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실무편람 M A N U A L B O O K

발간등록번호
11-1690000-002019-14



개정 발간사

방위사업청은 2011년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하여 원가업무체계를  

원가산정 위주에서 원가검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상시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2014

년 6월 27일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중소협력

업체들이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 2월 본 실무편람을 처음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 차례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이 개정되고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둘러싼 환경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이번에 다시 실무편람을 개정 발간합니다.

앞으로 본 실무편람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에서 원가검증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계약관리본부장  손 형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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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 원가검증

가. 의의

협력업체 원가검증은 체계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원가

검증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부터 원가회계검증단을 출범시켜 원가업무의 패러

다임을 기존의 원가산정에서 원가검증으로 전환하고 원가검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검증의 핵심은 체계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

를 포함하여 원가검증을 실시한다는데 있다.

나. 원가검증의 중요성

체계업체만 원가검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협력업체까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에서 제조되고 있고 협력업체의 원가가 

체계업체의 재료비나 경비에 연동되어 있어서 체계업체 원가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협력

업체 원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협력업체들 중에는 규모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

지 여건상 원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런 업

체들의 원가는 적정성을 고려해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원가검증을 수행하게 되면 방위사업의 경우 

원가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업체들 사이에 공유되어서 잠재적 원가부풀리기

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 법적 근거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경우 협력업체가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

니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이 대외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성 근거가 필요하다. 

첫째, 협력업체 원가검증 결과를 체계업체 원가를 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이

를 편의상 ‘실체적 근거’라 한다)이다. 

둘째,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이를 편의상 ‘절차적 근거’라 한다)이다.

첫째, 실체적 근거는 바로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이다. 방위사업청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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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체계업체의 원가(주로 재료비 및 경비 중 해당 협력업체 

관련 부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 방

위사업청이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그 계약을 위한 원가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

론 현실적으로는 방위사업청의 협력업체 원가검증 결과가 사후에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 영향을 미쳐서 수정계약이나 추후 정산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

한 현상은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사실적, 사후적, 간접적 영향일 뿐이고, 협력업체 원가검

증의 법률적, 직접적 목적이나 대상은 아니다.

둘째, 절차적 근거는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뿐만 아니라 체계업체와 협력

업체 사이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특수

조건에는 통상 원가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실사에 응할 것을 의무지우는 규정

이 존재하고, 체계업체가 관련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으로 이

러한 의무를 협력업체에게도 부과하는 취지의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

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도 통상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사에 대하여 협력업체가 응하는 내용의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계약을 연계해서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를 통하여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실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2017년 6월부터는 방위사업청, 체계업

체, 협력업체 3자 사이에 원가검증의 수행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써 방위사업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에도 방위사업청이 직접 원가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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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가. 의의

일반적으로 정부가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로부터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 등을 산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방산업체

로부터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인 「방산원

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산정하게 된

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체계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일반업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

한 규칙」 모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어디까지나 

협력업체가 아닌 체계업체(통상 방산업체)이고,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통해서 원가를 산

정하는 것은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을 정산 또는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업체에 적용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편 「방산원

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은 방산업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인데 이를 일

반업체인 협력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과도한 이윤을 부여하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협력업체가 일반업체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현장원

가관리지침」이 이러한 기준의 역할을 해왔으나 위 지침에 구체적으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다가 현장원가관리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원가관리

지침」도 폐지되게 되었다. 이를 2015년 1월부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나. 법적 성격

본 매뉴얼은 법규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외부 업체들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발휘하지

는 못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원가 판단을 위한 기준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

는 것이고 이는 대외적으로 반드시 법적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청과 체계업체 간 계약이나,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에 협력업체 원가산정 시 본 매

뉴얼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당사자들은 이 기준에 구속된다. 본 매뉴얼

도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에 직접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에서 체계업체의 원가(주로 재

료비 및 경비) 중 관련 협력업체 해당부분의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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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란 계약관리본부장과 군수품 조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

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

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

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2.  “협력업체”란 계약상대자와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

(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

(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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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6.  “군수품매출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

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나. 계약상대자

    다. 1차 협력업체

7.  “일반군수물자”란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를 말한다.

8.  “다자간 협약”이란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가검증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계약관리본부장, 계약상대자, 협력 

업체) 전체가 동의하고 서로 공유함을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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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방산협력업체와 일반협력업체로 구분된다.(제2호∼제4호)

방산협력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가 계약상대

자 또는 1차 협력업체와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

를, 일반협력업체는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아니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

려는 자를 말한다.

군수품*매출액(제6호)은 군수품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업체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련 

자료는 업체별 손익계산서(원가검증 시점 최근연도)에 반영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군수품 : 최종 수요기관이 동 매뉴얼 제2조 제6호 가항의 기관(이하 "정부기관"이라 한다)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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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가검증 대상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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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하되 품목

의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협력업체 조달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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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하여 그 단

가가 상이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원가검증 대상품목(업체제시 금액 대비 검증금액에 차이가 있는 품목에 한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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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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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품목

 3.  외국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

를 인정하는 품목

 4.  하도급계약 가격과 별개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원가를 인정하는 

품목

 5.  원가검증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해당 검증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

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④  가격분석팀장,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에 대해서

는 제1항을 준용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방법 및 원가산정기준은 제4조부터 제26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이 '협력업체 원가검증대상'임을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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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협력업체의 구분

※ 검증 필요 여부 검토대상

방산업체 : A

일반업체 : B, C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

방산업체(A) 일반업체(B)

일반업체(C) 일반업체(D)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주계약 1건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협력업

체를 통해 5억원 이상 조달하는 품목(용역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는 원가검증 

대상이 되고, 해당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 2차 협력업체도 원가검증 대상이 된다.

원가부정행위 혐의가 있거나, 이중단가 우려가 있는 품목, 검증하여 금액 조정이 있는 

품목과 유사하나 검증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등은 금액 및 협력업체 차수에 관계없이 원

가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 품목,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 가격이 

있는 품목, 국산화품목,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2개이상 업체로 부터 가격조사를 하는 품

목, 해당 일반협력업체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가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3조 제3항 3호의 국산화 품목에 대한 가격인정

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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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

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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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규칙 제39조의4 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방

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

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규칙 제39조의4 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

가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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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4 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

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 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

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

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④  제2항 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규칙 제39조의4 제3항은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에 적용한다. 

⑦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국산화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은 「방위산

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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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협력업체로 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  

18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19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20

하도급계약의 원가

적정성 판단기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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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별 

원가산정 

기준 및 방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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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7조(원가산정기준)  

①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그 하위규정(이하 “방산원가규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방산물자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방산협력업체에서 조달하

는 방산물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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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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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7조(원가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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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의 9%.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외주가공비 포함) 및 기술료

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제비율 : 원가총괄팀에서 통보한 해당 방산협력업체의 제비율을 

적용하되, 통보된 제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2절에 따라 산정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는 방산원가규칙 등에 따라 원가를 산정

한다. 다만 제조품목의 경우 이윤은 총원가 기준 9%를 적용하며 투하자본보상비는 계상

하지 아니하고, 용역품목의 경우 이윤은 부가가치 기준 10%를 적용한다. 구입완성품은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5조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의 원가산정 시 공통원가 및 제비율은 방

위사업청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결과를 적용한다. 공통원가는 간접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 

등을 말하며 제비율은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등을 말한다. 

다만, 방산업체이지만 통보된 방산제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장 일반협력업체의 일

반군수물자 산정기준에 따라 제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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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7조(원가산정기준) 

③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구입완성품을 포함한다)는 제2절에 따라 원가

를 산정한다.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에 대해서는 ‘매뉴얼’ 제3장(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제2절(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기준)을 

적용한다.(편람 제3장 참고)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참고 2] 검증대상별 원가산정 기준

방산협력업체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반협력업체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방산물자 일반군수물자 일반군수물자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이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투하자본보상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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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계약의 원가적정성 판단기준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7조의2(정산원가 산정시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하도급품목

의 원가산정 기준) 

①  주계약의 정산원가 산정시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협력업체 원가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점(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비목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료비 및 경비 단가 : 하도급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한 단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단가

가 하도급계약시점 이후 상당한 정도로 변동된 경우 하도급계약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단가를 인정한다.

 2.  재료비 및 경비 소요량 : 하도급계약시점에 적용되는 규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하도

급 계약체결 이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기술변경을 통해 규격이 변경

된 경우나 하도급 계약시점에 소요량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는 변경된 규격을 적용

한다.

 3.  노무량(노무공수) : 실발생 노무량을 집계·관리하는 협력업체로서 하도급 계약시점 이전 

실적 노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실적 노무량을 

분석하여 적용하며, 계약시점 이전 실적 노무량 자료가 없거나 표준공수를 적용하는 협력

업체의 경우에는 표준공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4. 공통원가·제비율·환율 :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정산시점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1.  연구개발, 초도양산, 성능개량 등 사업의 성격이나 명시적, 묵시적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

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2.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 묵시

적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이행과정이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 정산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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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다207958)은 2016년 1월 28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

되어 그 계약금액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계약금액 확정 후 참가인에

게 원가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계약금액의 적

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

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다.

대법원 판례

기존에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

이의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이 개산계약

일 경우 하도급계약의 원가도 개산계약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정부가 협력

업체 원가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체계업체 간의 계약관계라는 틀 안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가 협력업체의 원가를 감액하더라도 이는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일 뿐, 협력업체의 원가를 정부가 직접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6년 하도급계약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의 취지를 모든 하

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검증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 않다. 

먼저 본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방위사업청이 통상 실시하는 필수원가검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가부정행위가 있을 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원

가검증에 관한 것이다. 부당이득금은 그 법적성격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

고, 손해배상액은 업체가 취득한 금액과 적정한 가격의 차액인데, 위 대법원 판례는 후자

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판례가 말하는 ‘가격’이 반드시 원가와 일치하

는 것도 아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계약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변동될 여지를 예

정하고 있어서 통상의 확정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가령 연구개발, 

초도양산, 성능개량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형상이나 규격 등이 사업초기에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거나 추후 무수히 변경되면서 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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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와 체계업체 간의 계약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연동해서 하도급계약도 추후 수정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들

도 계약체결시부터 양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까지 당초에 처음 체결

되었던 확정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

리와 부조리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중에는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이행과정이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추후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

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와 체계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를 토대로 그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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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 기준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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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8조(재료비 구성)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

는 재료의 소비액

    2.  구입부품비 :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형성

하는 재료의 소비액

     3.  포장재료비 :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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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상당가

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비용

재료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

하거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외부

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재료(원료)라고 하며,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재료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한 금액을 재료비라고 한다. 즉, 재료는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자산

인데 반하여 재료비는 생산에 투입된 원가요소가 된다. 

가. 재료비의 정의 및 구성

원가계산을 목적으로 하여 재료비를 분류하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된다. 

이는 원가의 추적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직접재료비는 특정의 제품을 제조

하기 위해서 소비되어 직접적으로 그 제품의 원가로 추적할 수 있는 재료비를 의미한다. 

간접재료비는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특정 제품에 대한 재료

비를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기준으로 배분이 필요한 재료비이다. 직접재료비는 주

요재료비와 구입부품비 및 포장재료비로 구분되고, 간접재료비에는 보조재료비와 소모

공구, 기구, 비품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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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재료비의 계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9조(직접재료비의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10조에 따른 소요량에 원가계산 시점의 단위

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장재료비는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간접재료비에 포함

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

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에서 110분의 10을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직접재료비 = M (재료소요량 X 단위당 가격)

직접재료의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반영한다.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의 영수증 표시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총 구입가

[참고 3] 재료비의 구성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구입부품비
소모공구·

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포장재료비

국내
주요재료비

수입
주요재료비

국내
구입부품비

수입
부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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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에서 110분의 10을 차감한 즉, 해당 가격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 금액으로 반영한다. 

다. 직접재료비의 소요량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0조(직접재료의 소요량) 

①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

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

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

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

는 손실량ㆍ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주계약이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관한 계약인 경우로서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

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

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

상할 수 있다.

  ◦ 제품의 도면,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의한 분석/검증 방법 

  ◦ 가공공정을 고려하여 산정

  ◦ 실측에 의한 소요량 산정 방법

  ◦ 생산실적자료(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 등)에 근거한 산출 방법

재료 소요량 산출 방법

생산실적자료에 근거한 산출방법(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관리회계장부로부터 역산하

여 소요량 산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감손량(손실량, 시료량, 불량량)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감손량이 포함된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감손율을 추가하여 적용하게 되면 감손량이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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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력업체에서 감손량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감손량 발생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는 제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감손량 발

생에 대한 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원가에 계상할 

수 있다.

일반협력업체 조달 품목에 대한 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계약상대자가 일반협력업

체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작업체 도면을 기

준으로 원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는 간접재료비로 반영한다. 다만, 해당 재료가 

업체의 제품 생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재료이거나 해당 제품 원가산정 금액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접재료비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별 상이한 비목 처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는 군수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해당 보관함은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는데 최종 단계인 도장 작업도 ○○(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

고 도장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보관함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에 소요되는 재료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  보관함 원가산정 시 도장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 가격을 직접재료비로 반영하여 원가

산정 하고 해당 재료의 업체 회계처리 사항을 확인하여 이중 계상(도장 공정 소요 재료를 업

체에서 부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한 다음 간접재료비율 산정 시에도 포함시켜 직접

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모두에 반영되는 경우 등)이 되지 않도록 한다.

도면 미표시 재료비 원가반영 사례

라. 국산화 부품의 가격 인정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1조(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재료가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른 국산화 부품인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정

등을 준용하여 수입가격 등으로 단위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방산원가 계산 시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국산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외업체에 지급 할 금액의 일부를 국내개발업체에 지급하여 국산화 촉진을 유도하

고자 함이다.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국산화 여부는 개발관리기관의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실무편람 30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으로 판단)한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

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

칙 제19조의2(국산화시 수입가격의 인정 등)에 따라 수입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산화 부품을 외주제작한 경우라도 당해 업체가 설계 및 전체 공정도를 작성하

는 등 제작을 주관해서 수행하였다면 국산화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설물의 평가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2조(설물의 평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불량제품 및 기타 부산물(이하 “설물”이라 한다)은 금액

으로 평가한 후 재료비에 차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급품(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

가 제공한 재료를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설물도 포함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물, 부산물 등은 매각가치 및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설물량은 제품별 실측 중량에 의해 직접 계산하여 반영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실측 중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결산서 등을 분석하여 배부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실측 중량에 의해 설물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단가는 업체의 실제 매

각단가와 물가정보지 매각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

바. 수입가격의 계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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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와 같이 적용한다.

 1.  정상도착가격 :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

(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

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 :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원가계산시점 이전 5근무일 평균

③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서 재료비에서 차감하

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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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입 부대경비는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

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

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CIF) 등에 환율을 곱하여 적용하고, 환율은 원가산정 시점에 따

라 [참고 4]와 같이 적용한다.

[참고 4] 환율 적용 기준

구분
정부기관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 

일반협력업체
일반협력업체 환율 적용 기준

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원가검증시점(원가계산서 결재일) 이전 5근무일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정산

일반개산계약
확정계약

실결제환율
개산계약

중도확정계약
확정계약 실적분 : 실결제환율

추정분 : 중도확정시점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개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확정계약

실결제환율
개산계약

※ 재고자산 : 계약원가 검증시점(원가계산서 결재일) 이전 5근무일 평균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수입 부대경비는 발생 실적분에 대해서는 실적률을, 미 발생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순

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해당사업 거래실적률

  2. 유사사업 거래실적률

  3. 수입부대경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수입부대경비율 적용

수입부대경비는 업체 결산서 상 재료비로 회계처리 된 금액과 제비율 산정 시 타계정

(간접경비 등)에서 재료비로 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업체

에서 수입 부대경비를 지급수수료 등 제조경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공통원가 및 제

비율 산정 시 해당 비용을 재료비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이중 계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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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포장재료비의 계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9조(직접재료비의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10조에 따른 소요량에 원가계산 시점의 단위

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장재료비는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간접재료비에 포

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인 포장재료비는 직접재료비로 반영함을 원칙

으로 하나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직접재료비로 반영이 곤란한 경우 간접재료비로 계

상할 수 있다.

일반협력업체의 포장재료비는 규격화된 도면에 포장의 재질, 크기 등이 명확하게 표시

되지 않아서 합리적인 포장재료비 가격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않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에 직접재료비가 아닌 간접재료비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료비를 직접재료비 

또는 간접재료비로 반영한 경우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동일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간접재료비의 계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4조(간접재료비의 계산) 

①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

한다.

 1. 원가법 :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2. 직접재료비법 : 직접재료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3. 노무비법 : 노무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②  제1항의 간접재료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최근 2개 년도에 대해 최근연도부터 각

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1.  원가법 : 총 간접재료비(소모품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

 2. 직접재료비법 : 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로 나눈 비율

 3. 노무비법 : 총 간접재료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

간접재료비는 제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비로서 보조재료비, 소모성공구·기구·비품비 등을 말하며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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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배부계산한다.

간접재료비는 제품별 직접계산하지 않고 간접재료비율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간접재

료비율은 원가검증시점 기준 최근 2개년 간 업체 결산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며 최근연도

부터 6:4 비율로 반영 하고 배부기준은 원가법(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

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한다. 다만,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배부기준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직접재료비법(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로 나눈 비

율) 또는 노무비법(총 간접재료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

다. 간접재료비율 산정 및 적용 시 직접재료비 금액에는 작업 설물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반영한다.

간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 노무비) × 간접재료비율*

[원가법]

간접재료비율* =
직전년도 총 간접재료비

× 0.6 +
전전년도 총 간접재료비

× 0.4
직전년도 

(총 직접재료비+총 노무비)
전전년도 

(총 직접재료비+총 노무비)

[직접재료비법]

간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율*

간접재료비율* =
직전년도 총 간접재료비

× 0.6 +
전전년도 총 간접재료비

× 0.4
직전년도 총 직접재료비 전전년도 총 직접재료비

[노무비법]

간접재료비       =   노무비 × 간접재료비율*

간접재료비율* =
직전년도 총 간접재료비

× 0.6 +
전전년도 총 간접재료비

× 0.4
직전년도 총 노무비 전전년도 총 노무비

[참고 5] 간접재료비의 계산

제조와 용역을 모두 수행하는 업체의 간접재료비율을 원가법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경

우 용역원가 계산시 간접재료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용역인 경우는 재료비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는 용역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원가산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

와 같이 원가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재료비법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반협력업체가 제조와 용역에 대한 구분회계가 가능하여 제조노무비와 용역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라면 용역노무비를 제외한 총 노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적용할 수 있

으나 기업환경 여건이 어려운 대부분의 일반협력업체는 제조와 용역을 구분하여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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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역품목을 조달하는 일반협력업체의 경우 원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간접재료비율 산정 시 직접

재료비법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순수임가공만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원가법, 직접재료비법 모두 적

용이 곤란한 업체 특성으로 인해 직접노무비법 적용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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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비

노무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분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된다. 직접노무비

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제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

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특정 원가대상에 투여되었음을 추적 할 수 있는 노무

비를 말하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

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간접

노무비에는 동력부, 용수부, 수선부, 운반부, 공구제작부, 검사부 등의 제조지원부문과 재

료부, 노무부, 기획부, 설계부, 시험연구부, 공장사무부 등의 공장관리부문 등이 있다.

[참고 6] 노무비의 구분

제조공장

제조부문 보조부문

직접노무비

제조지원

간접노무비

공장관리

가. 일반협력업체의 인원 분류

방산업체와 달리 대부분의 일반협력업체는 본사업무와 개발 및 생산업무 기능이 한 사

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인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방산

업체의 경우 기능(본사, 개발, 생산 등)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업무별 전담팀

이 구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그리고 일반관리 인건비의 분류

가 용이하나 일반협력업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방산업체와 일반협력업체

의 조직 및 업무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참고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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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조직 및 업무 특성

구분 방산업체 일반협력업체

사업장구분
- 기능별 사업장 운영

- 한 사업장 내 다수 기능 : 구분회계 실시

- 대부분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

- 구분회계 미실시

조직
- 전담조직 운영

   : 부서별 수행 업무 구분 명확

- 부서별 복합적인 업무 수행

  ex)관리팀 : 인사/총무/회계/원가/구매 등

인력 - 인원별 수행업무 명확
- 해당시점의 환경에 따라 업무 변화

  ex)신규업무 부서가 아닌 사람에 따라 할당

개발/생산

(매출사업)

- 개발/생산사업 수행 각 전담 직접 부서 

   ex) 개발사업(연구소), 생산사업(공장)

- 대부분 전담부서 없음

   ex)개발수행인원이 양산 시에도 참여

결산 - 자체 결산 수행 능력 구비 - 외부 대행(세무회계사무소 등)

상기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일반협력업체의 인원분류(직접/간접/일반)는 해당 업체의 

조직도 및 인원별 수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8] 일반협력업체의 인원분류(직접인원, 간접인원, 일반인원) 예시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일반대표이사 일반대표이사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간접

간접

간접

간접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관리부서생산부서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제조지원
(동력,  

용수 등)

제품직접 
제조

생산계획/ 
관리

자체개발 및
선능개량

설계/
시제품제작
(매출관련
시제품)

관리부서

간접

직접

간접

연구소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설계/
시제품제작
(매출관련
시제품)

자체개발 및
성능개량

관리부서

인사/총무

인사/총무

인사/총무

인사/총무

인사/총무

인사/총무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관리부서

인사/총무

경리/회계

경영기획

구매/자재

원가

영업

간접

간접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관리부서품질부서

품질기획

간접

◼  IQC(Incoming Quality Control, 수입검사) 

 LQC(Line Quality Control, 공정검사)   

 OQC(Outgoing Quality Control, 제품검사)

일반

일반

일반

간접
간접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간접

간접

간접

간접

간접
직접/

간접

일반

관리업무
(팀, 부서  

총괄)

QC
(IQC, LQC, 

O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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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업무 비

중은 해당 인원과의 인터뷰나 업무실적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구매업무

와 영업업무를 병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인원의 업무수행 내역을 검토하여 구매업

무가 주된 업무로 판단되면 구매부서 인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인원 분류는 해당인

원의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규모 업체의 임원이 생산업무

를 병행하는 경우 작업일보를 확인하여 해당시간만큼 직접인원으로 분류하고, 잔여 부분

은 일반인원으로 분류한다.

·  대표이사는 일반인원으로 분류

·  관리부서 인원의 경우 인사, 총무, 경리, 회계, 경영기획, 영업업무 수행 인원은 일반인원으로 분류

·  공장복지부문(식당, 기숙사 종사자 등), 구매, 자재, 원가업무 등 간접업무 수행인원은 간접인

원으로 분류

·  연구소 인원의 경우 매출관련된 설계 및 시제품 관련 업무 수행 인원은 직접인원으로 분류하

고,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간접인원으로 분류

·  생산부서 인원의 경우 제조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은 직접으로 분류하고, 제조지원 및 관리업

무 인원은 간접으로 분류

·  품질부서 인원의 경우 업무기능에 따라 부서별 또는 인원별로 직접 및 간접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용

조직 및 업무별 인원분류 예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5조(노무비의 구성) 

①  노무비는 제조 및 용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

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급여액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상여금(임시다액의 성과급 제외)

    4. 퇴직급여

②  직접노무비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 등에 직

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

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노무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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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근무지역, 근무부서, 근무시간대, 근무시간수, 업무의 성격 및 내용, 업무의 

성과, 자격의 유무, 가족수, 학력, 성별의 요건에 관계없이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

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본급체계 유형에는 연령, 근속, 학력, 성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과 개

별직무의 가치 및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급이 있다. 이와 같은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임금 항목으로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이고 통

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

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각종수당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잔업수당(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

된다. 

일반협력업체가 회사 임직원에게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제조

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처리 한 경우 원가산정 시 노무비로 반영해야 하는지 복리후생비로 비목

을 전환하여 간접경비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명칭만으로는 근로의 대가보다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일반협력업체에서 결산 시 계속적으로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노무비로 반영하고, 복

리후생비 처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반영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반영 사례

상여금은 업체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시다액의 성과급은 제외한다.

구 분 계약 시 정산 시 비 고

노무비단가 산정 시 미포함 포함
• 계약 시 적용 노무비단가 및 제비율에는  

미포함하여 산정

• 정산 시 실적 노무비단가에는 포함하여 

산정
제비율 산정 시 미포함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 시 임시다액 성과급



     

일
반
협
력
업
체
의 

일
반
군
수
물
자 

원
가
산
정 

기
준

제3장

38 39

퇴직급여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인원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급된 총금액 중 퇴직금 지급대상 금액의 합계액에 1/12

을 곱하여 산정한다. 퇴직금 지급대상 금액은 업체별로 실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한다.

기중 퇴사 인원이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반영하며, 계속근

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인원의 퇴직급여는 반영하지 않는다.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의 판

단은 퇴사일이 원가검증 시점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

터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퇴사일이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9] 퇴직급여 대상 근무기간의 판단 기준

적용노무비단가     =     실적노무비단가     +     변동예상분

*퇴직급여 : 계속근무 1년 이상 인원 대상금액x1/12

*계속근무 1년 이상 : ’17년 12월 31일 기준

회계기간 종료, 재무제표 확정 연도 회계기간 진행중인 연도 
6월

원가산정시점

2017년 (X-1년) 2018년 (X년)

원가산정시점 2018년, 결산실적년도 2017년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급 여 각종수당 상 여
퇴직급여
설정대상

퇴직급여

홍길동 ’16년 3월 ’17년 6월 1,000,000 200,000 500,000 1,700,000 141,666

홍길순 ’17년 4월 1,200,000 300,000 600,000 - -

홍길자 ’16년 8월 ’17년 2월 1,400,000 350,000 800,000 - -

※홍길동 : ’17년 6월 퇴사했으나 계속근무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반영

※홍길순 : ’17년 4월 입사로 ’17년 12월 기준 계속근무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 미반영

※홍길자 : ’16년 8월 입사, ’17년 2월 퇴사로 계속근무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 미반영

퇴직급여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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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노무비의 계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6조(직접노무비의 계산) 

ⓛ  직접노무비는 실제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

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

한 경우 표준작업지시서 등에 의한 표준공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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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상연구개

발비에서 대체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노무비단가 = 총발생노임 / 총 실근로시간

 2.  총발생노임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퇴직급여는 제15조 제1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중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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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시간(여

유시간은 제외하며, 초과근로시간은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산업대분류, 상용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④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제5조 제1항에 따른 반복계속품목에 대한 원가검증은 해당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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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정 노무자의 예상급여액이 정부가 고시한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예상급여액을 위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1) 직접노무비 산정

직접노무비는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노무량은 실제 직접작업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여유시간을 제외한 표준공

수로 산정할 수 있다. 노무비단가는 업체 결산실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총 발생노임을 총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민수와 군수를 병행하는 업체들(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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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공기업 등 포함) 중에서 민수 비중이 군수에 비해 현저히 커서 민수에 투입된 

인력의 비용까지 모두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분야에 투입된 인

원의 총발생노임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임률을 산정하기도 한다.

계약이행기간 중 임금인상에 의한 노무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노사합의서 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인

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이하 ‘경총인상률’이라 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경총

인상률 적용시 정부에서 매년 확정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무자는 정부고시 최저

임금으로 조정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직접노무비 M  원가대상제품 노무량 x 노무비단가*

원가대상제품 노무량 ① 실 직접작업기간 → ② 표준작업기간(여유시간 제외)

노무비단가* 산정
직전년도 총 발생노임(기본금 + 각종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

직전년도 총 실근로시간(직접작업시간 → 근태시간 → 통계시간)

[참고 10] 직접노무비의 계산

[참고 11] 일반협력업체 노무비단가 변동분 반영 기준

구분
X-1년도 

(결산실적)
X년도(원가계산시점) X+1년도(계약이행기간)

노무비단가

실적노무비단가
X-1년 실적 노무비단가에

X년도 변동분 반영

X년도 적용노무비단가에

임금인상률 반영

-  임금인상 실적률 반영 

 : X-1년도 대비 X년도 임금인상 

   실적률 산출하여 반영

- 노사합의사항 반영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 

 인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인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임금인상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 계산 예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평균

1.6% 동결(0%) 동결(0%) 2.0%
0.66%

(2016년, 2017년, 2018년)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인상률 미제시 연도 제외, 제시 연도 중 최근 3개년 임금인상률을  

 기하평균 산출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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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량의 구분

노무량(작업시간)은 작업조건, 측정시간, 기술수준, 시설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산정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히 군수물자의 경우에는 조달물량의 제한으

로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하에서 정확한 작업시간의 산정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국방

획득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작업시간을 예측

하고 있다.

구 분 의 의 내 용

작업

노무량

직접작업

노무량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노무량

제조지시서별, 작업종류별 등으로 직접 구분,  

집계되는 순작업시간

간접작업

노무량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무량

조회, 작업지시, 작업준비, 여유  

(작업여유, 용무여유, 피로여유, 대기여유) 등

무작업 노무량

당해제품 생산에 직·간접으

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노임

이 지급되는 노무량

연·월차, 유급휴가, 청원휴가, 생리휴가,  

공민권행사(각종투표, 선거 등), 근로자의 날, 

예비군 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공훈련, 자연

보호, 새마을 운동, 회사창립행사, 복지 및  

교육 행사(체육대회, 심신수련대회 등),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된 출장 등

노무량의 구분 사례

3) 노무비단가 산정 시 적용 시간

노무비단가 산정시 총 실근로시간은 업체의 근로시간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아래 사항

중 적용한다.

ⓐ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이란 일반협력업체에서 제품별 투입된 직접작업시간

을 기록, 집계, 관리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직접작업시간을 

적용할 경우 여유시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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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근태시간

‘총 근태시간’이란 제품별 직접작업시간이 관리되지는 않지만 출근과 퇴근시간을 기

록, 집계, 관리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며 출퇴근 시간은 일반협력업체의 취업규칙 등에 정

해진 근무시간으로 한다. 시급제 인원의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

간을 제시하는 경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 집계,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급된 임금

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시급제 이외의 경우에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보안을 목적으로 한 보안시스템의 활용과 근무일지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안시스템의 활용은 출입인원의 ID카드 및 지문인식을 통해 출입과 퇴실 시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 및 집계가 용이하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

다. 근무일지 등의 기록 방법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총 근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다. 총 근태시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협력업

체는 근태시간과 여유시간이 관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여유시간을 제외한 총 근태시간을 반영한다. 

ⓒ 고용노동통계시간(원가산정 시점 직전 3개년 간 발표자료 산술평균) 

일반협력업체가 직접작업시간 및 근태시간을 관리하지 않아 반영할 수 있는 총 실근로

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통계시간을 적용한다. 고용노동통계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발표한 평균노동시간 최근 3개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이때 최근 3개년이라 함은 원가검증 시점 직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의미한다.

통계시간 산술평균 대상연도

발표자료 발표자료 발표자료

2015년 (X-3년) 2016년 (X-2년) 2017년 (X-1년) 2018년 (X년)

원가산정시점

[참고 12] 고용노동통계시간 산술평균 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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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 확인 출처

4) 합리적 원가산정을 위한 일반협력업체의 작업시간 관리노력

일반협력업체는 총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유지하거나 보다 향상된 방법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스템과 인력의 부족으로 근태시간 및 직접작업시간 관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산정 및 검증을 위해 업

체에서도 관리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직접작업시간
직접작업 

시간
직접작업시간근태시간 직접작업시간

노동통계 

시간

업체 원가관리 추진단계 순서

업체 관리 실태에 따라 적용

[참고 14] 직접작업시간, 근태시간, 노동통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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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접노무비의 계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7조(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 

 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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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노무비율 산정 시 

대상 노무비는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5조 제1항 각 호를 합한 금액 즉,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급여는 직접노무비 산정 

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단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참고 15] 간접노무비의 계산

간접노무비 계산

간접노무비율*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직전년도 총 간접노무비
× 0.6 +

전전년도 총 간접노무비
× 0.4

직전년도 총 직접노무비 전전년도 총 직접노무비

※ 산정된 간접노무비율은 103%이지만 상한인 100%를 적용

103%

검증시점 간접노무비율

직접작업시간95%

57%(95%x0.6)

직전년도 간접노무비율

직접작업시간115%

전전년도 간접노무비율

46%(115%x0.4)

간접노무비 계산 사례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실무편람 46

3 경비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8조(경비의 구성)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품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전용감가상각비, 기술료(기술도입 

 비 포함),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를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경비 외의 경비를  

 말한다.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비목을 말하며 노무비와 함께 재료를 추가 가공하는 데 소비된 자원의 가치로서 가공원가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경비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직접경비는 생산 제품별로 직접 계산하며, 

제18조 2항에 예시된 외주가공비 등을 말한다. 간접경비는 2종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

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간접경비율을 산정 후 배부하여 계상한다.

가. 직접경비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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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량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기술료(기술도입비) :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결(Know-

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

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

술제휴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

게 이연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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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비 : 해당 품목에 직접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

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해당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공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어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시험검사비 :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

만, 자체 시험검사비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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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비는 7개의 비목(전용감가상각비, 기술료(기술도입비),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외주용역비)에 한해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

생산에 중요한 요소이거나 특정제품 생산 원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의 발생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며, 직접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

산 시 제조원가명세서에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항목(단, 전용감가상각비 제외)으로 별도 

집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전용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자산(유ㆍ무형자산)의 물리적 원인(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 자산 

마멸), 기능적 원인(진부화, 부적합화),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가 감소함

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

한다. 전용감가상각비란 특정제품의 생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효용가치 감소

를 의미하며 총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상한다. 총 조달물량의 정확한 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상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용이란 제품이 특정되지 않는 한 민수와 방산을 구

분하여 방산에만 사용된다고 해서 ‘전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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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감가상각비를 직접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업체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기 위해 자산

의 전용성에 대한 소명자료와 전용자산 취득내역(취득금액 및 취득예정금액, 취득일자 및 

취득예정시기,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 관련증빙), 회계처리 내역, 사업별 전용자산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16] 전용감가상각비 원가반영 Flow

자료 검토

자료 검토

간접경비 반영

확인서 발행

확인서 발행

간접경비 반영

간접경비 반영

간접경비 반영

소명자료 제출
(전용성 소명,취득내역,

회계처리내역, 관련증빙)

시작

일반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 일반협력업체일반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 정부기관

시작

소명자료 제출

(전용성 소명,취득내역,

회계처리내역, 관련증빙)

간접경비 반영

직접경비 반영

원가자료 제출

간접경비 반영 확정

◼  정부기관 미검증 대상 품목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 검토결과로 확정

제출자료 검토

자료 검토

확인서 발행

2) 기술료(기술도입비)

기술료란 제품 생산을 위하여 기술제휴에 따라 지불되는 면허료, 로열티 등의 비용을 

말하며 기술도입비는 기술비결의 획득비(Know-how비), 해외기술자 초청비, 해외기술

훈련비, 국외여비, 기술자문비 등을 말한다.

N

N

Y

Y



     

일
반
협
력
업
체
의 

일
반
군
수
물
자 

원
가
산
정 

기
준

제3장

48 49

◦ 기술료 계산

 •매출액에 일정금액(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기술제휴자에 지급하는 실비상당액

 •제조기간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기술제휴기간(제조기간)에 지급하는 총액을 기술제휴기간 및 당해연도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계산

 •생산물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개년간 총 생산물량

 •기술제휴기간이 미확정/생산계획물량이 미 통보된 경우 

  ⇢ 3년간 균등 이연상각

 •기술도입비 계산

◦ 지급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상당액 직접계상

기술료 계산 사례

3) 개발비

개발비는 특정 제품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 기술개발 및 연구비를 말하며,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으로 재무상태표

에 반영될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고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명시한 경상연구개발비와 같이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

는 경우 개발비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개발비 관련 금액 중 특정비목(예 : 재료비, 노무

비, 경비 중 재료비만 계상)만 반영하여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 시 왜곡이 이루어진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비 금액을 원비목으로 재구분하여 공통원가 및 제비율을 산

정하여야 한다.

◦ 생산계획물량이 통보되는 경우

 ⇢ 총 생산물량(생산계획물량 포함)으로 나누어 계산

◦ 생산계획물량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 3개년 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여, 당해 연도의 생산능력/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

◦ 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 없는 비용

 ⇢ 당해 연도 일시 상각가능

개발비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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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력업체에서 개발비를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결과자료 및 결과물

◦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와의 기술개발 실시 전 협의 결과 자료

◦ 기술개발에 소요된 투입비용

개발비와 관련한 일반협력업체 제출자료

4) 특허권사용료

특허권사용료는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 생산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계산

◦ 특허권이 방산 이외에 사용될 수 없고 특허기간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  총 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

◦ 특허권사용료를 생산량(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일정율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  실비상당액을 특허권사용료로 계상

특허권사용료 계산 사례

5) 시험검사비

시험검사비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질분석이나 성능시험을 위하여 외부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재질분석과 같이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직접경비로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경비(지급수수료 계정)로 반영할 수 

있다. 이 때 시험검사비를 간접경비로 반영 시에는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구   분 원가반영 기준

제품 단위당 발생비용 · 직접경비 반영(도면, QAR 등에 명시된 경우)

주기적 발생비용 및 공통비용 · 간접경비(지급수수료)로 반영 가능

시험검사비의 원가반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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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주가공(용역)비

외주가공(용역)비는 시설, 기술 및 생산능력 등의 부족으로 자체제조(용역)가 불가능하여 외부

에 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일반협력업체가 외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인원을 자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외

주가공(용역)비로 반영한다. 

◦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소사장제 포함)을 체결하고 자체 생산공정에 투입 ⇒ 외주가공(용역)비

◦ 회사자체에서 고용한 잡급, 일용직 및 실습생 등 ⇒ 노무비

외주가공(용역)비 계산 사례

나. 간접경비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0조(간접경비의 계산) 

①  간접경비는 각 비목별로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비목별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에 해당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비목별 배부경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비목별 총 배부경비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

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복

리후생비 및 보험료에 대한 배부경비율은 총 배부경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배부경비 중 감가상각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감가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총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배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

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직접경비인 전용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한다.

 2.  경상연구개발비(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 포함) :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

해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반영하며, 그 외의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기 전 원비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재구분하여 간접재료비율, 노무비단가, 간접노무비율, 배부경

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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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 간접경비의 계산

간접경비 계산 노무비 x 간접경비율*(노무비법), (직접재료비+노무비)×간접경비율*(원가법)

간접경비율* 
(노무비법)

직전년도 총 간접경비

(복리후생비와 보험료만)
× 0.6 +

전전년도 총 간접경비

(복리후생비와 보험료만)
× 0.4

직전년도 총 노무비 전전년도 총 노무비

간접경비율*
(원가법)

직전년도 총 간접경비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제외)
× 0.6 +

전전년도 총 간접경비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제외)
× 0.4

직전년도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 합계

전전년도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 합계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품별로 직접계산 할 수 없

기 때문에 배부계산 한다. 간접경비 중 복리후생비와 보험료는 노무비법으로, 복리후생

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경비 비목은 원가법으로 산정한다. 

1)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물리적 원인, 기능적 원인,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

가 감소함에 따라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비용을 

말한다. 감가상각비는 배부경비율 산정 시 반영하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9조 제1호에 따라 직접경비로 반영한 전용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2)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는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1차 협력

업체가 계약상대자에게 확인(2차 협력업체는 방산업체인 1차 협력업체가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접경비로 반영하며, 그 이외의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기 전 원비목

으로 재구분하여 공통원가 및 제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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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 소요비용

원비목재구분직접경비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 소요비용

간접경비
원비목
재구분

[참고 18] 경상연구개발비의 원가반영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기 전 원비목으로 재구분하는 방법은 [참고 19]와 같다.

직접재료비매출원가

재 료 비경상연구개발비

제조원가명세서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

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간접노무비

직접재료비직접경비

직접재료비간접경비

직접재료비일반관리비

예시)  일반관리인원 인건비 경상연구 

 개발비 처리

경상연구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

한 경우에는 원비목으로 재구분하고,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매출원가에 가산

재 료 비경상연구개발비

손익계산서

[참고 19] 경상연구개발비의 원비목 재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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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경상연구개발비 재구분前 경상연구개발비 재구분後

제조원가 율(%) 제조원가(A)
경상연구개
발비구분(B)

계(A+B) 율(%)

재
료
비

직접재료비 7,353,000 7,353,000 2,081,000 9,434,000

간접재료비 91,000 0.91% 91,000 91,000 0.71%

계 7,444,000 7,444,000 2,081,000 9,525,000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471,000
15,382원

(m/h)
1,471,000 351,000 1,822,000

15,857원
(m/h)

간접노무비 1,171,000 79.61% 1,171,000 400,000 1,571,000 86.22%

계 2,642,000 2,642,000 751,000 3,393,000

경
비

직접경비 1,347,000 1,347,000 810,000 2,157,000

간접경비(노) 603,000 22.82% 603,000 68,000 671,000 19.78%

간접경비(원) 1,413,000 14.14% 1,413,000 764,000 2,177,000 16.97%

계 3,363,000 3,363,000 1,642,000 5,005,000

경상연구 개발비 4,474,000 (689,000)

제조원가
(당기총 투입비용)

17,923,000 13,449,000 4,474,000 17,923,000

    ▣  경상연구개발비 구분(B)의 간접경비 764,000원 중 689,000원은 경상연구개발비 인정분임

경상연구개발비 원비목 재구분 사례

3) 운반비의 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 반영

운반비는 제품별 직접계산하지 않고 간접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반영한다. 제품 생산에

서 납품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반비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간접경비 반영

 •원재료 매입 시 발생 운반비

 •제조공정상 발생 운반비

  - 여러 단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할 경우 공정 이동을 위한 운반

  - 외부 전문 업체에 도장, 도금 등을 위해 이동하기 위한 운반

  - 원재료 및 완제품을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기 위한 운반

○ 일반관리비 반영

 납품을 위하여 완제품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운반

운반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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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력업체에서 국내원재료 매입과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운반비를 제품별로 직접 

추적하여 반영하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품별 직접계산하지 않고 간접경비

로 반영한다. 제품 생산에서 납품까지의 진행 과정 중 국내원재료 매입 및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운반비는 간접경비로 반영하고 제조와 관련없는 납품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일

반관리비로 반영한다.

업체에서는 국내원재료 매입 및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시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하고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회계처리 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 결산자료가 구분되어 회계처리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

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된 운반비 내역을 확인하여 납품 시 발생한 운반비를 간접경비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비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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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1조(일반관리비의 구성)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 의 비용 즉, 임·직원 급여(수당 및 상여 포

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

각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운영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2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일반관리비를 총 매출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

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산정한다.

 1. 조함공사 : 100분의 6

 2. 조립금속 : 100분의 7

 3. 용역 : 100분의 5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협력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한다.

 1. 조함공사 : 100분의 8

 2. 조립금속 : 100분의 9

 3. 용역 : 100분의 7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10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관리인원의 퇴직

급여는 직접노무비 산정 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참고 20] 일반관리비의 계산

일반관리비 계산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직전년도 총 일반 관리비

× 0.6 +
전전년도 총 일반관리비

× 0.4
직전년도 총 매출원가 전전년도 총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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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업체 : 베어링 납품 중소기업]

※ 산정된 일반관리비율은 9.19%이지만 상한(중소 및 중견기업 경우)인 9%를 적용

9.19%

검증시점 일반관리비율

직접작업시간
8.75%

(산출률)

5.25%(8.75%x0.6)

직전년도 일반관리비율

직접작업시간
9.85%

(산출률)

전전년도 일반관리비율

3.94%(9.85%x0.4)

일반관리비율 산정 사례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의미하며, 「협력업체 원가

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0조 제3항 제2호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는 해당 금

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0조(간접경비의 계산)

①  제2항의 배부경비 중 감가상각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감가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총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배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

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직접경비인 전용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한다.

 2.  경상연구개발비(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 포함) :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

해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반영하며, 그 외의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기 전 원비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재구분하여 간접재료비율, 노무비단가, 간접노무비율, 배부경

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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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3조(이윤)  

이윤은 총원가 기준 9%를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의 10%를 적용한다.

제조품목의 이윤은 총원가의 9%를 적용하고 용역품목은 부가가치 기준 10%를 적용한

다. 현장원가관리지침(’15. 4. 2. 폐지)에서는 제조품목의 이윤을 부가가치 기준 25%로 

적용하였으나, 매뉴얼이 시행(’15. 1. 1.)된 이후에 주계약이 체결된 건의 제조품목 이윤

은 총원가의 9%로 적용한다.

[참고 21] 이윤의 계산

제조품목(제조원가)

용역품목(용역원가)

총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9%

부가가치(총원가-외주용역비-기술료)x10%

6 비원가항목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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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5.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金不算入) 항목

비원가항목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지체상금, 위약금, 벌과금, 손

해배상금, 소송비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비용(기부금 등), 군수품 생산 

및 조달과 관련이 없는 비용(접대비, 판매수수료, A/S비 등) 및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

입 항목 등 원가계산제도에 있어서 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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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입완성품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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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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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한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정부규격,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외에 포장비, 검사비 

등의 추가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직접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추가직접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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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완성품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품목과 국외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원가를 산정한다. 

구 분 구입완성품(국내구입) 구입완성품(수입)

구입가격 공급가액 수입가격

일반관리비 업종별 상한율 적용 업종별 상한율 적용

 계산방법

[(공급가액+추가비용)

×(1+업체 일반관리비율)]

+[(추가비용+일반관리비)×이윤율25%]

[(물자대+부대비용+추가비용)

×(1+업체 일반관리비율)]

+[(부대비용+추가비용+일반관리비)

×이윤율10%]+수입제세

•부대비용 : 일반물자 또는 방산물자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는 수입부대경비

•수입제세 : 관세, 특소세, 농특세 등 부과되는 제세

•추가비용 : 포장비, 인건비, 검사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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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26조(기타사항)  

①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

가계산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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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원가명세서와 손

익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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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한한다) : 군수분

야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적용

1차 협력업체가 계약 상대자에게 확인(2차 협력업체는 방산업체인 1차 협력업체가 확

인)을 받아야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일반협력업체의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산정시 결산

실적이 직전 1년간만 있는 경우 실적의 100%를 적용하고, 결산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해당 주계약에서 검증한 일반협력업체의 평균율을 결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

율을 적용한다. 

민수와 군수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에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

령」에 따라 군수분야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군수분야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

계산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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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 적용시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부칙 제2018-2호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8년 5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시

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주계약 계약체결 시 적용한 원

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다만, 제7조의2 개정이전에 주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조항을 적

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은 2018년 5월 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5월 4일 이전 계약 체결하고 2018년 5월 4일 이후 정산하는 경우에도 본 매뉴얼의 제7

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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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형태별 제비율 적용 기준

일반협력업체의 경우 계약형태별로 [참고 22]와 같이 공통원가 및 제비율을 적용한다.

[참고 22] 유형별 제비율 적용 기준

구분

정부기관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

일반협력업체

일반협력업체 제비율 적용 기준

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검증시점 최근 2개년도 결산서

정산

일반개산계약
확정계약

최종납품 시점 최근 2개년도 결산서
개산계약

중도확정계약

확정계약

납품완료 시 : 최종납품 시점 최근 2개년도 결산서

납품미완료 시 : 계약상대자의 중도확정 시점 최근 2개

년도 결산서

개산계약

업체간 계약서에 중도확정 시점을 명시한 경우 

 →   계약서상 중도확정 시점 기준 최근 2개년도 결산서

업체간 계약서에 중도확정 시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납품완료 시 : 최종납품 시점 최근 2개년도 결산서

 →   납품미완료 시 : 계약상대자의 중도확정 시점 최근 

2개년도 결산서

특정비목 

불확정 계약

확정계약
최종납품 시점 최근 2개년도 결산서

개산계약

[참고 22]의 유형별 제비율 적용 기준 중 특정비목불확정 계약의 경우는 정부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불확정비목이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인 경우에 일반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 계약건

의 정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용역품목의 경우 계약 시에는 검증시점 최근 2개년도 결산서(최

근연도로부터 6:4 가중평균)를 기준으로 제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정산 시에는 년도별 

실적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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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에 따른 검증대상 사업 등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수행 방법 및 절차, 원가산정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란 계약관리본부장과 군수품 조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체결하였

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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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하

려는 자(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

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

결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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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군수품매출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여 발

생된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나. 계약상대자

 다. 1차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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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군수물자”란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를 말한다.

8.  “다자간 협약”이란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원가검증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계약관리본부장, 계약상

대자, 협력업체) 전체가 동의하고 서로 공유함을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원가검증대상 및 검증방법

제3조(원가검증의 대상) 

①  원가검증팀장은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에 따른 검증대상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한다) 기준 5억 원 이상의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조달품목(용역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원가

검증을 실시하되 품목의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협력업체 조달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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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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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다. 

다만, 주계약이 특별검증대상인 경우에는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품목에 대해 검증

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품목(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발주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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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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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가검증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

하는 품목(해당 검증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

액이 30억 원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④  가격분석팀장,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및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은 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원가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방법 및 원가산정기준은 

제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이 '협력

업체 원가검증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원가검증 방법) 

① 협력업체 조달품목의 원가검증은 주계약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가검증팀장은 주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일반협력업체와 제6조에 따른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전 일반군수물자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하고 주계약 정산 시 그 검증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군수품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인 일반협력업체가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품목(이하 “반복계속

품목”이라 한다)은 주계약이 아니라 해당 일반협력업체별로 원가검증을 실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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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산정

(원가정산을 포함한다)한 실적이 있고 국방중기계획서 등에 따라 향후 2년 내에 조달

될 것이 명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원가검증 주기 등) 

ⓛ  원가검증팀장은 반복계속품목에 대하여 일반협력업체별 2년 주기로 원가검증을 실시

하되, 계약이행 및 공정한 원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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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가검증팀장은 반복계속품목에 대하여는 최근 원가검증 가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

는 제조업 생산자 물가지수(총지수)의 최근 5개년 기하평균율(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가격을 적용하여 원가를 반영한다. 이 경우 물가지수의 평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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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검증팀장은 계약관리본부장을 대신하여 기

명날인할 수 있다.

제3장 검증대상에 따른 원가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제1절 검증대상별 원가산정기준

제7조(원가산정기준) 

①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

칙」 및 그 하위규정(이하 “방산원가규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다.

②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는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르되, 다음 각 호

와 같이 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구입완성품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라 원가를 산정

한다.

 1. 투하자본보상비 :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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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윤 : 총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9%.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외주가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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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계약의 정산원가 산정시 하도급계약이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협력업체 원가는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비목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료비 및 경비 단가 : 하도급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한 단가를 판단하여 적용한

다. 단가가 하도급계약시점 이후 상당한 정도로 변동된 경우 하도급계약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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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변경을 

통해 규격이 변경된 경우나 하도급 계약시점에 소요량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

우는 변경된 규격을 적용한다.

 3.  노무량(노무공수) : 실발생 노무량을 집계·관리하는 협력업체로서 하도급 계약시

점 이전 실적 노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실적 노무량을 분석하여 적용하며, 계약시점 이전 실적 노무량 자료가 없거나 표준

공수를 적용하는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표준공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4.  공통원가·제비율·환율 :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정산시점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연구개발, 초도양산, 성능개량 등 사업의 성격이나 명시적, 묵시적 계약내용에 비

추어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 체결이 예정되

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

적, 묵시적 계약내용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이행과정이나 

원가검증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금액 정산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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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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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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3.  포장재료비 :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

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보조재료비 :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

비액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

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

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비용

제9조(직접재료비의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10조에 따른 소요량에 원가계산 시점

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장재료비는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간

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에서 110분의 10을 차감한 가격으

로 한다.

제10조(직접재료의 소요량) 

①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

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

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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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

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주계약이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관한 계약인 경우로서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

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

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재료가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른 국산화 부품인 경우에는 방산원

가규정등을 준용하여 수입가격 등으로 단위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물의 평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불량제품 및 기타 부산물(이하 “설물”이라 한다)은 금

액으로 평가한 후 재료비에 차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급품(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

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설물도 포함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物資代),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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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근

무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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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서 재료비에서 차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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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료, 창고보

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제14조(간접재료비의 계산) 

①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계상하

지 아니한다.

 1. 원가법 :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2. 직접재료비법 : 직접재료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3. 노무비법 : 노무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②  제1항의 간접재료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최근 2개년도에 대해 최근연도

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1.  원가법 : 총 간접재료비(소모품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총 직접재료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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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급여액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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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

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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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접노무비의 계산) 

ⓛ  직접노무비는 실제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

된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직접작업

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표준작업지시서 등에 의한 표준공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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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연구개발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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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ㆍ집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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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분

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④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제5조제1항에 따른 반복계속품목에 대한 원가검

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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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 

예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예상급여액을 위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노무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간접노무비의 계산)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

여 계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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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간접노무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간접노무비를 총 직접노무비로 나눈 비

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 경우 직접노무비 및 간

접노무비는 제16조제3항제2호의 총발생노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8조(경비의 구성)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품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전용감가상각비, 기술료(기

술도입비 포함),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를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경비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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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량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기술료(기술도입비) :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결

(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

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

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3.  개발비 : 해당 품목에 직접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

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

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해당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공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어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시험검사비 :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을 말

한다. 다만, 자체 시험검사비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

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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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

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7.  외주용역비 : 용역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0조(간접경비의 계산) 

①  간접경비는 각 비목별로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비목별 배부경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에 해당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다.

②  제1항의 비목별 배부경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비목별 총 배부경비를 총 직접재료비

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에 대한 배부경비율은 총 배부경비를 총 노무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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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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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 의 비용 즉, 임·직원 급여

(수당 및 상여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

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

운영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제22조(일반관리비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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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일반관리비를 총 매출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

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산정

한다.

 1. 조함공사 : 100분의 6

 2. 조립금속 : 100분의 7

 3. 용역 : 100분의 5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협력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

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일

반관리비율을 산정한다.

 1. 조함공사 : 100분의 8

 2. 조립금속 : 100분의 9

 3. 용역 : 100분의 7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10

제23조(이윤) 

이윤은 총원가 기준 9%를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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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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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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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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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한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정부규격,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외에 포장비, 

검사비 등의 추가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직접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추가직

접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①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6조제4항에도 불구

하고 원가계산시점이 아니라 실발생 가격 및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은 해당 품목을 납품받는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

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손량 중 불량량

 2. 제19조제1호에 따른 전용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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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9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

 4.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③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은 조정된 제조원가명세

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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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용하여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해당 훈령 별지2 서식을 작성하여 검증받은 경우에 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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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

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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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

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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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

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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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

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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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

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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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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

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부 칙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18-2호(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 주계약의 협력업체 조달품목에 대한 적용례) 

이 매뉴얼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시행 이후에 정산하는 주계약에 관한 협력업체 조달품

목에 대하여는 주계약 계약체결 시 적용한 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다만, 제7조

의2 개정이전에 주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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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계약상대자-방위사업청간

원가검증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이하 “협약참가자”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

탕으로『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 협력업체, 

계약상대자의 원가자료 제출 및 검증(이하 “원가검증”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매뉴얼에 따라 합리적인 원가검증 활동을 통해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공정

한 검증단가를 결정하며 원가 검증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품목) 

방위사업계약 중 방위사업청이 계약상대자와 수의 및 개산 계약한 사업의 협력업체가 생

산하는 군수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협조) 

협약참가자는 관련법규 및 규정, 매뉴얼에 따라 원가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

한다.

제4조(원가검증 계획수립 및 자료제출) 

①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원가검증계획(원가검증일정, 검증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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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업무외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 다자간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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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가검증 수행) 

협약참가자는 원가검증 계획에 따라 원가검증을 수행한다.

제6조(검증결과 확정) 

①  협약참가자는 상호 동의하에 제2조(대상품목)의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결과를 확정

하고, 방위사업청은 그 결과를 협력업체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가검증 결과에는 공통원가정보 및 품목별 검증단가 등이 포함된다.

제7조(검증결과 적용)

①  협약참가자는 방위사업청과의 방위사업 계약을 위한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6조(검

증결과 확정)의 품목별 검증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검증년도에는 검증단가를 적용하되, 차년도에는 매뉴얼 제5조 제2항에 따른 물가인

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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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무 부서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한다.

제10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및 방위사업청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정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

는다.

20    년        월       일

협력업체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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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원가검증 Check-List

구 분
점검결과

비 고
예 아니오 비 해당

검증 대상품목 확정

1.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인가? 

군수품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인 경우 : 검증 대상 업체

군수품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 검증 미실시

2.  대상업체의 결산완료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초과인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초과인 경우 : 검증 대상 업체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경우 : 검증 미실시

3. 대상품목이 계약 기준 5억 원 이상 품목에 해당하는가? 

계약 기준 5억 원 이상인 경우 : 검증 대상품목으로 확정

계약 기준 5억 원 미만인 경우 : 검증 미실시

4. 대상 업체가 최근에 원가검증을 받은 적이 있는가?

검증 실적이 있는 경우 : 검증된 공통원가 및 제비율 적용

검증 실적이 없는 경우 :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

5.  대상품목이 다자간협약을 체결하여 반복·계속품목으로 검증 

실적이 있는가?

검증 실적이 있는 경우 : 

원가검증단가 ×생산자 물가지수(최근 5개년 기하평균율)

검증 실적이 없는 경우 : 검증 대상품목으로 확정

6. 검증 대상별 원가산정 기준 및 방법을 확인하였는가?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 → 방산원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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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검결과

비 고
예 아니오 비 해당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 방산원가 기준 

적용하되, 투하자본보상비는 제외하고 이윤은 총원가 기준 

9%를 적용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 

일반협력업체의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기준(매뉴얼 제3장 

제2절)

원가산정 기초자료 검토

1. 공통원가 및 제비율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조직도 기준 직/간접, 일반인원의 구분 확인

직접노무비단가의 적정성 확인

* 총 발생노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확인

* 총 실 근로시간 확인

   ①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작업시간

   ② 총 근태시간

   ③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의 적정성 확인

 *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서 확인된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 소요비용 중 개발비는 직접경비로 경상연구개발비는 

간접경비로 반영

 *  그 이외의 비용은 원비목으로 재구분하여 공통원가 및 제비율 

 산정시 반영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산정 

내역 확인

 *  최근 2개년 결산서를 기준(최근 년도로부터 각각 6:4의 

비율)으로 산정

 *  원가계산 직전 1년간만 결산실적이 있을 경우 1년간의 실적을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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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검결과

비 고
예 아니오 비 해당

2. BOM은 도면 및 규격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

BOM정보를 토대로 재료비 소요량 확인

규격(도면, 사양 등) 수정사항 반영 여부 확인

 감손율 적용이 적정한지 확인

3. 단가표는 구매형태 및 단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재료비 단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인

재료비 구매 단가의 적정성 확인

수입재료비 관세율 등 확인

4. 수입환산율 관련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는가?

수입재료비 환율 적용시점 확인

수입부대경비(통관료, L/C개설료, 보세창고료, 국내운반비, 

하역료 등) 제요율 확인

5. 직접노무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직접 작업시간(실적 및 표준공수 등)의 적정성 확인

평균 임률(사업기간, 년도별 임금인상률 등)의 적정성 확인

6. 직접경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전용감가상각비 : 상각 대상금액 및 총 상각물량 확인

기술료 : 지급조건 및 기간 등 확인

기술도입비 : 지급조건 및 총 상각물량 확인

개발비 : 발생금액 및 총 상각물량 확인

특허권사용료 : 지급조건 확인 

시험검사비 : 시험 내역(규격서 등) 및 발생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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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검결과

비 고
예 아니오 비 해당

외주가공(용역)비

* 가공공정의 직접 작업공수와 중복 여부 확인

* 지급조건 및 발생금액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1. 업종별 상한 및 중소(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이윤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제조

 *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물자 → 방산원가 이윤 

 적용

 *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 총원가 기준 

9% 적용(투하자본보상비 제외)

 *  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군수물자 → 총원가 기준 

 9% 적용

 용역 

 *  방산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방산용역 → 방산원가 이윤  

 적용

 *  방산/일반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일반용역 → 부가가치 

 기준 10% 적용

 구입완성품 

 * 국내 : (추가비용+일반관리비)×이윤율25%

 * 수입 : (부대비용+추가비용+일반관리비)×이윤율10%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 또는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았는가?

감손량(불량량)

전용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정산하는 품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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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 등의 확인서 양식

<확인서> 1. 감손량(불량량) 관리대장

순
번

품번 품명
불량량

사유 비고
인정 불인정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신청업체 : 이름 : 일자 :

일자 :

(인)

(인)이름 :주계약업체 :

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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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2. 전용감가상각비 관리대장

순
번

자산코드 품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신청업체 : 이름 : 일자 :

일자 :

(인)

(인)이름 :주계약업체 :

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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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장비 이력 관리 CARD

품       번 품       명

용       도

규       격

자산코드

(사진)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용부서

설치장소

수       량

단       가

금       액 출상각 기상각 금번상각 미상각

일       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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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3.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관리대장

순
번

사업명
기간

금액 비고
시작                            완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신청업체 : 이름 : 일자 :

일자 :

(인)

(인)이름 :주계약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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