

                   일자

                   주소                전화

                   상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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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견 적 가 격 조 사 서

ㅇ 내 용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주      소 면접자 (전화:       )

부서     직위     성명  (인)

ㅇ 조사자

기본 요구 조건 구  성    내  용

 

 1. 품    명:

 2. 구매수량:

 3. 적용규격:

 4. 적용장비:

 5. 거래방법:

 6. 참고사항:

요 소 별 금    액

ㅇ 재료비

   . 국내재료비

   . 수입품비

   . 기    타

 ㅇ 인건비

 ㅇ 경  비

 ㅇ 일반관리비

    및 이윤

 ㅇ 총 액(세금 포함)

※ 산출내역(간략하게)

ㅇ 조사  일자:
ㅇ 조사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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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

담  당 총괄책임 팀  장

가 격 분 석 자 료

1. 관련근거 :

2. 조달지시내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3. 가격분석자료

품  명

최근 실적 가격 조달

지시

가격

물가조

사기관

공표가

보사부

등고시

가격

기타가격(

판매

가격)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가격

비고

예가 계약가
계산

방법

4.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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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통원가 작성에 관한 매뉴얼

공통원가 작성에 관한 매뉴얼

방위사업청 매뉴얼 2015-06

방위사업청 매뉴얼 2018-06

방 위 사 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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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Ⅰ 목  적

이 매뉴얼은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공통원가 산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 근거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

Ⅱ 배  경

❍ 순환보직 인사관리에 따른 원가업무 전문성 확보 제한

❍ 담당별 업무처리 적용기준 차이 개연성 상존

❍ 공통원가 적용방법의 표준화로 업무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 향상 도모

Ⅲ 공통원가 개념

방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중 동일한 업체의 여러 품목에 공통

적으로 적용하는 원가요소로서 사전에 산정하여 해당업체의 직접원가 

산정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기준 정보를 말함.

<공통원가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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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정 기준

1 대상 업체

공통원가산정 대상업체는 "방산원가 원가계산 규칙(국방부령)"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을 하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구성 요소

❍ 구성요소 : 단위당 간접재료비 단가, 직접노무비 단가,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여유율), 단위당 감가상각비 단가

❍ 대상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추가 할 수 있음.

 

3 자료 작성 및 제출

Ⅰ. 자료 작성

(1)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① 제조부문 :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② 제조지원부문 :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③ 공장관리부문 :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④ 일반관리부문 :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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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업체는 민·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반관리 

부서를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도록 회사 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대상업체는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전년도 공통원가를 적용한 경우 대상업체는 노사합의 또는 결산 종료 후 

공통원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담당

공무원은 공통원가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15조
“세칙” 제26조의3제2항

Ⅱ. 자료 제출

(1) 대상업체는 공통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관련자료를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업체가 공통원가 구성요소 중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합의가 안되어 

직접노무비 단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칙" 제20조제5항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 제출한다.

※ 관련근거 : “세칙” 제40조제4항

4 적  용

□ 매년 공통원가 확정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산정된 공통원가를 적용한다.

□ 공통원가 확정 전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 전년도 

공통원가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업체가 전년도 실발생 노무비단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발생 노무비단가에 "세칙" 제20조제5항 

각 호를 고려하여 노무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수정된 공통원가는 수정 공통원가 확정 후 원가를 계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관련근거 : "세칙"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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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통원가 구성요소별 적용방법

1 단위당 간접재료비

1. 개 념

(1)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보

조재료비,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의 비용을 말한다.

알아야 할 사항

•보조재료비 :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

되는 재료의 소비액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

인세법에 의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비용

(2) 일정기간 발생실적자료를 적정 배부기준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 배부기준 :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 직접노무공수법 등

-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됨.

(3) 단위당 간접재료비는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계산한다.

계산방법

•직접노무공수법

- 시간당 간접재료비 단가

= {(전년도간접재료비총발생액 ÷ 전년도총발생직접노무공수) × 60%} +

{(전전년도간접재료비총발생액 ÷ 전전년도총발생직접노무공수) × 40%}

* 기타 배부기준 계산방법도 동일한 기준 적용

※ 관련근거 : “규칙” 제7조/제15조③항/제23조①항, “세칙” 제12조/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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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사항

(1) 간접재료비 명세서(품명/품목코드, 수량, 출고금액)의 비목분류에 대한 적정성

① 포장재료비 등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은 직접재료비로 조정

② 소모성공기구, 비품비등 간접재료비 반영시 부인대상기준 확인

③ 민수부문 실적자료를 포함한 회사전체 발생실적을 기준으로 적정 배부기준 적용

④ 간접재료비 금액이 매출액 증가대비 과다증가 시 증가사유 적정성 검증

(2) 결산서상 재료비 명세서(출고기준), 재료비 조정 전․후 명세서 적정성

① 생산현장 소모품비가 간접재료비와 간접경비율의 소모품비로 이중

계상 여부

(3) 간접재료비 배부기준의 적정성 여부, 최근 5년간 배부기준의 변동 유․무 

확인 및 간접재료비율 추세 확인

① 사업별/공장별/계약방법별 특성을 고려한 배부기준의 적정성 판단

자료 확인

② 소모성 공구/기구, 비품비등 간접재료비 반영 시 부인 대상기준 확인

3. 원가심사사례

(1) 공통 간접재료비 배부기준 적용 오류

❏ 심사요지 

공통 간접재료비 배부기준 적용시 발생공수를 기준으로 배부하여야

하나 인원수를 기준으로 배부(2007. 6)

❏ 심사내용

공시보고서상 간접재료비 배부기준을 발생공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투입된 인원수 비례로 배부기준 적용

❏ 시정내용

   공통 간접재료비 배부기준 적용시 발생공수를 기준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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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재료비 산정 오류

❏ 심사요지 

간접재료비 산정시 재료비법에서 노무공수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전체 

기간을 노무공수법으로 적용하여 원가과다 산정(2009. 9)

❏ 심사내용

간접재료비 산정시 재료비법에서 노무공수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는 재료비법을 적용하고 변경 후에는 노무공수법을 적용

해야하나 노무공수법으로 적용하여 원가과다 산정

❏ 시정내용

변경 전후 각 각의 배부기준으로 산정

(3) 간접재료비 공통부문 배부단가 계산 부적정

❏ 심사내용(제도심사팀-1404 : 2010.5.4) 

간접재료비 공통부문 배부단가 적용 오류

❏ 시정내용

민방산 공통부문에서 발생한 간접재료비에 대하여 방산부문 인원비율로 

배부하여 간접재료비 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규칙"제7조(배부기준)①항, "세칙" 제12조(재료비)②항

(4) 간접재료비 단가 산정 오류

❏ 심사내용

중도확정계약의 간접재료비 단가산정시 2개년 실적치를 최근연도부터 

6:4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최근 실적을 적용하여 원가 산정 (2006.10.)

❏ 시정내용

심사의견 : 간접재료비 단가 산정시 6:4 가중치를 산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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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노무비 단가

1. 개 념

(1)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 등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기본급 :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

② 각종수당 : 잔업수당,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

하는 수당(다만, 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

알아야 할 사항

•잔업수당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기본급과할증금을말하며다음의기준에의한다.

-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 1주간(휴일포함 7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야간근로 :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

③ 상여금 : 상여금은 업체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계산방법

•상여금 = 상여금 지급대상금액 × 상여금 지급실적율

- 상여금 지급대상금액 : 업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제수당 성

격의 모든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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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급여

  1)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중 계약상

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

액의 합계액에 퇴직급여설정율을 곱하여 계산

계산방법

• 퇴직급여설정율 = 직전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액
÷ 직전년도 총급여액

- 퇴직급여 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퇴직보험 등 포함. 이하 같다)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등의 납부율은 총급여액의 8분의 1을 한도로 함.

- 퇴직연금 등 납부율 = 직전년도퇴직연금등납부액÷ 직전년도총급여액

  2) 퇴직급여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

  3) 산정된 퇴직급여는 계약상대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직접노무비 단가

① 직접노무비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노임 및 노무량을 기준으로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산방법

•직접노무비 단가

= 생산부문별총발생노임(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

÷ 생산부문별총발생노무량

* 총발생 노임 : “규칙” 제16조와 “세칙”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함.
(단, 총발생 노임 계산시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제외)

* 총발생노무량 : “세칙”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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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시

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음.

알아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 → 주 52시간)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적용은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시행시기가

상이함으로 확인 필요

* 근로시간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단축

300인 이상 50인∼299인 5인∼49인

2018. 7. 1.일 부 2020. 1. 1.일 부 2021. 7. 1.일 부

③ 제2항의 노무량은 직접노무자에 대한 작업노무량과 무작업노무량을 

포함.

④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변동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음.

알아야 할 사항

•변동 노무비단가 :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한 임금인상계획

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사합의서

또는 사용자가 확정한 임금인상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함.

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율과 계약상대

자의 최근 3개년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2.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의 정상적인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

3. 시중노임단가(기본급) 제조부분 평균임금 인상율

※ 관련근거 : “규칙” 제16조①항,②항/제21조②항, “세칙” 제13조～제16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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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사항

(1) 회사의 조직도 및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요구

① 사규에 명시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 조직 구분, 제조 ․ 제조지원 

․ 공장관리 ․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였는지 확인

② 전년도 대비 조직변경 여부, 변경인원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판단

③ 본사ㆍ공장이 동일장소 업체인 경우 제조와 일반관리 인건비의 적정성 여부

④ 고용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잡급 인원 유ㆍ무 확인

⑤ 외주업체(또는 도급직) 노무용역 제공 유ㆍ무 확인

(2) 직․간접 인원 구분의 기초자료 및 정확성 확인

① 회사조직도 상 직접․간접부서 비용이 구분되었는지 검토

② 간접노무비(율)의 계상대상을 직접노무비로 계상여부 확인

(3) 공장․부문․제품별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의 급여내역(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의 요소별 내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① 임금규정, 임금대장에 근거한 실지급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계상 여부 확인

② 실지급 제수당 중 비경상적 수당 여부 확인 

③ 임금인상률 산정시 성과급 포함여부 확인

④ 상여금 지급대상금액(기본급, 제수당 종류 포함 여부)과 상여금 

실적률 계산의 적정성 

⑤ 세부 지급규정 확인. 퇴직급여 설정률 계산의 적합성 여부 검토

⑥ 노동조합 전임자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임금 반영여부 확인

(4) 직접노무비 분류 및 공용노무비 배부기준의 전년과 변동 여부

① 방산부문 노무비의 분류와 공용부문 노무비의 배부기준이 공시 

보고서에 따라 적용되었는지 여부

② 전년대비 변경 부문의 회계처리 기준 보고서 승인 여부

(5) 전체노무비 총액이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총액과 차이 여부, 차이 

내역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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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리후생비 중 노무비 성격인 년․월차수당, 퇴직보험료 등을 직․간접

노무비로 이체 조정 여부, 복리후생비와 노무비(제수당) 간의 중복 계상 

여부 확인

① 생산격려금, 하계휴가비, 설날귀성여비의 경우 업체의 급여지급 규정 또는 

노사합의서에 퇴직금/통상임금 계상 대상 및 개인 소득세 공제 대상 여부 확인

(7) A/S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인건비가 계상되었는지 여부  

(8) 연구부서 인건비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의 연구개발 업무실적에 대응

되게 연구 및 개발비, 경상개발비, 제조부문 인건비로 구분하여 제시

되었는지 여부

(9) 연구개발․기술부서 직원에 대한 직․간접노무비 인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① 작업자의 이동지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작업자의 작업시간은 지원

되는 집계단위의 작업시간으로 산정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일보 등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

인되었는지 확인

(10) 타계정 대체계정과 용역매출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직․간접부문으로 조정되었는지 여부

(11) 민ㆍ방산 공통조직에서 민수지원 여부 확인

(12)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실적 확인 / 분석

① 고용여부 : 고용계약서 및 인사기록표

② 근무여부 : 출근부 및 공정별 작업시간

③ 급여지급여부 : 급여 집계표, 급여 지급원장, 소득세원천징수보고서

④ 휴직자 포함하여 임률 산정되었는지 여부 확인

⑤ 급여대장과 소득세 원천징수자료 비교를 통하여 가공인원이 포함

되어 원가 계산되었는지 여부 확인 

(13) 업체 내부통제자료의 확인 및 재무정보 추이를 비교하여 비정상적 

변동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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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심사사례

(1) 공통원가(노무비 단가) 산정 오류

❏ 심사내용(2007. 6)

공통원가 직접노무비 단가 산정시 급여를 지급한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한 총발생 노무량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무작업노무량을 

제외한 발생 노무량으로 산정 적용

* 무작업노무량 : 연월차, 유급휴가, 청원휴가, 공민권행사, 예비군교육 등

❏ 심사의견

급여를 지급한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한 총발생 노무량으로 직접 노무비 

단가 산정

                                                                    

(2) 공통원가 임률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제도심사팀-2443 : 2011.10.24)

"세칙" 제20조에 의거 노무비산정시 대상기간 중 소속부서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나, 일부 타부서 근무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정하여 계산

❏ 심사의견

방산부문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률 산정

* 관련규정 :"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제①항

(3) 노무비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제도심사팀-3112 : 2010.10.14) 

임금인상관련 노사간의 합의로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노사 합의된 기준과 근속 1년 미만자에게 연간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지급액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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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의견

연간 직접노무비 예상총액 산정시 1월 노무비에 대한 인상률 적용은 

2010년 노사합의(2010.9.2)에 의하여 2010.2.1일부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1월분 인상은 배제하여야 하며, 근속1년 미만자의 상여금은 실발생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산원가 특성상 근속 1년 이상자의 지급 기준이 

아닌 1년 미만자의 실적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제⑤항, 제15조(상여금) 제①항 및 제②항

                                                                    

(4) 임금인상률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제도심사팀-1185 : 2012.5.8)

"세칙" 제20조(노무비)에 따라 임금인상 노사합의가 안된 경우의 임

금인상률은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연도별 실적률을 기준으로 산

정하여야 함.

❏ 심사의견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연도별 실적률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20조(노무비) 제⑤항

(5) 임률 산정 오류

❏ 심사내용(제도심사팀-452 : 2013.2.15)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임률을 산정하여야 함.

❏ 심사의견

임금인상 노사합의(’12.7.23)가 된 이후에는 수정 공통원가(임률)를 재산정

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제⑤항, 제26조의3(공통원가의 적용)

(6) 공통원가 임률 산정 오류



2019 원가관계 법규

- 356 -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1557: 2017.5.31.)

임금인상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세칙” 제20조제5항 각 호의 

인상률을 계약상대자의 실적 노무비단가에 적용해야 함.

❏ 심사의견

‘17년 임금피크제 대상인원은 ’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따라 실지급될 임금을 기준으로 노무비단가에 계상하여야 함.

(7) 노무비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 심사내용(회계제도담당관-563/564 : 2013.12.6, 회계제도담당관-184 : 2014.1.23)

연도별 노무비단가는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세칙" 제20조 제5항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함. 

❏ 심사의견

(적용오류) "세칙" 제20조제5항제4호를 적용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

적율의 산술평균율을 적용함.(4호 적용시 : 1.92%, 5호 적용시 : 1.72%)

(시정) "세칙" 제20조제5항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제⑤항

(8) 방산업체 임단협 타결 일시금 적용 기준_(회계질의)

❏ 질의요지 (원가총괄팀-4566 : 2016.12.9.)

방산업체가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간접경비로 처리한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 산정 시 노무비와 간접경비 중 어떤 

비목으로 계상해야 하는가

❏ 회신내용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된 격려금은 성과급 성격의 임금인 

경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산정되어야 하며, “규칙” 제16조 제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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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회계처리의 형식 기준이 아닌 해당 

격려금의 객관적인 성질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9) 노무비 단가 인상율 산정 오류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1600 : 2017.6.2.)

노무비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시급 인상률이 아닌 노무량이 고려된 

노무비단가 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제⑤항

 (10) 단위당 노무량 산정방법 부적정

❏ 심사내용

분할 납품된 제품에 대한 단위당 노무공수를 총투입공수에 총계약물량

으로 단순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중복 또는 과다 계상하여 원가계산

❏ 심사의견

단위당 노무공수는 생산단계별 생산량과 투입공수를 고려한 가중평균법

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1) 노무공수 적용 오류

❏ 심사내용

작업노무량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의 외부 출장 노무량은 제외되어야 함.

❏ 심사의견

작업노무량 산정 시 개인용도의 외부출장 노무량 배제

* 관련규정 :“규칙” 제21조①항,“세칙”제20조①항 및 ②항

 (12)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 적용 오류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923:2016.6.8.)

“규칙” 제3조 제8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인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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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견

“규칙” 제3조 제8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인해야함

* 관련규정 : “규칙”제3조(비원가항목)

 (13) 노무량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제도심사팀-1079 :2013.4.22.)

계약목적물의 납기 이후에 발생한, 업체 귀책으로 인한 시험평가를 

위해 중복 투입된 노무량은 배제해야 함

❏ 심사의견 

업체의 귀책으로 인해 중복 발생한 시험평가에 소요된 노무량 배제

* 관련규정 : “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14) 노무량 산정 오류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1736 :2017.6.15.)

노임 지급 시 결근, 지각, 조퇴, 외출에 해당되는 노임을 차감하였다면 

노무량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해야 함.

(15) 노무량 산정 오류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2150 :2017.7.19.)

   출장 중 발생한 설치, 현장시험 등의 작업시간은 무작업노무량이 

아닌 직접 작업시간으로 반영해야 함.

* 관련규정 : “세칙”제20조 제①항

(16) 생산계획을 반영한 노무공수 산정 오류

❏ 심사내용(회계제도담당관-2873:2014.10.29.,회계제도담당관-1969(2015.8.5.)

협력업체의 직접노무비 계산시 연도별 생산수량은 체계업체의 생산

계획이 아닌 각 협력업체의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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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내용 

노무량 집계시에는 해당 협력업체의 실제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 관련규정 : “규칙” 제21조(직접노무비), “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17) 노무비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2136(216.9.28)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반영하

여야 함.

(18) 노무비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1557(2017.5.31)

  ‘17년 적용 노무비단가 산정 시 상여금(귀성비) 중 통상임금소송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한 귀성비는 제외하여야 함.

 (19)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 심사내용(제도심사팀-1762 : 2011.6.24)

"세칙" 제16조에 의거 퇴직급여설정률 계산을 위한 퇴직급여 설정

대상금액에 성과급, 격려금, 실습생 등의 급여를 제외하여야 함.

❏ 심사의견

퇴직급여 설정대상금액에 퇴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성과급, 격려금, 

실습생의 급여 등을 제외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16조(퇴직급여) 제①항

(20)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제도심사팀-1103 : 2013.4.23.)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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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퇴직급여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중도퇴사자 및 중간 정산자를 포함하여 퇴직급여

설정률을 산정하여야 함. 

❏ 심사의견

퇴직급여설정률 산정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에 중도퇴사자 및 중간정

산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16조(퇴직급여)①항

(21)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회계제도담당관-1421 : 2014.5.21)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성과급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설정률을 

산정하여야 함.

❏ 심사의견

퇴직급여 설정대상이 아닌 성과급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

여설정률을 산정하고, 성과급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에 퇴직급여 설정

률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16조(퇴직급여)①항

                                                                    

(22)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회계제도담당관-1438:’14.5.22, 회계제도담당관-1643:’14.6.10)

정년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심사의견

정년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퇴직급여설정률 산정시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며, 실지급액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 관련규정 :"규칙"제16조(노무비)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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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 심사내용(회계제도담당관-1262 : 2015.5.22.)

격려금 및 성과금은 총급여액에거 제외하여 퇴직급여설정률을 산정하

여야 하며, 격려금 및 성과금을 제외한 실발생 노무비에 퇴직급여설정

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 심사의견

퇴직급여 산정 시 최직급여 설정 대상이 아닌 격려금 및 성과금을 제외

* 관련규정 :“세칙” 제16조(퇴직급여) 제①항

(24)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오류

❏ 심사내용(계약제도심사팀-2136(2016.9.28.),계약제도심사팀-1600(2017.6.2.)

퇴직급여설정률은 1년 미만 근무자를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

정하고 퇴직급여 계산 시 퇴직급여설정대상금액에 1년 미만 근무자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급여설정률과 퇴직급여 계산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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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

1. 개 념

(1)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이하“여유율”이라 한다.)은 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무량과 노임이 지급되는 

무작업 노무량을 말한다.

*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 세부 내역 ‘별지’ 참조

(2) 여유율은 계약상대자의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간접작업

노무량에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하여 직접작업노무량과의 비율을 적용

하되, 최근 연도로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계산한다.

계산방법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여유율)

= {(전년도간접노무량 ÷ 전년도직접노무량) × 60%} +

{(전전년도간접노무량 ÷ 전전년도직접노무량) × 40%}

* 관련근거 : “세칙” 제20조

2. 검토 사항

(1)‘별지’기준에 따라 간접작업노무량ㆍ무작업노무량ㆍ불인정 여유시간 

구분․관리 여부 확인

① 발생실적을 세부항목별로 관리여부 원가자료 제출 요구/확인 

(2) 임률 산정시 결근, 지각 등 부인된 ‘불인정 여유시간’ 포함 여부 확인

(3) 여유공수 인정 여부 검토

① 월별 발생내역 중 비정상적인 요소 유무 검토

② 불인정 여유공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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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심사사례

(1) 여유율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

연도별 공수 추정시 직접공수와 여유율, 조정률 산정기간을 상호 다른 

특정기간만 대상으로 산정하여 반영

❍ 심사의견

노무비 계산을 위한 공수 추정시 여유율과 조정률은 정상적인 조업도, 

생산기간 등이 고려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2) 여유율 적용 오류

❍ 심사내용

공통원가 산정시 여유율은 정상적인 조업도, 정상적인 생산기간 등이 

고려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적용(2007. 6)

❍ 심사의견

노무비산정을 위한 공수추정시 여유율은 정상적인 조업도, 정상적인 

생산기간 등이 고려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창원공장 이전, 신규사업 등 일시적이거나 비 반복적인 작업시간은  

공통원가 여유율 적용에서 배제하여 여유율을 산정함이 합리적임.

 ① 사업장 간 이동, 전환배치 등 조업도와 무관한 시간 불인정 

 ② 공장 이전에 따른 재배치교육 시간 불인정

(3) 여유율 적용 오류

❍ 심사내용 (계약제도심사팀-778 :2016.5.26.)

작업준비시간은 직접작업시간이 아닌 간접작업노무량으로 분류하여 

여유율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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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견

작업준비시간은 직접작업시간이 아닌 간접작업노무량으로 분류하여 

여유율에 반영

* 관련규정 : 세칙 별지(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세부내역)

(4) 여유율 산정 부적정

❍ 심사내용 (계약제도심사팀-2136 :2016.9.28.)

   여유율 산정 시 휴게시간은 업체가 실제로 집계․관리하는 실적시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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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위당 감가상각비

1. 개 념

(1) 공통원가 대상의 (공용)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

하여 새로이 기계장치·치공구·검사용계기·금형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

로서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다.(단,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한 자산에 한한다.)

(2)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규칙 제17조2항 및 세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발생 작업노무량으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산방법

•단위당 감가상각비 =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 ÷ 전년도 발생 작업노무량

* 관련근거 : “세칙” 제21조

2. 검토 사항

(1) 연도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당기 상각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자본적 지출 및 자산재평가 여부

(2) 전용/공용 여부 확인

- 생산공정도, 기계배치도 및 고정자산관리대장 확인

(3) 상각완료 후 현저한 잔존가치가 있는 자산관리 현황 제출

(4) 공용 감가상각비 배부기준의 적정성 여부, 최근 5년간 배부기준의 변동 

유ㆍ무 확인

- 사업별/공장별/계약 방법별 특성을 고려한 배부기준의 적정성 판단

자료 확인



2019 원가관계 법규

- 366 -

3. 원가심사사례

(1)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부적정

❍ 심사내용 (제도심사팀-1514. 2012.6.11)

“세칙”제21조에 따라 정률법으로 산정된 공용 감가상각비의 미상

각 잔액은 잔존 내용년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원가에 반영하

여야 함.

❍ 심사의견 : 공용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

* 관련규정 : “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 제①항

                                                                    

(2) 감가상각비 계산(내용년수) 부적정

❍ 심사내용 (제도심사팀-1310. 2012.5.21)

"세칙" 제21조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년수 변경은 법인

세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신고․ 승인된 

내용년수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심사의견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계산

* 관련규정 :"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 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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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 심사내용 (제도심사팀-1405. 2013.5.16)

공용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발생 작업시

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를 산정 하여야 함. 

❍ 심사의견

(적용오류) 연간 감가상각비 집계내역에 전용자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자산을 공용자산으로 전환하여 누적 감가상각비 전액을 당기상각비로 

모두 반영하여 산정함.

(시정) 공용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발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를 산정 하여야 함.

* 관련규정 :"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 제①항

(4) 공용 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 심사내용 (회계제도담당관-1554. 2014.6.2) 

당초 내용연수 경과하기 이전에 자본적 지출 발생시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정액법)상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x기존자산의 상각률을 적용

하여 산정하여야 함.

❍ 심사의견

당초 내용연수 이내에서 자본적 지출 발생시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

세법(정액법)상‘(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x기존자산의 상각률’을 한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불인정

* 관련규정 : "규칙" 제3조(비원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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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산 전용자산 처분이익 적용 오류

❍ 심사내용 (계약제도심사팀-2136. 2016.9.28) 

   방산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처분이익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단가를 산정하여야 함.

(6) 신규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 심사내용 (계약제도심사팀-872. 2017.3.28)

   신규 취득한 전용장비의 감가상각비는 향후 생산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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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및  무 작 업 노 무 량  세 부 내 역

구 분 세 부 내 역

간접작업노무량

회 의
· 일상 반복적인 업무관련 조회/회의

· 반별, 조별 업무능률 향상 관련 활동

작업준비
· 정상적, 필요적 작업준비시간

· 자재청구/수령에 따른 정상적인 소요시간

휴 식 · 노사합의에 의한 정기적인 휴식시간

작업관리
· 작업, 공구, 자재 관련 필수적인 관리소요시간
· 경상적, 주기적 장비점검 및 수선시간
· 주변환경정리와 관련된 작업장 정리

정상대기

· 관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관급자재 검사 대기시간

· 천재지변에 의한 정전, 단수 시간 등
· 정부관련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

무작업노무량

휴 가
· 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 및
생리휴가
· 사규상의 각종 투표, 선거와 관련한 시간

교육/훈련
·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
·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시간

행 사
· 회사주관 회사창립행사,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복지 및 교육행사 등
· 노사합의에 의한 노조주관행사

출장/외출
· 업무관련 외부출장

· 일과시간내 공용 사외외출

불인정 여유시간

기타대기

· 사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사급자재 검사 대기시간
· 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단수 시간
· 작업라인상의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공구/장비 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비경상적, 비반복적 장비고장 시간
· 정부와관련없는 설계및규격의의도적인변경

불량수정/재작업 · 부품, 제품 외주관련불량수정및재작업시간

기타출장/외출
· 업무와 관련없는 외부출장

· 일과 시간내 업무와 관련 없는 외출

기 타

·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는 노조주관행사

· 결근, 조퇴, 지각 시간

· 기타 인정되지 않는 여유시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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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5-7호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9-2호

방 위 사 업 청



2019 원가관계 법규

목      차  

제1장 개 요························································································ 373

  Ⅰ. 일 반 사 항············································································ 373

제2장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기준 ·································· 376

  Ⅰ. 적용 대상 및 기간································································ 376

  Ⅱ. 적 용 방 법············································································ 381

제3장 회계질의 및 법령해석 사례 ················································ 393

  Ⅰ. 회계질의 사례········································································ 394

  Ⅱ. 법령해석 사례········································································ 402

  Ⅲ. 원가심사 사례········································································ 407

【부 록】 ···························································································· 409

  Ⅰ. 관 련 법 규············································································ 410



Ⅲ .
국산화
부품의 
수 입
가 격
적 용
매뉴얼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 373 -

 

Ⅰ Ⅰ 일 반 사 항

1. 개 념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이란 외국에서 수입하던 군용물자 

부품을 국산화한(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경우 해당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 기초금액 

또는 부품 단가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함.

2. 목 적

국내 개발업체의 국산화 부품 개발가격이 국산화 이전 국외 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가격보다 낮더라도 원가산정 시 수입가격을 일정기간 

인정함으로써 국산화 노력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여 국산화 촉진을 유도

하고자 함.

수입품

국산화
부품

일반
부품
등

핵심
부품

제1장제1장  개 요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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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대상 및 기간

   적용대상 : 외국에서 수입하던 군용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후 연구

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

   적용기간 :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연속된 5년 간 적용 

4. 수입가격 적용 여부 결정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대상 및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산화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해당 품목 

원가산정 시 수입가격이 우선 적용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수입가격 적용 시 개발업체의 손실이 

예상 될 경우 원가계산 등의 방법으로 원가 산정 가능

◈ 관련규정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사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 산정 가능
②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간 적용 가능

③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함.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부품 국산화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수입가격 인정 적용
*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을 위한 재개발 국산화는 제외

② 수입가격 =실적단가(FOB조건, 외화표시) ×환율(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 실적단가 :청 / 각 군 국외조달 및 개발/이외 업체의 수입 실적 단가

③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
*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
적용 가능.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④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 적용 시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⑤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사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국산화 인증심사 결과 산정한
개발단가(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가격)의 2배 초과 불가 <’17.7월 삭제>

⑥ 규칙 제39조의4 제3항은 제1항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에 적용
⑦ 핵심부품 국산화의 수입가격 인정은 관련 사업의 운영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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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수행 절차

절 차 확 인 (검 토 ) 내 용 비 고

조달판단서
검토 등

수입가격 적용
가능‘대상’검토

수입가격 적용
가능‘기간’검토 

수입가격 적용

관련 정보
수집 및 검토

Ÿ 계약방법(연구개발 수의계약)

국방통합원가
시스템

Ÿ 조달 수량, 예산 및 특수조건

Ÿ 전번 실적 및 원가산정 방법

Ÿ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여부 및 기관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Ÿ 국산화 승인근거(핵심부품 여부 등)

Ÿ 개발업체 및 기간 등

Ÿ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일자
부품국산화
정보관리시스템

Ÿ 최초 계약연도 확인
국방통합원가
시스템등

Ÿ 수입실적단가 통합사업관리,
각군, 업체

Ÿ 환율
국방통합원가
시스템

Ÿ 개발승인 시 도입 및 개발 단가 부품국산화
정보관리시스템Ÿ 적용 장비 명, 재고번호 및 업체

Ÿ 국산화 인증 심의 자료 개발관리기관

Ÿ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적용하여

원가산정 업무 수행
국방통합원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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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2장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기준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기준

Ⅰ Ⅰ 적용 대상 및 기간

1. 적용 대상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군용물자의 부품을 국산화한 후 연구개발확인

서가 발급된 경우로서

     1) 해당 국산화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수입

가격을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 시 활용

     2) 해당 국산화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가 체계업체(또는 1차 협력

업체)에 납품하고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수입가격을 해당 

하도급품목(국산화 부품)의 단가로 적용  

※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재개발 국산화(舊37재개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재개발 국산화(舊 37재개발)란 무엇입니까?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ž 외에서 연구개발 되어 국내 생산하는 품목으로
국가재고번호(37)가 부여된 연구개발 품목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

    국산화정보체계에서 ‘37개발’으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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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확인서 확인 방법

 ⓛ국방망 > 기품원 > 부품국산화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부품재고번호 등 검색조건 선택 ⇨③검색 ⇨ ④확인서이미지 클릭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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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가격 적용 관련 연구개발확인서 확인 사항

 적용 대상 : 국산화 승인근거(핵심부품 여부 등), 개발업체 및 기간

 적용 기간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자
 적용 방법 : 적용 장비명 등

      ※ ‘국산화정보체계’에서 ‘개발승인 시 도입 및 개발단가, 적용 장비 재고번호 및
방산지정업체, 사용군’ 등 기타 관련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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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간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은‘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 최초 계약

연도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적용 

※ ‘계약이행 기간 중 국산화개발 완료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불인정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 최초 계약연도부터 수입가격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예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09년) 이후 최초 계약년도가 ’10년도이고 최초 계약 시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미적용 했을 경우

⇒ 최초 계약연도인 ’10년도에 해당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11∼’14년도 계약 건까지는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10년도 계약 건에 대한 수입가격 소급 적용은 불가

   장기계약 사업의 경우‘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가격 적용 기간에  

해당되면 해당 사업의 전체 계약이행 기간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

 예시
부품국산화 완료 후 최초 계약년도가 ’10년도이고 ’13년도에 계약기간이

5년(’13년∼ ’17년)인 장기사업을 계약을 하려는 경우

⇒ ’13년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계약기간(’13년∼ ’17년) 동안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함.



2019 원가관계 법규

- 380 -

  

◈ 국산화 부품의 수의계약 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적용하면 되나요?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연속된 5년’ 으로 15년 범위 내 5개년 보장되는 수의계약

기간과 다름을 유의하여야 함.

  

  ◈ 최초 계약연도 판단기준

 판단기준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한 최초 계약연도는 국산화한 부품이 포함된 방산원가
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체계업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 중 먼저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함.

 예시

- A업체(개발업체)가 B부품을 국산화 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음 : ’10년

- ‘청-계약상대자(C업체(체계업체))’ 간 ‘D장비(방산물자)’ 조달을위한계약 : ’11년
Ÿ 체계업체인 C업체가 방산물자인 D장비 생산을 위해 협력업체인

A업체의 국산화 품목인 B부품을 구매하여 D장비에 적용함.
Ÿ B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금액이 D장비의 구입재료비로 반영됨.

- ‘청-계약상대자(A업체(개발업체))’ 간 B부품 조달을 위한 계약 : ’12년

⇒ 국산화한 부품이 포함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체계업체)가 계약상대자인

’11년도 계약을 최초 계약연도로 판단하여 ’15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해당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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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Ⅰ 적용 방법 

1. 일반부품 등 국산화 품목의 수입가격 인정 방법

   수입가격은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 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수입가격 =실적단가(FOB조건, 외화표시)×환율(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기준)

    ◈ 실적단가

       -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이전 아래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의 가격) 중 최근 실적을 적용함. 

        

 수입가격 실적단가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
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이 조달한 실적단가

       -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 가능

*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

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환율 :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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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 하지 않도록 함.

   국산화 부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방산물자) 적용여부에 따라 수

입가격을 인정한 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 결정

※ 일반물자인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가 산정

2. 핵심부품 국산화 품목의 수입가격 인정 방법

   핵심부품은「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에 따라 [수입가격 

+ 0.5(수입가격-개발단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음. 

     단, 개발단가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단가를 지급

 예시
수입가격이 100천원, 개발단가가 80천원인 경우
⇒ 100천원 + 0.5(100천원- 80천원) = 110천원

* 수입가격이 100천원이지만 110천원으로 원가 산정 가능.

   기타 내용은 일반부품 등 국산화 품목의 수입가격 인정 기준과 동일

3. 적용 시 유의사항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 하지 않는 규정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만 적용함.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개발

업체의 정부지원금 차감 여부는 옴부즈만 의견 참조

    

 청 옴부즈만 시정 요구(제18-15호 / 공직감사담당관-1966(‘19.3.28))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자의적 행정행위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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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업체로부터 자체개발 국산화 부품이 포함된 주장비 조달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추가로 원가에 계상되지 않도록 함.

     - 자체개발 국산화 부품을 제외한 주장비의 계산가격에 해당 개발품목의 

수입가격 인정 금액을 별도로 합산

    

 예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방산제조 > 원가산정/검증 > 재료비산정/검증 >
부품국산화」에서 자체개발 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

- 원가산정/검증(갑지) : 부품국산화 수입가격 인정 금액이 주장비 계산
금액에 별도 합산됨.

    

   국산화 부품을 구매하는 업체에게는 수입부품 구매와 동일하게 

해당 부품 구매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원가에 반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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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업체의 원가산정 시 국산화 부품 금액을 재료비(구입부품비)에 

반영하여 개발품 구매에 따른 불이익 방지 

       

 예시
국산화 부품 구매업체의 원가계산 방법

( 오 적용 ) ( 바른 적용 )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의 국산화 부품을 구매할 

경우 체계업체에게 2%의 이윤율 추가 지급

     - 적용 대상 :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한 국산화 부품에 대해 수입가격이 

인정된 경우 해당 체계업체에게 적용

     - 적용 기간 : 개발업체의 수입가격 인정 기간(5년)과 동일

     - 적용 방법 : 계약수행노력 보상율 3% 적용(재료비 x 3%) 

       

 관련 법규

․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제4항제1호가목

1. 계약수행노력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원가 요소별 보상율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재료비(관급재료비, 수입품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

원가대상물자는 제외한다.) × 1%. 다만, 규칙 제39조의4에 의거
구매한 국산화 부품 재료비의 경우 2%를 추가하여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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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화 부품 계약수행노력 보상액 적용 예시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방산제조 > 원가산정/검증 > 재료비산정/검증 >

국내/재료 부품

- 구입부품 조회 > 협력업체의 국산화 부품 체크(수입가격 인정)

- 원가산정/검증(갑지) : 재료비(구입부품비) 계약수행노력 보상율(1%) 외에
추가 이윤율(2%)이 합산되어 이윤액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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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조달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규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장 국외조달

- 한도액계약 운영지침(방위사업청 예규)

-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계약관리본부 지침)

    ※ 계약실무편람(제2장 상업구매), 국외 한도액계약 실무참고서, FMS 실무참고서

    국외조달 유형

- 상업계약(구매) : 정부가 국외업체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계약(방법)

Ÿ 경쟁에 의한 상업계약(원칙)

Ÿ 수의계약(예외) : 한도액계약(BOA) 및 성과기반계약1)

* 기 도입된 국외 장비 및 구성품을 직접 제조한 자와 수리부속 구매 및
정비 등을 계약하는 경우
* 기 도입된 국외 장비 및 구성품을 직접 제조한 자로부터 수리부속 등의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 대외군사판매 (FMS : The Foreign Military Sales)

대정부간 구매의 한 형태로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우방국, 동맹국 또는 국제기구에 정부간의 계약에 의
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

판매하는 방법

   ※ FMS 혹은 상업구매에 대한 오해와 사실(FMS 실무참고서 발췌)

- (오해) FMS 가격이 더 저렴하다. VS. 상업구매 가격이 더 저렴하다.

(사실) 구매품목, 협상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틀림.

- (오해) 미 정부는 FMS 판매 품목에 대해서만 제3국 판매를 통제한다.

(사실) FMS나 상업구매로 판매된 품목에 대한 기준과 정책은 동일함.

1) 한도액계약(BOA : Basic Ordering Agreement) :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방법

성과기반계약 :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의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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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조달 시 인도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업계약(구매) 시 인도조건

- 일반적인 통상 품목은 운송인 인도조건(FCA)을 적용

- 국외정비 반출물자인 경우에는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적용

* 운송인인도조건(FCA) 또는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IP) 이외의
인도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사전에 대정부계약팀과 협의 후 결정

- 위험물또는폭발물의운송이나특수컨테이너소요품목은본선인도조건(FOB)을 적용

- 탄약류의 경우 도착지인도조건(DAP) 우선 적용

 대외군사판매(FMS) 시 인도조건_확인필요

미 국방부 규정 4140.17-M 및 각 군 규정에 의거 아래 인도조건 부호

(DTC : Delivery Term Code) 중 요구되는 부호를 적용

부
호 내 용 요율

(%)

상업계약
무역거래조
건 비교

2 미국 내 지정 목적지까지 수송하여 인도 2.75 FCA

4 미국 내 보급원 인도 0.00 EXW

5 미국 내 구매국 운송용역업체 (창고)시설 인도 2.75 FCA

7 구매국 내륙 목적지 인도 14.75 FOB

8 미국 내 군 항만/공항(미군통제) 본선인도 5.25 DAT

9 구매국 하역항(항만/공항_ 인도 11.75 -

※ 위 요율은 물품 단가 $10,000까지 적용, $10,000 초과분 단가에는
위 요율의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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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간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

-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의 인도 의무 및 이에 따른 당사자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시기 등을 정의하여 법률과 관습이 서로 다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 현재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인코덤즈(Incoterms) 2010 사용

그룹 인도조건 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

출발지인도 EXW Ex Works(공장인도) 매도인의 공장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운송비

미지급

FCA Free Carrier(운송인 인도) 지정된운송인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선적항 본선 선측
(해상운송)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선적항 본선 갑판
(해상운송)

운송비
지급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

FOB + 운송비
(정기선의경우양하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보험료 포함 인도) CFR + 보험료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FCA 조건과 동일
FCA + 운송비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CPT + 보험료

도착지
인도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 수입국지정터미널

수입통관비용, 관세 ,
국내운송료 이외
비용 매도인 부담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수입국내지정장소

수입통관비용, 관세
이외비용매도인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매도인 전액 부담

EXW

본선

부
선

FOB
CFR
CIF

FCA
CPT
CIP

FAS

DAT DDPDAP

착선

수출국 수입국

육상 육상해상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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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국외조달실적 확인 방법

 통합사업관리체계
- ⓛ계약관리 ⇨② 상업구매⇨③정보 ⇨ ④통합가격자료조회 ⇨

⑤ 재고번호 등으로 조회

 
- ⑥ 관련업무 > 상업FMS실적정보조회 ⇨ ⑦ 상업세부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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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조달유형별세부내역확인방법
- 상업계약(구매)
ⓛ계약관리 ⇨② 상업구매⇨③계약 ⇨ ④담당자별 계약현황 조회/입력
⇨ ⑤ 계약연도 및 계약담당자 등으로 조회 ⇨ ⑥ 관련 업무 및 출력물 확인

 

- 대외군사판매(FMS)

ⓛ계약관리 ⇨② FMS구매⇨③오파관리>오파일반관리 ⇨ ④오파일반
CASE부여이후) 등록 ⇨ ⑤ 파일첨부 ⇨ ⑥ 첨부파일(LOA2) 등 확인 가능)

2)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 오파) : 미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미국 국방물자나
국방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판매 승인서. LOA는 품목 또는 용역, 추정원가, 판매조건 등을 기록하며
수락을 나타내는 외국정부의 서명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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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원가정보 ⇨② 실적원가정보>통합가격⇨③재고번호 등으로 조회

 ◈ 환율 확인 방법

 ⓛ국방통합원가 >원가정보 >입력원가정보 >환율 ⇨②요구기간/화폐구분
입력및 조회 ⇨ ③ 매매기준율 확인

 국산화부품의수입가격적용시개발승인시점의기준또는재정환율적용
* 원가계산 시 환율(원가계산 시점 이전 5근무일 평균 환율)과 다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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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품 등 국산화 품목의 수입가격 인정 방법」한눈에 보기

   수입가격=실적단가(FOB조건, 외화표시) ×환율(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기준)
* 실적단가 : 청및각 군 국외조달실적, 개발 신청 및 이외 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실적 적용

 수입가격 인정 시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 계상 불가
 일반물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가산정

방산물자 일반물자

실적단가 환율

수입
가격
(C=A×B)

개발
단가
(D)

적용단가
(E=C)

부가세
(F=C×10%)

적용단가
(G=E+F)

구분 인도
조건

통화
단위

외화
단가
(A)

개발
승인
일자

적용
환율
(B)

 ◈「핵심부품 국산화 품목의 수입가격 인정 방법」한눈에 보기

    핵심부품 국산화의 수입가격 인정 =수입가격 + 0.5(수입가격-개발단가)
   단, 개발단가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단가를 지급

    기타 내용은 일반부품 등 국산화 품목의 수입가격 인정 방법과 같음.

     

핵심부품 국산화 (일반물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실적단가 환율
수입
가격
(C=A×B)

개발
단가
(D)

가산금액
(E=0.5(C-D))

적용단가
(F=C+E)

구분 인도
조건

통화
단위

외화
단가
(A)

개발
승인
일자

적용
환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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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제3장  회계질의 및 법령해석, 원가심사 사례회계질의 및 법령해석, 원가심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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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회계질의 사례

1. 수입품 국산화 개발에 따른 수입가격 인정여부 질의

   질 의 : 방진회 진흥101-213(2010.3.10.)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 인정 등)에 의해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甲설 : 부품제작을 개발업체에서 직접제작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하였으므로 국산화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관계 법규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인정 등)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던…원가를 산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적용하라는 내용은 아님.

 乙설 : 방산원가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 인정 등)에서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의 의미는 “군용물자부품개발

관리규정”제27조(국산화 인증심사)에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위한

인증조건에부품제작시외주제작하여도자체설계및전체공정도작성등이

개발주관업체에서 수행되면 국산화인정이 부여됨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제작도 원가산정이 가능함.

   회 신 : 원가기준과-530(2010.3.16)

  방산원가 계산 시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개발업체에 

지급하여 국산화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성격임.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국산화여부는 개발

관리기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으로 판단)한 경우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및 방산원가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에 따라 수입가격 인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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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시 수입가격 인정 여부

   질 의 : 방진회 진흥101-748(2011.8.18.)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국산화 심의에서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산화 개발 가격으로 계약한 품목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甲설
- “방산원가 규칙 제39조의4 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
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반드시 수입가격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님.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거래실례가격(국산화 개발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입가격 인정은 곤란함.

 乙설
- “방산원가 규칙 제39조의4 및 시행세칙 제19조의2”의 부품국산화 제정
취지는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 개발업체에 지급하여 국산화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성격임으로 국산화 부품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국산화 심의
에서 군사용 적함 판정을 받아 적용하였던 국산화 개발가격은 부품
국산화 업무 규정에 따른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음.

   회 신 : 방산지원과-737(2011.8.26.)

  현행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및 

동 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 조항은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계질의 대상이 관련규정에 따라 방산물자의 기존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전 계약실적이 있더라도 상기 조항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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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기간 관련 회계질의

   질 의 : 원가총괄팀-3537(2014.7.25.)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상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적용기간인 최초계약연도로부터 5년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하여 질의 

      

 甲설 : 수입가격의 인정기간은 계약횟수와 무관하게 최초 계약

 乙설 : 수입가격 인정기간은 국산화부품 수의계약 기간과 동일 적용

(최장 15년 간, 계약연수 기준 5년 이내)

   회 신 : 회계제도담당관-2180(2014.8.12.)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는‘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적용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연속된 

5년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국산화품목 가격인정 관련 질의

   질 의 : 함정항공원가분석팀-5843(2012.12.18.)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적용과 

관련하여, 장기계약의 계약이행 기간 중 수입가격 인정 가능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장기계약 중 납품된 모든 국산화부품에 대해 

수입가격 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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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방산지원과-28(2013.1.4.)

  현행 방산원가 관련 규정에서는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 

가능기간을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기간 중 국산화개발이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인정

하지 않음. 제도의 일관성 있는 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기계약이 수입가격 인정 가능기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행 기간 중 납품된 모든 국산화부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5.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기준(최초 계약연도) 관련 회계질의

   질 의 : 원가총괄팀-3801(2015.9.17.)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시 최초 계약연도에 관한 질의임.

     1) 방산물자로 지정된 국산화 부품을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다른 

계약목적물의 부품(재료비)으로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대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39조의4 제2항에 

따른 최초 계약연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甲설 : 2가지 계약 중 빠른 계약연도로 판단
* 국산화 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기간은 국산화에 따른 인센
티브의 유효기간 개념이므로 2가지 계약 중 먼저 체결된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계약연도를 판단해야 함.

 乙설 : 2가지 계약에 대해 각각 최초 연도를 판단
* 동일 국산화 부품이라도 직접 계약한 경우와 다른 계약목적물의
부품이 되는 경우는 그 조달목적이 다르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함.

     2)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시 국산화 부품을 불확정비목으로 결정하고, 

계약 진행 중 부품 국산화를 완료한 뒤 정산 시 수입가격을 인정한 

경우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 제2항에 따른 최초 계약연도는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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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회계제도담당관-2528(2015. 10. 7.)

     1) 최초 계약연도는 국산화한 부품이 포함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 중 먼저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함.

     2) 현행 방산원가 관련 규정에서는 국산화 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 

가능 기간을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기간 중 개발 완료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음.

6.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적용방법) 회계질의

   질 의 : 함정항공원가분석팀-1651(2011.4.25.)

  OO사업의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시 원가검증단가를 

수입가격의 상한선 적용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원가기준과-912(2011.5.2.)

 국산화부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 개발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부품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함임.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에서는 방산물자의 부품을 국산화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가격은 국산화 

인증시의 개발단가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가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상한선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수입가격의 인정과 관련하여 개발단가의 적정여부는 귀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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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적용방법) 회계질의

   질 의 : 함정항공원가분석팀-2110(2011.5.30.)

  국산화개발 부품에 대한 원가산정시 방산원가세칙 제19조의2에 

따라 도출한 수입가격을 상한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예) 수입가격은 10,000원이고, 원가계산금액은 12,000원 경우
➀ 수입가격 상한 적용 : 적용원가는 10,000원
➁ 수입가격 상한 미적용 : 적용원가는 12,000원

   회 신 : 방산지원과-58(2011.6.10.)

  방산원가규칙은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따라서 방산원가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원가계산을 통하여 당해 방산물자의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제하는 것임.

  한편, 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조항에서는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당해 방산물자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계산에 의한 것을 

적용할 지, 아니면 규칙 제39조의4를 적용하여 수입가격 등을 인정할 지는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만, 규칙 제39조의4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때, ①국산화부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인정함으로써 국외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국내개발업체에 

지급하여 국산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②규칙 제4조 및 

세칙 제3조에 의거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수입가격의 기준년도 및 최근 우리청과의 계약가격 등 현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활용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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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산화 품목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질 의 : 함정항공원가분석팀-4786(2011.12.1)

  일반물자에 대해 수입가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방산원가세칙 제19조의2에 의한 수입가격에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회 신 : 제도심사팀-3496(2011.12.30)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고려되는 수입가격은 국가계약

법령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11조는 수입물자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비목과 예정가격으로 합산될 세액과 그 합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각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국산화한 군용물자부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따라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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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산화 품목 수입가격 인정 여부 관련 회계질의

   질 의 :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1041(2018.03.16.)

  계약 시 국산화 부품 사용을 전제하고 계약이행기간 중 부품국

산화를 완료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받은 경우 정산원가 산정 시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가능 여부

   회 신 : 계약제도심사팀-833(2018.3.27.)

    1)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취지는 국외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국내개발업체에 지급하여 국산화를 촉진하고자 하

는 것이며, 방산지정물자의 부품을 국산화 후 연구개발확인

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정가격결정 시 국산화 부품의 수입

가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제도의 일관성 있는 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방산물자부품을 국산화한 후 계약체결 시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계약이행 기간 중 연구개발확인서를 발

급받은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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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Ⅰ 법령해석 사례

1. 창정비능력개발 품목의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질 의 : 항공기원가팀-1767(2010.6.4.)

  해외 창정비 의존품목인 △△부품을 국내 업체에서 창정비 능력을 

개발함에 따라 이 업체와 위 개발품목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산정시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법무지원팀-1982(2010.6.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 및 시행세칙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이고, 비록 창정비를 통하여 수입부품을 신품과 같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품 자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위 부품 국산화 개념에 정비능력 국산화를 포

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확대해석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창정비능력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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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산화한 방산물자의 원가 산정 시 수입가격 인정여부

   질 의 : 재료비검증팀-830(2011.4.5.)

  완성장비인 방산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제조자가 부품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위 부품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O에 대하여 A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검증을 수행 중임.

 위 OO의 부품 중 5개를 B사가 제조하여 A사에 납품할 예정임.

 위 5개의 부품에 대하여 B사가 아닌 A사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음.
 위 부품 중 연구개발확인서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개의 부품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 4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회 신 : 법무지원팀-1111(2011.4.7.) 

  국방부령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당청 훈령인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규칙 제39조의4 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방산물자의 부품을 

국산화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건 부품은 ①방산물자인 00의 부품이고, ②

외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산화한 것이며, ③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규칙과 시행세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9 원가관계 법규

- 404 -

3. 원가 검증업무 관련 법무질의 

   질 의 : 노무비검증팀-2564(2011.10.21.)

    1) 37재개발 품목에 대해 수입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2) 수입단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병’↔‘정’간 이루어진 계약도 

수의계약 대상(횟수)으로 볼 수 있는지?

    3) 수입단가 적용이 불가할 경우 수입단가로 원가산정하여 기존에 

계약한 사업은 원가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업체가 A품목과 B품목을 국산화한 후(37품목 재개발) 수의계약 형태로
방사청과 A품목은 4회, B품목은 3회 계약하였으며, ‘병’과 2회 계약

   회 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7196(2011.11.25.)

    1) 이 질의는 곧 37품목 재개발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내지 동 시행세칙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라 할 것임.

(참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시행 2013.1.1.) 개정 시

재개발국산화(舊 37재개발)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 대상을 명확히 함.

    2) ‘병’↔‘정’간 이루어진 계약을 수의계약 횟수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일방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는 

사인간의 계약이행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3)

3) 질의부서에서는 “수입단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에 ‘병’↔‘정’간 이루어진 계약도 수의계약 대상(횟수)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으나 수입실적가격을 인정할 것인지와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는
서로 별개이므로 이하에서는 수의계약 대상(횟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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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련 법령은 ‘수의계약’이라는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를 대한민국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일반경쟁계약에 대비되는 예외적 계약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 해석례임. 

      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수의계약’의 개념을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방위사업관리규정의 행정입법 목적 및 개별 규정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의 개념은 국가계약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함.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98조 각 항의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라고 새길 수밖에 

없으므로 질의 사안에서‘병’과‘정’사이의 수의계약 횟수를 

방위사업청과의 수의계약 횟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2) 방위사업법 제58조는“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전문

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특수조건(계약금액의 

착오등과 부당이득금의 환수 등)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이 의미에 대해 대법원(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은

“계약상대방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보고 있으므로 결국 기존 계약에서 수입실적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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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산화 품목을 해외 구매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전차사업팀-2988(2016. 5.30.)

    국산품으로 개발된 K2전차의 복합항법장치 부품의 일부를 해외 

부품으로 전환 시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 양산

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 부품 대신 해외 구매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법률소송담당관-7870(2016. 6.16.)

    관련규정에 따를 때 부품국산화가 이루어진 품목에 대하여 연구

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의계약대상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사유로 3가지를 들고 있는바, 포괄적인 예외사유도 

다른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예외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비용절감만을 이유로 해외구매품으로의 부품

변경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4조(개발부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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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Ⅰ 원가심사 사례

1.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시 최근 수입실적 적용 오류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434(2015.2.17.)

   적용오류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시점 기준 최근 실적가의 

일부(80%)를 적용

   시정내용 

    방산원가 규칙 제39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 수입실적을 적용하여야 함.

2.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시 환율적용 오류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434(2015.2.17.)

   적용오류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산정 시 수입실적가에 국산화개발 승인 

이후 3개년 평균 환율을 적용

   시정내용 

    환율은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 

승인 시점 이후 3개년 평균환율이 아닌 국산화개발 승인시점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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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환율 및 실적단가 오류

   관련근거 : 계약제도심사팀-1837(2016.8.30.)

   적용오류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시 환율 및 실적단가 오적용

   시정내용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 시 적용되는 환율과 실적단가는 

각각 국산화개발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과 국

산화 개발승인시점 이전의 최근 실적을 적용 하여야함.

4. 연구개발확인서 적용장비 적용 오류

   관련근거 : 계약제도심사팀-1846(2016.8.31.)

   적용오류 

    국산화부품의 연구개발 확인서 상 적용장비가 상이함에도 수입가격 

인정

   시정내용 

    국산화부품 원가 산정 시, 계약목적물과 연구개발 확인서의 적용 

장비가 상이한 품목에 수입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Ⅲ .
국산화
부품의 
수 입
가 격
적 용
매뉴얼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 409 -

                  ※ 관 련 법 규······················································· 410

             

 

부 록부 록



2019 원가관계 법규

- 410 -

※ Ⅰ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에는원가계산에의한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

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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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3(예정가격등의 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등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거래실례가격또는견적가격을기준으로하여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

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한다.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

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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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

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이 조달한 실적단가

③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

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국산화 인증

심사 결과 산정한 개발단가(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규칙 제39조의4 제3항은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에 적용한다.

⑦ 무기체계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따라국산화된부품의수입가격인정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④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원가절감노력보상액,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계약수행노력 보상액은 다음 각 목의 원가 요소별 계약수행노력보상율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재료비(관급재료비, 수입품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원가

대상물자는 제외한다) × 1%. 다만, 규칙 제39조의4에 의거 구매한

국산화 부품 재료비의 경우 2%를 추가하여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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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8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①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된 핵

심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 (수입가격-개발단가) × 0.5]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수있다. 단, 개발단가가수입가격보다높은경우에는개발단가를지급한다.

②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원가계산관리지침 

    

제6조(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용물자

국산화개발 부품 가격에 대하여 수입가격 등을 고려한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3장제2절 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 기준

제11조(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재료가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른 국산화 부품인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정등을 준용하여

수입가격 등으로 단위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04
부    록

 1. 원가법규 주요개정 신․구대조표(’16~’19년)
 2. 물품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반 및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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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Ⅰ 부  록

1. 원가법규 주요개정 신․구대조표(’16 ~ ’18)   

□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7.12.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4호, 2017.12.28,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생  

략)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

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

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

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이 경우 시행규

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

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

하되, -------

  ------------------------

  ------------------------

  ------------------------

  ------------------------

  ------------------------

  ------------------------

  ---------.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
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
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
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
한다)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
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노무용역 예

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

단가 적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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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

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

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

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

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 

② (생  략)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

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

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이 조

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

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

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

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

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

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

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

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

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

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

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

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

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

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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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
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
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
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
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
력단 <개정 2016.1.1.>

    다.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2015.9.21.>

    라.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

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제
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
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일 것) <개정 2010.4.15., 
2016.1.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
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
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
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
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

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
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
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함) <개정 2010.10.22.>

  ②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
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
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
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개

정 2018.12.3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

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

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신설 2018.12.31.>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

인 <신설 2018.12.31.>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신설 

2018.12.31.>

 ②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

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

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

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

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

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

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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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

항)

① ~ ⑤ (생 략)

  ⑥ 신  설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

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

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

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

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법인등기부 등본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

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

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

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

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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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신 설>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의 결정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

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

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

다. 

[본조신설 2018.12.31.]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계

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

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

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

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

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

을 말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

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

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

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

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

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

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

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

려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

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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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신 설> 제44조의4(세부기준·절차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복수예

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4의3의 규정 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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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시행 2017.6.20.] [법률 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방위사업청

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

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

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

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신설>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

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

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

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

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

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

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12.20.> 

방위사업과 관련

한 비리가 빈번

하게 발생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원가계

산자료를 허위

로 제출하여 환

수하는 부당이

득의 가산금 규

모를 종전 부당

이득금의 100퍼

센트에서 부당

이득금의 200퍼

센트로 확대 

<신설>

부칙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

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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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17호, 2017.6.20.,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

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

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

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

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

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

신청방법·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2017.6.13.>

방위사업과 관련

한 비리가 빈번

하게 발생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원가계

산자료를 허위

로 제출하여 환

수하는 부당이

득의 가산금 규

모를 종전 부당

이득금의 100퍼

센트에서 부당

이득금의 200퍼

센트로 확대 

<신설> 부칙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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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57호, 2018. 10. 26.,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6호, 2019. 1. 22., 일부개정]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② 

(생 략)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

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항에 따라 의

견서를 작성할 - - - - - - - - 

- - - - - - - - - - - 고려해

야 - - - .

  1.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

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

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

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

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

(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필요성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운영개념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

다)

  3.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

능을 발전시키는 방안(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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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및 전

력화지원요소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화지원요

소

  <신 설>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

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

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

서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에 기술발전 추

세를 고려하여 작전운용에 필요한 무

기체계 등의 성능(이하 “작전운용성

능”이라 한다)을 진화적(進化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1. 무기체계의 필요성·운영개념·전력

화시기·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

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합리

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

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

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

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

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

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

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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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력

소요서안을 과학적·계량적으로 작성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

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

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

간전문가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력

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

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⑥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

소요서안을 과학적·계량적으로 작성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

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

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

간전문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

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

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428 -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 (생 략)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의 기

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

으로 향상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

표 및 개발전략

  7.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 - - 

- - - - - - - - - - - - - 

- - - - - -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② (생 략)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

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법 제3

조제8호의 생산을 말한다)·구매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

조하지 않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수리부속품의 생산·구매계약을 포

함한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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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

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

을 한도로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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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7. 6. 20.>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산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호에 따른 가중 및 제4호에 따

른 감경을 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이 부당이득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금은 부당

이득금의 2배로 한다.

  다.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이하 "부당이득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계약별로 가산금을 산

정한다.

2. 부당이득금 규모 및 비율에 따른 산정

  가산금은 부당이득금 규모와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부당이득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부당

이득금의 1.5배
  다. 그 밖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1배
3. 가산금의 가중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가중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의 가중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나목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부당이득행위에 대하

여 가산금을 통보한 날과 다시 부당이득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50% 가중

  나. 최근 5년 이내 부당이득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1)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0% 가중

    2)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 30% 가중

4. 가산금의 감경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나목은 적발된 부당이득행위 및 자

진하여 신고한 다른 부당이득행위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가.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50% 감경

   나.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된 후 다른 부당이득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3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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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규칙
    [시행 2017.10.31.][국방부령 제939호, 2017.10.31.,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9조의7 <신설>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

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

용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다. 

방산산업 기술정

보의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방

산업체가 외부

망과 방산업무

망분리시스템

을 구축하는 

경우 분리시스

템의 구축경비

를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신설>

부칙 제2조(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9

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하여 계상하

지 아니한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

후 간접경비에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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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7.10.31.][방위사업청 훈령 제425호, 2017.10.31., 일부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7. 7. 5.][방위사업청 훈령 제418호, 2017. 7. 5.,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신설>

 

제47조(방위사업전용시설의 관리)

제48조(재검토기한)

제47조(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

템의 구축비용)

규칙 제39조의7제2항의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별표 

10-1「망 분리 시스템 보안관리지

침」에 따라 구축하는 망 분리시스

템 및 망 연계시스템 장비 비용

2. 제1호의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수적

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

제48조(방위사업전용시설의 관리)

제49조(재검토기한)

- 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범위 

명확화

-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변경

-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변경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19조(직접재료비) 

② 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라함은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구입

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을 말하고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다만, 소량소

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

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한다.

제19조(직접재료비) 

② 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원가계산시

점의 가격이라함은 원가계산시 파

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통상적인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을 말하

고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

준으로 파악한다. 다만,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의 적용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

한다.  

- 재료비 산정시 

비정상적인 가

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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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⑦ <신설>

제19조의2(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③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

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

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출평균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단서신

설>

⑤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

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국산화 

인증심사 결과 산정한 개발단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가

격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⑦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국산화된 부품의 

⑦ 정비작업의 교체부품 및 관·사

급 재료에 대한 소요량 판단은 다

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한

다. 

1. 소요군 통보 소요량

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

(T/I)에 의한 자료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

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단, 사

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에 대한 실적자

료는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

자료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초도정

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

적자료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

에 의한 추정자료

제19조의2(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③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

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

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출평균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

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

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⑤ <삭제>

- 방산외주정비의 

재료소요량 적용 

근거 마련

-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의 대한 

판단기준 명시

- 국산화부품 수입

가격인정시 상한 

폐지

- 규정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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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수입가격 인정은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직접노무비) 

⑦ <신설>

제26조(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 

③ 규칙 제39조의2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향후 군소요나 수출소요

를 위해 자체개발 또는 연구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특정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인 경우에

는 간접경비율 또는 일반관리비율

로 반영 할 수 있다. 

제4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⑦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국산화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은「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다. 

제20조(직접노무비) 

⑦ 정비작업의 노무량은 다음 각호의 순서

에 따라 적용한다. 

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

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

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

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

에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

생 노무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제26조(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 

③ 규칙 제39조의2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향후 군소요나 수출소요

를 위해 자체개발 또는 연구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특정프로젝

트에 위 비용이 투입된 경우에는 

간접경비율 또는 일반관리비율로 

반영 할 수 있다. 

- 방산외주정비의 

노무량 적용 근

거 마련

-방산연구개발 관

련 간접비 적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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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7. 3.16.][방위사업청 훈령 제403호, 2017. 3.16.,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418호, 2017. 07. 0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방산연구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은 2016년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제비율을 산정한다.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7조(감손량 적용) 

② 4. 감손율 산정 대상이 아니한 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국방기술

품질원장(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

인을 거친 후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

하며,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량생산, 

시제생산 등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

하기 불합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

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

다.

제7조(감손량 적용) 

② 4. 감손율 산정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국방기술품질

원장(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며,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량생산, 시제

생산 등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기 

불합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감

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오타수정

- 오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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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② (생략) 

보험료는 방사물자 해상·항공 특별

보험요율을 상한으로 한다.

제22조(지급임차료) (생략) 단위당 계산
기준은 제21조제6항 각 호 및 제7항
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제34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정산원가는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계산한다. (생략)

제37조(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계산
은 실제 투입노무량과 실제지급노무
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3조
제8항 및 규칙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0조(성실보고 의무)
① ∼ ③ (현재와 같음)
④ 방산업체는 공통원가 산정시 별지

의 구분기준에 따라 간접작업노무
량, 무작업노무량 및 불인정 여유시
간의 내역을 직접작업 노무량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② (생략) 

보험료는 방산물자 해상·항공 특별

보험요율을 상한으로 한다.

제22조(지급임차료) (생략) 단위당 계산

기준은 제21조제7항 각 호 및 제8항

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의3(공통원가의 적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통원가를 적용

한다. 

1. 공통원가 산정일(최종결재권자가 결

재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전 체결하는 계약 : 전년도 공통

원가

2.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 체결하는 계

약 : 산정된 공통원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에 임금협상 노사합의 종료 또

는 결산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방산업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통원가를 재산정하여 적용한

다.

제34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정산원가는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

거 계산한다. (생략)

제37조(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계산

은 실제 투입노무량과 실제지급노무

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3조

제8호 및 규칙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0조(성실보고 의무)

< 좌  동>

④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방산업체

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통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월말 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접재료비 단

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2.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노무비 

- 오타수정

- 공 통 원 가 

적 용 시 기 

및  재산정

사유 명시

- 오타수정

- 오타수정

- 공통원가 자

료 제출기

한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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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6.12.22.][방위사업청 훈령 제386호, 2016.12.22.,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3. 제20조제2항의 직접작업,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의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

료. 이 경우, 간접, 무작업노무량 및 불

인정여유시간은 별지의 구분기준에 따

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1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단가 계

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5. 업체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공통원가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② 기본보상액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기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1. 기본보상율은 제조업 매출액영업이

익률에 조정계수 0.2(용역0.7)을 곱하

여 산정한다.

   2.∼3. (생략)
③ 위험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위험보상액과 계약위험보상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술적 위험보상액은 사업형태별 위

험도를 고려하여 총원가에 다음의 기

술위험보상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구분
연구개
발
(신설) 초도/후속양산생산, 정비

기술
도입

보상율 1.5% 0.75% 0.5%

 
2. 계약위험보상액은 계약종류에 따라 

총원가에 다음의 계약위험보상율을 곱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② 기본보상액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기본보상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1. 기본보상율은 제조업 매출액영업이

익률에 조정계수 0.25(용역0.7)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0.3(용역 0.7)

을 곱하여 산정한다.

  2.∼3. (생략)

③ 위험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위험보상액과 계약위험보상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술적 위험보상액은 사업형태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총원가에 다음의 
기술위험보상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구분
연구
개발

초도
양산

후속양산
생산, 정비

기술
협력생산

보상율 1.5% 1.0% 0.75% 0.5%

2. 계약위험보상액은 계약종류에 따라 
총원가에 다음의 계약위험보상율을 

- 기본보상 강

화를 통한 

방 산 업 체 

안정적 경영

환경 지원

-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의 
기술적 위험
보상 분리

- 확정계약의 
계약위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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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업의 형태가 

연구개발사업·초도양산사업·정비사

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확

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율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④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계약수

행노력보상액, 원가절감노력보상액,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

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원가절감노력 보상액은 총원가에 원

가절감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다만,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2%

를 상한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

계약 등을 통하여 산정된 원가절

감액을 말한다.

 라. (생략)

계약종류
보상
율

일반확정계약,
유인부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개
산원가 산정 시

확정분이 총원가 기준
75% 이상), 한도액계약

3%

(신설)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개산
원가 산정 시 확정분이
총원가 기준 50% 이상)

1.5%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개산

원가 산정
시 확정분이 총원가기준 50%

미만)

1%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업의 형태
가 연구개발사업·초도양산사업·정
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
반확정계약 또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율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계약수

행노력보상액, 원가절감노력보상액,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

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원가절감노력 보상액은 총원가에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다만,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2%를 상한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등을 통하여 산

정된 원가절감액을 말한다.

  라. (생략)

제4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계약종류
보상
율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3%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의 확정분

2%

(삭제) -

중도확정계약 1%

상율 2%로 
하향조정

- 특정비목불

확정 계약의 

확정비목에만 

계약위험보상

율 2%적용

- 한도액 계약

은 실비정산

하므로 계약

위험보상율 

미적용

- 유인부확정

계약과 유인

부원가정산

계약은 원가

절감유인계

약으로 통합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61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 행정규칙 재

검 토 기 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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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6. 1.29.][방위사업청 훈령 제352호, 2016. 1.29.,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2조의2(투하자본 보상비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투하자본보상율은 과거 2년간

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되, 최근년도로부터 연간투

하자본보상율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

영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금융비용은 한국은행 기업경

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대기업)"을 적용한

다. 다만,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

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연평균수익률 중 BBB+와 BBB0

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한다.

3. (생략)

③ (생략)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① ∼ ③ (생략)

④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계약수행

노력보상액, 원가절감노력보상액, 설비

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의 합

계액으로 한다.

1 ∼ 2(생략)

제32조의2(투하자본 보상비 산정) 

 (현재와 같음) 

1. (현재와 같음)

2. 제1호의 금융비용은 한국은행 기업경

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대기업)"을 적용한

다. 다만,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

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

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중소기업)"을 

적용한다.

3. (현재와 같음)

③ (현재와 같음)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현재와 같음)     

⦁중소기업에

 대한 투하자

 본 금융비용

 현실화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4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

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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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3. 설비투자노력 보상액은 관급재료비
를 포함한 총원가에 설비투자노력보
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급
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
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
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를 기준
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설비투자노력보상율은 과거 2년간

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
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근 년도의 설
비투자보상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설비투자노력보상율(생략)
∘자기자본구성비(생략)
∘주식회사의 ~ (생략)
∘재투자비용은 13%에서 제32조의2제

2항제2호 금융비용을 차감한 율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중견기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
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4%
에서 제32조의2제2항제2호 금융비
용을 차감한 율로 한다.

(현재와 같음)

∘설비투자노력보상율(현재와 같음)
∘자기자본구성비(현재와 같음)
∘주식회사의 ~ (현재와 같음)
∘재투자비용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

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
본세전순이익률(제조, 종합)”에서 
제32조의2제2항제2호 금융비용을 
차감한 율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
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제조, 종합)”에 1%를 가산후 제
32조의2제2항제2호 금융비용을 차
감한 율로 한다.

⦁시장상황을 

적시에 반영

할 수 있도

록 설비투자

노력보상율 

재투자비용

의 자기자본

비용 13%를 

한국은행 자

기자본순이

익률로 개선

⦁중소방산 업

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1%

추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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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6. 1. 5.][방위사업청 훈령 제351호, 2016. 1. 5.,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① ~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

로 구입한 자산이 제3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지

원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국방기

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

의 확인에 의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

인 자산인지 여부.

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

에 활용 여부.

⑤ ~ ⑨ 생략

제20조(직접노무비) 

① ~ ④ 생략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

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

상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① ~ ③ 생략

④ 제47조 신설로 이동

⑤ ~ ⑨ 생략

⑩ “공통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원가를 계산할 때 동일한 계약상

대자에 대한 복수의 제품 또는 계약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로서 

간접재료비 단가, 노무비 단가, 간

접 및 무작업노무량, 감가상각비 단

가 등을 말한다.

제20조(직접노무비) 

① ~ ④ 생략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

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한 임금

인상계획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

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

사합의서 또는 사용자가 확정한 임

금인상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

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전용시

설의 관리 신설 

및 처분시 처분가

격에 대한 감가

상각비 잔존가액 

산정방법 명시

⦁공통원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 

추가 

⦁사측이 작성하는 

노사합의계획서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4호, 5호를 적용

하는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되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확정한 

임금인상계획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

으로 변동노무비 

단가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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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8. 6. 5.][방위사업청 훈령 제437호, 2018. 6. 5., 일부개정]

현 행 개정 (안 ) 비고

제20조(직접노무비) 

①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

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

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

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2조의2(투하자본 보상비 산정) 

① (현재와 같음)

② 제1항의 투하자본보상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

이 산정하되, 최근년도로부터 연간투하

자본보상율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

영한다.  

1. 연간투하자본보상율

연간투하자본보상율 = 방산투하자본금액

×금융비용/연간총원가(공장별 또는 

방산업체별, 관급재료비 포함)

③ (현재와 같음)

<신설>

제48조(방위산업전용시설의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 

구입한 자산이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지

원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국방기술

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

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

제20조(직접노무비) 

①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

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

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규

칙 제11조제2항의 불량률이 인정되

는 경우 인정불량률에 해당되는 노무

량 범위내에서 직접작업노무량에 계

상할 수 있다. 

제32조의2(투하자본 보상비 산정) 

<좌동>

② 제1항의 투하자본보상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

이 산정하되, 최근년도로부터 연간투하

자본보상율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

영한다.  

1. 연간투하자본보상율

연간투하자본보상율 = (방산투하자본금액

×금융비용) - 방산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액 /연간총원가(공장별 또는 방산업체

별, 관급재료비 포함)

<좌동>

④ 제2항의 방산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액은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유형자산, 개발비에 지원되는 이자

차액보전액을 말한다. 

제48조(방위산업전용시설의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 

구입한 자산이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지

원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국방기술

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

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

- 정상적인 불

량노무량에 대

한 합리적인 

원가인정 

- 방산육성자

금 이차보전

과 투하자본

중복 해소

- 외주정비사

업의 방위산

업전용시설 

여부 확인 

기술지원주

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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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 (안 ) 비고

는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의 확인

에 의한다.

<추가신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

인 자산인지 여부

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

에 활용 여부

제4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

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는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의 확인

에 의하며, 외주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군의 기술지원을 받아 계약담당

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

인 자산인지 여부

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

에 활용 여부 

제4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

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

지 또는 개정한다. 

- 행정규칙 개

정으로 재검

토기한 재설

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

한다.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

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

용한다. 

③ (투하자본 보상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

32조의2제2항 및 제4항은 2017년 발생분

부터 적용하여 제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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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17. 1. 1.][방위사업청 훈령 제387호, 2016.12.22.,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부칙

<신설>

【별지 3】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10.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

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

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

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점수

에 50%를 가산한다.

<표 1-1> 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 총 4개 평가항목으로 최고점 80

점, 최저점 0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

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

점수에 50%를 가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 후에 계약기

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별지3의 항목별평가기준 Ⅱ의 4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

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3】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10.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

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

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

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수

출확대노력,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에 50%

를 가산한다.

<표 1-1> 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 (삭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

발노력, 수출확대노력, 품질일

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Ⅱ. 항목별 평가기준

- 생산성경영

노력 항목

의 일몰제

(5년) 적용

- 중소기업의 

경영노력보

상 참여를 

위한 가산

점수 확대 

적용

- 중소기업의 

경영노력보상 

참여를 위한 

가산점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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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기준

  4. 생산성 경영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업체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

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산업발전법」제

2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생

산성 경영 인증 여부

다. 평가지침 : 생산성경영 인증 

업체에는 인증 등급에 따라 

다음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

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

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

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 평가점수

Level 4 5

Level 5 7.5

Level 6 이상 10

  4. 생산성 경영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업체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

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산업발전법」제

2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생

산성 경영 인증 여부

다. 평가지침 : 생산성경영 인증 

업체에는 인증 등급에 따라 

다음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

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

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

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
평가점수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이상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

법」제2조 제1호

에 따른 중견기

업으로서 「중소

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라 중소

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체

5 7.5 10 10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5 7.5 10

- 중소기업의 

생산성경

영노력보

상점수 기

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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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16. 7.29.][방위사업청 훈령 제364호, 2016. 7.29.,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5조(업체별 경영노력 평가) 

  ⑤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체

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품

질일관성 유지 노력과 생산성경영 

노력의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개

산계약의 경우 정산원가계산시점,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중도확정기준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부

서 협조를 통하여 산정한 후 별도 

적용한다. 

  ⑥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

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전사적자원

관리(ERP) 자료 연계에 따른 경영

노력 평가점수 가산은 원가계산시

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이

때, 평가점수 가산은 방위사업청

에서 발주한 방산원가대상물자(하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산원가대상

물자를 포함한다)에 한정하며 가

점을 받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

(ERP) 자료 연계 범위와 수준은 계

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35조(업체별 경영노력 평가)   ⑤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과 생산성경영 노

력의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개

산계약의 경우 정산원가계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부서 협

조를 통하여 산정한 후 별도 적용

한다. 

⑥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체

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방

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경영노

력 평가점수 가산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이때, 평가

점수 가산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방산원가대상물자(하도급 또는 재하

도급 방산원가대상물자를 포함한다)

에 한정하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및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인증 취

소시 기 지급된 보상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계약관리본부장

이 정한다.

‧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계약에 포함

되므로 용어 명확

화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용어 명확화

‧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임 

필요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1월 04일까

지로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

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 변경

【별지 3】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8.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

내(일반개산계약 또는 중도확정계

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원

【별지 3】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8.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

내(개산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

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

‧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계약에 포함

되므로 용어 명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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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다)에,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

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

였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점수 합

계에서 20점을 감점한다.

9.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전사적자원

관리(ERP) 자료를 연계하는 업체는 

평가점수 합계에 10점을 가산하며, 

이 경우 연계되어야하는 전사적자원

관리(ERP) 자료의 범위와 수준은 계

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이하 생략)

12. 8∼9호에 따른 평가점수는 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

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간을 포함한다)에,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

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에서 20점을 감점

한다.

9.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

체에는 평가점수 합계에 10점을 가

산한다 (이하 생략)

12. 8∼9호에 따른 평가점수는 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

여 적용한다. 다만, 개산계약(해당 계

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

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

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

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 또

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호

에 따른 평가점수를 가산하지 아니한

다. 

‧ 본문과 통일되게 

문구 수정, 중복

문구 삭제

‧ 개산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인증 

취소, 정지된 경우 

평가점수 미가산

(타인증과 통일)

 II. 항목별평가기준

  3. 품질 일관성 유지노력

   다. 평가지침 : 국방품질경영시스

템 인증업체는 10점을 부여

한다. 다만, 개산계약 및 중

도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에서 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

간 동안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I. 항목별평가기준

  3. 품질 일관성 유지노력

다. 평가지침 : 국방품질경영시스

템 인증업체는 10점을 부여

한다. 다만, 개산계약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

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

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

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

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인증 취소 또는 정

지시 이윤 미부여 

규정 통일

II. 항목별 평가기준

  4. 생산성 경영 노력

II. 항목별 평가기준

  4. 생산성 경영 노력 ‧ 산업발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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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방법 : 「산업발전법」 

제30조에 의한 생산성 경영 

인증  여부

   나. 평가방법 : 「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생

산성 경영 인증  여부

사항 반영

   다. 평가지침 : 생산성경영 인증업

체에는 인증등급에 따라 다

음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 및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원가계산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인증

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다. 평가지침 : 생산성경영 인증업

체에는 인증등급에 따라 다

음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정가

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

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

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인증 취소 또는 

정지시 이윤 미

부여 규정 통일

【별지 4】 제1호 서식

경영노력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등급 점수

1 연구개발
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2 수출확대
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공란)

4 생산성 경영 
노력

소계(A) (공란)
국방통합원가시스템 

ERP자료 연계 
여부 (B)

(공란)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원가부정행위 유무(C) (공란)
최초수출 또는 30% 

이상 수출증가(D) (공란)

총계(A+B+C+D) (공란)

【별지 4】 제1호 서식

경영노력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등급 점수

1 연구개발
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2 수출확대
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공란)

4 생산성 경영 
노력

소계(A) (공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여부 (B) (공란)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원가부정행위 

유무(C) (공란)

최초수출 또는 30% 
이상 수출증가(D) (공란)

총계(A+B+C+D) (공란)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용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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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18. 6. 5.][방위사업청 훈령 제436호, 2018.6.5., 일부개정]

현 행 개정 (안 ) 비고

별지 3】업체별 경영

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8.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

내(개산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점부터 정산원가

계산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에, ｢방위사업관

리규정｣ 제560조

의2에 따라 원가

부정행위를 하였

다고 판단한 경

우 평가점수 합

계에서 20점을 

감점한다.

별지 3】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8.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

도 이내(개산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

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방위사업관

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점수를 감점한다.
* 해당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

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가. 원가부정행위 주체(책임여부 포함) 및 부당이득금액(원가회

계심의회에서 판단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아

래표와 같이 감점점수를 산정한다.

감점
대상

부당
이득
금액

원가부정행위자 
(계약상대자,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
에 대해 

직접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

에 대해 
직접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

20억원 
이상

20점 10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점 8점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점 6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4점 4점

1억원 
미만

12점 2점

- 원가부정행

위에 대한 

경영노력보

상이윤 차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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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 (안 ) 비고

제3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

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

년 1월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

나. 원가부정행위 적발 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감점점수

의 50%를 감경한다.

다.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 

시 동일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더라도 협력

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판단한다.

라. 협력업체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

이 없는 경우로서 부당이득금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평가점수 감점을 해당 감점기간 동안 유예한다. 다

만, 유예기간 중 다른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판단일

까지 유예기간을 정지하며,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원가

부정행위로 판단할 경우 유예시 발생한 감점점수를 추가

하여 다른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감점기간 동안 삭감하고 

원가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지시점으로 소급하

여 유예기간을 진행한다.

마. 직전 2개년도 이내에 2회 이상 원가부정행위 판단사실

이 있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점점수를 합산하되 20점(모든 경우가 협력업체 원가부

정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20점으로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점점수는 경영노

력 평가점수 합계를 한도로 하여 감점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행정규칙 개

정으로 재검

토기한 재설

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3의 공통기준 I의 제8호를 적용함에 있

어서 이 기준 시행 전에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

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원가부정행위 판단일로부터 2년 뒤 연말까지 체결

되는 계약에 대해 이전 기준을 적용하며, 개산계약*의 정

산 시 이 기준 시행 전에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 해당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

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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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시행 2017. 3.20.][방위사업청 훈령 제366호, 2017. 3.20., 일부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23조(재검토기한)  --------------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 까지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20일 까지로 한다.

ㅇ 재검토 기한

   재설정

부  칙 <제123호, 2013. 3. 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6호, 2017. 3.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o 재검토 기한 재

설정에 따른 부칙 

수정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매뉴얼 제2017-10호, 2017.11. 1., 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16조(직접노무비의 계산)

①∼③ (생략)

④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

서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

되,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단

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제5조

제1항에 따른 반복계산품목에 대

한 원가검증은 해당되지 아니한

다)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영

할 수 있다. 

1.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

거 확정되는 임금인상노사합의서

2.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인

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

제16조(직접노무비의 계산)

①∼③ (생략)

④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

서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

되,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단

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제5조

제1항에 따른 반복계산품목에 대

한 원가검증은 해당되지 아니한

다)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영

할 수 있다. 

1.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

거 확정되는 임금인상노사합의서

2.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인

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 다만 

이를 적용하여 예측한 특정 노무

자의 예상급여액이 정부가 고시한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노무자의 예상급여액을 위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노무

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 문구 수정

- 최저임금 원가산

정(노무단가) 

시 정부고시 

최저임금 반

영

 

부 칙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7-10호(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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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매뉴얼 제2017-7호, 2017. 8. 31., 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7년 1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

얼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시행 이

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

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

가를 정산한다.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3조(원가검증의 대상) ③ 제1항 또

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원가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계약이 특별검

증대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

호의 품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1.~ 4.  (생략)

  5. 원가검증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일반

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해

당 검증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

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3조(원가검증의 대상) ③ 제1항 또

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원가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계약이 특별검

증대상인 경우에는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품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1.~ 4.  (생략)

 5. 원가검증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 협

력업체에서 조달 하는 품목 (해당 

검증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

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

액이 30억 원 초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문구 수정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의 영

세한 하수급 업

체 기준 마련에 

따른 수정내용

제4조(원가검증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협력업체가 반복적으로 조달

하는 품목(이하 “반복계속품목”

이라 한다)은 주계약이 아니라 해

당 일반협력업체별로 원가검증을 

제4조(원가검증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과인 

일반협력업체가 반복적으로 조달

하는 품목(이하 “반복계속품목”

이라 한다)은 주계약이 아니라 해

당 일반협력업체별로 원가검증을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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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7조의2(정산원가 산정시 확정계

약으로 체결한 하도급품목의 원가

산정 기준) 주계약의 정산원가 산

정시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협력업체 원가는 하도

급계약 체결시점(수정계약을 체결

한 경우 수정계약 시점)을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비목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재료비 및 경비 단가 :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한 단가를 판

단하여 적용한다. 단가가 하도급계

약시점 이후 상당한 정도로 변동된 

경우 하도급계약 시점에서 객관적으

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단가를 인정한다.

  2. 재료비 및 경비 소요량 : 하도급

계약시점에 적용되는 규격을 기준으

로 적용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체결 

이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 기술변경을 통해 규격

이 변경된 경우나 하도급 계약시점

에 소요량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는 변경된 규격을 적용한다.

  3. 노무량(노무공수) : 실발생 노무

량을 집계·관리하는 협력업체로서 

하도급 계약시점 이전 실적 노무량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

급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실적 

노무량을 분석하여 적용하며, 계약

시점 이전 실적 노무량 자료가 없거

나 표준공수를 적용하는 협력업체

의 경우에는 표준공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4. 공통원가․제비율 : 하도급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율을 반영하여 원

가산정한다.



2019 원가관계 법규

- 454 -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매뉴얼 제2017-7호, 2017. 8. 31., 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부 칙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7-7호(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7년 8
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
얼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시행 이
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
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
가를 정산한다.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7조의 2(정산원가 산정시 확정계
약으로 체결한 하도급품목의 원가
산정 기준)
주계약의 정산원가 산정시 하도급
계약이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협력업체 원가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비목별 세
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공통원가․제비율․(추가) : 하도급
계약 (추가) 

  <신설> ②항 

제7조의 2(정산원가 산정시 확정계
약으로 체결한 하도급품목의 원가

산정 기준)

① 주계약의 정산원가 산정시 하

도급계약이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협력업체 원가는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비목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좌동)

  4. 공통원가․제비율․환율 : 하도급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의 계약상 정산시점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1. 연구개발, 초도양산, 성능개량 
등 사업의 성격이나 명시적, 묵시
적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상대자
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의 변경으
로 인한 수정계약 체결이 예정되
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명시적, 묵시적 계약
내용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과 

․정산기준에 따른 

조항 구분 

․환율 적용기준 

추가 및    문구 

명확화

․예외조항 신설

 -사업의 성격등을 

고려 개약금액  

 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가검증결과 

등에 따라   

계약금액 정산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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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15호, 2017. 6.21., 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제561조(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① (생략)

  2. (생략) 

   나. 영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

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 및 제12호에 의한 계약의 

정산원가(다만 정비품목 정산

원가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

한다.)

제561조(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영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의한 계약의 정산

원가(다만 정비품목 정산원가

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하고, 

제8호의 정산원가는 신규계약 

및 조달요구금액 50억원 이상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 정산원가 심사대

상 조정

이 전 개 정 (현행 ) 사유
계약상대자간 계약이행과정이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
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 정산이  
예정된 경우 

부 칙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7-10호(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7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
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
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추가) 계약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추가)

부 칙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8-2호(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8
년 5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
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
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주계약 계약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다만, 제7조의2 개정
이전에 주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도 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문구 명확화 및 

하도급   품목 

정산기준 정립을 

위해   적기 

적용이 가능 

하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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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40호, 2018. 7.3., 개정]

이 전 개 정 (현행 )

제560조(원가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신 설> 제560조(원가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⑧ 기품원은 

전력운영사업(방산물자 및 수리부속 제외)의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

한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I형)은 제

외)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변경 및 

소요량 변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및 원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0조의3(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생략) 

  1. 허위 및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2천만원 이상(1회 

부과기준) 또는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

제560조의3(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현행과 같

음)  

  1.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

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계약건별 기준)이

거나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과되는 

경우

제568조(가격조사방법) ① (생략)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물

가조사서로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다. 

제568조(가격조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

한 물가조사서로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으

며, 전번실적 원가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 

등을 검토하여 복수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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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반 및 방산)

방 위 사 업 청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30호 2009. 3. 27.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49호 2009. 8.  9.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01호 2010. 1.  7.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36호 2010. 11. 5.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 8호 2011. 6.  1.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21호 2011. 7. 20.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 2012. 6. 25.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31호 2012. 9.  5. 타규정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00호 2012. 10.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50호 2013. 7. 23.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19호 2014. 6.  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45호 2016. 12. 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74호 2017. 5.  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79호 2017. 6. 21.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416호 2018. 4. 13.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487호 2019.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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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

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

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

업청 원가 ․ 규격 ․사업 ․ 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

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4.“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구매요구서  

  (또는 사양서)․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

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4.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단, 원본과 부본, 총3부에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

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국가계약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또는「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

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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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

3과 「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방위사업법」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

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

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무기체계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

한다.) 현황을 해당 계약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

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

은 [별지]에 따른다. 

제6조(내부자의 신고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제

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

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 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국산화율 향상) ① 계약상대자는 국산화율(가격기준) 향상 및 국산품 우선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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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내 기술수준으로 군수품 품질요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재료 등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국내생산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제품 및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국방부 훈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및 방위사업청 훈령「방위 

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계

약  체결 시 의무사용 대상품목으로 명시한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계약서에 첨부된 

수의  계약대상품목,「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근거)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이를 계약품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

로 하되 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청에서 인정한 국산화 인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 장비 생

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4.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5. 기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및 제3항의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

선구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해외구매 시 해당품목에 대한 해외구매

가격의 120%에 대한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산화 및 우선구매 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품목별 해당 국산화 

이행 계획 및 우선구매 대상품목(계약담당공무원의 변경, 추가 승인 시 최종 승인계

획)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국산화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내용을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 품질보증기관 등에게 통보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국산화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이전에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구매현황(구매업체, 구매수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구매 시 미구매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여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추가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품목 또는 계약체결 시 의무  

사용대상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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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하도급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

 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

 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

 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

 5.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

 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⑤ 하도급승인 신청 시 계약상대자는 품질․가격․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

 2.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업체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

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 

제4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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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시 「협력업체 원가검증

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검증

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

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7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

되지 아니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

업체에게「하도급법」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⑬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비용 및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

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

은 방위사업청 예규「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관급품)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

요군 등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

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

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급품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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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관급품목록 기재 보유 장소에서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따르는 제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급품을 지급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13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선금지급조건」에 따

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담당공무원은「방위사업법」제46조, 국방부령「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규격) ① 이 계약물품의 적용규격은 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

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

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한다. 

③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

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

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아야 

하며,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견본을 대여하는 경우, 군수품(견본)대여승인서

(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와 동시에 원래 상

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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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자료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 규격

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예규「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

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에 의하여 계약을 한 후 기술 자료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술자료 일체를 납품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 중인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변경제안서

2. 세부항목내역서 

3. 수정전후 국방규격 기술자료(규격서, 도면, 부품/BOM목록, 품질보증요구서(QAR))

4.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③ 계약상대자는 견본(현품)에 의하여 계약을 한 후 납품일 이전에 견본(현품), 도면, 

포장제원표 등 규격(정식 또는 약식) 제정 또는 상위의 규격 개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료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대가 일부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17조(군수품 목록화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재고번호가 없어 부품번호로 계

약한 물품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목록화 대상품목으로 통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및 방위사업청 예규 「표준화 업무

지침」에 따라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규격서, 도면, 카타로

그, 보급기술교범 해당 페이지, 사진 등)를 첨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방위사업청, 출연

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외구매 체계/장비 중 목록화 대상 품목의 원생산국이 나토 또는 후

원합의 2단계 국가일 경우 원생산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한 후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원생산국의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국가목록부서와 원생산국 목록부서간 업무협조

를 위해 목록화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국가목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원생산국에 목록화를 요청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계/장비의 보급품이거나 비나토 또는 후원합의 1단계 국가에서 구매

하는 품목인 경우는 목록화에 필요한 정보(기부여 재고번호, 부품번호, 생산자부호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로 계약한 품목으로서 목록자료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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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자료  

 최신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라 함은 제조구분, 참조자료(참조번호, 생

산자 등), 특성자료 등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품목을 말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목록화를 위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

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

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홈 페이지 국

방전자조달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 시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

여야 한다.

제19조(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

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국방부 훈령「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

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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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상의 순번 : (    )

 2. 품질보증형태 : (     )

 3. 품질보증기관 : (          )

③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

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

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보형 I형은 제

외)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

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

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Ⅰ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

종 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이 증빙자

료에 기재된 사항 또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

야 한다.

 2. 선택품보형(Ⅱ형), 표준품보형(Ⅲ형), 체계품보형(Ⅳ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0050-9000(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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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이행과 품질보증 기관

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

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군 검사 품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수량 확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2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

(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3호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

증 계획서를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여 납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조하려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형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제8항의 의무

를 진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구매하여 납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제조자가 공

급을 확약하는 '공급확약서'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구매납품계획(품목, 제작자, 발주시기 등)을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

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을 사

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납품조서와 함께 바

코드화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

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취급설명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장비에 대한 취급설명서(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한 "주의서"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일반조건상의 주의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함) 

및 장비 이력자료를 장비 대당 1권씩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교범에 

취급설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설명서를 납품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기성 교환품목은 품목별로 최종교환시기를 기록한 장비이력자료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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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 판

정된 불량품을 검사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

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용임을 표시한 품목은「군수품관리법」에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

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25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

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

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

다. 다만, 방위사업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의 요청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 납품 후 검사 할 수 있고,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물품은 계약 상대자가 전량 교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물품의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

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분할․조기 납품 및 조기분할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물

품을 분할납품하거나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분할납품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27조(단가계약 시의 납품) ①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

하는 납품통지서에 의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장소,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요군에서 발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물품의 생산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납품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

며, 납품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에 납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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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으로서 납품지시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제28조(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계약조건으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부대가 담당한다.

제29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

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

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

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

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

급 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며, 보증

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입금)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

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

관의 예금계좌번호 (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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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제3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

다.

 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파산․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

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 

 3. 계약상대자가「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

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 업체

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도급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

며,「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

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32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침「채권양도 업무지침」에 의한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정산금액의 증감․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

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등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2항에 따라 정산하고 그 정산금액을 증감‧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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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  )년간 납품한 물품 (국

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규격과 품질

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

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3

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당해물품의 보수,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

관이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 )일을 뜻하며 그 기

간을 초과하여 하자복구 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

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  

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해당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대상 구성품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보

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관의 원

인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후

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분리계약품목의 보증) 분리계약품목 중 분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다음에 의한다.

 1. 관급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관급품공급업체가, 정상관급품의 관급 이후 완

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하자처리를   담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 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당해물품의 지체상금률)



2019 원가관계 법규

- 472 -

당한다.

 2. 하자책임이 양측에 있을 때 하자책임부분이 불명확하여 양측의 의견이 대립될 경

우 양측이 공동으로 선 하자처리를 한다.

제36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

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③ 단가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납품통지서상의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

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

게 반환한다.

제37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중도금반환보증금, 관

급품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

속 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38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

의로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이 납품되기 전에「방위사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

업체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납품되지 않은 품목

에 한하여 일반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 하되, 그 수정계약금액은 수정 전 계

약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정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

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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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 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1항제1

호의  방법에 의하고, 제조계약의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를 아울러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

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납품지체 통지)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원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

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 단, 계약상대자가 기간 내에 면제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공무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별도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 또는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납기연장 신청 또는 지체 사유서 ․ 경위서

 3.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41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

위사업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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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

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1.「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

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방위사업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

정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  

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때의 약정

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약정이자상당액 = 지체상금액 ×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일수 / 365일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

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시점

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제42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

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

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3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

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 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

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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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 대금

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

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

목)을 말한다. 다만 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

자료 및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

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 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제조물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

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

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

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적용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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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침「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제14조에 따

라 계약상대자,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

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

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부분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받

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

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

전까지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

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경영

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

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47조(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속계약(계약목적물이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

하면 해당 후속계약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

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

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경쟁계약인 경우에는 불확정비목을 말한

다.),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후속계약에 

대한 품목별 5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1차 협력업체 및 2

차 협력(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 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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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협력업체 

원가검증대상 또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침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

에 따른 필수검증대상 또는 특별검증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검증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원가자료 요청시 `

협력업체 원가검증대상’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대해서

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

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

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5. 영세한 협력업체가 원가자료 작성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6.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

원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가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후속계약이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에 따른 필수검증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

하고 금액 및 협력업체 차수에 관계없이 원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협력업체 품목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업체가 동일한 품목을 계약상대자 또는 여러 차수의 협력업체에 중복 납품하

여 그 단가가 상이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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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항에 따라 원가자료가 제출된 품목(업체제시 금액 대비 검증금액에 차이가 있

는 품목에 한한다.)과 사용부품 및 공정이 거의 동일한 품목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납품 및 대가지급 이후 후속 계약

을 체결하는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⑨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가자료를 

자체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5억원 이상의 하도급품목(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하

도급계약 체결 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8조(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

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 및 제6

항을 준용한다.

제49조(재판관할) 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50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

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51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

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5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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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12-31호, 2012. 9. 5.>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호, 2013.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 2014.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5호, 2016.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4호, 2017.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9호, 2017.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6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87호, 2019.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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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급품목 내역서

  1. 관급품목(서식은 관급품의 성격에 따라 수정 사용) 

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관급장소 인도일 납기 비고

  2. 수송책임   

  3. 관급품 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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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계약조력자 현황 제출양식

계약 조력자 현황서

 □ 계약업체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업체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e-mail

 □ 계약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업체(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 조력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전화번호(e-mail) 역할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대리  Ⓑ중개(정보전달,홍보 등) Ⓒ컨설팅 Ⓓ자문(법률,회계,세무,기타)

세부내용

Ⓐ
Ⓑ
Ⓒ
Ⓓ

 □ 계약 조력자가 개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e-mail) 역할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대리  Ⓑ중개(정보전달,홍보 등) Ⓒ컨설팅 Ⓓ자문(법률,회계,세무,기타)

세부내용
Ⓐ
Ⓑ
Ⓒ
Ⓓ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계약 조력자 전원에 대하여 개별 작성 및 서명)

20  .  .  .

방위사업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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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계약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연락처

방위사업 관련 계약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강화
30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 시 계약 

관련 업무 참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또는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중

* 계약 조력자가 단체(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계약 조력자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개별 작성 및 서명(1인 1매) 

* 계약 조력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별 작성 및 서명(1인 1매)



본 매뉴얼 활용 시 유의사항

본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원가 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 업무는 기본적으로 본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되 동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 등으로 동 매뉴얼이 관련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매뉴얼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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