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O의 업무는 의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며 공법 또는 위원회 보고서
에 의해 위임된다. Comptroller General(감사원장, 감사책임자 등)의 권한 하에 연구를 착수
한다. 

주로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연방 기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 운영프로그램 감사.
●	 	불법 및 부적절한 활동 혐의 조사.
●	 	정부 프로그램과 정책이 목표를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정책 분석 수행 및 의회 고려 옵션에 대한 검토
●	 	법적 이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의견 제시
●	 	의회와 행정부 기관장들에게 정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

GAO의 성과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보고서 및 서면 서신
●	 증언과 진술 (의회 청문회에서 의회 기록에  포함)

미 정부책무원(GAO)의  
리스크기반 견적법에 대한  
미 국회의 인식

임종권 

K-Risk 회장/ (주)바름브레인 대표이사
jklim5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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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일반적으로 의회 직원에게 직접 제공)
●	 	법적 의사결정과 의견 (입찰 민원 해결하고 연방 임원의 권한 범위와 행사에 대한 의견 등 개진)

GAO는 또한 미국의 재정 미래에 대한 보고서, 연방 입찰 분쟁과정에서 GAO의 역할, 해외에서 
국가의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의회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한 문제 등 미국인에게 일반적인 관심
의 특정 문제에 대한 특별 간행물을 발행하는 등 정부 책무를 감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본 가이드라인에서 벤치마킹한 아래 두 가지의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2(a)는 
2020년판 비용 견적 및 평가 가이드이며 그림2(b)는 2015년판 일정 평가 가이드이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GAO가 타분야와는 달리 특히 리스크기반 비용 견적법과 일정리스
크분석 기법 등을 가이드로 제작 발간함으로써 미국 모든 공공기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도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 공공 예산을 다루고 관리하는 부서와 담당자 및 책
임자가 꼭 인지하여 예산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 그림 1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로고와 건물 전경 (출처: 위키피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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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가 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된 이유 	
 
입법부, 정부 공무원 및 국민은 정부 프로그램이 당초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비용
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어한다. 최신 선박, IT시스템 또는 기타 조달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평
가를 수행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비용 예측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GAO는 2009년에 처음 비
용 견적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정부 전역의 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비용 견적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이 가이드는 견적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020년 업데이트버전에는 비용 견적 단계에 대한 향상된 설명과 추가 기술 정보 및 
업데이트된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GAO는 비용 견적 가이드를 발간하게 된 이유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그림 2  미정부책무사무소(GAO)의 비용 및 일정 견적 및 평가 가이드 - 최고 실무사례 ]

(a) 2020년 출간된 비용 견적 및 평가 가이드 (b) 2015년 출간된 일정 평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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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 프로그램 성과 측정을 포함하여 효과
적인 관리를 위한 실무와 관련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입법부, 공무원 및 국민은 
정부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어한다. 미
국 정부책무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기관의 공적 자금 관리를 포함하
여 연방 정부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비용 정보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프로그램 비용 견적을 개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연방 정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일관된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이 가이드를 
개발했다. 이 비용 견적 및 평가 가이드는 획득가치관리(Earned Value Management,  
EVM) 사용을 통한 프로그램 비용의 효과적인 관리와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비
용 견적 및 모범 사례와 관련된 최고실무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사용
하면 정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관리 및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을 더 잘 추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용 추정치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프로그램 계획, 
예산 책정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비용 추정에 대한 어떤 기관의 지침들은 준수한 반
면 어떤 기관 지침은 신뢰할 수 있는 비용 추정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절차 및 실무 
적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본 비용 가이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는 비용 견적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인 비용 견적의 목적, 범위 및 일정을 간
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술 기준에 대한 설명,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기본 규칙 및 가정, 데이터 수집, 추정 방법론, 민감도 및 리스크 분석, 
결과 문서화 및 발표, 실제 비용으로 추정치를 업데이트하였다. 이 가이드에는 EVM, 유
능한 비용 견적팀의 구성,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대안 분석을 위한 모범 사례 및 EVM에 
대한 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가이드에서는 비용 견적 감사 및 타당성 검토도 
다루고 있다.

이 가이드의 모범 사례는 자본 및 비자본 프로젝트 비용 견적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가
이드 전체에서 주요 시스템 구입을 포함하는 비용 견적을 주로 참조한다. 2009년에 처음 
출판된 이래로 우리는 비용 견적 모범 사례를 수많은 자본 및 비자본 프로그램에 감사 기
준으로 적용했다. 이러한 기준은 무기 시스템, 우주선, 항공 모함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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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의 비용 견적 및 평가 가이드 	

그림 3은 이 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 견적 추정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신뢰
할 수 없는 데이터, 과도한 낙관주의 등 여전히 많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
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4는 이러한 정확한 비용 추정의 어려움은 불확실성으로 설명이 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업초기때 크고 사업 후반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5에서 보면 미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경제성을 검토해 보면 몇몇 프로그램
은 추정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전체적인 국가 운영 예산에 문제를 일으킨다. 

과 같은 대규모 비 부동산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통신 네트워크, 10년 단
위 인구 조사, 고속철도 프로젝트 사업, 연방 건설 및 유지 관리 프로젝트와 관련된 과거 
프로젝트에 비용 견적 실무를 적용했다.

이 실무는 예산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견적을 개발해야 하는 정부 내부 개발 노력에
도 적용되었다. 우리는 모범 사례, 비용 견적 특성 및 비용 견적 단계의 절차를 더 잘 설
명하기 위해 비용 가이드의 2009년 버전을 개정했다. 일부 모범 사례 및 관련 기준을 명
확히 하였다. 기술 부록에 추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 연구와 법률 및 규칙에 대
한 참조를 업데이트하고 가이드의 형식과 그래픽을 현대화하였다.

[ 그림 3 비용 견적의 도전적 과제와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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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

Program B

Program C

Program D

Program E

Program F

Program G

[ 그림 5  예산의 경제성 평가 ]

[ 그림 4  불확실성의 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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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AO의 가이드는 신뢰할 만한 비용 추정의 핵심 요소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에 기초한 리스크기반 견적법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GAO는 그림 6과 표 1에 제시한 12단계
의 최고 실무 비용 견적 프로세스를 추천하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추정을 위해서는 그림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견적 전문가 혼자만의 업무가 아닌 경제, 예산, 엔지니어링, 컴퓨터과학 및 
수학, 통계학, 회계,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공공 및 정부의 업무까지 종합적인 전문가의 지식과 
협업 노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nitiation and research

Your audience, what you are 
estimating, and why you are estimating 
it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Assessment

Cost assessment steps are 	
iterative and can be accomplished 	
in varying order or concurrently 

Analysis

The confidence in the point or 	
range of the estimate is crucial to 	
the decision maker

Presentation

Documentation and presentation 
make or break a cost estimating 
decision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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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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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ng 

structure

Develop the point estimate 	
and compare it to an 	

independent cost estimate

Identify ground 
rules and 

assumptions
Define the 
program

Define the estimate’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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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the estimate

Present estimate to 	
management for approval

Update the estimate to 	
reflect actual costs/changes

Conduct sensitivity analysis

Conduct risk and 	
uncertainty analysis

Source GAO | GAO-20-195G

[ 그림 6  GAO가 추천한 12단계의 비용 견적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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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a) 최고실무 b)

1 견적목적 정의 비용 견적에는 모든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s)을 포함한다.

2 견적계획 수립 최고실무 모범사례가 없음. (아래 주석 참조)c)

3 프로그램 정의 프로그램 정의 기술 기준 설명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의하고 반영한다.

4 추정 구조를 결정 WBS는 제품 지향적이며 작업 명세서로 추적할 수 있으며 비용 요소가 생략되거나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5 기본 규칙 및 가정 식별 견적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본 규칙 및 가정을 문서화한다.

6 데이터 확보 견적 추정치는 비용 추정의 과거 기록과 다른 비교 가능한 프로그램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예상은 인플레이션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된다.

7 점 추정치 개발 비용 모델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최상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작업분류체계 요소를 
추정함으로써 개발된다. 추정치에는 사소한 실수가 포함되어 있다.

8 민감도 분석을 수행 비용 추정에는 가능한 범위를 식별하는 민감도 분석이 포함

9 리스크 및 불확실성 분석 	
수행

불완전하게 이해된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주요 비용 등의 가정 및 요인 변경의 영향을 	
식별하는 리스크 및 불확실성 분석이 수행된다.

10 견적 문서화

문서에는 사용된 소스 데이터, 데이터의 신뢰성, 각 요소의 비용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추정 방법이 나와 있다. 문서에는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비용 분석가가 수행한 
작업을 이해하고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추정치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설명되어 있다. 	
문서는 기술 기준선 설명을 논의하고 기술 기준선의 데이터는 비용 추정치와 일치한다.

11 승인을 위해 경영진에게 
견적 제시 문서는 비용 견적이 검토되고 경영진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12 실제 비용과 변경 사항을 반영하
도록 추정치 업데이트

예상 비용은 프로그램 변경 사항과 실제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계획된 비용과 실제 비용 간의 차이를 문서화하고 설명하고 검토한다.

주 :

a) 12단계는 프로그램 비용 견적을 개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연방 정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론을 나타내고 
있음. 이 단계는 감사담당자(Auditors)가 고품질 견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기관 프로세스, 지침 및 규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b) 이 가이드가 체계적으로 구현되면, 모범 사례를 통해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신뢰할 만한 비용 견적치를 
얻을 수 있음. 모범 사례는 감사담당자가 생애주기비용 추정 견적치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c) 2단계에는 비용 추정의 결정적인 속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모범 사례가 없음. 2단계를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 모범 사례
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됨.

[ 표 1  12단계의 최고 실무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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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의 12장은 위 표 1의 12단계 중 9단계의 리스크 및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초기에 그 범위가 크고 사업 후반으로 
갈 수록 범위가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을 확률 모델링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림 9와 같은 누적분포함수(소위 S 
곡선)를 얻어낼 수 있다.

[ 그림 7  비용분석에 있어서의 분야와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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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사업 생애단계별 비용 범위의 크기 ]

[ 그림 9  누적분포함수 또는 S 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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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반적으로 비용과 일정 분석은 WBS가 있어야 하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WBS 자체의 변동성을 고려한 최소치, 최확치, 최대치 정보를 바탕으로 표 3의 추가된 리스크
를 조정한 사업비 그리고 표 4에 나타낸 잠재적인 노동생산성 및 분석 오류까지 고려하여 시뮬
레이션에 반영해야 그림 10과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비용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고 강
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공사비 내역상의 불확실성과 비용·일정·안전 등 리
스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렇다할 정부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가이드는 정부 예산을 컨트롤하고 절약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
여 발간하고 있다. 

[ 표 2  Air Vechicle 사업에 대한 WBS의 비용 범위 설정 사례 ]

[ 표 3  Air Vechicle  사업에 대한 리스크, 발생가능성 및 비용효과 사례 ]

WBS 
element WBS description Minimum cost 

($K per air vehicle)
Most likely cost 

($K per air vehicle)
Maximum cost 

($Kper air vehicle)

1.1 Airframe 17,955 19,645 21,785

1.2 Propulsion 8,500 10,553 13,000

1.3 Communications 4,000 4,306 5,100

1.4 Navigation 4,100 4,305 4,650,

1.5 Central Computer 550 600 650

1.6 Software 32,300 35,547 52,500

1.7 IAT&COa 1,950 2,136 2,600

Risk Likelihood of 	
risk

Effect on cost

Minimum Most Likely Maximum

Material is late or defective    80%     100%    105%    130%

Complex airframe producibility will 
lead to increased manufacturing time 25 100 110 125

GFI deliveries are delayed 20 90 100 115

Hiring and retention are affected by 
changing economy 15 95 11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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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Air Vechicle 사업관련 노동생산성, 비용추정오류 및 소프트웨어범위 에러의 불확실성 효과 ]

[ 그림 10  리스크를 고려한 비용 누적확률 분포 추정 결과 ]

Uncertainty Likelihood 
Effect on cost

Minimum Most Likely Maximum

Labor productivity    100%      97%    100%    105%

Cost estimating errors 100 97 100 106

Software sizing errors 100 76 1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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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의 일정 견적 및 평가 가이드 	

한편 GAO는 2015년 프로젝트 일정 수립을 위한 최고 실무 지침인 일정 평가 가이드도 출간 발
표하였다. 이 가이드에 포함된 내용 중 최고 모범사례 8이 리스크기반 일정 견적 분석 수행이
다. GAO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정 리스크 분석은 좋은 CP(Critical Path: 주공정) 방법으로 시작된다. 프로그램 일정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는 통계 시뮬레이션에 통합되어 프로그램 완료 날짜를 맞출 수 있
는 신뢰도 수준을 신청하기 위해 통합된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수준에 맞는 컨틴전시 대
응 계획이나 예비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 순위가 높은 리스크를 식별한다. 프
로그램은 실행 가능한 기초 일정을 구성할 때 일정 리스크 분석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 표 5  OO 하우징 프로젝트의 기초 일정 모델링 ]

ID Description Minimum 	
remaining duration

Most likely 	
remaining duration

Maximum 	
remaining duration

A1870 Install drywall on walls and ceilings 3 4 6

A1880 Inspect drywall screws 1 1 2

A1890 Finish drywall (tape and mud) 3 5 6

A1900 Install ceiling insulation 1 1 2

A1910 Apply drywall texture 2 3 4

A1920 Apply wall finishes (stain and paint) 2 3 4

A1930 Install tile in bathroom and kitchen 2 3 5

Source GAO | GAO-16-8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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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하우징 프로젝트의 일정 리스크의 모델링 ]

[ 표 7  하우징 프로젝트의 일정 불활실성의 모델링 ]

Risk Likelihood of 	
risk

Effect on remaining duration

Optimistic Most Likely Pessimistic

Design is incomplete    80%     95%    125%    150%

Site investigation is inadequate 30 100 120 135

Material is unavailable 25 100 125 130

Material is late or defective 35 95 110 130

Inspectors are unavailable 30 125 150 200

Rework will be necessary 25 100 110 135

Materials are purchased incorrectly 10 100 110 130

Soil conditions are poor 25 100 115 135

Owner makes changes 50 95 110 130

Source GAO | GAO-16-89G

Uncertainty Likelihood of 	
risk

Effect on duration

Optimistic Most Likely Pessimistic

Productivity of labor    100%     95%    100%    110%

Efficacy of general contractor 100 90 100 125

Schedule estimating error 100 95 105 115

Source GAO | GAO-16-89G

리스크기반 일정 견적기법도 앞선 리스크기반 비용 견적 평가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기존 
CP(Critical Path)상의  주요 일정상의 공정자체의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하는 리스크사건과 예
상되는 노동생산성 등의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하여 일정을 시뮬레이션 수행하면 그림 11과 12
와 같은 유의미한 일정의 예측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당초 계획했었던 2월 10일에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을 확률이 0.5% 
미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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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OO 하우징 리스크를 고려한 일정 시뮬레이션 결과 ]

[ 그림 12  OO 하우징 상관관계를 고려한 리스크기반 일정 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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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일정 견적치의 교차 검증 필요성 	

GAO는 이 가이드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의 독립적인 교차 검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추구하는 제3자의 독립적인 리스크 팀의 워크숍을 통해 비용 및 일정 견적치
의 검증의 타당성은 K-Risk에서 지속적으로 발간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관리 가이드
라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다.

비용추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용 견적 방법론에 대한 교차 점검을 수
행하는 것이다. 즉, 비용 분석가는 고가치 비용 요소를 추정하고 유사한 결과를 생성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CE(Independent Cost 
Estimate)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ICE는 합리성에 대한 
프로그램 사무소의 추정치를 테스트하는 예상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독립적인 견해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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