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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부품의 원가절감을 위한 제

조공장 해외 이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

어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방진고무 제품의 생산, 원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차 부품 공장의 해외 이전 시 경제성을 평가 및 

비교해보았다. 제품의 국내 및 해외 생산 시의 비용구조를 비교하기 위

해, 현재 국내 생산중인 제품의 생산비용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제품 공정 모델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비용함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

로 비용함수의 파라미터를 해외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공장 해외(중국, 

인도) 이전 시의 비용구조를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NPV 방법을 통해 

총 비용구조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추가로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종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 해외 공장 이전의 경제성을 담보하는 

투자액의 상한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

차 부품 중 방진 고무 제품의 생산비용을 모사하는 총 비용함수를 실제 

제조공정 Cycle Time과 작업 투입인원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

해 해외 진출 의사결정 시 경제성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공

정까지 고려한 이 비용 함수를 통해 현업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둘

째, 임금인상율, 물가상승율, 환율 요소 순으로 최종 생산비용에 큰 영향

을 끼쳤으며, 각 요소별로 적용 국가에 따라 생산 비용에 영향 정도가 

상이하다. 셋째, 민감성 분석을 통해 비용 요소의 변화에 따른 생산비용 

역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넷째, 국가 간 NPV값 비교를 통해 제조 공

정이 정상상태(Steady State)일 때, (1) 해외 진출 검토 시 경제성 유무

를 평가할 수 있다, (2) 경제성을 담보하는 해외 투자비 상한액을 산출

할 수 있다. 

 

주요어 : 자동차 부품산업, 경제성 평가, 제조 원가 분석, 민감도 분석,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학  번 : 2018-22507 



 

 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 1 

제 2 절    연구 목적 .................................................................... 6 

제 3 절  경제성 분석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 8 

제 4 절  Research Gap 및 연구 방향성 ................................ 16 
 

 

제 2 장    국내자동차 부품산업 개요 .................................... 18 

제 1 절    자동차 부품 종류 ...................................................... 18 

제 2 절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19 

제 3 절    자동차 부품산업 특징 ............................................... 21 
 

 

제 3 장    비용 추정 및 경제성 평가 모형 ............................ 23 

제 1 절    기본 가정 및 분석 전제 ............................................ 23 

제 2 절    분석대상 제품소개 .................................................... 28 

제 3 절    제조 비용 추정 모형 개발 ........................................ 35 

제 4 절    비용요소 인자 및 정의 ............................................. 47 

제 5 절    적용대상 품목 검토 .................................................. 50 
 

 

제 4 장    분석 결과 ............................................................. 52 

제 1 절    분석 DATA .............................................................. 52 

제 2 절    현금흐름표 ................................................................ 57 

제 3 절    NPV 분석 결과......................................................... 58 

제 4 절    민감도 분석 .............................................................. 59 

 

 

제 5 장    결    론 ............................................................... 70 
제 1 절    연구 결론 .................................................................. 70 

제 2 절    한계점 및 추후 발전 논의 ........................................ 71 

 

 

 

참고문헌 .................................................................................. 72 

 

Abstract ................................................................................. 75 

 



 

 iii 

표 목차 

 

[표 1.3.1] 경제성 분석 지표 및 평가기준 ........................................ 10 

[표 1.3.2] 국내 공장 해외 이전 장정 및 단점 ................................. 16 

[표 2.1.1] 자동차 부품 기능별 구분 ................................................. 18 

[표 2.1.2] 자동차 부품 재질별 구분 ................................................. 18 

[표 2.2.1] 기업규모별 1차 업체 수 (‘18년 말 기준)....................... 19 

[표 2.2.2] 종업원 규모별 1차 업체 수 (‘18년 말 기준) ................. 19 

[표 2.2.3] 1차사 자동차 부품 납품액 (‘18년 말 기준) .................... 20 

[표 2.2.4] 국내자동차 생산능력 추이 ............................................... 21 

[표 3.2.1] 인슐레이터 구성품 ........................................................... 28 

[표 3.3.1] 부품단가 구성 .................................................................. 35 

[표 3.3.2] 제조 비용 함수 내 제외한 부품단가 구성 비용 ............... 38 

[표 3.3.3] 부품단가 외 제조 비용내 포함 인자 ................................ 39 

[표 3.3.4] 비용함수 세부 구성 비용 ................................................. 40 
[표 3.4.1] 비용요소 인자 및 정의 .................................................... 47 

[표 3.5.1] 적용 가능/불가 품목 ........................................................ 50 

[표 4.1.1] 인자별 적용 DATA ......................................................... 52 

[표 4.1.2] 작업인원 및 Cycle Time(한국) ...................................... 54 

[표 4.1.3] 작업인원 및 Cycle Time(중국) ...................................... 55 

[표 4.1.4] 작업인원 및 Cycle Time(인도) ...................................... 56 

[표 4.3.1] NPV 분석 결과 ................................................................ 58 

[표 4.4.1] 민감도 분석 대상 인자 .................................................... 59 
 

 

 

 

 

 

 

 

 

 

 

 

 

 

 

 

 

 



 

 iv 

그림 목차 

 

[그림 1.1.1] 자본재 국내 공급 지수 ................................................... 1 

[그림 1.1.2]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 .................................................... 2 

[그림 1.1.3] 제조업 평균 가동률 ........................................................ 3 

[그림 1.1.4] 해외 직접 투자 규모 ...................................................... 4 

[그림 1.1.5] 국내 연도별 최저 임금 ................................................... 5 

[그림 1.1.6] 국가별 단위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 .............................. 6 

[그림 1.3.1] 경제성 분석 연구 분류 ................................................. 15 

[그림 1.3.2] 원가분석 연구 분류 ...................................................... 15 

[그림 2.2.1] 대륙별 수입실적 (‘18년 말 기준) ............................... 20 

[그림 3.1.1] 자동차 부품 전 과정(설계~납품) ................................. 23 

[그림 3.2.1] 제품 사진 및 장착 위치 ............................................... 28 

[그림 3.2.2] 제품 제조방법 (전체 개략도)....................................... 29 

[그림 3.2.3] 제품 제조방법 (수입검사) ............................................ 30 

[그림 3.2.4] 제품 제조방법 (전처리) ............................................... 31 

[그림 3.2.5] 제품 제조방법 (접착제 교반)....................................... 31 

[그림 3.2.6] 제품 제조방법 (접착제 도포)....................................... 32 

[그림 3.2.7] 제품 제조방법 (가류성형) ............................................ 32 

[그림 3.2.8] 제품 제조방법 (사상) .................................................. 33 

[그림 3.2.9] 제품 제조방법 (조립) .................................................. 33 

[그림 3.2.10] 제품 제조방법 (검사/포장) ........................................ 34 

[그림 3.2.11] 제품 제조방법 (출하) ................................................ 34 

[그림 4.2.1] 현금흐름표 ................................................................... 57 

[그림 4.4.1] 민감도 분석 결과(임금인상율) ..................................... 60 

[그림 4.4.2] 민감도 분석 결과(환율) ............................................... 61 

[그림 4.4.3] 민감도 분석 결과(물가상승율) ..................................... 62 

[그림 4.4.4] 민감도 분석 결과(고무 가류공정) ................................ 63 

[그림 4.4.5] 민감도 분석 결과(작업인원) ........................................ 63 

[그림 4.4.6] 민감도 분석 결과(불량율) ............................................ 64 

[그림 4.4.7]  NPV 분석 결과(한-중, 임금인상율-환율) ................ 65 

[그림 4.4.8]  NPV 분석 결과(한-인, 임금인상율-환율) ................ 66 

[그림 4.4.9]  NPV 분석 결과(한-중, 물가상승율-환율) ................ 67 

[그림 4.4.10]  NPV 분석 결과(한-인, 물가상승율-환율) .............. 67 

[그림 4.4.11]  Mathematica활용 결과 - 1σ ................................. 68 

[그림 4.4.12]  Mathematica활용 결과 - 2σ,2.5σ........................ 69 

 
 



 

 １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발표된 제조업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국내 제조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조산업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쉽게 직감할 수 있다. 

먼저, 자본재 국내 공급 지수이다. [그림 1.1.1]을 살펴보면, 분기별 

제조현장에 공급되는 공장 기계 및 설비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지수로 

2018년 2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업계에서 유형자산 

시설투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제조업계의 재무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거나 또는 국내 제조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2019년) 

[그림 1.1.1] 자본재 국내 공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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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이다. 제조현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기계 및 설비의 월별 가동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의 제품 공급 예상 

규모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018년 이후 전월 대비해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인다. [그림 1.1.2]을 살펴보면, 2019년 1분기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6%)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이처럼 제조 생산 능력의 감소는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에 

긴축 투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출처: 통계청 (2019년) 

[그림 1.1.2]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 

 

셋째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 지수이다. 제조 현장에 설치된 기계 및 

설비의 실제 작업가동률을 의미하며 제조 업황의 상태를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수이다. 통계청은 매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대상업체 중 약 3,400개 제조업체에서 314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그림 

1.1.3]을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 지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도 평균 가동률 72.8%는 2011년 평균가동율 

80.9%와 비교할 때 8.1% 하락하였다. 제조업계에서는 회사의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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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고장, 제품 불량율 및 초과물량 공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동률 80%~90% 수준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기록한 70% 수준의 가동률은 단순히 수치상 한자릿수 가동률 

하락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계경비 상각비 및 작업자 

경상경비(임금)등 고정비를 지출을 감안할 때 가동률 1% 정도의 

하락은 제조회사 손익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2019년) 

[그림 1.1.3] 제조업 평균 가동률 

 

마지막으로 [그림 1.1.4]을 살펴보면, 국내 제조회사의 해외 

설비투자 규모는 국내 설비 투자 규모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8년에는 추월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9년 대비 2018년 

국내 설비 투자액은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동기간 제조업 해외직접 

투자액은 연평균 13.6%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해외 

직접투자는 제조업 통계지수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 사상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2].   

 



 

 ４ 

 
*출처: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그림 1.1.4]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이와 같은 국내 제조 산업 위기(제조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소로는 글로벌 저성장 국면, 미·중 무역전쟁 등이 있다. 

내부 요인으로는 과도한 산업규제, 미흡한 기술 혁신 속도, 경직된 

노동시간(52시간 → 40시간/주), 단위 노동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놓인 제조 산업환경 악재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급 사슬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제조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개별 한 두 기업의 위기는 해당 분야 제조부분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사 특히, 

최상위 고객사 입장에서 활력 있고 건강한 공급망 관리(SCM, Supplier 

Chain Management) 및 협력사 관계 관리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위해서는 제조산업 협력사들이 처한 작금의 어려운 

난관을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측면에서 현재의 난국을 타계할 수 있는 혜안을 

X 2.7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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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들에게 마땅히 제시해야 한다. 대안으로는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정보/데이터 자동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제조 산업계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임금 수준이 국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의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조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금과 임금상승율 구체적으로는 국내 

노동비용 급상승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1.5]을 

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의 임금인상율이 2018년도에만 전년대비 

16.4%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해당 연도의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4배 이상을 상회한다 [3]. 제조원가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 

특성상 급격한 노무비용 증가는 원가경쟁력 열세와 해당 제조부문의 

업황 둔화를 이끈다. 즉, 제품원가 상승은 글로벌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상실을 의미한다. [그림 1.1.6]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41개국의 제조업 평균 단위노동비용은 △1.7%/年 감소한 반면, 한국의 

경우 연 2.2% 증가하였다. 한국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중국, 

인도 단 두 국가 뿐이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2019년) 

[그림 1.1.5] 국내 연도별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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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2019년) 

[그림 1.1.6] 국가별 단위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10년 ~ ’17년) 

 

 

 

제 2 절 연구 목적  
 

제조공정별 작업인원과 Cycle Tim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 생산 

비용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 

(저임금 국가)과 국내에서 산출한 제조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별 

해외 진출 타당성을 평가하는 Tool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국내 제조 비용과의 차액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감안했을 때의 고려할 수 있는 최대 투자비 또한 

산출해보고자 한다.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하인 대다수의 제조회사에서는 아직도 해외 

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시 수리적인 경제성 분석이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지 시장조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회사 경영층의 

정책적 결정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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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고려할 경우 생산제품의 제조 비용 이외에도 현지 내 

경제·정치·문화적 상황, 전쟁, 자연재해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다분히 불규칙이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제품 원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도출하는 데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제조회사 별로 상이한 제조공정 방식과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제조 생산비용 추정 함수를 개발한다면, 

제조 국가별로 상이한 생산원가 예측이라는 난해한 변수를 소거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기업이 해외 진출 여부를 검토할 때 경제성 진단 

Tool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오판에 따른 실패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기에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은 수많은 타 산업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복합산업이면서 고용창출 등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부품산업 직접 종사자 뿐 아니라 전후방산업 부문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내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이 처한 작금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 공유차원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을 연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자동차 부품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별 임금수준 및 임금인상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은 Supply Chain이 가장 복잡다단한 산업에 

속한다. 최종 고객사(완성차 메이커) 기준으로 4차 또는 5차 

협력사까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수많은 

국내외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특히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2차 

이하의 중소 회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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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은 제조사별로 제조 공정방식이나 공법 

별 Cycle Time 산포가 크다. 본 연구는 회사별로 보유한 독특한 공정 

노하우, 공정별 작업 인원수 및 공정별 작업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조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노무 가공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각각의 편차와 방식을 포괄하고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조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력, 생산성 및 독특한 제조공정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괄적인 비용/손익 경제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합한 연구 대상이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이라고 판단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손쉽게 

다른 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3절과 

4절에서는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경제성 분석, 원가 

분석, 해외진출)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Research 

Gap과 연구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 비용 추정에 앞서 자동차 부품 

및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비용 함수 개발을 통해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 과정을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와 주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 3 절 경제성 분석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1) 경제성 분석 이론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중요

한 방법은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 

Method)이다. 이 할인법의 특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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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적으로 DCF는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첫번째 방법은 순현재가치법(NPV Method; Net Present Value; 순

현가법)이다. (식1-1)와 같이, NPV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

을 분석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

다. NPV 값이 양(+)의 값을 가질 때 해당 투자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

단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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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현재가치( )=              (식 1-1) 

 

두번째 방법은 내부수익률(IRR Method; Internal Rate of Returns, 

이하 IRR)이다. (식1-2)와 같이, IRR은 어떤 투자안의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질 때의 할인율로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다. 투자안 자체에 내포된 수익율이 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금융 등 기

타비용보다 크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Project IRR은 부채가 사

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할인율이며 Equity IRR은 부채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현금 흐름의 NPV가 0인 할인율을 말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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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2) 

 

세번째 방법은 수익성 지표(PI, Profitability Index)이다. (식1-3)과 

같이, PI는 미래 발생 예상되는 현금의 NPV값을 초기 투자비로 나눈 값

이다. PI값이 1이상일 경우 해당 투자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방법은 복수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될 때 유용하다 [7]. 

 

NPV
PI =

미래 현금 흐름의 

초기 투자
                (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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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경제성 분석 지표별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1.3.1]

과 같다. 

 

[표 1.3.1] 경제성 분석 지표 및 평가기준 

지표 경제성 평가 기준 

NPV  

(순현재가치)  

NPV ≥ 0 : 경제성 有 

NPV ＜ 0 : 경제성 無 

IRR 

(내부수익율) 

내부 수익율 ≥ 자본조달 이자율 : 경제성 有 

내부 수익율 ＜ 자본조달 이자율 : 경제성 無 

PI 

(수익성 지표) 

PI ratio ≥ 1 : 사업의 경제성 有 

PI ratio ＜ 1 : 사업의 경제성 無 

 

 

(2)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부품 중의 하나인 방진고무 제품을 

대상으로 사례분석(CASE-STUDY)을 통해 국내공장의 해외 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는 크게 경제성 분석, 원가 분석, 해외 진출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연구 논문 고찰을 통해 경제성 분석은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성 분석은 주로 제조업, 에너지 

산업, 물류 및 서비스 산업 등에서 활용된다. 

먼저, 에너지 산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관령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NPV법과 내부수익율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편익 

산출 시 핵심요소는 풍력 발전량으로 실제 풍속 분포자료를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초기 투자비와 유지 관리비는 유력풍력협회의 유사 

CASE를 차용하여 반영하였다. 전력구매 단가를 당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63.87원/kWh을 적용할 경우 내부수익율은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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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8]. 

두번째로 나이지리아에서 광구 선정 시에는 NPV법과 내부수익율을 

사용하였다. 편익부문은 총 석유 매장량에 유가를 반영하였다. 투자비는 

탐사단계 및 개발단계에서의 조사비로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분석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추정매장량은 안정적 평가를 위해 확인된 

매장량만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9]. 

경제성을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의 

비교분석 연구에서는 투자비 측면에서 NPV법을 사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급속 충전방식과 완속 충전방식 

그리고 배터리 교환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완속 충전기 확대 보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한다 

[10]. 

환경비용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분석 논문에서는 작은 

풍력발전의 사례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수익대비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기법은 NPV, IRR, P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태양열 시스템 등)의 주요 

비용으로는 시설 설치비용, 유지보수 비용, 폐기비용 및 CO2 산출에 

따른 환경비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분석 방법이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진단할 

수 있는 Tool로써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 [11]. 

마지막으로 저등급석탄 고품위화 공정의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는 

저등급석탄을 가공작업을 통해 유연탄의 대체 연료로 변환할 때 공정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용 연수를 20년으로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 투자회수기간이 16.2년으로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공제품 판매단가와 원재료인 석탄의 

가격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확인했다. 판매단가가 2% 하락하거나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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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가 3% 상승하여도 경제성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이상의 5개의 에너지 산업 관련한 논문을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 

기법은 복합적으로 활용되었고 일부의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장 민감한 인자는 무엇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가 뒤바뀌는 시점에서 

특정 인자의 변동폭까지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산업 분야가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인 관계로, 이 분야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타 산업보다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물류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제성 분석 관련 연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 시스템에 따른 경제성 비교 

연구에서는 자동화 컨테이너 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라 함은, 기존 터미널과 비교해 

생산성은 개선시키고 완전 무인화를 추구하는 터미널이다. 본 연구의 

특징은 선박대기비용, 하역비용, 재항비용 등의 항목에서의 절감비용을 

편익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할인율은 채권금리나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의 

평가 시 활용되는 보편적인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였다 [13, 14]. 

대러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의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송경로 전환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에서는 대러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있어 기존 

해상운송 구간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 구간으로 운송경로 전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NPV분석 기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그리고 철도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15]. 

다음으로는 우편물류 RFID 기술 도입 로드맵 연구를 고찰해보았다. 

RFID기술을 활용하면 물건을 접촉하지 않고 5미터 내외에서 물체 

식별이 가능하다. 기존의 바코드시스템 대신에 RFID 기술을 우편물류에 

적용하면 인건비 절감, 고객서비스 향상, 오발송 감소 등의 

유·무형적인 혜택에 기인하여 4~26% 수익률을 보인다. RFID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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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한다. 이에 더하여, 기술이 도입되면 

프로세스 변화가 예상되고 장비 시장이 형성되면 이 부분을 반영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추가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마지막으로 철도 편익산정의 현실화방안 연구, 철도 물류 편익 산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철도 사업 타당성 결과가 PI가 1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국내 SOC투자는 도로부문에 

치중하였었다. 연구에서는 편익 인자를 도로부문에 의존함으로써 철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역설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비용 절감,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등 4가지 

이상의 편익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17]. 

물류/서비스 산업도 에너지 산업과 마찬가지로 실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경제성 분석에서 확대하여 정책 방향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물류 산업 경제성 분석에서의 특징은 할인율 

5.5%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류산업에서는 

편익이나 비용항목 선정 시 누락된 항목들이 없는지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경제성 분석이 의의가 있다고 역설한다.  

다음으로 제조 산업 중에서 자동차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부 분야로는 자동차 연료, 자동차 제조시스템 도입, 

산업정책, 나머지 기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정연료에 가까운 천연가스(CNG)의 환경적인 특성을 

언급하면서 천연가스 구매에서부터 가공 및 판매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연구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CNG가 휘발유나 경유보다 낫다고 평가한다. 수소의 경우에는 제조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성 측면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수소 생산 시 전기를 다량 소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료보다 환경부하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8]. 

다음 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실행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도입한 중소 사출 업체의 시스템 



 

 １４ 

도입 전과 후를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산성, 품질, 자재 

진척도, 설비 활용도 등 4가지 측면에서 편익 항목으로 집계하였으며, 

이 연구의 의의는 유사 중소 사출 제조기업에서 MES 도입 고려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19]. 

이 분석 연구에서는 자동차 도장공장의 낭비요소인 세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CRS(Color Rescheduling Storage)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방법 적용여부를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는 타 경제성 분석과 

다르게 경제성 분석이 주를 이루기 보다는 CRS 설치 후 생산성 향상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 

다음은 자동차 산업정책과 관련된 친환경차 보조금 및 보급 확대 

정책 제안에 관한 유사 연구들이다. 해당 연구들은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간의 경제성을 비교하면서 

경제성 유무 및 초기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은 필수라고 제안한다. 덧붙여 신차 차량 판매가, 연료 구매가, 차량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관점에서 손익분기점에서의 적정 

보조금 규모를 제시한다 [21]. 또한 친환경차량의 확대에 따른 

친환경차량 판매가 인하 및 연료가격 변동 가능성을 염두한 민감성 분석 

또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22-25]. 

제조업 내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제성 분석에서 특징적인 점은 

자동차가 고가의 소비재로 국내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 

손익분기점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와 세제 혜택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림 1.3.1]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듯이, 제조업 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성 분석 연구는 다양하지만, 자동차 개별 부품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 분석 연구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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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경제성 분석 연구 분류 

 

다음으로 [그림 1.3.2]와 같이, 원가분석 분야의 연구는 제조업 

또는 의료나 물류 등 서비스업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동차 부품 분야 원가 분석이나 원가 모델 등의 주제로 

작성된 연구 논문 중에 생산공정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드물다. 이는 제조원가 공개는 곧 영업비밀 누설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원가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타 경쟁업체나 일반 소비자들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복지, 의료, 및 호텔 등의 분야이다. 

 

 

[그림 1.3.2] 원가분석 연구 분류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해외 진출은 생산 위주로 진출하는 경우와 

국내 공장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경영활동까지 영위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국내 공장의 해외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의 [표 1.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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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국내 공장 해외 이전 장점 및 단점 

구분 장점 단점 

국가 
 고용 증가 [26] 

(법인 관리 지원 인력 증원) 

 현지 조달로 인해 

 국내 회사 매출 감소 

 제조업 공동화 현상 [27] 

 국내 직접투자 감소 [26] 

기업 

 공장부지 및 세제혜택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28] 

 풍부한 노동인력 [29] 

 해외 현지 조달로 

 국내 회사 매출 감소 [30] 

 물류 리스크 발생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높아짐 

 

 

 

제 4 절 Research Gap 및 연구 방향성 
 

본『자동차 부품 제조 비용 추정 및 해외 진출 경제성 평가』 

연구보고서의 차별점은 무엇보다도 국가별/기업별로 상이한 제조공법 및 

공정까지 포괄한 경제성 분석이라는 점에 있다. 기업의 경영층이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진출 대상 국가의 정치사회적 이슈, 산업 

또는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등 대외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많다. 

하지만 직접 제조 비용에 한해서는 오히려 유/불리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함수를 이용하면 그 의문점을 소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제품군에만 적용이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뒷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자동차에 포함하는 부품 중 소자 및 반도체류를 제외한 물리적·기계적 

공정을 통한 대부분의 부품들은 본 연구보고서의 개발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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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의 관련 연구 고찰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자동차 

부품의 해외 진출 시 경제성 분석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기존 연구는 

없었다는 데 본 연구보고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중 한 분야인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정책 입안 관련자에게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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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개요 
 

 

제 1 절 자동차 부품 종류 
 

자동차 부품은 주로 기능 또는 재질에 따라 구분한다. [표 2.1.1] 및 

[표 2.1.2]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공법에는 사출, 고무, 프레스, 

단조(냉간/열간), 주조, 압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조, 용접, 열처리, 

도금, 도장 등이 있다.  

 

[표 2.1.1] 자동차 부품 기능별 구분 

구분 부품 

차체   범퍼, 도어, 판넬 등 

현가장치   쇼바, 인슐레이터, 스프링, 에어서스펜션 등 

조향장치   스티어링 휠, 휠베어링, 스티어링 기어 등 

제동장치   브레이크, 캘리퍼, 디스크 등 

 전기/전자장치 모터, LED 램프, 소자, 센서, 반도체, ECU 등 

내장품   시트, 안전벨트, 에어백, 공조장치 등 

외장품   와이퍼, 타이어 등 

 

[표 2.1.2] 자동차 부품 재질별 구분 

구분 부품 

스틸   드라이브 샤프트, 멤버, 휠베어링, 더스트 커버 등  

알루미늄   디스크, 너클, 캐리어, 알루미늄 암 등 

플라스틱 센터 페시아, 에어벤트, 글로브 박스 등 

전장부품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기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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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표 2.2.1]을 살펴보면, 국내 완성차 메이커(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타타대우 등)와 직거래하고 있는 1차 공급업체 

수는 831사이다. 1차 업체 중에 종업원 규모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도 전체에서 27.9%를 차지한다는 것을 [표 2.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업체의 평균 납품액은 560억 내외로 [표 2.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표 2.2.1] 기업규모별 1차 업체 수 (‘18년 말 기준)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계 

‘13년 229 669 898 

‘14년 231 648 879 

‘15년 241 642 883 

‘16년 242 616 858 

‘17년 245 606 851 

‘18년 257 574 831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표 2.2.2] 종업원 규모별 1차 업체 수 (‘18년 말 기준) 

구분 
50인 

미만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 

이상 
계 

업체수 232 153 271 73 66 36 831 

% 27.9 18.4 32.6 8.8 7.9 4.3 100%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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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1차사 자동차 부품 납품액 (‘18년 말 기준) 

구분 납품액(천억원) 업체수 업체당 평균(억원) 

‘17년 473 851 556 

‘18년 467 831 562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그림 2.2.1] 대륙별 수입실적 (‘18년 말 기준) 

 

[표 2.2.4][32]의 국내 완성차 전체 생산대수는 2015년 말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2.2.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시아 권역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특징적이다. 그 원인은 본 연구의 시발점인 단위 

노동비용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부품사들이 집결되어 있는 유럽이나 북미 대륙과 

대비하여 아시아 권역에서의 수입액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에 따른 기술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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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국내자동차 생산능력 추이 

구분 
생산능력 

(천대) 

생산실적 

(천대) 

증감율 

(전년대비, %) 

‘10년 4,789 4,271 -  

‘11년 4,872 4,657  9% 

‘12년 4,984 4,561 -2% 

‘13년 4,801 4,521 -1% 

‘14년 4,689 4,524   0% 

‘15년 4,732 4,555  1% 

‘16년 4,637 4,228 -7% 

‘17년 4,589 4,114 -3% 

‘18년 4,535 4,028 -2%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 

 

 

제 3 절 자동차 부품산업 특징  
 

(1)  내수 경제 핵심 역할 

자동차 산업은 철강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타 산업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후방 산업 연쇄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력 및 생산유발 효과가 

상당하다 [33]. 

 

(2)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경기 침체시에는 고가인 자동차의 수요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동차 보급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북미, 

유럽, 일본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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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가에서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 [34]. 

 

(3)  규모의 경제 & 장치산업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및 양산설비와 같은 

자본투자와 R&D 투자가 요구된다. 생산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제조원가를 절감시켜야 가격경쟁력을 확보 및 개선할 수 있다 [35]. 

 

(4)  안정적 매출처 보유 

국내에는 국적성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가 있다. 바로 생산대수 기준 

전세계순위 7위인 현대기아자동차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명 완성차 

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타국가에 비해 국내부품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킨다 [36]. 

  

(5)  자본기술노동 집약적 산업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서 상위 업체일수록 자본 집약적이고, 

하위업체일수록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보인다 [36]. 

 

지금까지 제2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기능별/재질별 종류,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자동차 부품산업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 소개하는 비용 함수 모형을 이해하고 4장에서 다루는 분석 

결과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례분석(CASE-STUDY) 

대상 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증진은 

필수다. 3장에서 다루게 될 비용함수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근본 주체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와 이를 둘러싼 자동차부품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상태라면 타 산업군에서도 비용함수를 활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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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용 추정 및 경제성 평가 모형 
 

 

제 1 절 기본 가정 및 분석 전제 
 

비용함수 개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향 인자들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관계로 제조공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자를 위주로 

고려하였다. 개발한 비용함수에 반영되지 않은 인자 대부분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예측이 어려워 함수에 반영하기 난해하다. 비용함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자일지라도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달 단계까지의 

제품 공급 Pipeline에 걸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분석 시 고려하지 않은 인자들에 대한 기본 가정과 분석 전제를 시간 

순서로 다음 [그림 3.1.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3.1.1] 자동차 부품 전 과정(설계~납품) 

 

1)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 

한국 본사 직원이 주도적으로 제품 설계 및 개발하므로,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시 비용 측면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생산 단계 

① 설계 변경에 따른 금형 수정 및 신작 

설계 변경의 목적은 크게 원가절감, 사양 단순화, 부품공용화, 

기능상 성능 개선/보완, 모듈 단위 조립성 문제 해결, 기능 문제로 인한 

필연적 제품 수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 문제로 인한 긴급 제품 

수정 외에는 다음과 같이 금형을 조치하면 된다. 금형 수정 시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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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국내와 동일한 기술 및 비용 수준으로 금형 업체를 통해 금형 

수정이 가능하다. 금형 신규제작 시에는 금형을 새로 제작하여 생산된 

제품의 Try-Out(단품 테스트, 모듈단위 테스트, 내구테스트 등)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그렇게 

되면 금형 수정 및 신규 제작으로 인한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시 

비용측면에서 차이는 없다. 하지만, 기능 불량이나 중대한 품질문제로 

인한 제품의 긴급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Lead Time 

차이로 인한 국내 생산품과 해외 도입품 간 비용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② 자연재해 (지진/홍수)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 생산이 수개월 동안 불가능할 정도의 

생산기지 소실 가능성은 낮다. 더하여 자연재해는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예측이 불가하므로 이 인자는 함수 개발 

시에 제외하였다. 

  

③ 발주물량 급증 가능성 

완성차 생산라인은 크게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라인이 시퀀스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제거한 최적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측면에서 살펴보면 UPH(Unit Per Hour, 시간당 

완성차 생산량)를 1단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결국 

완성차 입장에서 UPH 변동 없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가동시간인 주말 특근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국내 강성노조 이슈로 

자유로운 특근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개정된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표 2.1.6의 

2010년부터 국내 자동차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특근과 야근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2011년도에만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대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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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8개년의 자동차 생산 증감율은 모두 1%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국내 완성차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수천개의 하위 부품업체들도 기존에 

가동률을 60~95%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설비, 시설, 지그 및 

Tooling의 추가 투자 없이 단위시간 당 공급물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급선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은 다른 제조산업(프린터, 장난감 등)과 다르게 

발주물량의 급격한 증가는 일어날 수 없다. 실제로 최근에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차종의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폭발하였을 때, 주문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초기 생산물량 대비하여 11% 확대하는 

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④ 품질불량 

품질불량 제품 공급 시 불량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해당 협력사에 

귀속된다. 품질 문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 또는 

식별표시로 LOT 추적이 가능하고, 고객사는 추적을 통해 확인한 

불량품의 수량만큼 대금을 제외하고 물품대를 지급한다. 하지만, 

불량품의 공급이 계속되었을 경우, Pipeline상에 있는 제품의 재고 

폐기비는 해외 도입품의 경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분석 시 

고려하지 않았다. 

 

⑤ 작업자의 도덕적 해이 

극소수의 작업자 중에는 Fool Proof 등 공정시스템이나 작업 

매뉴얼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불량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점은 회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작업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 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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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 단계 

① 자연재해 (태풍/화산폭발) 

태풍이나 화산폭발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제품 적시 공급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외 도입 제품의 경우, 물류 

Risk를 감안하여 2~4개월 분의 재고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의 경우, 물류 Lead Time을 10일 정도 여유 있게 

산정하여 물량 발주한다. 실제로, 유럽 화산폭발 등 최근 10년 동안의 

태풍과 화산폭발 자연재해 시 해외 도입품의 경우 계획대비 1~2일 

국내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급이 중단된 이력은 없다.  

 

② 물리적 거리 증가에 따른 적시 납품 어려움 

수입품의 경우, 거래 前 생산 및 물류 Lead Time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결과를 Pipeline 고객사(2차이하 협력사 ↔ 1차 부품사 ↔ 

완성차)와 공유한다. 또한 기존에 협의한 생산 및 물류 Lead Time을 

고려하여 물량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품 공급 중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포장문제로 인한 불량품 납품 증가 

항공이나 해운을 통해 해외에서 도입하는 제품의 경우,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포장 유효성 기법들(적재방법, 포장 재질 검증, 

가진(加振) 평가)을 통해서 제품의 스크래치, 파손, 포장 격자 유지 

여부 등을 사전에 진단한다. 이러한 최신 포장방식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가 길어지면 운송 과정에서 제품 파손으로 인한 불량품 공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④ 항공/해상운송 사고 

항공이나 해상운송 시 사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 부분은 함수에서 

‘제품 보험료’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통상 보험료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시에는 제품단가의 0.03%, 인도에서 한국으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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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제품단가의 0.05%이다. 이 수치는 중국/인도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할 때 실제 적용되는 보험율이다. 

 

⑤ 운송중인 품질 불량 제품 

도면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제품이 해상운송 

납품과정에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외 도입품에 한해서 추가 

부대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조 외 

비용은 물류 Lead Time, 고객사의 발주 주기 및 발주 건당 물량규모 

그리고 Pipeline에 걸쳐 운송 중의 재고의 불량율에 따라 다르다. 

 

4) 기 타 

① 국가 간 분쟁  

통상 마찰이나 관세 이슈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인자도 마찬가지로 

해외 도입품의 경우, 2~4개월 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수출 규제가 거론되기 시작할 때 2개월분의 추가 물량 

발주를 내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완성차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였다. 이처럼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수출 제한은 사전 적극적 

대응 시 공급망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발생시점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함수 개발 시 고려하지 않았다. 

  

② 국가별 산업 정책 

특정 국가의 산업 정책은 해외 진출 여부에 촉매제 또는 

저항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이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러시아 자국 내에 위치한 완성차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액의 10%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 해외물품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은 특정 국가에서만 작용하며, 정책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제조 비용 추정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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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요인은 함수 개발 시 제외하기로 한다.   

 

③ 기타부대비  

기술지원 명목으로 한국 본사 인원의 해외 출장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해외 생산 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비, 

체재비 등을 고려하여도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부대비 

인자는 완성도 높은 함수 개발을 위해 제외하였다.  

 

 

제 2 절 분석대상 제품소개 
 

본 연구는 [그림 3.2.1]과 [표 3.2.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방진고무제품 중 하나인 Insulator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장착은 자동차 바퀴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잡아주고 차체를 

지지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최상단에 체결된다. 

본 제품은 방진(防振)제품인 만큼 고무의 물질적 특성인 탄성력과 

경도를 지닌다. 제주행시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 

분산 및 승차감 및 조향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3.2.1] 제품 사진 및 장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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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인슐레이터 구성품 

구분 사진 소재 

Main Plate 

 

강재 

(Steel) 

Bearing Plate 

 

Upr Cup 

 

Lwr Cup 

 

 

방진고무 제품은의 제작공정은 [그림 3.2.2]와 같이 수입검사부터 

출하단계까지 총 9가지 공정으로 구성된다. 각 공정별 상세 설명은 다음 

[그림 3.2.3]과 같다. 

 

 

[그림 3.2.2] 제품 제조방법 (전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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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와 같이 수입검사는 하위 협력사(2차 이하)에서 

공급하는 구성부품을 검사기준에 준해 검사하는 공정 단계이다. 

 

 

[그림 3.2.3] 제품 제조방법 (수입검사) 

 

[그림 3.2.4]의 전처리는 접착제 작업 전 구성부품에 이물질 제거 

및 접착제 증대 작업이다. 탈지, 쇼트 및 인산염 피막 등 3가지고 

구성된다. 탈지는 구성품에 묻어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공정이고, 

쇼트는 접착제 표면적을 넓히고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쇠구슬로 구성부품의 표면을 때리는 공정이며, 인산염 피막은 방청 및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막을 씌우는 공정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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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제품 제조방법 (전처리) 

 

 

[그림 3.2.5]의 접착제교반은 접착제 구성 성분인 접착제와 

희석제를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공정단계이다. 

  

 

[그림 3.2.5] 제품 제조방법 (접착제 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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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와 같이 접착제도포는 Steel로 만들어진 구성품의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공정단계이다.  

  

 

[그림 3.2.6] 제품 제조방법 (접착제 도포) 

 

[그림 3.2.7]의 가류성형은 숙성된 배합고무를 금형 틀에 주입 후 

요구되는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필요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도록 하는 공정 

단계이다. 

  

 

[그림 3.2.7] 제품 제조방법 (가류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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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의 사상은 금형사이 이음새 부위로 빠져나온 고무를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공정 단계이고, 버핑공정은 가류 시 외부로 

빠져나와 철에 융착된 고무(Burr)를 BRUSH로 제거하는 공정 단계이다. 

 

 

[그림 3.2.8] 제품 제조방법 (사상) 

 

[그림 3.2.9]의 조립공정은 가류된 제품(구성품과 고무)와 기타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 단계이다. 인슐레이터 부품에서 가류 되는 

구성품은 Main Plate와 Bearing Plate이고. 기타 제품으로는 Upr Cup과 

Lwr Cup이 있다. 

[그림 3.2.9] 제품 제조방법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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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과 같이 검사는 제품별 검사기준에 준해 검사하고 

합격표시를 식별시키는 공정 단계이다. 포장은 외관확인, 지정수량 및 

BOX 에 포장하는 공정 단계이다. 

  

 

[그림 3.2.10] 제품 제조방법 (검사/포장) 

 

마지막으로 [그림 3.2.11]의 출하공정은 포장 완료된 품목을 

고객사에 공급하는 공정 단계이다. 

 

 

[그림 3.2.11] 제품 제조방법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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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조 비용 추정 모형 개발 
 

제조 부품단가는 [표 3.3.1]과 같이 재료비, 가공비, 경비, 제반비, 

기타부대비로 구성된다. 

 

[표 3.3.1] 부품단가 구성 

구  분 상세구성 

부품단가 

총원가 

제조원가 

재료비 

주재료비 

부재료비  

스크랩비 

산업폐기물비 

가공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설비구매비 

기계구매비 

건축비 

전력비 

수선비 

제조관리비 

재료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부대비 

금형비 

물류비 

포장비 

R&D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료비는 주재료비, 

부재료비, 스크랩비, 산업폐기물비로 구성된다. 주재료비는 납품 제품에 

존재하면서 제조공정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비용이다. 부재료비는 

표면처리, 열처리 재료 등과 같이 주재료 외에 소요되는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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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다. 그리고 스크랩비와 산업폐기물비는 제품의 제조 과정 중이나 

가공 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원재료의 절삭편, 가루 등의 재료 폐물과 

관련된 비용이다. 스크랩비는 재료 폐물 중에서 유상으로 매각이 가능한 

비용이고 산업폐기물 처리비는 폐물 중에서 유상 매각이 불가능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이다. 

둘째, 노무비는 부품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하는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하는 임금, 상여금 등의 직접 노무비와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영업, 경영관리 등 지원과 관리 부서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지급하는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셋째, 경비는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설비비, 기계비, 

건축비, 전력비 및 기계수선비로 구성된다. 

넷째, 제조관리비는 재료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이때 재료관리비는 부품생산 이전 단계까지 재료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관리비는 부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 전체의 

일반 관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통신비, 접대비, 조세공과금, 

마케팅비,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윤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 수익이다. 

다섯째, 기타부대비는 금형비, 물류비, 포장비, R&D비로 구성된다. 

금형비는 금형 제작 또는 구매비용이다. 물류비는 제품을 납품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포장비는 제작 완료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포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R&D비는 제품의 연구개발비, 설계시험비, 

로열티비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부품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을 단위비용으로 

구분하면 [표 3.3.1]과 같이 다양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공장의 

완성차 납품을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에서의 자동차 부품 제조 비용을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경제적 타당성 유무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수의 간소화와 경제성 평가 효율화를 위해 국가 간 

차이가 미비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단위비용은 제외하고, 

임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공비와 물류비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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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함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완성차의 경우, 신차가 출시되면 통상 6년 

동안 판매를 지속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간을 

6년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6년 동안 매해 달라지는 제조 

비용을 고려하고 제조 비용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품단가 

구성비용 외에 [표 3.3.3]와 같이 추가 인자를 고려하였다. 

제조 비용을 추정할 때 부품단가를 구성하는 단위 비용 중에서 

고려하지 않는 인자는 다음 [표 3.3.2]와 같다. 첫번째는 재료비이다. 

재료비의 주된 구성 인자인 주재료비와 부재료비는 원자재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장 가격이 존재한다. 스크랩비와 산업폐기물비에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재료의 절삭편 및 폐물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투입 중량 대비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국가 간 제조 비용 비교 시에 고려하지 않았다. 

두번째는 경비이다. 특정 제조회사의 설비, 기계수선비는 국내 및 

해외 생산 설비에 동일 메이커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 분석 

시 제외하였다. 건축비는 국가별 제조 비용 산출 후 NPV값의 차액을 

통해 초기 투자비 상한액 산출 후 검토하기로 한다. 전력비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데 동일한 전력이 소비되더라도 국가별 전력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력비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만 보아도 계약 전력량(4kw~300kw, 300kw이상), 

역누진 할인 혜택 정도, 부하정도(경/중간/최대부하), 계절(여름철, 

봄·가을, 겨을) 등에 따라 전기요금 편차가 심하다. 전기요금은 국가 

간 제조 비용 차이를 유발하는 인자일 수 있으나, 특정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차를 더 키울 수 있어 함수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번째는 제조관리비다. 동일한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관리비 

일지라도 제조 국가 간 차이는 분명 발생한다. 하지만 원재료 

보관장소는 공장 시설 중 일부분이고 창고 관리 인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제조 비용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이윤은 제품 

제조 비용 범위 밖이기 때문에 분석 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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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 R&D비는 국내 본사 연구인력이 국내 품목과 해외 품목 

구분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석 시 제외하였다. 또한 

금형비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이관하는 경우는 비용 차이가 

미비하다. 해외에서 금형을 제작을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 국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제품별 공정별 금형비 국가 간 

차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 시 포함하지 않았다.   

 

 [표 3.3.2] 제조 비용 함수 내 제외한 부품단가 구성 비용 

구분 구분 대상품목 

1 

재료비 

주재료비 

2 부재료비 

3 스크랩비 

4 산업폐기물비 

5 

경비 

설비비 

6 기계비 

7 건축비 

8 전력비 

9 기계수선비 

10 

제조관리비 

재료관리비 

11 일반관리비 

12 이윤 

13 
기타부대비 

금형비 

14 R&D비 

 

부품단가 외에 제조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4가지를 [표 

3.3.3]과 같이 발굴하여 제조 비용 추정 함수 개발 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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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량율은 납품개수와 별개로 전체 생산수량과 관계되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불량율은 국가 간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 및 생산기술 

차이로 인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매년 소요되는 제조 비용을 

NPV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시간적 가치를 위해 

국가별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분석 인자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도입품의 경우 물류 Lead Time 차이만큼 고객사에서 

대금지급 일정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고비용으로 산정하여 

또한 반영하였다.   

 

[표 3.3.3] 부품단가 외 제조 비용내 포함 인자 

구분 항 목 

1 불량율 

2 재고비용 

3 소비자 물가상승율 

4 기준금리(%) 

 

본 연구에서 총 비용함수는 [표 3.3.1]와 같이 부품단가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 비용 중에서 [표 3.3.2]에 명기된 비용을 제외하였고 [표 

3.3.3]의 인자는 비용에 추가로 반영하여 다음의 [표 3.3.4]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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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비용함수 세부 구성 비용 

구분 항 목 항 목 

1 가공비 

2 

기타부대비 

포장비 

3 물류비 

4 관세 및 보험료 

5 재고비용 

 

공정별 Cycle Time 및 작업인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순편익(純便益)의 흐름을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NPV(Net Present 

Value)방법론을 활용하여 제조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때 [표 3.3.4]와 

같이 본 연구의 비용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공비(Conversion 

Cost)와 기타부대비(Other Cost)이다. 따라서 각 요소의 NPV인 

covNPV 와 otherNPV 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공비 

 우선 가공비( covNPV )는 투입된 노동과 임금으로 도출 가능하다. 

따라서 기준 연도( 1t = )인 2019년의 가공비는 다음 (식3-1)과 같이 

공정별 작업 Cycle Time( T ), 투입된 평균 작업인원( avgw ), 

작업인원들의 2019년 시간당 임율( p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간에 비교를 위해 2019년 기준 환율(c )을 곱하였다. 

 

2019 avgCov_Cost T w p c=                                (식3-1) 

 

다음으로, 2019년 이후 t 기의 가공비는 임금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함에 따라, (식3-1)에 t 기의 임금인상율 가중값인 tpi 을 곱하여 다음 

(식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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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t

t avg s ts
Cov_Cost T w p pi c

=
=                        (식3-2) 

 

이와 같이 도출한 각 시점의 가공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 연구는 국가별 무위험 이자율 

(
f,sr )와 소비자 물가상승율( i,tr )을 종합하여 고려한 할인율을 반영하였다. 

이때 무위험 이자율은 각국의 국고채 채권금리를 통해 도출하였다. 

따라서 생산기간( a ) ①  동안 투입된 총 가공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covNPV 를 도출하면 다음 (식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1
, ,1

( )

( )

t
a

avg s ts
cov t

t
f s i ss

T w p pi c
NPV

r r

=

=
=

   
=







                  (식3-3) 

  

본 연구는 한국( K ), 중국( C ), 인도( I ) 3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각 국가를 의미하는 첨자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vg KW , ,avg CW , ,avg IW  : 한국, 중국, 인도의 가중평균 된 작업자의 수                      

 
,K tp  : t 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단위 시간당 임금(원/시간∙명) 

 ,C tp  : t 년 기준 중국의 노동자에 대한 단위 시간당 임금(위안/시간∙명) 

 ,I tp  : t 년 기준 인도의 노동자에 대한 단위 시간당 임금(루피/시간∙명) 

 ,K tpi  : t 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임금인상율 (단, , ,1k t K tPI pi= + ) 

 ,C tpi  : t 년 기준 중국의 노동자 임금인상율 (단, , ,1C t C tPI pi= + ) 

 ,I tpi  : t 년 기준 인도의 노동자 임금인상율 (단, , ,1I t I tPI pi= + ) 

 ,K C tc −  : t 년 기준 원/위완화 환율 

 
①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모델의 풀체인지 기간을 고려하여 생산기간( a )을 6년

으로 설정하여 분석 진행하였다. 따라서 고려 시점( t )은 1,2,3,...,6t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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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tc −
 : t 년 기준 원/루피화 환율 

 
, ,f K tr  : t 년 기준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 (단, 

, , , ,1f K t f K tR r= + )                           

 
, ,f C tr  : t 년 기준 중국의 무위험 이자율 (단, 

, , , ,1f C t f C tR r= + )                           

 
, ,f I tr  : t 년 기준 인도의 무위험 이자율 (단, 

, , , ,1f I t f I tR r= + )                            

 
, ,i K tr  : t 년 기준 한국의 물가상승률 (단, 

, , , ,1i K t i K tR r= + )                               

 
, ,i C tr  : t 년 기준 중국의 물가상승률 (단, 

, , , ,1i C t i C tR r= + )                           

 
, ,i I tr  : t 년 기준 인도의 물가상승률 (단, 

, , , ,1i I t i I tR r= + ) 

 

이때 (식3-1) 내지 (식3-3)의 가공비 가공비에 포함된 변수인 

평균 작업인원( avgw )은 각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직접 작업인원의 단순 

합이 아니다. 실제 작업 공정을 살펴보면 모든 공정에 투입되는 

C/Time(Cycle Time)과 작업인원이 동일한 경우는 없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병목공정에 따른 유휴 작업인원의 적정한 배치, 작업 

효율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평균 작업인원 산출 함수를 개발하였다. 

이때 Iteration은 1회를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Iteration을 여러 번 

거칠 경우, 평균 작업인원 수는 이론적으로 좀 더 이상적인 수치에 

근접할 수 있지만, 작업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 Lot간 작업 

멈춤 시간이나 작업 준비 시간 등 현실적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Iteration 1회가 실무를 반영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작업인원 산출 함수 개발을 위해서는 공장의 총 

가동시간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불량율이 0일 때의 요구 

생산량(납품해야 할 정상품의 수량)을 bR 이고, 각 국가별 공정의 

불량율(1개당 불량품의 수)을 e 라고 할 때, 불량율을 고려한 총 요구 

생산량 R 은 다음 (식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bR R e=  +                                     (식3-4) 

 

그리고 총 요구 생산량에 병목공정의 Cycle time(sec)인 abt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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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면 다음 (식3-5)의 좌변과 같이 공장의 총 가동시간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abt 는 각 공정의 Cycle Time인 ict (단, 1,2,3,4, ,i n= ) 

중에서 최대로 시간이 소요되는 공정의 Cycle time을 의미한다. 즉, abt

는 1 2 3max{ , , , , }nct ct ct ct 를 의미한다. 

 

( )a b a bbt R bt R bt bt R =  + −                             (식3-5)    

 

또한, 앞서 언급한 Iteration을 위해 두 번째 병목공정의 Cycle 

time을 의미하는 bbt 를 반영하면 (식3-5)의 우변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bbt 는 전체 공정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을 의미하므로, bbt 는 (식3-6)과 같이 병목공정 이전의 공정을 

의미한다.  

 

1

1 2 3

,

max{ , , , , }

k a

b k

If ct bt

bt ct ct ct ct

+ =

=
                           (식3-6)   

 

다음으로 작업자 수를 고려하기 위해 모든 직렬 공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 수의 합인 aw 와 병목공정 이후 모든 공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 

수의 합인 bw 를 고려하여 (식3-5)를 정리하면 다음 (식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식3-7)의 좌변인 avgw 는 공장의 총 

가동시간 동안 요구되는 작업자 수의 가중평균화 된 근사값을 의미한다. 

 

( )avg a a b b a bw bt R w bt R w bt bt R  =   +  −                (식3-7)   

 

마지막으로 (식3-7)의 양변을 abt R 로 나누면 (식3-8)②과 같이 

 
② 평균인원( avgw )으로 값을 산출할 때 모든 제조공정은 직렬이고 공정과 공정 

사이에 충분한 버퍼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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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작업인원(
avgw )을 도출할 수 있다.  

 

( )a b b a b
avg

a

w bt w bt bt
W

bt

 +  −
=                           (식3-8) 

 

 

2) 기타부대비   

다음으로 기타부대비를 의미하는 otherNPV 는 가공비 외에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장비(①), 물류비(②), 관세 및 보험료(③), 재고비용(④)의 총합으로 

기타부대비를 정의하였다.  

 

① 포장비 

먼저 제품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Pallet에 대한 생산기간( a ) 

동안의 포장비는 다음 (식3-9)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 )1
, ,1

a
p p t

t
t

f s i ss

n e c

r r=
=

 





                                    (식3-9) 

 

여기서 포장비는 연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Pallet의 전체 개수( pn )와 

단위 Pallet 당 포장비( pe , 해외 환)에 t 시점의 환율( tc , 원/해외 환)을 

곱한 후, 연도별 할인율을 반영하여 나눈 값의 합이다. 할인율은 

가공비에서와 같이 국가별 1년 채권금리와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종합하여 반영하였다. Pallet는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컨테이너 단위로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② 물류비 

제품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생산기간( a ) 동안의 

물류비는 다음 (식3-10)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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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a
c c t

t
t

f s i ss

n e c

r r=
=

 





                                    (식3-10) 

 

여기서 물류비는 연간 사용되는 컨테이너 개수( cn )와 컨테이너 개당 

배송 소요비( ce , 해외 환)에 t 시점의 환율( tc , 원/해외 환)을 곱한 후, 

연도별 할인율을 반영하여 나눈 값의 합이다. 할인율은 포장비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1년 채권금리와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종합하여 

반영하였다. 

 

③ 관세 및 보험료 

다음 (식3-11)은 해외 도입품의 경우, 국내에서 내륙으로 운송하는 

제품과 비교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관세와 물류 보험료를 표현한 식이다. 

 

( )  ( )

( )
1

1
, ,1

t

a Product avg s t ins ts

t
t

f s i ss

e r T w p pi c e e

r r

=

=
=

 +      +








                       (식3-11) 

  

이때 관세와 보험율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교역 상대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그리고 관세나 보험료는 제품가격의 일정비율(%)로 반영된다. 

따라서 제품가격은 (식3-11)과 같이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재료비는 제품 당 비용에 ( Producte )에 불량율을 고려한 

요구 생산량( r )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가공비는 (식3-3)을 

준용하여 도출 가능하다. 그리고 제품가격에 선적 보혐료율( inse )과 수입 

관세율( te )를 합한 비율을 곱한 후, 연도별 할인율을 반영하여 나누면 

관세 및 보험료를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제품의 관세는 제품단가의 5.8%, 인도에서 들여오는 제품은 제품단가의 

8.0%의 관세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중국의 경우 제품단가의 0.03%, 

인도의 경우 제품단가의 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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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고비용 

마지막으로 재고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납품대금 지급 시점은 물류 

Lead Time 기간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송하는 

제품의 납품대금 지급기간 차이를 재고비용으로 산정하여 (식3-12)와 

같이 재고비용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해상 물류기간을 채권금리를 

적용하여 재고비용을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식3-12)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제품의 재고비용 수식으로 물류 Lead Time은 

10일로 가정하였으며, 인도에서 도입되는 제품의 물류 Lead Time은 

35일로 가정하였다. 

 

( )  ( )

( )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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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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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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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3-12) 

 

위와 같이 (식3-9) 내지 (식3-12)를 이용하여 도출한 포장비, 

물류비, 관세 및 보혐료, 재고비용의 합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otherNPV

를 도출하면 다음 (식3-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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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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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3-13) 

 

이와 같이 구성한 제조 비용 추정함수의 유효성은 제 4장 3절 NPV 

분석결과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 4 절 비용요소 인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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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요소 인자는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의 부품단가 결정 시 고려하는 

인자(As-Is) 외에 기준금리와 물가상승율 등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To-Be)를 추가하여 실제 제조 비용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하였다. 

다만, 자연재해 및 해상 운송 사고 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 리스크는 

제품 조달 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조현장에서는 이러한 공급 

중단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통상 1~2달치 물량을 재고로 비축해 

놓는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고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또한 발생 확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제조 비용은 크게 재료비, 가공비, 기타부대비, 경비, 제조관리비로 

구성된다. 각각의 비용을 구성하는 인자 및 정의를 나타내면 다음 [표 

3.4.1]과 같다. 

 

[표 3.4.1] 비용요소 인자 및 정의 

구분   
비용요소 인자 

정의 
As-Is To-Be 

재료비 
※ 분석 시 제외하였음 

 (국가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가공비 

‘19년 임율 (원) 

 직접 작업인원 임금 외 

간접부문(경영지원 포함) 

비용 포함 

 분석 대상 협력사 DATA 

반영 

임금 인상율(%) 
 분석 대상 협력사 최근 

4년 평균 임금인상율 

가공비 Cycle Time (초) 
 제품 1개 생산하는데 요구

되는 공정별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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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인원 (명) 

 제조 공정별 작업인원의 

단순합이 아닌 

평균작업인원  

※ (식3-2) 참조 

 기본 가정: 

   ① 모든 공정은 직렬공정 

② 공정간 충분한 버퍼 有 

 Iteration은 준비시간과 

LOT간 멈춤 시간을 

고려하여 1회로 함 

준비시간 (초) - 

LOT수량 - 

- 
 불량율 

 (PPM) 

 분석 대상 국가에서 

동일공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율 

 불량율은 총 생산물량에 

영향을 줌 

- 
 소비자물가 

상승율(%) 

 분석 대상 국가 최근 

8년치 평균값 

 신차 출시 후 수년간 

생산하기 때문에 년도별 

비용에 할인율을 반영하여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데 활용됨 

-   환 율  최근 3년치 평균 환율 

- 기준금리 (%) 

 최근 3년치 평균 

채권(1년)  

 신차 출시 후 수년간 

생산하기 때문에 년도별 

비용에 할인율을 반영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산하는데 활용됨 

기타 

부대비 
관세 (원) 

 제품가에 관세율(%)반영 

    (관세=제품가×관세율) 

 관세율은 국가 간 실제 

고무제품 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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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포장비 (원) 

 실제 제품의 컨테이너 

물류비 및 Pallet 포장비 

 물류비: 컨테이너 개당 

물류비/적재 제품수량 

 포장비: Pallet 개당 

포장비/적재 제품수량 

- 
재고 비용 

(원) 

 해외 도입품의 경우 

제품가에 물류 Lead time 

기간을 기준금리에 곱하여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함 

보험료 (%/제품단가) 

 제품가에 보험율(%)반영 

    (보험율=제품가×보험율) 

 보험율은 상대국가 및 

물류거리에 따라 상이함 

 보험율은 실제 동일공법 

보험율 적용 

경비 
※ 분석 시 제외하였음 

     (국가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제조관리비 
※ 분석 시 제외하였음 

   (국가별로 제조 비용 차이에 미비하게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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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적용대상 품목 검토  

 

개발한 비용 함수를 구성하는 주요 인자는 공정별 Cycle Time과 

공정 작업인원 2가지이다. 이에, 비용 함수는 제품의 노무 가공비 

비중이 클수록 산출하는 제품별 제조 비용 수치가 유의미하고 유효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중에는 비용 함수를 통해 제조 

비용 산출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도 있다. [표 3.5.1]에서와 같이 

해당되는 품목은 바로 소자 및 반도체 류이다. 그 외 물리적·기계적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전 부품은 비용 함수 활용이 가능하다. 

 

[표 3.5.1] 적용 가능/불가 품목 

구분 대상품목 특징 

적용 가능 품목 

[전자산업 외] 

소자, 반도체 류  

외 전품목 

물리적 공정, 

노동 집약적(가시영역) 

적용 불가 품목 
[전자산업] 

소자, 반도체 류 

화학적 공정, 

기술집약적(비가시영역) 

 

개발한 비용 함수가 소자, 반도체 품목에 적용이 불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종산업(반도체산업 ↔ 자동차 부품산업)간 극명하게 배치되는 

산업별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반도체 소자부품은 제조원가에서 일반 자동차 부품에 비해 

노무 가공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은 

Operating, Maintenance, Packaging을 하는 소수의 간접 인원에 

불가하다 [36]. 

두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兩산업의 특징에 기인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제조공정 단계 축소』및 

『Cycle Time 단축』을 통하여 제품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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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에서는 생산 제품의 『수율(Yield)과 선폭 집적도』에 초점을 

맞춰 원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반도체 제품의 수율을 늘리고 선폭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공정이 추가될 수도 있고 

Cycle Time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반도체 

품목에서 생산성 개선 현상은 각 기업들만이 보유한 고유의 축적된 

기술력과 투입되는 자본력에 비례한다 [37,38]. 

세번째는, 소자와 반도체류 품목은 대부분 표준품이 아닌 고객 

맞춤형 제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R&D비, 기술임대료(IP), 특허비 

등이 상대적으로 제품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39]. 

네번째로, 전자산업 분야는 국가차원의 산업 기밀 관리에 따른 중요 

기술의 해외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국내 공장과 

국외 공장은 제품 개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덧붙여, 전자소자산업의 경우 생산기술과 축적된 기술력이 제품의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외로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집중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별 Life Cycle 차이이다. 반도체산업이나 자동차 

부품산업 모두 선행 개발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24개월 내외로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의 Life Cycle은 5년 이상이고 

소자/반도체는 대략 5개월 정도이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은 2~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서 양산에 성공하는 경우 해외에 순차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반도체산업의 경우 Life Cycle이 짧으므로 그럴 여유가 

없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제조 비용 함수는 제조 공정 라인에 

직접 작업 인원이 투입되고, 제품이 기계적·물리적 공정에 의해 

제작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따라서, 비용 함수는 소자 및 반도체 품목을 제외한 전 자동차 부품 

군에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 공정이 유사한 조선 및 

기계산업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부품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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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분석 DATA  
 

방진고무 제품에 대한 제조 비용 경제성 분석 정보를 살펴보면 생산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인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차종은 

현대기아자동차 대표 차종인 소나타 사양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차종의 

실제 연간 생산량과 Life Cycle은 10만대, 6년으로 분석 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대당 소요 수량은 2 Pieces이다. 납품처는 실제와 

동일하게 국내 완성차 아산공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외 제품 제조 

비용 산출에 적용한 인자별 데이터는 [표 4.1.1] 내지 [표 4.1.4]와 

같다. 

 

[표 4.1.1] 인자별 적용 DATA 

구분 상세 DATA DATA 출처 

가 

공 

비 

‘19년 임율 

한(23,300원), 

중(70위안),  

인(34.5루피) 

해외 진출  

국내 협력사 

(유사공법 제조) 

임금 인상율 

한(4.38%),  

중(6.25%),  

인(10.8%) 

Cycle Time 

한([표 4.1.2]) 

중([표 4.1.3]) 

인([표 4.1.4]) 

작업 인원 공정별 평균 작업인원 수 

불량율 

(PPM) 

한(4,000),  

중(9,500), 

인(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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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비 

소비자물가 

상승율 

한(1.27),  

중(1.78),  

인(4.54) 

FRED (Federal  

Reserve Bank) 

환 율 최근 3년치 평균    

외환은행  

(최근 3년치) 기준금리 

한(1.66),  

중(2.94),  

인(6.63) 

기 

타 

부 

대 

비 

관세 
중국(5.8%),  

인도(8%) 

현대모비스 

통상팀 

물류 

/포장비 

컨테이너 물류 및  

파렛트 포장비 

[컨테이너 물류비/EA] 

중국→한국: 1,506 CNY 

인도→한국: 50,942 INR 

[Pallet 포장비] 

한국↔중국: 754 CNY 

한국↔인도: 6,750 INR 

※ 컨테이너 하나에 

파렛트 16개 적재, 

파렛트 하나에 제품 

600개 적재 기준임 

국내 협력사 

재고비용 

생산 후 입고까지의 

이자율 적용 

(중국 → 한국: 10일,  

인도 → 한국: 35일) 

보험료 0.08% 현대글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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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작업인원 및 Cycle Time(한국) 

구분 Sub품 작업인원(명) CVT Cycle Time  

프레스 

스틸1 (M/Plate) 1 1 6.0 

스틸2 (B/Plate) 1 2 3.4 

스틸3 (Upr Cup) 1 1 5.1 

스틸4 (Lwr Cup) 1.5 1 8.4 

전처리 
스틸1 (M/Plate) 2 180 1.2 

스틸2 (B/Plate) 2 180 0.6 

접착제 
스틸1 (M/Plate) 1 14 7.3 

스틸2 (B/Plate) 1 16 7.2 

고무사출 스틸1+2, 고무 0.33 8 70.2 

도장 
스틸3 (Upr Cup) 0.5 18 2.2 

스틸4 (Lwr Cup) 0.5 15 2.5 

용접 스틸4 (Lwr Cup) 1 1 7.5 

조립 

스틸1+2+3+4+볼트 

1 1 14.2 

검사 1 1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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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작업인원 및 Cycle Time(중국) 

구분 Sub품 작업인원(명) CVT Cycle Time 

프레스 

스틸1 (M/Plate) 1 1 8.1 

스틸2 (B/Plate) 1 2 4.4 

스틸3 (Upr Cup) 1 1 7.1 

스틸4 (Lwr Cup) 2 1 9.3 

전처리 
스틸1 (M/Plate) 3 200 1.2 

스틸2 (B/Plate) 3 200 0.6 

접착제 
스틸1 (M/Plate) 1 12 8.1 

스틸2 (B/Plate) 1 12 9.1 

고무사출 스틸1+2, 고무 0.33 8 72.2 

도장 
스틸3 (Upr Cup) 1 12 4.0 

스틸4 (Lwr Cup) 1 12 4.1 

용접 스틸4 (Lwr Cup) 2 1 8.9 

조립 
스틸1+2+3+4+볼트 

1 1 11.4 

검사 1 1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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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작업인원 및 Cycle Time(인도) 

구분 Sub품 작업인원(명) CVT Cycle Time  

프레스 

스틸1 (M/Plate) 2 1 9.4 

스틸2 (B/Plate) 2 2 4.5 

스틸3 (Upr Cup) 2 1 9.5 

스틸4 (Lwr Cup) 2 1 11.5 

전처리 
스틸1 (M/Plate) 5 150 1.8 

스틸2 (B/Plate) 5 150 0.8 

접착제 
스틸1 (M/Plate) 2 9 15.2 

스틸2 (B/Plate) 2 9 13.8 

고무사출 스틸1+2, 고무 0.5 8 79.1 

도장 
스틸3 (Upr Cup) 2 10 4.5 

스틸4 (Lwr Cup) 2 10 4.4 

용접 스틸4 (Lwr Cup) 2 1 10.7 

조립 
스틸1+2+3+4+볼트 

4 1 13.6 

검사 1 1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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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현금흐름표 
 

[표 4.2.1]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에서 2019년부터 Study Period 

6년에 동안 발생하는 가공비와 기타부대비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파란색 막대는 가공비이고 주황색 막대는 기타부대비다. 인도의 

연도별 NPV값이 해가 지날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할인율에 포함된 변수인 1년 채권금리와 소비자 물가상승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 중국의 연도별 NPV값이 비슷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NPV값이 낮아지는 인자인 1년 채권의 이자율과 소비자 

물가로 구성된 할인율과 임금인상율이 상쇄(Trade-off)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1]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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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PV 분석 결과  
 

[표 4.3.1]의 NPV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 비용 경제성 우위는 

인도, 중국, 한국 순이다. 순현재가치(NPV)에 생산국가 간 차이가 

미미하다고 가정한 재료비, 경비 및 제조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4.3.1] NPV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개당 비용(원) 가공비 기타부대비 순현재가치 

한 국 2,675 3,210 - 3,210 

중 국 2,285 2,248 494 2,742 

인 도 1,641 1,450 519 1,969 

 

개발한 생산비용 추정함수는 실제 분석 Tool로서 유의미하며 

현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현업에서 해당제품의 실제 

구매 단가는 사양별로 4,2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이때 

가공비와 기타부대비의 합은 2,200원에서 2,900원 사이에서 분포한다. 

금번 NPV 분석을 통해 얻은 개당 생산비용 순현재가치는 위에 값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조 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비용 위주로 고려하여 

실제 제조 비용과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함수 간소화를 통해 

함수 활용도 및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둘째로, 해외 진출에 타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한국과 해외 국가 

간의 제조 비용 순현재가치 차액과 수주 물량을 고려한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서의 생산기지 신규 건축비 등의 초기 투자비 상한액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5차종(6년 생산, 10만대/년, 2 

Pieces/대, 총 600만 Pieces) 수주했을 때 경제성을 담보한 중국에서 

총 투자비 상한액은 23.4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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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인자들은 상수가 아닌 변수로 시시각각 변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인자별 특성은 자동차 부품사 경영층들이 해외 진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자별 민감도 

분석이 수반된다면, 협력사 경영층들이 유동하는 인자값으로 인한 제조 

비용의 변동폭 리스크 예측이 가능하여 이를 감안한 의사결정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4 절 민감도 분석   
 

앞서 제조 비용함수를 개발할 때 환율, 임금인상율, 기준금리, 

불량율 등의 비용요소 인자는 최근 몇 년간의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 값들은 정확도가 높은 예상치일 뿐 실제 미래에 발생하는 

실제 값은 아니다. 이에, 함수에 포함된 단일변수 별로 최종 제조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4.4.1]와 같이 제조 비용 주요 구성인자 6가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금리 인자의 경우, 각국의 수치로 

변동폭이 적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4.4.1] 민감도 분석 대상 인자 

구 분 대상 인자 비 고 

1 임금인상율 

※ 가공비 구성  

인자임 

2 환율 

3 물가상승율 

4 Cycle Time (고무 가류공정) 

5 작업인원 

6 불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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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첫째는 

함수를 구성하는 인자 값들의 수치가 2019년 불변가치 일지라도 미래 

특정시점에 각 인자의 값들이 현재 특정시점과 같다고 담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자들은 변수로써 변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인자들이 일정 폭 변동했을 때의 변화하는 비용함수의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특정 인자의 미세한 변동에 따른 

총비용함수에 영향 정도는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영층이 의사결정시 활용 가치가 있다.  

 

1) 민감도 분석 – 단일변수 (6종)  

① 임금인상율   

임금인상율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1]에 반영된 

각 국의 임금인상율(최근 4년 평균) 및 표준편차(1σ)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임금인상율은 4.4%이고 표준편차(1σ)는 1.08이다. 중국의 

임금인상율은 6.3%이고 표준편차(1σ)는 2.17이다. 인도의 

임금인상율은 10.8%이고 표준편차(1σ)는 2.58이다. 

[그림 4.4.1]에서 표준편차별 민감도는 중국, 인도, 한국 순으로 

제조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간 

생산비용의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4.4.1] 민감도 분석 결과(임금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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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율 

환율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2]에 반영된 각 

국의 환율(최근 3년 평균) 및 표준편차(1σ)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환율은 167.09원/ CNY 이며 표준편차는 3.07원/ CNY이고, 인도의 

환율은 16.73 원/ INR이며 표준편차는 0.67원/ INR이다. [그림 4.4.2]와 

같이 표준편차별 민감도는 인도, 중국, 한국 순으로 제조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 4.4.1]의 임금인상율 인자와 비교할 때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크지 않다.  

 

 

[그림 4.4.2] 민감도 분석 결과(환율) 

 

③ 물가상승율 

물가상승율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3]에 반영된 

각 국의 물가상승율(최근 4년 평균) 및 표준편차(1σ)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물가상승율은 1.27% 이며 표준편차는 0.48% 이다. 중국의 

물가상승율은 1.78% 이며 표준편차는 0.27% 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물가상승율은 4.54% 이며 표준편차는 1.25% 이다. [그림 4.4.3]에서 

표준편차별 민감도는 인도, 한국, 중국 순으로 제조 비용에 크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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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환율인자보다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도는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4.4.3] 민감도 분석 결과(물가상승율) 

 

④ Cycle Time (고무 가류공정) 

Cycle Time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4]에 반영된 

각 국의 Cycle Time 평균값과 표준편차(1σ)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Cycle Time은 70.2초이며 표준편차는 0.37초이다. 중국의 Cycle 

Time은 72.2초이며 표준편차는 0.55초이다. 인도의 Cycle Time은 

79.1초이며 표준편차는 0.63초이다. [그림 4.4.4]에서 표준편차별 

민감도는 3국가가 유사 수준이며, 또한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도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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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민감도 분석 결과(고무 가류공정) 

 

⑤ 작업인원 

작업인원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표준편차별 민감도는 한국, 중국, 인도 순으로 제조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작업인원 변동이 있을수록 국가 간의 생산비용 

격차는 크게 발생한다.  

 

 

[그림 4.4.5] 민감도 분석 결과(작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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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량율 

불량율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6]에 반영된 각 

국의 평균 불량율 및 표준편차 (1σ)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불량율은 

4,000 PPM (0.004 개/개당)이고, 중국의 9,500 PPM 

(0.0095개/개당)이다. 또한 인도의 불량율은 12,000 PPM (0.012 

개/개당)이다. 방진고무 제품의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율 수치가 높지 

않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도는 무시할 정도로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6] 민감도 분석 결과(불량율) 

 

종합하면, 단일변수 민감도 분석 결과 임금인상율 > 물가상승율 >  

환율 > Cycle Time 순으로 총 제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일변수 민감도 분석 시 제조 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임금인상율과 환율, 물가상승율과 환율을 복합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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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도 분석 – 복합변수(임금인상율 ↔ 환율) 

① [한국-중국]   

한국과 중국의 임금인상율과 환율로 구성된 복합변수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7]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간의 환율과 

임금인상율 폭이 커지는 임금인상율(5σ)과 환율(1.5σ) 주변에서 

중국의 생산비용 자체가 한국의 생산비용을 추월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7]에서의 복합변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환율과 

임금인상율의 영향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7] 민감도 분석 결과(한-중, 임금인상율-환율) 

 

② [한국-인도]  

한국과 인도의 임금인상율과 환율로 구성된 복합변수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4.8]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에 임금인상율과 

환율의 큰 표준편차를 반영하여도 생산비용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준 편차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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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민감도 분석 결과(한-인, 임금인상율-환율) 

 

3) 민감도 분석 – 복합변수(물가상승율 ↔ 환율) 

다음 [그림 4.4.9]과 [그림 4.4.10]은 각각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인도에서 물가상승율과 환율 인자가 복합적으로 움직일 때의 민감도 

분석 그래프이다. 이때 [그림 4.4.9]와 [그림 4.4.10]을 살펴보면, 

한국과 인도의 경우 정상상태일때의 제조 비용 값의 겹에 크기 때문에 

물가상승율과 환율 인자에서 큰 폭의 표준편차를 반영하여도 생산비용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표준 편차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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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민감도 분석 결과(한-중, 물가인상율-환율) 

 

 

[그림 4.4.10] 민감도 분석 결과(한-인, 물가인상율-환율) 

 

이와 같이 단일/복합변수별 민감도 분석 결과는 제조 비용의 정확한 

추정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별 활용가치가 높다, 민감도 분석이 

수반된다면 회사 경영층으로 하여금 해외 진출 검토 시 오판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간 복합변수(임금인상율 ↔ 환율)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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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생산비용이 한국의 생산비용을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아래와 같이 

Mathematic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하였다. 

양국의 순현재가치(NPV)값에서 임금인상율과 환율을 변수로 전환 

후 Mathematica를 이용해 위와 같은 3D 그래프를 얻었다. 파란색 

반구(타원체)는 중국의 임금인상율이 표준편차 1σ일 때의 제조 

비용이며, 갈색 빗면은 한국과 중국의 제조 비용이 동일한 영역이다. 

[그림 4.4.11]을 통해 중국의 제조 비용이 임금인상율 1σ 

내에서는 한국의 제조 비용을 추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σ  

 

[그림 4.4.11] Mathematica활용 결과 - 1σ 

 

타원체의 경우, 중심은 임금인상율과 환율의 평균값이며,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각 변수의 표준편차로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타원체의 방정식은 다음 (식4-1)과 같으며, 이때 x , y 는 한국과 

중국의 임금인상율, z 는 환율을 의미하며, x , y , z 는 각 요소의 

표준편차, x , y , z 는 임금인상율, 환율의 최근 평균값이다. 

 

2 2 2

2 2 2

( ) (y ) ( )
1

x y z

x x y z z

  

− − −
+ + =                         (식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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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의 임금인상율과 환율의 표준편차가 1σ일때의 

결과를 [그림 4.4.11]에서 살펴보면 양국간 비용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4.12]을 통해 양국 임금인상율 간의 표준편차가 

2.5σ 이상 차이 날 경우, 제조 비용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Mathematica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상대 영역 침범 

정도에 따라 제조 비용 추월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시각화는 제조 회사 경영층이 해외 진출 여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고 자료로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2σ  

 

2.5σ  

 

[그림 4.4.12] Mathematica활용 결과 - 2σ,2.5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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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론 
 

첫째, 자동차 부품 중 방진 고무 제품의 생산비용을 모사하는 총 

비용함수를 물류비를 포함한 기타부대비와 실제 제조공정 Cycle 

Time과 작업 투입인원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 

의사결정 시 경제성을 진단할 수 있다. 제품 생산공정까지 고려한 이 

비용 함수를 통해 현업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임금인상율, 물가상승율, 환율 요소 순으로 최종 생산비용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각 요소별로 적용 국가에 따라 생산 비용에 영향 

정도가 상이하다. 

셋째, 민감성 분석을 통해 비용 요소의 변화에 따른 생산비용 역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넷째, 국가 간 NPV값 비교를 통해 제조 공정이 정상상태(Steady 

State)일 때, 

(1) 해외 진출 검토 시 경제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다. 

(2) 경제성을 담보하는 해외 투자비 상한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다섯째, 비용함수 적용 가능 품목은 물리적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이며, 적용이 불가한 품목은 화학적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이다. 

여섯째, 본 비용함수는 자동차 부품산업 외 조선 및 기계 산업에 

확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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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계점 및 추후 발전 논의  
 

첫째, 본 연구는 생산 국가별로 비용함수에 상이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정상상태(Steady State)를 전제하였다. 

둘째, 국내 생산 품목에 비해 해외 도입품의 경우 물류 Lead 

Time이 증가한 만큼 공급망 리스크는 상존하나 가능성이 낮고 예측 

불가하여 비용함수 개발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확률적 모델링 과정에서 요소별 연관성(Covariance)을 

분석에 활용한다면 결과값 예측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비용함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율이나 물가상승율을      

확률적 모형으로 모델링한 후 환율이나 물가상승율의 변화에 따른 기대 

비용의 결과값을 확률적 또는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다섯째, Covariance 및 비용 인자의 확률적 모델링 과정은 

결과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개량된 의사결정 보조 차트(3D 

chart)로 발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www.hankyung.com (2019.5) 

 

[2] 스페셜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speconomy.com  (2019.6) 

 

[3] 김태기 (2016). 노동생산성 변화의 원인과 결과: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비교. 산업관계연구, 26(2), 59-83. 

  

[4] 이승구 (2014). 자동차 부품, Methodology Report. 

 

[5] 유일근 (2011). 최신 경제성공학. 서울: 형성출판사 

 

[6] 백승호 (2019). 경제성 분석 교육자료. 

 

[8] 하정우, 김수덕 (2005). 대관령 풍력단지의 풍력발전량 및 경제성 

분석. 에너지공학, 14(2), 123-132. 

 

[9] 김성기 (2007). 해외유전개발사업 진출-한국석유공사의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확보 사례분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사례센터. 

 

[10] 김시연, 황재동, 임종훈, 송경빈 (2012). 경제성을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의 비교분석 연구. 

전기학회논문, 61(9), 1242-1248. 

 

[11] 이관호 (2004). 환경비용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4(3), 93-100. 

 

[12] 전동혁, 김상도, 임영준, 이시훈 (2011). 저등급석탄 고품위화 

공정의 경제성 분석.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49(5), 

639-643. 

 

[13] 조성우, 원승환, 최상희 (2014).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 

시스템에 따른 경제성 비교.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0(3), 121-140. 

 

http://www.hankyung.com/
http://speconomy.com/


 

 

[14] 정형찬 (1985).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해양한국, 

141( 31-37). 

 

[15] 한상용 (2014). 대러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의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송경로 전환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한국물류학회지, 24(79-108). 

 

[16] 박종흥 (2009). 우편물류 RFID 기술 도입 로드맵. 산업연구원, 

3(13). 

  

[17] 양준규, 김관형, 윤동희, 박동주 (2011). 철도 물류 편익 산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지, 21(107-129). 

 

[18] 조행묵, 이크발마흐무드 (2009). 자동차연료로서 CNG 의 경제성 

분석. Clean Technology, 15(1-8). 

 

[19] 신민재, 심재훈, 김채수 (2018). 중소 사출 제조업의 MES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65-67. 

 

[20] 문덕희, 김하석, 송성, 김경완 (2003). 자동차 도장공장의 Color 

Rescheduling Storage 설치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산업공학회, 

16(211-221). 

 

[21] 유종훈, 김후곤 (2011).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한 전기차의 

보조금 정책 연구. 에너지공학, 20(54-62). 

 

[22] 최은식, 임근희, 김창수 (2009).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정책 과 

경제성 분석.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49-950. 

 

[23] 김봉진 (2015). 보조금과 수소가격을 고려한 국내 연료전지차의 

경제성 분석.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26(35-44). 

 

[24] 고문주 (201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적정성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25] 이호영, 한진석, 고승영 (2016). 친환경차 보조금 적정성 분석 

연구. 환경정책, 24(89-102). 

 

[26] 신현열, 오진석 (2005). 제조업의 국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3-51. 



 

 

[27] 백정숙, 기현희 (2004).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과 산업공동화에 

대한 실태조사. 대한경영학회지, 46(2097-2119). 

 

[28] 김경유 (2014).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쟁력 

구조와 성과변화 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9] 박석진 (2019). 국제노동브리프.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30] 자동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kapkorea.org/ 

 

[31]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aica.or.kr/ 

 

[32]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ama.or.kr/ 

 

[33] 이승구 (2019). Methodology Report, 서울: 자동차 부품. 

 

[34] 미래한국 홈페이지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과 

성장”(2019.1) 

 

[35] 산업정책조사팀 (2018). 자동차 부품산업 국내외 동향 및 경쟁력 

분석.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동향보고서. 

 

[36] KOTRA (2018).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37] 한주윤, 정봉주 (2001). 반도체 공정에서의 제조 원가 분석 모델. 

대한산업공학회, 695-698. 

 

[38] 김학동, 이선우, 이세현 (2012). 반도체 공정과 장비의 기초.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39] 한영신, 전동훈 (2009).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 

모델 설계 및 구현. 한국시뮬레이션학회, 18(219-225). 

 

 

 

http://www.kapkorea.org/
http://www.kaica.or.kr/
http://www.kama.or.kr/


 

 

Abstract 

Estimation of Automotive 

Components Manufacturing Cost 

and Economic Evaluation of 

Overseas Emigration  
 

KIM YOUNGHWE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omestic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has recently 

discussed an issue about the emigration of its manufacturing plants 

overseas. With the emergence of this trend, the present study aimed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emigration by analyzing the 

data of production costs of the vibration proof rubber, one of the 

automotive components. In order to analyze the cost structure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country or abroad, we set up a process 

model for the domestic products to simulate the production costs. In 

accordance with that, the cost function was derived. Plus, we 

estimated the cost structure to adjust the parameters of the cost 

function to its overseas conditions when the manufacturing plants 

emigrates to countries such as China or India. Ultimately, NPV helped 

to clarify the difference in the total cost structure. Furthermore, we 

analyzed its parametric sensitivity that affects the cost and drew the 

upper limit of its investment, ensuring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verseas emigrat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cost function based on cycle time in manufacturing and 

work inputs was built for product cost simulation of the vibration 

proof rubber, enabling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ts overseas expansion. That is to say, 

this total cost function makes it possible to be utilized in the field. 

Second, factors such as wage increase, inflation, and exchange rate 

had an enormous effect on the final cost of the production, and the 

effect on the cost in each factor differs from countries that may apply. 

Third, the sensitivity analysis helped evaluate the reverse possibility 

of the production cost with changes in the cost of factors. Fourth, 

when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in normal state (steady state) in 

comparison with NPV around the world, (1) Capable of evaluating 

economic feasibility in consideration of its overseas expansion, (2) 

Capable of calculating the upper limit of its overseas investment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Keywords : automotive components industry, economic evaluation, 

manufacturing cost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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