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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al weapons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cquired through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Recently, 
acquisition of some naval ships have been delayed, and the causes of the delays have been recognized as inappropriate project 
management at the Execution Phase. However, we argue that the delay problem in naval ships acquisition should be approached, 
with due regard for the entir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That is, We should try to investigate from Planning Phase 
to those of Programming, Budgeting and Execution Phas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ctual cases of the 
delay in naval acquisition at all phases of the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investigation, we tried to 
identify the naval ship Acquisition Delay Factors and find out the Weights of those factors. As the next step, we calculated 
the Influence Measures on the naval missions, including the Cost of Naval Capability Gap derived from the delays in acquisition 
of naval ships. As a final step, we calculated the Acquisition Delay Measure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Acquisition 
Delay Factors and the Influence Measures. Then we evaluated and analyzed what the results stand for. Finally, we made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The improvement suggestions we made for preventing delay in acquisition of naval ship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a shift in perception.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Acquisition Delay Factors in acquiring naval 
ships and manage them from the Planning Phase. Second, resolution must be concerted efforts. All relevant agencies, not just 
a few, should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acquisition delay. Third, analysis must be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data. This allows the elaborating of naval ship Acquisition Delay Factors and Delay Measures. If this research method is 
applied to other military weapons systems in the future, we may be able to not just identify the Acquisition Delay Factors in 
acquisition of other military weapons systems, but also pursue improvement in tho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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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함정무기체계를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은 “최적의 성
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
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15]. 이는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서 성능, 일정, 예산 3가지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개
청된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 획득시기와 관련
된 신속성과 효율성보다는 투명성과 획득절차 준수를 강
조했다는 평가가 있다[4]. 또한, 무기체계 획득지연에 대
한 법적 책임은 방사청과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
터 발생하고, 획득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됨
으로써 지연의 귀책사유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획득시기가 임박한 무기체계의 획득지연이
초래하는 안보공백의 문제점 등을 국정감사, 언론 등에
서 다룸으로써 집행단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경향이 있다.
반면 기획ㆍ계획ㆍ예산 단계에서는 획득지연에 대한

관련기관 간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가 마
련되어 있고, 집행단계에 비해 법적인 다툼의 대상, 경제
적 이해관계 및 세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
이 있다. 이와 같이 획득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상대적
유연성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배치 지연과 노후 무기체계
적기 교체 차질로 전력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획득지연과 전력공백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과 전력화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집행단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함정무기체계획득(이하 ‘함정획득’)에 있어서도 획득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획득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는 함정획득지연 원인을
대부분 방사청의 사업관리 측면과 함 건조 간 지연, 즉, 
업체의 인도지연 등과 같이 국방기획관리체계의 집행단
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함정무기체계
획득지연의 원인을 국방기획관리체계 모든 단계에서 시
스템적 사고에 기반하여 식별하고, 함정획득지연으로 인
하여 소요군에 미치는 전력공백 등의 영향에 대한 실증
적, 정량적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함정획득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획득절

차 또는 사업관리를 개선하는 제도ㆍ정책적 연구와 획득
지연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제도ㆍ정책적 측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 et al.[13]은 방사청 개청 이후 함정설계에 소요군이
실제 참여하고 있으므로 방사청과 조선소에 소요군을 편
성 또는 조함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and Kim[11]은 작전운용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내

실화하고 시운전과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시운전 기
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ho and Choi[1]는
별도의 절차로 관리되어 온 함정획득절차를 대체하는, 
시스템공학(System Engineering)에 입각한 절차를 새롭게
제시하고 주요 단계별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Shin[18]은 체계공학의 확대, 적용하는 추세를 고
려하여 소요군의 현장감독관 파견과 설계검토 참여 및
함정연구개발절차의 별도 제정을 제안하였고, Kim et al. 
[9]은 시험평가의 수행주체와 수행방안의 정립과 함정사업 
특성에 적합한 시험평가 수행체계를 제시하였으며, Choi 
et al.[2]는 함정사업에 한국형 체계공학 적용의 필요성과
관ㆍ도급 분류업무의 개선 및 착ㆍ중도금 보증제도를 보
완하기 위한 기성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함정획득지연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제안한 연구에

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문제점을 식별하고, 
설문 및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함정획득지연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
였다[10, 14]. 그러나 설문응답자들의 전문성과 이해도의
차이와 설문에 대한 부정확한 응답으로 통계분석 방법론
의 장점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공감대
를 형성하기 어려운 요인분석 결과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정획득지연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획득지
연이 발생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연요인을 새롭게
도출하고, 지연요인 별로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획득지
연으로 소요군에 파급되는 전력공백 등의 영향력 정도를
정량화하여 척도화 하였다. 지연요인의 중요도와 영향력
척도 그리고 지연요인과 영향력척도 간의 상호관계를 이
용하여 최종적으로 지연척도를 산출하였다. 실제사례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식별된 획득지연분석
과 실제 종사자의 인식 간의 부정확성도 개선하고자 한다.

2. 함정무기체계 획득절차 

국방기획관리체계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자원관리체계이며, 업무의 시차적
흐름으로 보면, 기획(Planning), 계획(Programming), 예산
(Budgeting), 집행(Execution)단계로 구성된다. 평가(Evalua-
tion)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분석평가 기능을 제공한다[6].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획단계에서는 전력(戰力) 소요제
기와 소요결정을 하며, 계획에서 집행까지 단계에는 재원
계획이 반영된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업추진, 시험
평가 등이 포함된다[16].
함정획득을 위한 핵심절차를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각

단계별로 도식하면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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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cquisition Process of Naval Ship

함정획득절차는 기획단계인 소요에서부터 시작된다. 소
요군에서 장기전력소요를 제기하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
참’)는 합동성 차원에서 제기된 함정무기체계의 필요성, 운
용개념, 전력화시기 및 물량 등을 검토하여 장기전력소요
를 결정한다. 장기전력에 대해 소요군은 개념설계를 통해
작전운용성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구
체화하여 중기전환을 제기하고, 합참은 중기전력으로 소요
를 결정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중기전력으로 소요결정 되었거나, 국

방부의 소요검증을 통과한 함정무기체계 또는 장기소요
이나 중기대상기간에 착수가 필요한 함정무기체계 등을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재원계획인 국방중기계획에 반
영하며,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추진기본전
략을 수립한다.
예산단계는 함정획득을 위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

하는 단계이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에 의뢰한다. 함정무
기체계 중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기재부가 방사청
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결정한다. 방사청은 결정된 총사
업비를 근거로 연도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의사결정과
정을 거쳐 부처안을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는 각 부처안을 심의하고 정부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하며, 국회는 관련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
정한다.
집행단계에서는 방사청과 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 함

건조 절차를 추진한다. 함 건조 절차는 탐색개발(기본설
계),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 건조) 및 후속함 건조 단
계로 추진된다. 건조된 함정은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
평가, 인수시운전평가 등을 거쳐 소요군에 인도됨으로써
함정획득절차가 완료된다.
일반무기체계는 방사청 주관으로 수립한 사업추진기본

전략에 따라 탐색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작전운용성
능(ROC)을 구체화한다. 다음 단계인 체계개발을 통해 시
제품을 개발하고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은 후 규격화ㆍ목
록화 한 후 양산한다. 함정획득절차와 일반무기체계 획득
절차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행연구 시의 개념설계 분
야이다. 일반무기체계 획득 시에 적용되는 시제품의 개념
이 함정획득절차에는 없다. 즉, 처음 건조되는 함정을 시
제함이라 부르지 않고 선도함으로 획득하고 작전에 투입
한다. 함정획득은 개념설계를 통해 작전운용성능(ROC)을
구체화하고, 탐색개발(기본설계)과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함 건조)을 통해 시제품(함) 없이 선도함을 획득하고 이어
후속함을 양산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소요제기부터 전
력화까지 약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장
비와 체계가 함정에 탑재되어 하나로 체계 통합되는 복합
무기체계(System of Systems)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와 같
은 특징으로 인해 함정획득절차에는 일반무기체계의 획
득절차보다 위험요인(Risk)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내재
되어 있으며, 관리되지 않은 위험요인은 함정무기체계 적
기 획득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함정획
득절차와 함정무기체계 특징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함정
획득지연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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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절차 및 지연요인의 식별

3.1 영향요인 상호관계 분석 절차 및 방법

3.1.1 분석 절차

기획단계에서 목표한 획득시기에 맞춰 적기에 함정을
획득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획득영향요인
들의 상호관계 분석은 5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 획득지
연요인 식별, 2단계 획득지연요인들의 중요도 분석, 3단계
함정획득지연이 초래하는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영향력척도선정 및산출, 4단계실제 지연사례에지연
요인의 중요도와 영향력척도를 적용한 지연척도의 산출 및 
분석, 5단계 개선방안 도출로 구성하여 수행하며, 획득영향
요인 상호관계 분석 절차를 도식하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 Analysis Process

3.1.2 분석 방법

기획ㆍ계획ㆍ예산ㆍ집행의 각 단계에서 지연요인의
중요도와 함정획득지연이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척도
의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지연요인ㆍ영향력척도 간의 상
호관계에 따라 중요도와 영향력척도 값을 곱하여 최종적
으로 지연척도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식별된 지연요인들 간에는 함정획득지
연에 있어 상대적 중요도가 있으므로 이를 설문과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 적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설문과 분석
은 엑셀을 이용하였고, AHP는 Expert Choice를 통해 수
행하였으며, 사전설문을 2회 실시하여 설문항목의 구성
과 내용을 사전 검증하고 수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획득지연에 따른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

력요인의 분석으로, 획득지연으로 초래되는 손실가치로

정의하였다. 손실가치는, 첫째, 전력공백비용, 둘째, 공정
지연에 따른 소요군의 행정강요비용, 셋째, 시험평가 지
연에 따른 함정 요원의 인건비 추가 비용, 넷째, 항해시
운전 평가 시 장비고장 등으로 인해 획득지연과 함께 발
생되는 재시운전 평가 항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유
류비, 다섯째, 시험평가 사격 시 함포사격 목표 명중률
달성 실패 등으로 인한 획득지연과 함께 발생되는 해상
사격 재시험평가를 위한 함포탄 추가 확보 비용이고, 이
를 계량화할 수 있는 산출식을 구성하여 영향력척도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지연요인

과 영향력척도 간의 상호관계를 연결하고, 지연요인 중
요도(Xa~Xk)ㆍ영향력척도의 합(Y1~Y5)을 가지고 지연척
도(Za~Zk)를 최종 산출하였다. 분석 방법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Analysis Method

3.2 함정획득지연요인 식별 및 확정

함정무기체계 획득영향요인의 상호관계 분석을 위해
서는 적기 함정획득을 저해하는 요인들, 즉,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함정획득지연요인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연구된

기존 연구자료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경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들 중에, 획득된 함정 또는
획득절차가 진행 중인 함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연요인
을 확정하였다.
방산비리 수사, 감사, 부정당 업체 제재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는, 
국방기획관리체계 범주를 벗어나므로 실제 지연사례에
서는 제외하였다.
군사보안을 고려하여 함정명은 A, B, C 등으로 약칭

하였고, 획득지연기간은 기획단계의 중기전력 소요결정
시 확정된 획득 목표시점을 기준으로 지연되는 기간을
개월 수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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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함정획득지연요인의 식별

국가안보에 대한 미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의 중기전력 소요결정 시에 함
정획득의 적정 연도를 결정한다. 특히 함정무기체계의
적기 획득을 위해서는 국내 과학기술의 구현 가능성, 탑
재장비 확보 가능성, 건조 일정 등도 고려된다. 그러나
소요결정 시 결정된 함정획득시기는 국방기획관리체계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7개의 지연요인으로 <Table 1>과 같이 정리하
였다[3, 5, 12].

<Table 1> Pre-identification of Delay Factors

Phase Delay Factors

Planning ∙Delay in decision of requirement
∙Delay due to verification and modifying requirement

Programming ∙Incomplete preemptive action
∙A shortage of resources

Budgeting ∙Incomplete preparation for project launch

Execution ∙Ship building process delay
∙T&E process delay

<Table 1>을 참고하여 최근 5년간 경하톤수 500톤 이상
의 획득 대상 함정을 조사한 결과, 지연사례는 28건이었으
며, A함정 등 25척이 획득지연 되었다. 국방기획관리체계
단계별로 구분한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으며, 함정획
득 지연 원인들을 오른쪽과 같이 9개의 지연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지연 원인을 국방기획관리체계 단계별로 살펴보면, 기

획단계에서는 4개의 원인으로 지연되었고 작전운용성능
(ROC)과 관련된 소요결정단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소요검증 결과 반영을 위한 지연도 식별되었다. 계획단계
에서는 5개의 원인 중 4개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중기계획
반영 우선순위가 하순위로 조정이 되어 함정획득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중기계획 반영을 위한 선행조치인 사업추
진기본전략의 수정으로 함정획득이 지연되었다. 예산단계
에서는 사업타당성 재조사와 국회ㆍ기재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예산 미획득으로 획득이 지연된 사례가 식별되

었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연 원인이 16개로 다른 단계에 비
해 다수의 원인이 식별되었고,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이외
에도 의사결정 지연으로 함정획득이 지연되었다.
획득지연된 함정별로 지연 원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25척 중 하나의 지연 원인으로 획득지연된 함정은 22척
으로 88%를 차지하고, 2개 이상의 지연 원인으로 획득이
지연된 함정은 BㆍDㆍF 3척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The Cases of Acquisition Delay

Phase NO Ship Cause of Delay Delay Factor

Planning

1 A Undetermined of ROC ① Requirement 
Decision2 B Modification of ROC 

3 C Delay in project analysis

4 D Reflect the requirement 
verification results

② Requirement
Verification

Programm-
ing

5 D Modification of project 
management strategy

③ Preemptive
Action

6 E

Insufficiency financial 
resources

④ Resources

7 F

8 G

9 H

Budgeting

10 I Re-study of project 
feasibility research

⑤ Project
Feasibility 

11 J Delay in project feasibility 
research

12 K Lack of budget ⑥ Budget

Execution

13 L Change of project 
management method

⑦ Decision
Making

14 M Change of contract method

15 B Design change etc. ⑧ Project
Management16 N Equipment failure

17 O Delayed development 

18 F Process delay etc.

19 P Delayed delivery etc.

20 Q Delayed delivery

21 R Restructuring

22 S Delay of leading ship delivery

23 T Delayed delivery

24 U Equipment failure ⑨ Test &
Evaluation25 V Equipment defect

26 W Fire accident etc.

27 X Bad weather etc.

28 Y Equipment defect etc.

3.2.2 함정획득지연요인 확정 및 범주 정의

함정획득지연요인은 소요반영ㆍ소요검증ㆍ사전조치ㆍ
재원ㆍ사업타당성ㆍ예산ㆍ의사결정ㆍ사업추진ㆍ시험평
가 9개로 식별하였다. 연구의 일관성과 향후 연구분야
발전을 위해 9개 지연요인에 대한 각각의 해당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기획에서
집행단계 간 발생한 함정획득지연과 관련된 자료, 전문
가ㆍ실무자 의견청취, 현장 인터뷰 자료, 계약문서, 지체
상금의 부과, 시험평가 지연, 소요군 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Table 3>과 같이 함정획득지연요인과 각각의
범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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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egory of Aquisition Delay Factors

Delay Factors Category

Requirement 
Decision

∙Delay in prior study
∙Delay in requirement decision
∙Delay in specification of requirement

Requirement
Verification

∙Delay in requirement verification
∙Delay in modification of requirement reflection 

necessity verification
Preemptive

Action
∙Insufficient preliminary measures for the reflection 

of the 5 Years Defense Plan 

Resources

∙Not reflecting on timely project launch to comply 
with acquisition time
∙Not allocating appropriate annual budget for project 

management
Project

Feasibility
∙Delay in project Feasibility Research
∙Delay follow-up of project Feasibility Research

Budget ∙Non-acquisition of appropriate budget 
Decision
Making

∙Delay of committee deliberation
∙Delay of decision making to resolve Risk

Project 
Management

∙Delay in signing a contract
∙Insufficient process control

Test &
Evaluation

∙Non-compliance of schedule
∙Delay in correction of defects

4. 함정획득지연요인 상호관계 분석

4.1 지연요인의 중요도 분석

9개의 지연요인들이 함정획득에 어느 정도 상대적 중
요도를 가지는 지에 대해, 국방부ㆍ합참ㆍ소요군(해군)
ㆍ방사청을 대상으로 소요기획, 중기계획, 예산편성, 사
업관리 및 시험평가 등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는 영관장교 이상 함정획득분야 전문가ㆍ실무자 40명
을 설문하여, 중요도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으로 분석하였다[8, 17, 19]. 

<Table 4>는 9개 지연요인의 중요도 결과이다. 
‘사업추진’, ‘소요반영’ 2개 요인의 중요도가 높으며, 

‘재원’, ‘예산’ 2개 요인의 중요도는 낮다. 즉, 함정획득지
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는 소요결정 등을
적기 수행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공정관리 등을 함정획득
일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재원’과 ‘예산’ 지연요인으로 인
한 실제 지연사례는 5건으로 전체 28건 대비 18%를 차지
하는 것에 반해, 중요도는 9개 지연요인 중 낮게 평가되었
다. 이것은 2018년 이후 확대재정 정부기조의 영향으로 국
방비 확보 여건이 일시적으로 나아졌고 이러한 상황이 실
제 지연사례와 달리, 설문자의 경험과 인식이 반영되어 설
문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Table 4> Weight by Delay Factors(D.F)

Delay Factors Weight

Requirement Decision 0.174 
Requirement Verification 0.134 

Preemptive Action 0.108 
Resources 0.069 

Project Feasibility 0.083 
Budget 0.047

Decision Making 0.102 
Project Management 0.177 
Test & Evaluation 0.106

4.2 함정획득지연이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

함정획득을 지연시키는 9개의 지연요인을 국방기획관
리체계 모든 단계에 걸쳐 기존연구와 실제사례를 기반으
로 식별하였으며, 중요도 분석을 통해 지연요인의 중요
도를 수치화하였다. 그런데 함정획득지연요인의 중요도
분석에서는, 전력화 지연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자
주 발생하는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인 국방비 확보 여건으
로 인해 실제 지연사례와 달리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도 있으며, 설문응답자가 근무한 분야 또는 관심 있는 분
야만 보는 경주마의 ‘차안대(Blinker)’와 같은 오류가 포
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된 지연요
인이, 함정지연으로 초래되는 영향력도 크다는 비례성이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문응답자의
주관ㆍ직관ㆍ경험을 객관화한 9개의 지연요인의 중요도
와 실제 사례에서 함정획득지연으로 인한 소요군 손실가
치로 계량화한 전력공백비용 등 5개의 영향력척도를 같
이 사용하여 함정획득지연 현상을 실제 상황에 근접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함정획득지연의 5개 영향력척도는
<Table 5>와 같이 정의하였다.

<Table 5> Influence Measures(I.M)

I.M Define of Measures Data Element

Cost of 
Capability Gap

Cost incurred delayed 
delivery of Naval Ship

Total Cost,
Delayed Period

Additional 
Administrative 

Cost

Additional administrative 
expense borne by the 
Navy due to process delay

Travel Expense, 
Meeting Expense

Labor Cost Labor costs incurred due 
to delayed T&E

Labor Cost Unit Price,
Number of People

Fuel Cost Fuel costs incurred by 
additional T&E

Fuel Unit Cost,
Navigation Distance

Ammunition
Cost

Additional ammunition 
costs incurred by 
additional gun firing T&E 

Ammunition Unit Price, 
Number of Fired 

Ammunition



Jeong-Oh Hwang․Hyun-Seung Oh․Bong-Wan Choi․Dong-Soon Yim54

손실가치 추정에 있어, 영향력척도 중 전력공백비용은
함정획득지연 시 결정된 총사업비를 사용하였으며, 영향력
척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영향력척도의 총사업비
를 제외한 기타 손실가치 산출을 위해서는 함정획득이 지
연된 그 시점에서 실제 계급별 인원수, 계급별 인건비 단가, 
항해 시운전 거리, 함포 발사탄수 등이 필요하나, 본 연구
에서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각종 데이터를 시험평가 등
에 직접 참여한 요원들을 인터뷰하여 일반화하여 적용하였
으며, 수천억 원 단위인 총사업비의 규모가 수억 원 수준의
타 영향력척도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데이터의
일반화로 인한 연구결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2.1 전력공백비용

전력공백비용은 함정획득이 지연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함정획득은 적
기에 이루어져야 하나, 지연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전력들의 노
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그 노력의 비용을 지연된 함정의
총사업비와 지연기간으로 정의하였다. 전력공백을 비용
으로 산출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척도는 획득지연함정의
총사업비와 대상함정의 총 수명주기기간 대비 획득지연
기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력공백비용 = 총사업비 ×
획득지연기간

수명주기기간
(1)

4.2.2 행정강요비용

함 건조 공정이 지연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관련기
관 회의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소요군은
회의를 참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여비ㆍ일비ㆍ식비와 같
은 출장비와 회의비 등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소
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Table 6>과 같이 일반화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산출식은 식 (2)와 같다. 

<Table 6> Additional Administrative Cost

Item
Reference Formula

(Generalization)
Unit Price

(per month)

Travel 
Expenses

3 Departments×3 Officers×Travel 
Expenses Unit Price

￦2,600,000Meeting
Expenses 1 Meeting Expense(￦100,000)

Labor Cost 4 Departments×4 Officers×Labor Cost 
Unit Price(￦100,000)

행정강요비용 = 기준값×획득지연기간 (2)

4.2.3 인건비

소요군은 함정을 업체로부터 인수받기 위해 항해시운
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함승조원을 부임시키고, 운용시험

평가 시에는 시험평가 및 인수평가 요원을 투입하게 된
다. 함정이 적기 획득이 되는 경우에는 함승조원과 평가
요원은 함정을 인수한 이후 계획된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함정획득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
간만큼 함승조원과 평가요원이 계획된 임무에 투입될 기
회가 상실되게 되며 이를 손실로 평가하였다. <Table 7>
과 같이 승조원과 평가요원의 인건비를 일반화하였고, 식
(3)과 같이 계산식을 적용하여 1개월 지연될 경우의 비용
을 산출하였다. 

<Table 7> Labor Cost

Item
Reference Formula

(Generalization)
1 Month 

Delay Cost

Surface 
Ship

Crew 
Expenses

Average Number of Crew(130)×
1 Day Labor Cost(￦100,000)

0.405 
billion wonEvaluation 

Agent 
Expenses

Average Number of Evaluation 
Agent(5)×1 Day Labor Cost
(￦100,000)

Submarine

Crew 
Expenses

Average Number of Crew(40)×
1 Day Labor Cost(￦100,000)

0.135 
billion wonEvaluation 

Agent 
Expenses

Average Number of Evaluation 
Agent(5)×1 Day Labor Cost
(￦100,000)

인건비 = 기준값×획득지연기간 (3)

4.2.4 유류비

유류비는 시험평가 지연 시 추가되는 함정유류비이며, 
인도 지연 기간 동안 시험평가를 위해 기존 계획된 항해
횟수 보다 추가적으로 항해할 경우에 발생되는 함정의
유류비용이다. 함형별 유류소모량, 항해거리, 유류단가
등을 <Table 8>과 같이 기준값과 식 (4)의 산출식으로 정
의하였다[7].

<Table 8> Fuel Cost

Item
Reference Formula

(Generalization)
Unit Price

Fuel Expenses 
of Navigation 

Commision

Fuel consumption Rate(ℓ/km)×
Distance(km)×Fuel Unit Price(Won) 
= 65×120×670

￦5,200,000

유류비 = 기준값×항해 횟수 (4)

4.2.5 탄약비

시험평가단계에서 해상사격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탄약이 추가로 소요된다. 함정인도 시 유도탄에
대한 시험평가는 유도무기체계에서 별도 예산과 사업관리
로 추진되고 함정에 탑재되므로 제외하고, 함포에 의한 해
상사격 시험평가의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Table 9>와 같
이 기준값과 식 (5)의 산출식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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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M Calculation Results

D.F ShIp Month

Influence Measures(I.M)

Cost of 
Capability Gap

Add.
Admin. Cost

Labor
Cost

Fuel
Cost

Ammo
Cost

Ave.

Requirement Decision

A 60 379.472

177.777B 12 137.138

C 12 16.722

Requirement Verification D 12 117.167 117.167

Preemptive Action D 48 468.667 468.667

Resources

E 48 662.267

334.269
F 12 127.033

G 12 163.100

H 12 384.678

Project Feasibility
I 24 13.167

17.428
J 12 21.689

Budget K 12 159.778 159.778

Decision Making
L 36 192.875

466.493
M 24 740.111

Project Management

B  2 22.856 0.052

65.939

N  1 7.778 0.026

O  8 73.333 0.208

F  9 95.275 0.234

P  8 55.006 0.208

Q  5 34.378 0.130

R  8 118.620 0.208

S  1 6.876 0.026

T 12 177.930 0.312

Test & Evaluation

U  2 15.556 0.052 8.10

95.272

V 14 26.743 0.364 18.90

W  6 88.965 0.156 8.10 0.52

X  6 88.965 0.156 8.10 0.52

Y 13 192.757 0.338 17.55 0.52

<Table 9> Ammunition Cost

Item Reference Formula(Generalization)

Ammunition 
Expenditure

 Unit Price of Ammunition by Caliber
 ×Reference Number of Fired Ammunition

탄약비 = 기준값×추가 사격 횟수 (5)

4.2.6 영향력척도 산출결과

앞에서 정의한 기준값과 산출식에 따라 영향력척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탄약비의 경우에는 P, Q함정에서만 함포시험사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추가로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나, 

복수공정 수행으로 지연된 공정을 다른 공정에서 완충하
는 효과로 인해 획득지연까지는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척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4.3 지연척도 산출

4.3.1 상호관계 분석

함정획득지연과 관련하여 9개의 지연요인을 산정하고
각 지연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영향력척도의 정
의 및 크기를 산출하였다. 9개 지연요인의 최종 지연척도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연요인과 영향력척도 간의 상호
관계 연결이 필요하며, 실제 지연사례를 기반으로 <Figure 
4>와 같이 상호관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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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rrelation of Factors and Measures

‘소요반영’, ‘소요검증’, ‘사전조치’, ‘재원’, ‘사업타당
성’, ‘예산’, ‘의사결정’ 7개 지연요인은 함정획득지연으로
인한 전력배치가 지연되므로 영향력척도의 ‘전력공백비
용’과 상호관계가 있으며, 각각의 지연척도로 연결하였다. 
‘사업추진’ 지연요인은 영향력척도의 ‘전력공백비용’, ‘행
정강요비용’과 상호관계가 있으며, 최종 ‘사업추진지연척
도’와 상호 연결하였다. ‘시험평가’ 지연요인은 영향력척
도의 ‘전력공백비용’, ‘행정강요비용’, ‘인건비’, ‘유류비’, 
‘탄약비’와 상호관계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험평가지연
척도’로 그 크기를 산출하였다.

4.3.2 지연척도 산출결과

지연척도는 9개 지연요인의 수치화된 최종값이며, 함정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함정획득지연요인별 각각의 상대적
지연크기의 정도를 나타낸다. 지연척도는 첫째, 9개 지연요
인의 중요도, 둘째, 지연요인에 해당되는 실제 지연함정들
의 영향력척도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되며 식 (6)과 같다.

지연척도 = 중요도×영향력척도 (6)

지연척도 산출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Delay Measures Calculation Results

Delay Factors
Elements Delay

MeasuresWeight I.M

 Requirement Decision (R.D) 0.174 177.777 30.933
 Requirement Verification (R.V) 0.134 117.167 15.700
 Preemptive Action (P.A) 0.108 468.667 50.616
 Resources (RS) 0.069 334.269 23.065
 Project Feasibility (P.F) 0.083  17.428  1.477
 Budget (BG) 0.047 159.778  7.510
 Decision Making (D.M) 0.102 466.493 47.582
 Project Management (P.M) 0.177  65.939 11.671
 Test & Evaluation (T.E) 0.106  95.272 10.099

4.4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4.4.1 결과 분석

함정획득지연이 국방기획관리체계 중 집행단계에서 집
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례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개의 지연요인에 대해 지연기간이 제일 긴 경우를 1
순위로 하고, 지연요인의 중요도ㆍ영향력척도ㆍ지연척도
는 점수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Table 12>와 같다.

<Table 12> Delay Factors Priority

Priority Delay Period Weight I.M D.M

1 P.A P.M P.A P.A

2 D.M R.D D.M D.M

3 R.D R.V RS R.D

4 RS P.A R.D RS

5 P.F T.E BG R.V

6 R.V D.M R.V P.M

7 BG P.F T.E T.E

8 T.E RS P.M BG

9 P.M BG P.F P.F

<Table 12>와 같이 중요도와 지연척도 간에는 우선순
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함정획득지연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의한 지연요인 관리보다는 함정
획득지연에 따른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반영한 지
연척도에 근거하여 지연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앞의 <Table 10>을 참고하여 분석하면,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지연요인에서의 지연사례 수는 나머지 7개 지
연요인에 비해 약 2배에서 3배까지 많이 발생하지만, 영
향력척도와 지연척도의 값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 이후 지연요인인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요인의 지
연기간은 1개월에서 14개월인 것에 비해, 나머지 7개 요
인에서는 12개월에서 60개월의 연 단위로 지연됨에 따라
지연척도의 값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지연척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지연요인

의 중요도보다는 영향력척도이며, 영향력척도에 영향을
주는 주 인자는 획득지연이 발생하는 빈도보다는 함정
획득 지연기간임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까
지 고려해야하며, 계약 이전인 ‘소요반영’에서 ‘의사결
정’까지의 지연요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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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개선 방향

함정획득지연은 국방기획관리체계 모든 단계에서 발
생하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함정획득지연요인을 관리해
야하며, 지연발생의 빈도보다는 연단위로 획득이 지연되
는 지연요인 관리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한 개

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의 전환이다. 적기 함정
획득을 위해서는 함정획득의 지연 원인을 요인화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연요인을 관리할 필
요가 있다.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작전운용성능(ROC)·획
득시기․소요량․선행연구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
기에 소요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집행단
계에서 함정획득지연이 대부분 발생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획에서 예산 단계까지에서도 획득지연이 발생
되고,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지연된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노력의 결집이다.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해 방

사청, 업체뿐만 아니라,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모든 기
관이 지연원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협업해야 한다. 
1척의 함정을 획득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과 같은 종합 예술이다. 즉, 국방기획관리체계 모든 단계
와 모든 기관이 관련이 있다. 어느 한 단계에서만 잘 한
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단계에서만의 문제도 아
니다. 함정이 적기에 획득된다는 것은 모든 단계에서 관
련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함정획득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지
연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총동원하고 집중해
야 한다.
셋째, 데이터의 축적이다. 무기체계획득지연은 방산비

리 의혹, 부정적 여론, 국정 감사, 직무 감사, 처벌 등과
같이 부정적 측면이 있어, 지연사례에 대한 자료가 축적
및 관리되지 않고 사라져버리거나 접근이 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지연사례 연구를 통해 지연요인과 지
연척도를 고도화할 수 있으며, 사업별 중점 관리해야 하
는 지연요인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
과 분석 그리고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적기에 함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방기획
관리체계에서 함정획득 지연사례를 조사하여 함정획득
지연요인을 정의하였고,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AH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함정획득지연이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력과 산출식을 정의하여 영향력척도를 산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함정획득에 있어 획득지연요인들
이 가지는 가치의 정도를 지연척도로 산출하였다.
산출결과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함정획득지연이 국방기획관리체계 중 집행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며, 지
연사례를 통해 9개의 획득지연요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 
함정획득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의한 지연요
인 관리보다는 함정획득지연에 따른 소요군에 미치는 영
향력까지 반영한 지연척도에 근거하여 지연요인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지연요인
에서의 지연사례 수는 나머지 7개 지연요인에 비해 약 2
배에서 3배까지 많이 발생하지만, 영향력척도와 지연척
도의 값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 이후 지연요
인인 ‘사업추진’과 ‘시험평가’ 요인의 지연기간은 1개월
에서 14개월인 것에 비해 나머지 7개 요인에서는 12개월
에서 60개월의 연 단위로 지연됨에 따라 지연척도의 값,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연척도에 영향
을 주는 인자는 지연요인의 중요도보다는 영향력척도이
며, 영향력척도에 영향을 주는 주 인자는 획득지연이 발
생하는 빈도보다는 함정획득 지연기간임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요군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
한, 함정획득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이전인 ‘소요반
영’에서 ‘의사결정’까지의 지연요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함정획득지연방지를 위한 인식

의 전환, 노력의 결집, 데이터의 축적 세 가지의 개선방
향을 제안하였다.
실제사례에 기반한 본 연구방법을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하게 되면, 무기체계 획득지연요인에 대한 객관적이
고 실증적인 고찰과 분석력을 높일 수 있고, 적기에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
후에는 더 많은 지연사례의 축적, 지연요인의 추가 발굴
및 정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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