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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ST 삭감의 MAGIC은 없다 

□ Program Director (PD)의 존재 

[ Nissan의 신차 개발체제 ] => 아래의 4가지 전문분야 책임자가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PD라 칭한다  

 

① CPS (Chief Product Specialist) : 상품기획담당           

② ② PCD (Product Chief Design) : 디자인 담당 

③ CVE (Chief Vehicle engineer)  : 품질/개발진도관리 담당  

④ CMM (Chief Marketing Manager) : 마케팅 담당   

 

[ PD의 특성 ] 

 

▷ 4명의 Pro집단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신차 개발을 주도한다 

▷ 각각의 다른 차종 책임자間 상호 유기적으로 [목표]와 [과제]를 공유한다 

▷ 신념과 주도적 입장에서 Project를 진행, 수익측면에서도 책임을 진다   

▷ Top (CEO 곤사장)에 의해 임명된다  

   

 

          PD의 역할 (=>전사 전차종의 6개의 차급별로 6명의 PD가 존재) 

 

▷ 개발상품의 목표 설정 (경쟁력 / 품질 / Cost설정 / 수익 등)=> 다양한 사내 기능 동원가능 

▷ 부문간 조정 역할 => 책임의 명확화 (모든 책임을 진다), * 소규모 회사의 사장 입장 

★ 기존의 부문 간 소임 / 역할의 애매모호함을 근본적으로 개선 

☞ 전차종 구분 :  ① SS승용차급(마치..)  ② S&M승용차급(서니..)   ③ L승용차급 (세피로..)  

④ LL승용차급 (시마..) ⑤ SUV & 픽업 (타이탄..) ⑥ 소상 (캐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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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이 가능했던 이유 

 

▷ 이익창출의 최대 관건은 Cost이며 지금의 일본경제처럼 디플레이션 경제 하에서는 엄격한 원가관리가 요구됨 

▷ 원가 절감이 가능했던 이유 => 자동차 업계의 원가절감 원리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 

 

=>  원리원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사적 철저한 실천 

(공장 가동율 향상, 부품 구입원가의 삭감노력 경주) 

 기존 계열 부품회사 단독 거래 / 국적 배제, 구매선 다양화 

 대량발주 / 대량 납입 System 구축을 통한 Cost절감 달성  

 

 

□ 3-3-3 활동 

 [ 3-3-3의 의미 ] 

 

- 3자 ( 부품업체, 자사 구매부문, 기술.연구부문 ) 

- 세계 3지역 ( 일본.아시아 / 북미 / 유럽.중동.아프리카) 

- 3년 ( 3년간의 기간을 설정, Cost삭감운동 전개함)  

 

[ 주요 Cost 절감 활동 개요 ] 

 

 글로벌 규모의 Cost 삭감활동 전개 

 조직적 대응 (약200명으로 구성, 차량3-3-3추진실 신설) 

 부문간 유기적 공조체제 유지 (설계 / 구매 / 소재 등) 

 곤사장의 대원칙 (Best Cost에 Best 품질 고수, Cost를 중시하되, 품질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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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미문의 신차 개발업무 일시 정지 사건 

 

▷ 2000년4월 NRP Start,5월에 3-3-3활동은 역사적 국면에 접함 

▷ 매월 금요일을 [ 3-3-3집중 활동의 날 ]로 지정, 설계부문이 통상적 업무를 중지하면서 까지,  

부품업체로부터의 Cost삭감제안에 대한 방대한 평가를 계속함 

 

- [ 3-3-3 활동추진] 책임자 Okubo氏는 신차 개발업무를 1개월 동안 All Stop 이라는  

-  창사 후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림 

- 수 많은 부품업체의 Cost 삭감제안 검토, 기술적 토론, 원가 교섭을 실시함 

- 개발업무의 All Stop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Cost삭감을 실시하여,  

- 업체에게 닛산의 절심함과 확실한 의지를 전함으로서 성실한 업체 대응을 유발시킴 

- 목표 액수 제시, 진척도 공표 등 경쟁의식 고취를 통한 활동에 강력 드라이브가 걸림 

 

      [ 결 과 ] 

  

 

 

 

 

 

 

 

 

- 5월 1개월 동안에 ’02년도 및 NRP 기간 중 삭감 목표달성에 대한 확신을 얻음 

 

- 예상대로 COST 삭감은 1년 먼저 NRP 목표를 달성함 

 

- 이후 CFT/글로벌 3-3-3 추진회의 등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체제 강화함  

(NISSAN 180 과 연계 COST 절감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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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의 상품개발 FLOW 

 

▷ ’01년 4월 「3-3-3 추진부」 조직개편 단행 

 

① 기획관리 그룹 ② 엔지니어링 데이터 센터 ③ 차량/부품 벤치마킹, ,VE 그룹 ④ 재료 벤치마킹, VE 그룹 

- 구성원 : 설계출신 기술자가 대부분으로 COST 관리 차원에서 설계를 검증하는 입장으로 업무수행 

- 향후 활동에 대한 전망 : 제품 개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 추진 

 

⇒ 역전 제품 개발 FLOW 전개 예정  

(부품 설계시 구조 결정 → 공법 / 재료 결정 먼저 → COST 삭감에 한계 →  

최초에 최적 공법과 재료 선택 → 구조 설계하는 시스템 운영) 

 

□ 글로벌 개발에 의한 COST 삭감 

▷ 닛산이 COST 삭감 실현이 가능했던 요인은 르노와 공동으로 글로벌 차원의 차체 공용화 실현이다. 

 

▷ 플랫폼 공용화는 차량개발 생산성 분석 지표임 

 

- 플랫폼당 생산 대수 ⇒ 양산 이점, 생산 COST의 대폭적인 삭감 효과로 연결 

- 효과 차종 : 2002년 히트차 신형 FMC 「마치」  

⇒ 유럽 전략 소형차 「플랫폼 공용화」자리 매김. 

⇒ 닛산 ONLY : 양산효과 40만대,   르노와 공용화시.: 60∼100만대 레벨 

 

 

※ 플랫폼 공용화 이점의 극대화를 위해 1998년부터 실시했던 상품기획案을 백지화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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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와의 협의 결과 

 

- 르노 [B] 플랫폼 ⇔ [마치] 기존 플랫폼 거의 일치 

- 닛산 [마치]/ [큐브] ⇔ 르노 [크리오]=> 모두 한꺼번에 공용화하는 글로벌 전략을 현실화함  

⇒ 1999년 7월 양사 경영회의에서 승인 

 

- [페어 레이디] 개발 → 공용화 실현 → 닛산 V자형 회복의 심볼 → COST 삭감 실현 

 

=> 상품력과 COST와의 싸움이 됨 

=> 그룹 사장은 3만불 이하 가격 설정과 상품가치는 4만불 이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대폭적인 COST DOWN과 성공 최대의 요인은 플랫폼 공용화임 

 

 : 스카이라인 FMC (Front 미드 Ship)플랫폼을 ‘페어 레이디 Z’에 채용,FR차의 폭 넓은 공용화 실현전략 전개 

⇒ 대폭적인 COST DOWN을 통한 고품질의 알미늄 사양을 채용하고도 3만불 이하의 가격 실현함 

 

- 미국 자동차 잡지 ‘CAR & DRIVER’ 표지에 닛산 350Z 사진과 함께  “ZERO to 60 in 5.4 for less than 

$27,000 !” 게재 

 

※ 고성능과 경이적인 COST PERFORMANCE 실현을 절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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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산과 부품업체의 “WIN WIN” 

 

▷ 카를로스 곤 사장은 02년 상반기 실적에 강한 성취감을 피력함 

 

- 구매부문 1,020억엔 COST 절감에 의한 경영실적 증가요인 작용 

- 3년간 15% 삭감을 목표로 하는 닛산 180 (초년도 목표인 5%를 2002년 상반기에 +2% 초과 달성함) 

 

⇒ 닛산의 COST 삭감은 일방적인 부품회사의 희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삭감 노력(플랫폼 등)과 부품회사는 WIN WIN의 관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속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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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과 COST의 정밀 MANAGEMENT 

□ 이익 관리의 프로 집단 (상품 이익 관리실) 

 

※ 상품 이익 관리실 : ‘티에리 무론게’ 부사장이 담당 중역이며 경리 부문 산하에 소속 

 

- 개발승인 → 판매이후 10년간의 차의 LIFE CYCLE 전체를 차종별 이익 관리 실시 

- 인원은 160名으로 50% 이상이 기술계 출신임 (설계 등) 

  

▷ 상품 이익 관리실 조직 구성 (5개 그룹으로 구분) 

 

=> ① 기획 그룹 ② 프로그램 이코노미스트 차량 그룹 ③ 차량부품 그룹 ④ P/T 그룹 ⑤ 상품 경리 그룹 

 

 

 

 

 

    

 

 

 

 

 

 

 

  

기획 그룹 

▷ NRP 목표 

: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률 8% 달성을 

위한 차종별 이익목표 책정 그룹 

⇒ 차종별 이익 관리 

⇒ 차종별 담당자가 나뉨 

○ 이익목표 설정/승인 → 신차개발 start  

→ PD 제시  

※ 닛산에서의 상품개발의 원가는 현장 총괄의 

PD 가 설정하지 않고 기획 그룹에서 가이드

라인 제시 > PD 가 실현 등

프로그램 이코노미스트 차량 그룹 

▷ 이익목표 달성은 기본적으로 P/D 의 역할 

 

⇒  부품/투자/생산 COST 등의 원가  

항목별로 목표치를 설정 

(P/D 의 이익목표 달성 지원) 

=> 원가 조정이 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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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 / 파워트레인 그룹 
 

▷ 프로그램 이코노미스트/차량 그룹이 설정한 

항목별 원가 목표를 개별 부품별로 

BREAK DOWN, 

 

▷ 부품별 구매 목표 금액 설정 

 

▷ 이익 고려하여 조달 COST 도출 

상품 경리 그룹 

▷ 상품 발매후 이익 조사 분석 

 

→ 계획대비 이익 실현 수준 분석 

→ 상품이익 모니터 활동 

→ 모니터 활동은 분기별 실시 

→ 관련부문 피드백 

→ 판매가격 조정을 위한 차종 판매가 

   결정 DATA 제공 

▷ 상품 LIFE CYCLE 최종까지 이익을 감시하는 「계획과 실행의 엄밀성」중시 

 

▷ 그룹간 상호 연계를 통해 「이익과 COST 의 네이게이터」역할 수행 

※ ‘곤’ 체제하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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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와 [상품이익관리실]의 유기적 협조 체제 

 

▷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통상적으로 발매 예정일로부터 3∼4년 이전에 START 한다. 

   그러나 [상품이익관리실]의 기획 그룹은 이익 실현을 위해 개발 프로젝트 보다 6개월∼1년 前에 START 함. 

 

 

 

 

 

 

 

 

⇒ 상품 개발에서의 업무수행 출발점이 상품 이익 관리실 역할 

⇒ 초기 단계의 목표 설정 업무 성격은 개발 지원 보다는 경영 지원으로 인식 됨. 

⇒ 상품 이익 관리실 입안의 차종별 이익목표는 「이익 가이드」라 하여 상품개발의 최고 중요 목표의 하나로 

   자리 매김함. 

⇒ 원가 + 이익 반영 이라는 기존 원가기획의 개념에서 탈피, 고객 구매 실현 가능한 판매가격과 회사 

   목표 이익을 감안하여 목표 이익 달성을 위한 원가목표 실현이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원가 기획이 이루어짐 

 

 

 

 

경영목표 설정 → 연결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율 책정 → 개별 상품별 이익목표 책정 
 
→ 개발 일정 / 상품별 BREAK DOWN → 상품별 이익목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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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기획과 Supplier 입찰 

▷ 닛산의 원가기획 실태 

   : 판매가격 - 목표이익 = 자동차 원가 (총원가) 

 

① 비용 관리항목 내역 개요 (PD + CPS + 노무비 + 영업 인건비) 

 

 

 

 

 

 

② 부품 구매비용 BREAK DOWN 

- 인스트루먼트 판넬 계 / SEAT 계  → 중분류 

- 부품 카테고리 → COST 산정 

- 새롭게 개발되는 상품의 USP (Unique Saling Point)등을 고려 하면서 부품원가 책정 

 

③ 부품 업체 입찰 (중요한 단계) 

 

- 글로벌 차원의 부품회사 선정 → 애매모호한 복잡한 조건은 없음 (계열/국적 관계없음) 

- 닛산이 요구하는 사양/조건을 충족하는 최저가격을 선정, 투명성이 높은 조달 시스템 

⇒ 목표 원가를 먼저 정하고, 부품회사와 직접 교섭해가는 프로세스는 닛산의 특징적인 원가기획 수법임. 

⇒ 선정된 부품회사는 닛산 관계자와 원가 최적화 작업 수행 

 

④ 글로벌 입찰 결과 선정된 부품회사는 PDT (Product Development Task Team) 활동에 참여 

 

- 닛산의 설계/구매/디자인/상품 이익관리 등의 스텝 부서로 구성된 조직 횡단적 조직임 (상품군별로 조직) 

□ 총원가 중 「제조 원가」 COST 

- 부품 구입비 (제조원가의 약 70%) + MIP 원가 COST (공장 발생 원가) 

- 개발비 (설계 + 시작 + 시험 등 비용) + 내제 투자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설비 + 노무비 등) 

□ 총원가 중 「영업 비용」 COST 

판매 인센티브 등 판매 제 경비 + 광고/선전 등 일반 관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