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3 월

NASA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의회 각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인 GAO-16309SP 의 주요 부분

GAO(미국 회계 감사원)가 본
연구를 시작한 이유
본 보고서는 NASA 가 주요 조달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계획 및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GAO 에 의해 작성된 간단한 연간 정보이다.
2015 년 3 월, GAO 는 NASA 프로젝트들이
비용과 스케줄에 의거한 성장을 조절하고,
기술을 성숙화시키면서 설계를 안정화 하는
등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트렌드를 지속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나, 한편으로는 NASA 가
자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도 아울러 발견했다.
2009 년 옴니버스 세출법에 첨부된 하원
세출위원회의 요청서에는 GAO 가 NASA 의
선정된 대규모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관한 프로젝트 상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보고서는 NASA 의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GAO 의 8 번째 연간 평가서이다. 본 보고서는
(1) NASA 의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비용 및 스케줄 이행 성과 (2) 핵심 마일스톤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설계의 기술 성숙도 및
안정성 (3) 조달 리스크와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잠재적 과제를 관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집행에 대한 NASA 의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또한 각각이
250 백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NASA 의 주요 18 개 프로젝트들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GAO 는 비용, 스케줄, 기술
성숙도, 설계 안정성 및 기타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월별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NASA 직원들과 인터뷰도
실시했다.

GAO 권고사항

GAO 발견 내용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비용 및 스케줄 이행 성과는 지난 5 년 동안
개선되었으며 대부분의 현행 프로젝트들도 배정된 비용 및 스케줄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지난 2 년
동안, 포트폴리오에 속한 8 개 프로젝트가 비용 및 스케줄 기준을 준수했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이,
포트폴리오의 평균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비용 성과가 개선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비용 증가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NASA 의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개발 비용 성과가 평균 프로젝트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개선되었다
% 비용 증가

프로젝트의 평균기간(월)

참고: JWST 의 비용증가 크기가 나머지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크게 희석시켰기 때문에 GAO 는 JWST 를 포함 및
제외한 2 가지 경우로 비용 및 스케줄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NASA 의 전반적인 성과는 개선되었지만, 지난 9 년 중에서 8 년 동안 적어도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비용 증가 또는 스케줄 연장이 발생했다. 그러한 증가(연장)는 종종
프로젝트가 시스템 조립, 통합 및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개발위험을 안고 있는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인 Orion 다목적 우주선 및 우주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9 개 프로젝트가 2016 년에 그와 같은 개발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GAO 는 본 보고서에는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전 보고서들을 통해 NASA 가 아직
까지도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한 바 있었다. NASA 는
GAO 의 조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NASA 는 기술 성숙도 및 자체 프로젝트의 설계 안정성 면에서 최근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5 년 현재, 예비 설계 검토를 통과한 11 개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9 개 프로젝트의 모든 기술이
긍정적인 트렌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GAO 의 모범 사례에 의해 권장된 수준까지 성숙화되었다.
최근 몇 년 전에 시행단계에 진입한 프로젝트들 역시 기존 기술에 더욱 심하게 의존하는 경향이지만
이 같은 트렌드는 예정된 프로젝트에서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는 모범 사례와 비교
측정 시 설계 안정성이 향상되고 지연 설계 변화가 최소화 되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트렌드를
유지하였다.

GAO-16-309SP 를 열람할 것. 보다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202) 512-4841 또는
chaplainc@gao.gov 로 Cristina Chaplain 에게
문의할 것.

NASA 는 조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향상된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정과 같은 부문에서 모범 사례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GAO 의 이전 권고내용도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NASA 는 핵심 영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 평가 사무소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프로젝트 감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회계 감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