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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PS(Ideal Production System) is a strategic cost management establishing ideal target cost, innovating 

cost structure and reduction. However, IPS was commonly used in assembly industry acquiring 

components and using them to assemble vehicles etc. Applying IPS to steel industry is a new try and 

not easy because cost elements in flow manufacturing are clustered and obfuscated in a complicated 

way. This paper proposes ICM (Ideal Cost Management) method adaptive to steel industry. One of the 

biggest advantages is that ICM could classify and categorize costs in detail according to accounts and 

manufacturing machines. Based on ICM information, steps of extracting and maximizing ideas are 

followed effectively. From 2013, ICM was applied successfully to POSCO Pohang Steel Works 38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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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低성장, 低수익 구조를 맞이한 각 기업들은 현재 방

식으로 제품을 생산해낸다면 이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급과잉과 경쟁

심화, 부동산 침체, 자금 조달난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 '4重苦’로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철강업종은 

Margin Squeeze시대가 더 심화되어 뉴노멀(新常态)

이 장기간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1][2] 이렇듯 철강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수익성 창출을 위해 갖은 방법론을 동원하여 현 상황

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 모두가 차별화된 신기

술개발과 극한 원가절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

고, 원가절감 활동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각 회사마다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 하고 있지만 이

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업체들은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수

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원가경영(Strategic cost 

management System, 이하 SCMS)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기업에서 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론은 

전원참여형 체질 개선으로 품질, 생산, 원가 등의 목표

를 지향하는 방식의 6시그마, TPM, TPS, IE, VE, 품

질경영 등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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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무리 혁신활동을 해도 오히려 제조원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P-Mix(제품조합)변동에 의

한 가공비 상승도 있지만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선활동

을 하다 보니 비용을 더 파생시키는 일관성 없는 방식

의 전개와 부분적인 개선활동이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또 성과 모니터링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인 원가절감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ost 삭감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전체를 고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ost 삭감은 또 다른 Cost

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중요한 활동은 피해를 입고, 

중요하지 않은 활동도 수 개월 후에는 원래의 Cost로 

돌아온다. [4]

  또 일부 기업들은 체계적인 혁신방법론 보다 더 극

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Target Costing형식의 이

상목표관리시스템(Ideal Production System, 이하 

IPS)원가절감활동을 전개하거나 쉬운 방법으로 협력업

체에 전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납품단가를 깎는 방식

으로 원가절감을 병행하는 등의 극한의 원가절감을 이

루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들이 그 동안 주조ᆞ금형ᆞ용

접ᆞ표면처리ᆞ소성가공ᆞ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

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인 뿌리산업과 조립산업에 

주로 보편화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었다.

  소재를 생산하는 장치산업 등에선 전략적 원가경영

을 하기 보다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으로 3Zero(고장, 

불량, 재해)실현을 위한 TPM, TQC 활동을 추진하는

데 이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오랜 기간을 거

쳐야만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일이라 원가절감 활동이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존의 전략적 원가경영의 전개순서를 응용하고 IPS방식

의 극한 원가절감 방식을 장치산업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한 내용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장치산업에 맞는 원가절감방안을 목적으로 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먼저 전략적 원가

경영의 정의, 특징과 원가절감 사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TDK회사, 삼성SDI 기업 등에서 적용한 

연구자료 및 관련 책자 및 논문을 참고 인용하였다.

2.1 연구내용

(1) 전략적 원가경영(SCMS) 고찰 국내외 전략적 원

가경영을 방법론 특성을 분석 연구하여 장치산업에 걸 

맞는 방법론 개발에 적용하였다.

(2) IPS 방법론  고찰 및 사례

  국내외 원가절감 활동 기업들 중 우수 활동 사례 분

석을 통하여 장단점을 장치산업에 적용할 항목을 선정

한다.

(3) ICM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사례

  철강산업 등 장치산업 Process에 원가분석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의 이슈와 개선착안점을 발굴하는데 활

용을 한다.

2.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전략적 원가경영(SCMS), 이상목표관리시스템(IPS)

(2) 사례연구

  POSCO ICM적용 사례

 

3. 전략적 원가경영(SCMS) 고찰

  전략적 원가경영(SCMS)이란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

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미래의 생존을 위한 

예측원가 목표를 명확히 하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효과적인 Cost Down 활동이 가능해지는, 즉 경영이익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Cost Down 혁신 활동을 말하는 것

으로써 원가혁신활동은 단순히 단기적 과제로 경쟁력이 

없는 Cost 조건을 재평가,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및 조직재설계, 제품사양 및 구조의 재구성, 경쟁력 있는 

서비스 및 상품 만들기의 재설계를 통하여,  서비스 및 

상품가치와 Cost를 양립한 Cost Performance가 높은 

상품 만들기 체질을 영속적으로 실현하는 보다 큰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 제조, 경영지원, 개발 등 전 부

문이 참여하는 SCMS로 개발이 되어 소개되고 있다.[5]

  소비자 가치의 변화가 업종을 초월한 가격파괴로 이

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서비스 및 상품은 기

본기능은 유지하면서 종래 가격의 절반인 가격이다. 제

품 Cost만이 아닌 유통,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Cost의 

철저한 재평가가 없이는 경쟁에서 이기고, 수익을 확보

한 제품 Cost를  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만, 무한경쟁의 상황에서는 기업 생존을 위한 원가혁신

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와는 다른 강도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3.1 SCMS 추진 Concept

  ① 과제 중심형 및 과제 특성을 고려한 원가혁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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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실시체제 확립

  ② 제품/부서별 이익관리체계의 정립과 활동 성과의 

지속적 평가 및 피드백

  ③ P, Q, D 향상과 원가혁신 활동의 동시 추구

  ④ 원가혁신의 일상화 및 혁신활동 노하우(지적 자

산)의 체계적 관리

  ⑤ 가치와 효율의 양립을 지향한 Reengineering 사

고(가치제고, 고객만족)

  Redesign : 서비스, 제품, 조직, 프로세스를 원점에

서 철저히 고치고, 바람직한 모습, 조건의 재설계를 

행한다.

  Value Creation : 고객주도의 입장에서 항시 새로

운 가치와 경쟁력을 창조하는 프로세스(기능)의 

고도화를 행한다. 

  -Smart Process : 업무 및 생산 프로세스의 철저

한 낭비의 배제, 효율화와 정류화 된 업무 및 생산, 

서비스의 체계를 만든다.

3.2 SCMS 정의

  내외부의 어떠한 경영환경에도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 경영체질의 변화와 미래의 생존

을 확보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3.3 SCMS 추진 Process

(1) SCMS 기반구축 및 목표설정(이상 Cost)

(2) 문제파악 및 Cost 분석 체계(품종/공정별)

(3) SCMS式 Cost계산(시스템)

(4) 개선활동실시(공정분과회 활동)

(5) 실적관리 및 효과파악(모니터링)

 

3.4 SCMS 특징

(1) 높은 목표(이상원가)에 도전한다

  현상에서 접근하는 쌓아 올리기 式 Cost Down이 

아니고 이상원가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이상 추구형 

Cost Down 이므로 성과가 크다

(2) Cost Down을 위한 역할을 명확히 한다

  조직은 곧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며 Cost Down을 

위한 역할도 부문마다 다르다. 지금까지의 협조 개선형 

Cost Down가 아니라 전사적·조직적인 Cost Down를 

위하여 각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3) 경영업적에 직결되는 Cost Down을 추진한다. 재

무정보가 현장의 직접담당자에게 가까이 있어서 개선

활동이 코스트로 업적에 직결된다.

(4) 목적지향의 접근을 한다

  수법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지속적으로 Cost 

Down의 목적을 추구하여 하위레벨로 가면서 목적에서 

벗어나 수단이 빗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5) 관리시스템으로 Follow Up한다

  Cost Down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예산관리, 원가기획, 원가관리, ABM 

등을 현장의 물량관리와 함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3.4 SCMS 주요 기법
 

(1) IE(산업공학)

(2) QC(품질관리)

(3) 6시그마(DMAIC, DFSS)[6]

(4) TPM(전원 참가 생산 보전)[7]

(6) SCM(공급망관리)

(7) BTT(현상타파사고)

(8) ABC (활동기준 원가)[8]

(9) ABM (활동기준 경영관리)[8]

(10) TOC (제약이론)[9]

(10) VE(가치공학)[10]

(11) IPS (이상목표관리시스템)[11]

4. 이상목표관리시스템(IPS) 고찰
 

  1970년대 후반 일본 TDK회사에서 극한 원가절감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지든 전략적 원가경영

(SCMS)국내로 유입되면서 이를 더 효과적으로 적용

하기 위해  이상목표관리시스템(IPS)로 발전 전개되어

왔다. 아래 내용은 주로 제조부분에 국한 추진되어 온 

내용이다.[11]

 

4.1 IPS 정의

  IPS란 Target이 되는 대표품종을 선정하고 그 제품

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Cost를 상정하여, 그 제품의 

전 공정을 대상으로 생산라인 · 제조기술 · 구매 등 

회사의 전부문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혁신적인 Cost 

삭감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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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PS 특징

  ① 경영전략에 기초를 두고 Top Down 으로 진행하

는 Cost Down활동이다.

  ② 공장 전체에서 Cost를 관리 한다. 

  ③ 공장 참가형의 활동이다

  ④ 설계, 기술, 제조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여 부문의 

벽을 없앤다.

  ⑤ Cost를 지표로 품질, 납기, 공정인원 등 모든 요

소를 일원 관리 할 수 있다.

  ⑥ Cost Down활동에 직접 연계되어 Cost 파악 가능

  ⑦ 목표치를 상대치(%)가 아닌 절대치(￦)로 나타냄

  ⑧ 목표 Cost는 현재의 연장이 아니라 우발상에서 

이상치를 추구한다. 

  ⑨ 목표치와 함께 목표달성에의 대책도 나타내어진다.

  ⑩ 성과가 신속하게 모든 부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⑪ 활동전개와 실적관리를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사

용한다.

  ⑫ 일상의 Shape up을 실현하는 끊임없는 활동이다.

4.3  IPS 4가지 개념

(1) 이념

  설비능력이 한없이 높고 가동율과 수율이 100%, 인

원은 Zero상태의 구체적인 가능성이 결여되었기 때문

에, 이것은 ‘이념’ 이라고 정의한다.  이념은 어떤 

공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이상

  IPS 대상 공장의 설비·환경조건 등을 고려해서, 우

발상에 의해 현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공장의 귀착

점 모습을 ‘이상’ 이라고 정의한다.  이상은 공장에 

의해 바뀌어 얻어지는 것이다.

(3) 경영전략 Cost

  이상달성시의 판매가를 想定하고, 이것에 대해 공장

은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확보해야 하는가를, 공장의 

경영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설정한다. 판매가가 

상정(想定)되어져 이익률이 설정되면, 거기에서 ‘경영

전략 Cost’가 산출되어 진다.

(4) 이상공장 Cost

  판매가와 이익률에서 경영전략Cost를 산출하는 한

편, 우발상에 의해 공장의 생산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를 기술적인 판단에서도 이상Cost를 설정할 수 있

다. 이것과 경영전략Cost를 비교 조정하여 ‘이상공장

Cost’를 결정한다.

4.4 IPS 구조
 

  IPS의 구조는 [Figure 1]의 내용과 같다. 이념원가

에서 제약조건을 뺀 원가가 이상원가이다.

[Figure 1] IPS Framework

4.5 IPS 원가계산 방식의 특징

  [Figure 2]는 IPS식과 경리식의 차이를 나타내며 

원가계산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지표로서 Cost를 관리

(2) 수율손실의 명확화

(3) 공정관리내 Cost와 공정관리 외 Cost의 구별

[Figure 2] Comparison of IPS and Cost Account

4.6 이상 Cost 달성 목표 설정 

  [Table 1] 는 전략적 목표 Cost 와 이상적 KPI를 

연계한 내용으로 각 원가요소들이 이상 Cost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을 하기 위함이다, 

  [Table 2]와 같이 Sheet를 활용하여 제조지표를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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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Strategic Target Cost Setting

<Table 2>Manufacturing KPIs Cascading Case

4.7 IPS 전개 방법

  [Table 3]사례처럼 제조Cost와 재료, 간접, 공장

Cost를 설정하고, 이상Cost를 달성할 수 있는 Theme

를 도출한다.

(1) 공장Cost의 분류와 개선테마 설정Process.

  ① Cost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문 및 Cost Down 활

동의 주담당 부문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로 하기

와 같이 Cost를 분류한다.

  ② 공장Cost를 줄인다는 것은 공장활동의 종합 생산

성을 올린다고 하는 것으로, 다음의 6가지의 방

향부터 개선 테마를 설정한다.

(2) 전개 진행 Process 

  ① 목표전개의 구성요소는 전략Cost전개, 목표전개, 

시책전개부터 이루어진다.

  ② 목표설정단계는 이상Cost전개, 중기목표전개, 실

적관리부터 이루어진다.

  대상제품을 선정, 이상Cost를 설정하고, 그 이상

Cost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능력(Cycle 

time), 가동률, 수율, 공정인원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 이상Cost를 원가관리방식에 기초해 공정별 제

조Cost로 전개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별

로 필요한 활동 테마를 전개한다.

  향후 1년간의 중기목표, 기간목표를 설정한다.

  각 부문이 그 Cost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

한다.  이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실적과 진척을 

관리한다.

  1년마다 달성한 실적을 근거로, 이상Cost 재검토

를 반복한다.

(3) 이상 Cost 달성 Point

  이상 Cost 달성을 위해서는 [Table 1]의 내용처럼 

제조기반 구축과 병행하여 극한의 Target Costing을 

다음과 같은 Point로 확인한다.

  ① 제조기반을 구축해 가며 전략적 목표 Cost 추구

로의 전개해야 하며, 기반구축의 도달 모습의 실

태 인식, 공유화에 의한 이상적 전개가 자연스럽

게 만들어 진다.

  ② 생산 Line의 이상적 모습으로부터 기술과제 해결

에 의한 기술력 향상

  Processᆞ설비신뢰성, 공정능력, In-Line검사, 제

어기술

  ③ 사업전략에의 적용

  기존상품의 극한Cost, 해외이전, 신규제품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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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st Item Composition Case

3.5 IPS 기업별 적용 결과

  대부분의 제조기업 중 조립,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생

존전략의 일환으로써, 특히 Cost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구조적 문제점 및 관리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Table 4]와 같이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원가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의 방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Table 4> IPS Business Results

5. 이상원가관리(ICM) 개발 적용
 

5.1 이상원가(ICM) 개발 배경

  이상원가관리(Ideal Cost Managemen, 이하 ICM)

는 전략적 원가경영(SCMS)의 추진 Process를 근간으

로 이상목표관리시스템(IPS)의 구조를 활용하여 원가

항목이 무수히 많은 장치산업의 원가절감 방법론으로 

개발 한 것이다. 

(1) SCMS의 추진 프로세스를 응용한 전개순서 개발

  SCMS의 추진 프로세스인 SCMS 기반구축 및 이상 

Cost 목표설정 → 품종/공정별 문제파악 및 Cost 분석 

체계 → 시스템에 의한 SCMS式 Cost계산 → 개선안 

도출 및 시책전개 → 실적관리 및 효과파악의 5단계를 

ICM에 원가 정보수집 → 원가구조 분석 → 제약요인 

발췌 → 이상원가 설정 및 개선착안점 도출 →실행 및 

Follow up으로 전개순서 적용

(2) IPS 구조를 활용하여 ICM 구조 개발

  IPS의 이념원가, 이상원가, 목표원가, 현재원가의 4

개 구조를 원가요소의 항목별로 이상원가, 목표원가, 

제약요인, 현재원가라는 구조로 응용 활용

5.2 ICM 정의
 

  이상원가관리(ICM)는 Target이 되는 대표공장을 선

정하고 그 공정이나 장치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Cost

를 상정하여, 그 장치의 전 Process을 대상으로 생산

라인 · 제조기술 · 구매 등 공장의 전 부문이 활동

의 주체가 되어, 단돈 1원이라도 일상적인 Cost 삭감

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1) 이상원가관리

  제약요인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여 전원이 지속적

으로 이상원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관리하는 

체계 및 방법

(2) 이상원가

  현재원가에서 Cost를 발생시키는 요인(제약)을 제거

한 원가 

 

5.2 ICM 구조
 

  [Figure 3]의 ICM 구조는 현재원가에서 제약요인을 

제거한 원가가 이상원가이다. 이상원가는 원·재료 등 

원가요소 항목별로 공정이나 장치 별로 구분하고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하여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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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CM Framework and Structure

5.3 ICM 전개순서
 

  공장내 단위공정에 속한 설비/장치의 원가요소별로 

세분화하고 유사한 항목끼리 범주화 후 제약요인을 도

출하여 항목별 이상원가를 설정한 다음 해당 제약사항

에 대한 해결안과 원가요소의 모든 Item별로 高성능 

低원가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1) 원가 정보수집

  BI Matrix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Data Base에서 원

료비, 재료비, 수선비, 경비, 감가상각비, 에너지비용을 

전 1~3년치를 추출한다.

(2) 원가구조 분석

  원가 Item별로 세분화된 것을 성질과 사용방법이 유

사한 것끼리 묶고 현재원가를 입력한 다음 계산식을 

기입한다.

(3) 제약요인 발췌

  불가항력으로 제약요인 당장 제거 곤란한 것 중 기

술력, 규정/규제, 기준, Capacity 등과 제거 가능하지

만 현재 미해결로 인한 휴지, 공정개선 등의 내용을 빠

짐없이 도출한다.

(4) 이상원가 설정

  현재원가에서 Cost를 발생시키는 제약요인을 제거한 

원가를 기록한다.

(5) 개선착안점 도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원가요소별로 「어디에」      

Cost가 들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사용자

들이 주가되어 부분 요소별 원가를 절감 하는 방식으

로 개선 착안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Cost 중요성 

자각과 원가마인드 함양을 높인다.

* 워크숍 주요 토론 이슈사항

  ① 제조원가 구성 요소별 절감 목표설정 (이상원가)

  ② 이상원가 달성에 제약을 주는 요소 도출 (4M1E) 

  ③ 개선안 창출 (SCAMPER, ECRS, QCDRT)

   4M1E (사람,재료,작업방법,설비,기타환경)

   SCAMPER (대체, 결합, 적용, 확대 및 축소, 다

른용도, 최소화, 재구조화)

   ECRS (제거, 결합, 재배치, 단순화)

   QCDRT (품질, 가격, 납기, 고객신뢰도, 기술) 

* 개선착안사항 Check List

  Item별 원가관점으로 부품 및 원 재료, 수선,에너지

비의 高단가, 短주기, 고질결함 등에 대해서 유지비용 

절감방안을 다음과 같이 질문을 통해 강구한다.

  ① Item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② 얼마나 사용되는지?

  ③ 우리 것이 맞는지?

  ④ 대체 할 방법은 없는지?

  ⑤ 수명연장 할 방법은 없는지?

  ⑥ 공급선 다변화 할 방안은 없는지?

(6) 실행 및 모니터링

  개선착안점을 토대로 개선안을 종합하여 실현성과 

경제성으로 평가하고 채택된 개선안을 이. 결점분석, 

결점극복 개선안을 도출한 뒤 영향도 분석과 담당자, 

일정, 재무효과 등을 산정하는 등의 실행안으로 구체화 

해야한다. 구체화 된 실행안을 전 직원에게 설명 공유

해야 하고 전원참여에 의한 실행과 공정 파트별로 진

도, 산출물 및 성과관리를 병행하는 통합 멘토링을 실

시하여 수익성 창출로 연계토록 한다.  

<Table 5> 1 Phase ICM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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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단계 ICM 워크숍 양식

  1단계로 원가절감 워크숍을 할 경우에는 [Table 5] 

ICM워크숍 양식Sheet와 같이 원가요소별로 항목을 카

테고리화 하여 항목별 현재원가와 이상원가 그리고 제

약요인, 개선착안점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5.4 1단계 ICM 양식 효과분석
 

  1단계 ICM 양식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결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점

  ① 유사 항목별 일괄 개선을 할 수 있다.

  ② Item별로 절감 내용을 관리하기가 싶다.

  ③ 원가요소별로 사용내역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2) 단점

  ① 원가구조분석 시간이 많이 걸린다.(1개월 소요)

  ② 제약요인 및 개선 착안점이 항목별로 중복성이 많

아 고민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

  ③ 설비 장치별로 유지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5.5 2단계 ICM 워크숍 양식 개선
 

  처음 원가절감 워크숍을 할때는 1단계 양식을 통해 

워크숍을 하고 두 번째 부터는 원가구조분석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설비 장치별로 유지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단계 워크숍용 양

식으로 수정하여 효과를 극대화 함 

(1) BI- Matrix를 활용한 SQL과 요구사항에 맞는 변

수를 설정하여 원가 Data 추출한다. 추출된 원가 Data

는 그룹시트와 개별시트로 분리하여 원가 Data 추출하

고 정비재료비와 수선비를 정비비로 시트 통합한다.

(2) [Table 6] 2단계 ICM워크숍 양식을 활용하여 공

정단위로 설비/장치별로 구조화 한다. 정비비는 장치별

로 분류하고, 운전재료비, 에너지비, 기타 경비는 공정

으로 구분한다.

(3) 장치별로 실적 원가 Data 링크작업을 수행한다. 

장치별 이상원가와 절감률 항목을 만들고 비고로 유지

비용 발생건수와 정비재료비 사용건수를 기입 할 수 

있도록 한다.

<Table 6> 2 Phase ICM Sheet

5.6 ICM 활동

  ICM방식으로 POSCO 38개 제조공장의 원가절감활

동 워크숍을 한 결과 [Table 7] 에서 본 결과와 같이 

제약요인에 대한 개선착안점의 예상절감금액에 대한 

이상 원가 달성률은 12.7%이며 이를 구체화된 실행안

으로 당장 개선이 가능한 실행 원가절감률은 7.6%수

준이다.



J. Korea Saf. Manag. Sci. Vol. 18 No. 2 June 2016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6.18.2.109                                                   ISSN 2288-1484(Online)
                                                                                               

117

<Table 7> POSCO ICM Results 

6. 결 론

  본 논문은 SCMS의 전개순서와 IPS의 구조를 응용

한 것으로 보다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부품이나 재료의 

항목수가 10,000건 이상이 되는 장치산업에 주로 ICM

방법론으로 개발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제조공정에 접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CM은 원가분

석을 통해 작업자의 원가마인드 함양을 높여 원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작업들에 원가로 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며, 

향후는 ICM으로 항목별 원가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작업의 방법관점, 설비의 기능관점을 병행해서 추진하

면 입체적으로 빠짐없이 볼 수 있어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장치 프로세스 특성상 설비의 보

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TPM활동과 같은 최적

의 방법과 병행하여 개선과 유지라는 두 바퀴를 잘 접

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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