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0, No. 7, pp. 1750-1759, 2009

1750

제품 개발 혁신을 위한 PPM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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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에서는 제품의 Life Cycle 단축과 다품종소량 생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개발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제품을 어떠한 방향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인가는 기술혁신의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개발 방법과 투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PPM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PPM 알고리즘 분석으로 제품을 표준화형, 차별화형, 재료비검토형, 가

공비검토형, 판매촉진형, 폐지형의 6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 연구의 포

트폴리오 고찰과 R&D분야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적용 사례로 구성하였다.  

Abstract  Recently from the enterprise when about reduction the product of numerous type to develop does not 

produce simultaneously with Life Cycle shortening and JIT productions of the product, is confronting in the 

environment which will not become. In order to confront in like this environment, developing the good product 

importance but, the product researches what kind of direction and developing with core subject of technical 

innovation is recognized. For the development method and an investment direction of the product proposed PPM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algorithms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from like this viewpoint. With PPM 

algorithms which are proposed, divided the product in 6 kind groups of standardization type, discrimination type, 

material cost investigation type, processing cost investigation type and sale promotion type and abolition type 

and presented tyresearch and development direction..Research approach portfolio investigation of existing research 

and consulting experie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 with background, presented the analytical model of 

algorithm, is applied of the instance which co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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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규모의 확대와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도 획기적인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수많

은 방법으로 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명칭도 기술경

영, 가치경영, 창조경영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

다. 

기술 변화가 갈수록 빨라지는 시대에는 기술 개발 자

체보다 그 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기술 경영이 매우 중

요해지고 있다. 기업은 물론,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도 

기술 경영이 성장 동력과 부의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되

는 시대에 보다 전문적인 기술경영이 요구되어 진다[1].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는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

이 기업은 물론 산업과 지역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도 중

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R&D Management는 

오랫동안 더욱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발전은 경영에 중요

한 변화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1970년대에는 거대 기

업들은 다수의 사업부를, 각 사업부는 다수의 제품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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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가지게 되었다. 사업부의 조직, 계획, 운영, 통제는 

제조 경영자, 판매자, R&D 그리고 여러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마케팅 경영자가 마케팅 중심적으로 

수행을 하였다. 이때는 자체 개발 중심의 R&D 활동 하에

서 관련분야의 핵심 R&D 인력을 조직 내부에 모두 확보

했어야 하며, 경쟁사보다 제품을 선 출시하는 것이 치열

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여겼다. 사내의 R&D는 기

술혁신의 근원이라고만 여겼다[2].

1980년대 중반에는 수많은 논문과 책의 정보를 기술

과 경영혁신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R&D 합작투자, 특허권 교환, 특허 임대 등으로 기술을 

공유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경영관련 연구문헌에 

기술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3].

이러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술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4]. 

최고 경영자들은 R&D와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부문에서 기술부문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여 R&D 

관리자로 하여금 자원의 최적화를 책임지도록 하였다[5].

연구 개발의 중요성은 이제 어느 기업에서나 느끼고 

있으며 연구 개발에 성공 했다고는 하는데 판매는 이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발에 성

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기업에서 연구 개발의 성공은 제

품이 기획된 후에 연구 개발을 거쳐 마케팅 및 판매가 이

루지고 이익을 낼 때라고 볼 수 있다. 개발은 성공 했는

데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연구 개발 

관리의 역할은 막중한 것이다. 연구 개발 그 자체도 중요

하지만 상품 기획 단계에서의 역할이나 개발 후 단계에

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R&D투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양의 자원을 투입해 전체 

R&D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선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품 개발과 투자 방향과 설계방향을 효

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PPM(Product Portfolio 

Management) 알고리즘 관한 연구를 기존연구, PPM알고

리즘 모형구축, 적용사례의 3단계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2. 관련 연구

많은 기업들은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종의 제품

을 생산하며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

은 각 사업 혹은 제품 중 어느 것을 확대, 강화, 유지하고 

어느 것을 축소하거나 제거해야 할까?

이렇게 전략적 강점을 지닌 특정 사업단위 혹은 제품

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전략을 포트폴리오 전략

이라 한다[6].

최근 기업의 다각화는 상당한 자원을 가장 생산적인 

단위에서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

인 우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업 전체적 차원에서의 

통합적 계획은 기업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사업부 

활동을 2차적으로 최적화 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적 접근 방법이 개발 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그 중 현저

한 것은 포트폴리오 분석, 시장매력과 기업 지위 평가, 시

장전략의 이익효과분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2차원 좌표 상에 시장 성장률과 시

장점유율을 표시하여 각 제품이나 사업단위로부터 예상

되는 자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러한 기법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장기간의 사업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반적 자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

리고 경쟁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장매력과 기업 평가는 전략기획과 관련되는 보다 많

은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기업

이 얼마나 강한가를 추정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투자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기법이다[7]. 

시장전략의 이익효과 분석은 점유도, 품질, 가격, 물적 

유통, 기업 결합 등의 변수와  시장성장율, 산업 발전 단

계, 자본효율 등의 상황변수를 이익성과 자본흐름에 관련

시켜 검토하는 경험적 모델이다.

Porter가 제시한 경쟁우위 모델의 기본 전략은 낮은 원

가(Lower Cost)와 차별화이다. 또한 넓은 범위의 목표로 

승부할 것인가, 좁은 범위에서 수립할 것인가에 따라 원

가 리더쉽, 차별화, 원가 집중화, 차별화 집중로 그림 1과 

같이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목표의 전략

은 집중화(Foucs)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는 3가지의 기본 전략이다[8].

Competitive Advantage 

Lower cost        Differentiation

Broad

Target

Narrow

Target

Cost Leadership Differentiation

3A Cost Focus
3B Differentiation 

Focus

[그림 1] Porter의 3가지 기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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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표적 분석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

델 중 하나는 다수의 사업 혹은 제품을 가진 기업의 전략

적 강약점 분석을 위해 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이라는 두 

개의 분석요인을 가진 성장-점유 매트릭스(Growth-Share 

matrix)와 매출-성장 매트릭스(Growth-Gain matrix)를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가진 사업 혹은 제품을 두 

분석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으로 Boston 

Consulting Group(BCG)이 개발했다[9].

이 방법을 이용하여 기업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성장-점유 매트릭스 상에 회사의 모든 전략 사업 단위

를 분류하여 정립시킬 수 있다. 수직축인 시장 성장률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의 연간 성장률로써 더 많은 투자

비용의 투입을 통해 높일 수 있다. 이 성장률은 시장 매

력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수평축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로

서 시장에서 기업의 강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성장-점

유율 매트릭스는 네 가지 유형의 전략 사업 단위로 구분

된다.

제

품

매

성

장

률

20%

10%

Question mark  Star

Dog Cash Cow

4.0  2.0  1.0   0.5   0.25

상  시장 유도

[그림 2] 성장-점유 매트릭스 

Bruce는 양적인 규모에서, Porter는 질적 내용으로부터 

각각에 사업의 전력의 선택 기준을 제시 했다. 또한 

Porter의 경쟁우위 모델 및 Bruce의 성장-점유등은 사업

단위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술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전략적 기술 계획을 효과

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기술

이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점에 있

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0, 11].

그림 3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매력성과 관련된 특허위치 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들이 있음을 보여준다[10].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인 기술매력성과 관련된 특허 위

치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기술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설

정할 수 있다. 기술매력성과 관련된 특허위치의 높고 낮

음의 결합 정도에 따라 기업은 투자, 선택 및 투자회수 

등과 같은 전략적 대안을 갖게 된다.  또한 Arthur 

D.Little에서 개발 기술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기술적 

위험과 기대수익 두 가지 요인으로 각각 영역에 맞는 전

략을 수립한다.[12]

기

술

매

력

성

높

음
 Investment

간

Selective

Investment

낮

음
Disinvestment 

낮음 간 높음

Relative Patent Position

[그림 3] 특허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11]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주로  마케팅 

전략에 포트폴리오 분석은 다각화된 기업의 경영자들에

게 개별적 Profit Center나 제품전략보다도 장기적 기업 

경영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직관적 개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전략 분석이 부족한 자금과 경영 자원으로 최

대의 장기적 효과를 나타낼 균형 잡힌 Product Mix를 가

능케 할 마케팅 전략으로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2차원의 단순 매트리스 

상에 표시하는 방법상의 한계와 접근 방법이 모든 기업

에 공통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적용 범위의 제한이 

있고, 또한 포트폴리오 개념의 함축적 의미로 때로는 부

적합한 경우가 많아서 전략이 실패할 우려가 있는 상황

이 많다는 것이다[13].

뿐만 아니라 그림 3의 기존 연구 외의 기술적인 분야

에 활용할 수 있는 Technology Portfolio Matrix  대한 연

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의 2차원의 단순 매

트릭스 상에 표시하는 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기술 분야의 R&D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PPM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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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M알고리즘 모형의 구축

3.1 알고리즘의 개요

기업들은 최근에는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따른 다품

종 소량 생산과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지면서, 많은 제

품을 짧은 시간에  개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

경에 놓여 있다. 또한 제품을 Type, Grade, Capacity등으

로 구분되어,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 천 종류가 

되어 개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계 방향과 투

자방향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PPM 분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관련한 연구 문헌

과 과거 진행한 프로젝트 분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연구 문헌에서 검토해본 결과와 같이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은 2차원 매트릭스를 이용하

여, 4개~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따라서 평가 요인은 

Porter의 Porter의 3가지 기본 전략은 Cost 와 차별화, 

BCG의 성장-점유 매트릭스에서는 성장률과 시장점유

도,Technology Portfolio Matrix에서는 기술 매력성과 자

원강도 등의 모두 2가지 요인만으로 사용되어 졌다. 이러

한 기존 연구의 단면적 평가를 보완하고 다면적 평가로 

종합적인 평가로 할 수 있도록 5가지 요인으로 모형을 구

성하였다. 이 요인들은 제품의 개발과 투자 방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매출액, 매출성장률, 부가가치율, 한계이익

률, 시장 성장률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매출액과 매출 성

장률은 회사의 주요 사업 단위 구성과 생산 제품의 검토

를 한다. 두 번째는 제품이 갖는 수익성 측면을 검토를 

위하여 부가가치율과 한계이익률을 요인으로 채택 했다. 

세 번째는 경쟁회사의 비교 검토를 위하여 시장 성장률

을 채용하였다. 이와 같은 매출액, 매출액성장률, 시장성

장률, 시장점유도 등의 요인들은 BCG의 매출-성장 매트

릭스와 성장-점유 매트릭스에서도 목적과 방법은 다르지

만 같은 의미로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의 포트폴리오 모

형은 2가지 요인을 2차원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었지

만, 5가지 요인은 평면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다차원

을 해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2 용어의 정의

PPM 분석 알고리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와 변수

가 사용된다.

i : 제품, SAP(i):매출액,

GRS(i):매출성장률, RMP(i):한계이익률

RAV(i):부가가치율, GRM(i):시장성장률

평가 요인의 기준 값의 기호와 변수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 SAP Basis : 기준 매출액

b = GRS Basis : 기준 매출성장률

c = RMP Basis : 기준 한계이익률

d = RAV Basis : 기준 부가가치율

e = GRM Basis : 기준 시장성장률 

PPM 알고리즘에 의해 구분되는 제품군을 6가지 Type

으로 정의한다.

Type1: 판매촉진형은 기업 내에의 기여율 높고, 수익

성이 좋아 판매하면 할수록 이익 증가가 기대

되는 제품군을 말한다.

Type2: 재료비개선형은 매출 기여도는 크나, 수익성 

낮아 재료비 개선의 설계 변경이 필요한 제품

군을 말한다.

Type3: 가공비개선형은 매출 기여도는 크나 한계이익

률이 낮아 가공비 개선의 설계 변경이 필요로 

하는 제품군을 말한다.

Type4: 표준화형은 현재의 매출기여도는 작으나, 매출 

성장률과 시장성장률이 높아 미래의 성장이 기

대 되여, 표준화를 통한 늘어 날 생산에 대비하

는 제품군을 말한다.

Type5: 차별형은 시장 성장률 좋아 시장 지배력이 기

대되는 제품군으로 경쟁회사와의 제품차별화

를 필요로 하는 제품군을 말한다.

Type6: 폐지형은 생산 중지 또는 투자 철회 검토해야 

할 제품군을 말한다.

3.3 PPM 분석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PM 분석 알고리즘은 기업 내

에서 제품의 연구 개발 및 투자 방법의 의사결정 방법이

다.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한계이익률, 부가가치율, 시

장 성장률의 5가지 요인을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제안된  PPM 분석 알고리즘이다.    

3.4 PPM 분석의 수렴과정

PPM 알고리즘을 통한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알고리즘 수행을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Parameter>

       i : Products

       SAP(i):  Sale Amount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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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S(i): Growth Rate of Sale amount 

       RMP(i): Rate of Marginal Profit

       RAV(i): Rate of Added Value

       GRM(i):growth Rate of Market share

       a = SAP Basis, b= GRS Basis,

       c = RMP Basis ,  d = RAV Basis,

       e = GRM Basis

Start

 read I,SAP(i),GRS(i),RMP(i),RAV(i),GRM(i)

 set  a= SAP Basis, b=GRS Basis c=RMP Basis

     d=RAV Basis, e=GRM Basis

 set type 1=" 매 진형“, tpye 2="재료비검토형”

     type 3="가공비검토형“ type 4="표 화형”

     type 5="차별화 “ type 6=”폐지형“

if SAP(i)> a then

  if GRM(i)> e then

    if RMP(i)> c then

       print type 1

     else

       if RAV(i) > d then

         print type 3

       else

           print type 2

       endif

     endif

   else

      print type 5

   endif

else

   if GRS(i) > b then

     if GRM(i) < e then

       print type 4

      endif

    else

       if RMP(i) > c then

         if GRM(i) > e then

            print type 5

         endif

        else

           if GRM(i)< e then

             print type 6

           else

              print type 5

           endif

         endif

       endif

     endif

stop

[그림 4] PPM 분석 알고리즘

Step 2  각 제품의 초기 값을  생성하여 현재 값으로 

저장한다. 대상 기업의 최근 2년간의 제조원가 명세서와, 

시장 현황의 자료를 준비한다. 본 절에서 사용 할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i : 분석 대상 i 번째 제품

GRS(i) : 매출액 성장률, SAP(i): 당기매출액,

NSAP(i): 전기매출액,   RMP(i): 한계이익률, 

VC(i): 변동비, RAV(i): 부가가치율,

MC(i): 재료비

매출액 성장률, 한계이익률, 부가가치율을 다음과 같

은 수식으로 초기 값을 생성한다.

GRS(i)={SAP(i)-NSAP(i)}/NSAP(i)×100 수식(1)

RMP(i)={SAP(i)-VC(i)}/SAP(i)×100 수식(2)

RAV(i)={SAP(i)-MC(i)}/SAP(i)×100 수식(3) 

각 요인의 기준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매출액 

(a)는 ABC분석을 통해서 매출액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작은 매출액의 제품을 선택하여 

기준으로 활용한다. ABC분석을 통해 매출액이 70~80% 

안에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품

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활용한다. 매출성장률 (b)는 제품

의 자사의 평균 성장률을 사용한다. 

한계이익률 (c), 부가가치율 (d), 시장성장률 (e)는 동

종업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은 분석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기준을 조정하여 사

용할 수 있다.

 

Step 3 [그림 4]는 PPM 알고리즘 분석 의해 6가지 

Type으로 제품을 구분한다. 재료비검토형, 판매촉진형, 

가공비검토형, 표준화형, 차별화형, 폐지형로 분류한다. 

다음 그림 5는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Step 4  PPM 분석 결과 분류된 제품군에 따라 제품설

계 및 투자방향성을 선택한다.

3.5 PPM 분석의 평가

본 논문에서  PPM 분석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류된 

제품의 투자 및 설계방향은 각 6 가지 Type별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5.1 재료비 검토형

재료비 검토형은 대상 제품이 매출액이 기준보다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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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PM 알고리즘의 Flow Chart

한계이익률이 기준보다 이하이고, 부가가치율이 기준보

다 이하인 제품이 선정된다. 원가 구조가 재료비 비율이 

높고 한계이익이 낮은 경우이다. 이것은 판매가를 재평가

하여 판매가를 높이던가, 재료비를 낮추어 한계 이익률과 

부가가치율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경쟁업체가 있어서 시장의 판매

가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개발 설계부문의 투자로 재료비 절감을 적극추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을 계속

할 것인가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요구되어지는 제품이

다. 특히 한계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제품은 생산을 

중지하던가, 계속 생산할 것인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

3.5.2 가공비 검토형

PPM 분석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결과, 매출액이 크고, 

시장성장률과 부가가치율이 높지만, 한계이익률이 낮은 

제품군이 선정된다. 이것은 재료비검토형 제품과는 달리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공비를 절감함으로

써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것은 부가가치율은 유지시키

면서 한계이익률만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기술에 투자한

다. 제조방법의 재검토를 통해서 가공비 절감을 추진한

다. 즉 생산라인의 공정, 공수 개선 및 작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추진한다.

3.5.3 판매촉진형

매출액, 한계이익률, 시장성장률 모두가 기준 보다 높

은 제품이 선정된다. 이들 제품은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판매를 위해서 투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

요하다. 판매촉진형 제품은 한계이익률이 높은 순으로 

영업소별, 영업사원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또

한 판매채널이나 거래처의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

한다.

매출액 규모가 큰 순으로 각각의 거래처로 분석해 거

래처별의 구매력을 조사한다. 구매력이 큰 판매 채널이나 

거래처가 영업자원에 중점 투자한다.

3.5.4 표준화형

매출액은 작으나, 매출성장률과 시장 성장률이  큰 제

품군이 선정된다. 너무 많은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그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품의 표준화 설계를 추진한

다. 표준화는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상호 교환 가능

한 부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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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다.  Joseph 

Pine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Mass-Customization의 6가지 모듈 방식인 Component 공

통형, Component 교환형, Tayor made형, 혼합형, 버스형, 

조립형을 제안한 바 있다[15].

3.5.5 차별화형

매출액이 적고, 자사의 성장성이 없지만, 시장 성장률

은 높은 제품군들이 선정이 된다. 이러한 제품군은 소극

적 투자형으로 너무 많이 투자 되지 않도록 한다.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대적 인지 가치를 통한 

차별화 창출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객관적인 특성을 변화

시킴으로서 가능해진다[8].

제품이나 서비스의 객관적인 속성을 변화시킴으로서 

제품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지만, 궁극적으로 제품 차별화

의 존재유무는 항상 소비자 인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

다. 두 기업에 판매되는 제품에 동일할 수 있으나 만약 

소비자들이 첫 번째 회사의 제품이 두 번째 회사의 제품

보다 더 우수하다고 인지한다면, 첫 번째 회사의 제품이 

차별화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제품 차별화는 기업

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16].

기업이 제품차별화를 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

나는 제품 자체의 외관·품질·성능 등 물리적 특성을 변경

하여 경쟁제품과 차별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제품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는 거의 차별이 나지 않더라

도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제품이 갖는 심리적 특성을 변

경시킴으로써 경쟁제품과 차별되게 하려는 방법이 있다.

3.5.6 폐지형

매출액이 작고, 자사의 성장이 없고, 한계이익률, 시장

성장도 하지 못하는 제품군이 선정된다. 이렇게 정리된 

제품들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품 폐지(Model Out)

를 검토해야 한다. 고객만족 시대에는 많은 기업들은 다

품종 소량 생산을 도입하고 있다. 다양화한 고객의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품종을 지향한다. 그러나 작은 양

의 생산은 제품의 높은 원가로 수익성을 악화 시키는 경

우가 많다. T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면, 1980년 말에 주

요 차종이 97종류의 등급이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의 

95%는 47종류이고, 나머지 5%가 50종류임을 알 수 있었

다. 결국은 등급이 많아지면, 부품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 

회사에서는 등급을 26% 줄여 부품점수를 40% 절감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다.

4. 연구 알고리즘의 실증 및 적용사례

제안된 PPM 분석 알고리즘은 국내 전자회사에 실제 

적용되어, 그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 분석

은 S사의 지원을 받아 생산 중인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S사의 연구 개발의 투자와 설

계방향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분석의 

참석자는 제품의 관련된 설계자 2명, 생산기술자 1명, 부

품구매 담당자 1명, 영업 관리자 1명, 원가관리 1명의 6

명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다. 

  

4.1 초기 해의 생성

사전에 준비한 제조원가 명세서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평가 요소별 초기치를 계산한다.

분석 기간은 목적 및 제품의 Life Cycle에 따라 분기, 

반기, 연간 단위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번의 분석은 연간 단위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표 1]에

서와 같이 1년간의 1번의 제품인 UG01가 연간 매출액 

39,629만원이다. 그러므로 SAP(1)= 39,629만원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또한 2번 제품은 SAP(2)=29,833만원이다. 매

출성장률은 수식(1)에 대입하여 산출하면,

GRS(1)=(39,629,000-4,988,545)/4,988,545×100=694.4

% 가 된다. 한계이익률은 수식(2)에 대입하여 산출하면, 

RMP(1)=(39,629,000-3,392,000)/39,629,000×100=39.3

%가 된다.  부가가치율 수식(3)에 대입하여 산출하면,

RAV(1)=(39,629,000-20,654,000)/39,629,000×100=51.8

%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4.2 기준 값의 설정

PPM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매출액

의 기준 결정은  대상 제품 9번까지의 전체 제품의







  



 ×



×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출액 기준 (a)는 9번째 제

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매출액 성장

률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의 전년도와 기준

년도 비율을 산정하고 그 매출액 성장률의  평균치를 사

용한다. 

즉,
  




  



  

a=5,782 이고 b=187.8%  그리고 c, d, e 는 동종업계 

평균치를 조사한 값으로 c=30.3%, d=40.9%, e=8%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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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품명
매출액

SAP(i)

제조

원가

재료비 변동가공비
고정

가공비

매출

성장률

GRS(i)

 한계

이익률

RMP(i)

부가

가치율

RAV(i)

시장

성장률

GRM(I)
재료 외주

직접

노무비
경비

1 UG01 39,629 28,866 19,085 1,569 1,205 2,187 4,820 694.4% 39.3% 51.8% 20%

2 UG02 29,833 29,574 18,659 2,506 1,940 2,707 3,762 460.6% 13.5% 37.5% 10%

3 UG03 17,460 15,664 1,849 602 5,471 5,856 1,886 29.6% 21.1% 89.4% 10%

4 UG04 14,330 12,369 8,393 1,339 387 702 1,548 286.2% 24.5% 41.4% 8%

5 UG05 9,076 8,111 6,055 386 245 445 980 671.0% 21.4% 33.3% 15%

6 UG06 6,997 5,984 4,363 333 189 343 756 61.3% 25.3% 37.6% 10%

7 UG07 6,427 4,589 3,191 215 174 315 694 342.2% 39.4% 50.4% 5%

8 UG08 6,116 4,925 3,501 298 165 300 661 24.1% 30.3% 42.8% 2%

9 UG09 5,782 4,892 3,497 332 156 283 624 203.0% 26.2% 39.5% 10%

10 UG10 5,459 5,225 4,025 196 147 267 590 13.0% 15.1% 26.3% 10%

11 UG11 5,044 4,127 2,993 206 136 247 545 1.4% 29.0% 40.7% 10%

12 UG12 4,941 3,475 2,386 180 133 242 534 30.7% 40.5% 51.7% 10%

13 UG13 3,737 3,196 2,342 166 101 183 404 547.1% 25.3% 37.3% 9%

14 UG14 3,417 2,690 1,905 156 92 168 369 225.5% 32.1% 44.2% 9%

15 UG15 3,266 2,895 2,188 106 88 160 353 46.7% 22.2% 33.0% 5%

16 UG16 2,254 1,853 1,332 107 61 110 243 46.8% 28.6% 40.9% 15%

17 UG17 1,743 1,570 1,194 56 47 85 188 35.3% 20.7% 31.5% 20%

18 UG18 1,515 1,148 801 68 41 74 164 15.0% 35.0% 47.1% 2%

19 UG19 615 510 376 21 17 30 66 8.0% 27.8% 38.9% 5%

20 UG20 489 353 243 25 12 23 50 13.1% 38.0% 50.3% 15%

합계 168,130 142,016 88,378 8,867 10,807 14,727 19,237

                                      [표 1] 초기 값의 계산 결과                               단위: 만원

4.3 알고리즘 의한 분석 결과

제안된 PPM 분석 알고리즘으로 적용 과정을 그림 5의  

PPM 알고리즘의 Flow Chart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하

면 다음과 같다. No.1 제품 UG01을 수행하면   되고, 

초기 값은 SAP(1)=39,629만원, GRS(1)=694.4 

RMP(1)=39.3, RMV(1)=51.8 GRM(1)=20이 된다. 또한 

4-2.에서의 기준 값 설정 방법에 따라 a=5,782만원, 

b=187.8, c=30.3, d=40.9, e=8 Setting 할 수 있다. 이것을 

초기 값으로 Flow Chart에 따라서 SAP(1)>a가 수행되면 

39,629>5,782의 만족(Y)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음 순

서는 GRM(1)>e가 수행되면  20>8가 성립되므로 만족(Y)

하는 방향의  RMP(1)>c을 수행한다. 39.3>30.3가 성립하

므로 만족(Y)하는 방향의 마지막으로 “Print Type1” 수행

된다. 즉 No.1 제품 UG01은 Type1의 판매촉진형으로 판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No2 ~No20까지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면 결과는 [표 2]와 같이 6가지 Type의 제품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제품의 개발 설계 및 투자 방

향을 [표 3]에 정리 하였다.

No   Type 대상 제품 번호

1 판매촉진형 1

2 재료비검토형 2,5,6,9

3 가공비검토형 3,4

4 표준화형 13,14

5 차별화형 7,8,10,11,12,16,17,20

6 폐지형 15,18,19

[표 2] PPM분석 결과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제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운데 자원을 배분하기 위

해서는 많은 양의 내적 정보와 경쟁에 관한 정보를 분석, 

검토해야 하므로 이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업단위의 자원 투자, 철수에 초점

을 맞춰왔다. 또한 Bruce의 growth/share matrix, Porter의 

Three Generic Strategies, Holger의 Patent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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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대상제품 투자 개발관리 주요 내용

1 1

적극적 

투자유도

판매력 

증대

매출액이 크고, 한계이익률, 시장성장성도 좋아 이익을 많이 발생하

는 제품군으로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함으

로서 기업이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3 3,4
설계, 

생산기술

한계이익률은 낮지만 부가가치율은 높은 제품이다. 어느 정도 이익

을  낼 수도 있다. 가공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생산 기술적 개선과  

제조 방법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품 설계 개선을 유도한다. 

2 2,5,6,9

소극적 

투자유지

제품설계 

검토

제품은 재설계 및 개선을 통한  재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투자가 

바람직하다.

4 13,14
표준화

설계 검토

제품군은 설계의 공용화, 모듈화, 계열화 등을 통한 표준화 추진하

여 원가 절감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7,8,10,11,12

,16,17,20

차별화 

설계 검토

시장 성장률이 좋은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성장성 있는 것

은 기업 성장의 기본 조건이다.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제품

의 매출 또는 이익이 25%의 비율이 되도록 하는 기업이 많다. 그리

고 신제품은 3년 이내에 Market Share확보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

제로 한다. 따라서 차별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6 15,18,19 Model  Out
 매출액, 한계이익률, 시장성장성 등 낮은 제품군이다. 이러한 제품

은 관련 부문과 협의 하여 제품 폐지를 검토한다.

[표 3] 설계 및 투자 방향

Matrix 등은 인간이 쉽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2차원 

매트릭스법의 이용으로 단순하지만 개선된 전략적 사고

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분석의 전제 조

건인 기본적 가정이 빗나가거나, 측정상의 왜곡이 발생되

거나, 전략의 적용이 불합리한 상황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 하였다. 첫 번째는 2차원적 평가

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다차원 평가가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2차원 매트릭스 법

을 5차원 매트릭스 법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

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기술 경영

의 핵심인 R&D  Management 측면의 연구 개발 투자 및 

설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품 단위의 기술적인 의

사결정을 위한 PPM 분석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부가가치, 시장 등의 정량적 평가 요인은 충분히 

반영했으나, 정성적인 기술성 평가요인은 반영하지 못하

였다. 향후 연구과제는 기술성 평가 요인을 추가하여 보

다 다차원적인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PPM 분석 알고리즘을 현

장에서 적용한다면 제품의 연구 개발 투자와 설계 합리

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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