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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계공학 부문

국방조달에서 부정당업자 별분석 모형 개발

Discriminant Analysis for the Prediction of Unlawful Company 

in Defense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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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ractor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defense project is essential factor in the modern defense acquisition 
task. The occurrence of unlawful company causes hastiness for project manager and setback to the deployment of 
defense weapon system. In this paper, we develop a prediction model for the effective defense project by using 
the discriminant analysis and analyse the variables that discriminate the unlawful company in many variables. It is 
expected that our model can be used to improve the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of defense acquisition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rocurement procedure through entry of the reliable defense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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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방획득 사업은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와 

장비  물자류를 획득하기 해 매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방 사업청의 2010년 집행 산규모는 

12.2조원으로 방 력개선비 9.1조원, 경상운 비 3.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방 산의 41.4%에 이

르는 막 한 산이다. 이러한 획득사업은 규모의 

형화와 오랜 획득기간으로 인하여 일 이고 효율

인 사업 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한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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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무기체계는 최소 수십 년간 국방력의 일익을 담당

하고, 이와 함께 ILS 요소  물자/장비류 한 군사

력 건설을 해 요한 요소이므로, 효율 이고, 효과

인 국방사업을 한 건 한 계약업체 리는  

국방획득 업무에서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Fig. 1. 국방비와 방 사업청 집행 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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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사업청은 매년 수시로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제27조, 동

법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불성

실하거나 불공정한 행 를 하는 업체에 해 계약진

입을 공정한 기 과 투명한 차로 차단하기 해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오고 있다*[2]. 그

러나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는 매

년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당업자의 발생은 수요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

의 납기를 지키지 못해 무기체계의 력화에 큰 차질

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수요군 뿐 만 아니라, 사업 

 계약담당 들로 하여  획득업무에 있어 불안감 

 조 함을 불러일으켜 획득사업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사업 리 능력에 향

을 주는 9가지 요소 
[3] 조달 리 측면에서 국방획

득업무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군납업체들의 최근 

5년간 기업데이터(12가지 재무비율  종업원수)와 

군납실 (군납실  액  군납횟수)을 활용하여 

별분석을 이용한 부정당업자 발생 측 모형을 개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방조달 에서 부정당업자 

발생 측 연구를 진행했다는 경험 인 기여 이외에

도 향후 신규  기존업체들의 국방조달 입찰참여시 

부정당업자의 개연성을 사 에 발견하여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들에게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모형의 결과로 국방 사업

리자들의 사업 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 한 국방조

달 업체의 진입을 통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방

법론  방 사업청 조달업무  부정당업자에 한 

고찰을 제시하 고, 3장에서는 부정당업자 별분석

을 한 데이터 수집, 4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하

다.

* 부정당업자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반함으로써 정

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의미하며, 이들에 해 정부

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

간(1개월 이상 2년 이하) 배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라고 하며 통상 부

정당업자제제라고 함.

2. 연구방법론  국방조달 업무 개요

가. 연구방법론 고찰

  별분석은 1936년 Fisher에 의해 최 로 소개된 다

변량 통계분석기법으로써
[4],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

이고,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일 때 선험 으로 정의된 

두 개 이상의 집단들을 가장 잘 별할 수 있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의 선형조합을 찾아내는 분석기법이

다. 이러한 별분석을 통해 찰된 집단들에 한 

별 수의 평균들이 통계 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고, 별함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체를 분류하

며, 집단간의 차이를 어떤 독립변수가 가장 많이 설명

하여 주는가를 찾아낸다.
  독립변수들간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별함수는 

집단내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집단간의 분산을 최

화되도록 얻어지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 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별 수(discriminant score), 별함수

의 계수인 는 가 치(weight), 그리고 는 독립변

수(independent variable)를 의미한다.
  자료들로부터 별함수를 얻으면, 이로부터 각 집단

내의 측치마다 별 수를 모두 구한 후, 각 집단의 

별 수의 평균을 구한 것을 집단의 심(centroid)이
라 하여 이들 심간의 거리가 집단들 간에 분류가 

잘 되었는가를 단하는 측도가 된다. 한 이 심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체를 어느 집단에 분류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경계 을 구한다.
  별분석에서는 이론 으로 독립변수들의 결합분포

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과 모집

단의 종속변수와 각 집단별 독립변수들의 공분산 구

조가 같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나
[5], 지 까지의 연구

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이 다소 배되더라도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표본의 

크기가 클 때는(n≥50)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6].

  별분석은 심리학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과 인 분

류기 을 개발하고, 그룹을 분류하는 변수들의 요성

을 측정하기 해 리 사용되어 왔으며
[7～9], 기업의 

도산을 측하는 방법론  근을 해서도 별분석

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회계변수를 이용한 Beaver의 

단일변량분석에 의한 도산 측
[10]을 효시로 Altma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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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별분석[11]이 소개되어 한동안 기업도산 측

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12,13].
  본 논문에서는 별분석을 이용한 국방조달에 있어

서 부정당업자를 측하기 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

으로써, 기존의 기업도산 측을 한 연구들을 통해 유

사하다고 단하 고, 기존의 연구들이 기업의 재무비

율을 통해 측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을 단할 수 있는 

재무비율 뿐만 아니라, 군납특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군납실 (군납실  액, 군납실  횟수)과 아울러 종

업원수를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나. 방 사업청 조달업무  부정당업자

  방 사업청의 군수품 조달업무는 2010년을 기 으로 

국방비  방 력개선비(9.1조원)와 경상운 비(3.1조
원)에 해당하는 막 한 규모로써, 각 군의 조달요구와 

방 사업청 사업 리본부의 계약의뢰에 의해 계약

리본부는 연간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별 조달

단  원가산정을 통해 공고/입찰  상, 계약, 생산

납품, 지불 등 일련의 과정을 Fig. 2와 같이 수행

한다.

Fig. 2. 방 사업청 조달 차

  이러한 일련의 과정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시 결정방법으로 일반 으로 부가세 포함 

2.2억원이상인 품목에 해서는 격심사제도를 용

하여 업체의 납품실 , 기술능력, 경 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심사하고, 생산능력확인 상품목으

로 지정된 품목에 해서는 업체의 생산능력도 포함

하여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게 국방

조달 차상에 심사제도를 운 해오고 있으나, 매년 

부정당업자의 발생수는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Table 1. 부정당업자 발생건수
[14]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발생건수 93 77 65 83 62 71

  방 사업청은 과거 국방부 조달본부 시  여러 군

납비리 등의 척결을 해 투명성, 효율성, 문성 확

보를 목표로 개청이 되었으나, 2006년 개청이후로도 

부정당업자의 발생수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

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Table 1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Table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16]

구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1호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

제2호 부정 하도

제3호 공정거래법 반

제4호 조사설계 액․원가 계산 액 등의 부 정 산정

제4의2호 타당성 조사 등의 부 정 산정

제5호 타당성 조사 등의 부 정 산정

제6호 안 사고(사망사고) 발생

제7호 계약의 불체결․불이행

제8호 담합행

제9호 입찰․계약 서류 조․변조

제10호 고의 무효 입찰

제11호 뇌물 수수

제12호 입찰 불참가

제13호 입찰 참가․계약이행 방해

제14호 감독․검사의 방해

제14의2호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미제출 는 제출 후 심

사포기

제15호 실시설계 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

제16호 부 한 감리원 교체

제17호 사기 등 부정행 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제18호 공공 계약 련 사  출 지정보 무단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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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

약이행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반

하므로써 정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의미하고, 
이에 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 내에서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하여 정부의 계약상 불이익을 방지하

는데 목 을 둔 제도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제도라고 하며
[15], 이에 한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Table 2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방 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한 심의는 Fig. 3을 통해 볼 수 있

듯이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부서에서 계획지원부

로 의뢰한 후 계약심의회를 통해 결정되며 이 결과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입력하고, 업체에 통보되어 

일정기간동안 업체는 정부집행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

하다.

Fig. 3. 계약심의회 차[17]

3. 부정당업자 별분석을 한 데이터 수집

  부정당업자의 지속 인 발생에 따른 국방조달의 차

질을 방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0
년간 방 사업청에 등록된 3450개의 업체  군납실

이 있는 국내업체 1107개 업체와 국내 부정당업자 

183건에 한 군납업체의 리스트와 군납실 (군납실

 액, 군납실  횟수)를 방 사업청으로부터 수집

하 고, 이들  소기업청에 등록된 제조업체  부

정당업자 88개와 부정당없이 정상 으로 납품을 한 

견실업체 188개의 업체에 한 리스트와 재무비율, 종

업원수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시 측모형을 검증하기 해 부정당업자 

 견실업체에서 각각 20개의 업체를 검증용 데이터

로 활용하 으며, 부정당업체에 해서는 부정당제재 

직 년도 자료를 수집하 다.
  상업체를 소기업과 제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방 사업청과의 군납계약을 하는 업체  부정당제재

를 받는 업체의 규모가 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군납을 하는 업체의 부분이 제조업을 기반으

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 소기업의 자료

에 따르면
[18], 소기업은 1976년 이후 지속 으로 성

장해왔지만, 2003년부터 제조업의 부가가치, 출하액, 
종사자 수 등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 이 하락

하고 있으며, 소기업간 과다경쟁  기업규모의 

세화로 인해 제조 소기업이 지속 성장을 하는데 문

제 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국내․외에서 

기업의 도산 측을 해 많이 사용된 재무비율에 추

가하여 군납실  액, 군납실  횟수, 종업원수를 고

려하여 별분석을 실시하 다. 이는 기존의 연구는 

재무비율에 근거하여 기업의 도산여부를 측하 으

나, 본 연구는 기업의 건 성 측면에서 12가지의 재무

비율을 독립변수로 채택함과 아울러 국방분야와 조달

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납실  액과 군납실  

횟수를 독립변수로 채택하 다. 한, 2003년 이후로 

제조 소기업의 종사자 수 비  하락에 따라 종사자 

수가 제조 소기업의 성장에 문제 을 주는 요인 

의 하나로 밝 져
[18] 종사자 수 한 독립변수로 채택

하 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측데이터는 2006년
부터 2010년 간 부정당업자  견실업체 데이터 276개 

이고, 독립변수로는 Table 3과 같이 각 업체들의 재무

비율  군납실  액, 군납실  횟수, 종사자수이며, 
Target 변수는 부정당 제재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4. 부정당업자 별분석 모형  분석결과

가. 별분석 모형

  별분석은 기본 으로 독립변수들의 결합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기본 으로 가정하므로, 
Shapiro-Wilk's test를 통해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

다. 그 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수  0.01에서 정상분포

를 보여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귀

무가설을 기각하 다. 한 모집단의 종속변수와 각 



구   분 내    용 산 출 식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기업에 투하 운 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 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체

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
전기자산총계
당기자산총계

×

매출액증가율
년도 매출액에 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

로서 기업의 외형 인 신장세를 단하는 지표 전기매출액
당기매출액

×

순이익증가율

년도 당기순이익에 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

의 증가율로서 기업 체의 수익성의 신장세를 

단하는 지표
전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수익성

업이익율

기업의 주된 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단하기 

한 지표로서 제조  매활동과 직  계없

는 업외 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비한 것으로 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

ROE
자기자본에 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

ROIC
생산  업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투하자본
×법인세율

안정성

부채비율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과의 계를 나타내는 표

 재무구조 련지표 자기자본
부채총계

×

이자보상배수
업이익으로 융비용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이자비용매출채권처분손실
영업이익

차입 의존도
총자본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  비 을 나타

내는 지표 자산총계
장단기차입금회사채

×

활동성

매출채권회 율
매출액을 매출채권의 평균잔액으로 나  것으로 

매출채권의 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 매출채권
매출액

재고자산회 율

매출액의 재고자산에 한 비율로서 재고자산이 

으로 변화되는 속도를 나타내며, 유동성과 자

본 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재고자산
매출액

총자본회 율

총자산이 1년동안 몇 번 회 하 는가를 나타내

는 비율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 으로 표시하는 지표
자산총계
매출액

군납실  액 2006～2010년 간 군납실  액

군납실  횟수 2006～2010년 간 군납실  횟수

종업원수 업체의 종업원수

Table 3. 부정당업자 별분석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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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독립변수들의 공분산구조가 유의수  0.01에서 

같음을 Box's M test를 통해 확인하 다. SPSS 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Stepwise 방식에 의한 부정당업자 

분석모형을 측하 으며, 확인된 별분석 함수는 아

래와 같다.

      (2)

  여기서, 는 별 수(discriminant score), 은 순

이익증가율, 는 군납횟수를 의미하며, 부정당업자 

여부를 별하는 요한 변수는 업체의 순이익증가율

과 군납횟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순이익증가율은 년도 당기순이익에 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로서 기업 체 수익성

의 신장세를 단하는 지표를 의미하며, 부정당 여부

를 가름하는 기업의 재무비율  가장 요한 변수

로 채택되었다. 한, 국방분야와 조달이라는 특수성

을 고려한 변수  군납횟수가 요한 변수로 채택되

었는데, 이는 국방조달시 납품의 규모(군납실  액)
보다는 다년간의 군납실 (군납실  횟수)이 요하다

는 것을 의미하며, 실 으로도 방 사업청에 군납하

는 업체들 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는 업체들은 

신규업체들이 많으며, 지속 으로 군납에 참여하는 업

체들은 다년간의 군수품 납품에 한 경험과 노하우

를 토 로 원활한 군납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 한

번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업체들은 이를 경험삼아 

향후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않고, 원활한 군납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 분석결과

  부정당업자 별분석 모형으로 도출된 식 (2)에서 

별함수 집단 심 은 부정당업자의 경우 -2.575이고, 
견실업자의 경우 +1.042이며 각 개체의 별함수 값이 

함수의 집단 심 에 가까운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는 각 집단 심 의 간값인 -0.7665를 기 으로 음

의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부정당업자, 양의방향으로 치

우칠 경우 견실업자로 분류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결과는 Table 4와 같이 부정당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정확하게 측할 확률이 94.1%, 견실업

체를 견실업체로 정확하게 측할 확률이 96.4%를 나

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정당업자 별분

석 모형은 체 으로 95.8%의 높은 측력을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Table 4. 별분석 모형의 측결과

구  분 부정당여부
측소속집단

체
부정당 견실

상기업수
부정당 64 4 68
견실 6 162 168

분류정확

비율(%)
부정당 94.1 5.9 100
견실 3.6 96.4 100

※ 체 부정당여부에 해 올바르게 측한 비율 : 95.8%

  이와 같이 236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별함수를 

통한 부정당업자의 발생을 측하는 모형을 구 해 

보았는데, 향후 어떤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때 의 

선택된 모형에 잘 합하는가를 평가하기 해 부정

당 업체 20개와 견실업체 20개의 검증용 데이터를 이

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한 측결과

구  분 부정당여부
측소속집단

체
부정당 견실

상기업수
부정당 18 2 20
견실 1 19 20

분류정확

비율(%)
부정당 90 10 100
견실 5 95 100

※ 체 부정당여부에 해 올바르게 측한 비율 : 92.5%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한 결과, 부정당업자

를 부정당업자로 정확하게 측할 확률이 90%, 견실

업체를 견실업체로 정확하게 측할 확률이 95%를 

나타내고 있어 반 으로 부정당업자와 견실업체를 

정확하게 측할 확률이 92.5%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방 사업청은 막 한 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군에

서 필요한 무기체계  련 군수품을 획득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획득사업은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을 

해 요한 요소이므로 효율 인 국방사업을 한 

건 한 계약업체 리는  국방획득 업무에서 필

수 인 요소이다.
  방 사업청은 격심사제도  생산능력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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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부정당업

자는 매년 꾸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제도를 통해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의 발생은 수요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이 납기를 지키지 못해 국방무기

체계의 력화에 큰 차질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수요

군 뿐 만 아니라, 사업  계약담당 들로 하여  획

득업무에 있어 불안감  조 함을 불러일으켜 획득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야기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별분석

을 이용한 부정당업자의 별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논문에서 고려된 변수들  어떤 변수가 부정당업자 

여부를 별하는 요한 변수인지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측모형을 통해 기업의 재무비율  순이익

증가율과 군납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군납횟수가 

요한 변수로 도출되어 부정당업자의 여부를 가름

하는데 기업 수익성의 신장세와 군납 경험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도출된 변수를 이

용하여 별분석 결과 95.8%의 측력을 보 으며,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확인한 결과, 92.5%의 

높은 측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방조달 에서 부정당업자 발생 

측 연구를 진행했다는 경험 인 기여 이외에도 향후 

신규  기존업체들의 국방조달 입찰참여시 부정당업

자의 개연성을 사 에 발견하여 사업담당자  계약

담당자들에게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제조 소기업을 상

으로 분석을 수행하 는데, 향후 국외의 업체에 한 

기업데이터 등의 수집을 통해 별도의 측모형을 개

발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을 수집하여 분석에 용한다면 좀 더 효과

인 분석모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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