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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발산업을 포함한 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노

임, 설비, 기술수   생산성 등 생산입지경쟁력

에 의해 기업 간 는 국가 간에 산업의 이동이 이

루어진다. 이는 보다 싼 가격으로 고품질의 제품

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의 략으로 이에 

응하는 생산자의 경우 경쟁력 있는 가격 등 생산

요소의 유지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신발산업은 유럽,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7, 80년

에 한국, 만으로 옮겨왔다가, 이제는 국, 인
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국제 인 신

발 랜드의 생산거 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경

우를 살펴보면 신발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상

실되는 기간 에도 산업체를 포함한 회, 정부 

등 련 당사자들이 산업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음

을 제 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시 

발간된 련조사 자료 등 일부에서 보면 국 등 

신생국가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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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 내 생산  투자확 략을 강구하고 

장려하는 등 신발산업경쟁력 반에 한 상황인

식의 오류를 가져왔으며, 결국 국내산업의 피폐와 

해외산업의 약화를 래하 다.1-4 
  특히, 국제간 신발산업 입지에 따른 신발제조원

가와 기투자비 정보는 신발사업을 경 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필수 인 자료이다. 
이런 이유로 신발 제조원가의 정량 인 평가는 각 

기업에서 계속 실시되어 왔으나, 사업환경의 변화

에 따른 제조원가의 재평가  측이 신속하지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져서 경 자나 정책입안자, 
기술책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신발제조원가의 평가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

은 다음과 같은 신발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첫

째, 다품종ㆍ소규모 생산품목인 신발은 상호비교

가능한 표 인 제품이 없으며, 생산업체마다 생

산입지여건과 공장규모  기술수 이 다르다. 둘
째, 구매자의 구매조건 역시 생산업체의 여건과 

경쟁력에 따라 공장별로 차별화되는 등 변수가 많

기 때문에 장치투자비  변동비 분석, 원/부자재 

수 과 확보의 용이성, 시장 근의 용이성 등을 

포함하는 신발제조원가의 비교경쟁력을 체계 으

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지별 신발제조원

가에 한 평가도 평균임 , 기술수  등 단순한 

기 에 의존하여 정확하며 객 인 자료 확보가 

부족하 다.
  신발산업을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각 메

이 바이어의 발주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신발산업 에서 특히 스포츠화신발산업의 시

장은 성장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정체기를 맞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기시장에서는 메이 바이

어들은 시장보다 생산(producing)에서 새로운 이

익창출을 기도하게 된다.5-9 
  최근에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메이 랜

드의 발주 상황을 보면 국지역 유율이 어들

고 있으며, 베트남 지역은  신장하고, 인도네

시아 지역이 감소하고 있는 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따라 가 랜드의 생산특성상 메이

랜드의 생산지이동은 가 랜드의 생산지역

에도 향을  것이고, 생산입지의 변화도 불가

피하다. 신발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각 

국가별로 입지여건과 경쟁력을 분석하여, 앞으로

의 방향과 발 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에서 신발생산입지와 신발제조원가와 

기투자비 사이의 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생산

입지비교모델은 신발사업경 자,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 기술책임자가 사업 여건에 따른 국제

간 신발산업입지의 경쟁력변화를 정확하고 빠르

게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 생산입

지를 비교하는 모델은 생산입지별 신발제조원가

와 기투자비를 기반으로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 흐름(cash flow), 원 회수

(payback) 등과 같은 비즈니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각 생산입지에 한 투자의사결정시 제조원가, 

기투자비 등과 같은 정량 인 자료뿐만 아니라, 
생산입지의 경제 황, 융제도, 투자환경, 세제

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성 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성 인 요인들과 요도를 악하

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궁극 으로 신발산업의 생산입지에 한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개발된 모델  생산 략을 통

하여 한국과 경쟁국가 간의 신발제조 산업의 경쟁

력과 공장운 시의 상매출손익 등 투자검토요

소를 정확히 비교 평가할 수 있다면, 특히 국제간

의 분업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발산업에서

의 기업과 정부 한국 신발산업의 기능 특화, 생산

을 한 해외진출 등 미래 략의 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10-12

  이러한 인식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신발산업

생산입지에 한 투자의사결정시에 객 인 자

료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효율과 질을 높이기 

해 표 공장, 표 제품, 표 공정을 선정하고, 이

를 기반으로 제조원가  기투자비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국제간 신발산업입지비교모델을 개발하

여, 생산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편타당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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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 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표 모형개발과 정의 

  표 모형이란 표 제품과 표 공장  공정에 

의거 각 표입지에서 생산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정의한다. 개발된 표 모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개발된 표 제품, 표 공장모델

의 타당성과 합성을 검증하여 국제간 신발산업

입지비교모형을 검증한다.13-17

 가. 타당성과 합성

 나. 입지의 기본 인 경쟁력을 반

 다. 조사 당시의 제조원가산출 뿐 아니라 조사 

이후 변동사항을 반 가능

  - 임 , 재료비, 제조 경비 등 투입원가의 변동

에 따른 제조원가변화

  - 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제조원가변화

  - 제품가격, 제품내역의 변경 등 오더 내역변화

에 따른 손익변화

  - 설비증설에 따른 손익변화

 라. 사용  용의 용이성

2.1 표 제품요소 결정

  각 생산지역에 공통으로 용될 수 있고 표성

이 있는 제품군과 모델을 선정하기 해 다음의 

변수를 검토하여 표 을 도출한다.
  - 거래선 : 거래 선의 표 을 구함( 심 매지역)
  - 제품모델 : 거래 선의 심 모델( 심제품의 

가격, 소재, 기능 고려)
  - 구매 련사항 : 거래 선이 구매하는 모델 당 

수량, 가격, 납기 등

2.2 표 공장요소 결정

  각 생산지역에 공통으로 용될 수 있고 표성

이 있는 공장규모를 선정하여 다음의 변수를 고려

한다.
  - 공장규모

  - 생산설비

  - 기술수

2.3 표 공정요소 결정

  표 공장모형으로 정의한 제화 3개 라인 에

서 1개 라인을 기 으로 Cutting, Sewing, Outsole 
Press, Phylon Press, Stock Fitting, Assembling 공

정으로 구성된 모형을 개발한다. 

2.4 표 제조원가계산 로그램 개발

  국제간 신발생산입지의 경쟁력을 정량 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신발제조원가산출모형을 개발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기 조사를 수행하 다. 
  1) 모형개발을 한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청도, 련, 조우), 베트

남, 태국에 있는 공장을 방문하여 신발재단, 재 , 
제화라인에 필요한 장치  제조원가산출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2) 제조원가비용 산출

  표 제품  표 공장, 공정을 기 으로 원재료

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제조원

가를 산출하 다. 
  3) 기투자비용 산출

  표 제품과 표 생산규모를 기 으로 장치투자

비, 건설비용과 같은 기투자비용을 산출하 다. 
이러한 기투자비는 제조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기 한 자료로서도 활용된다. 즉, 고정자본

투자비와 잔존가치를 설정하고 정액감가상각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산출된다. 

2.5 사 비  고려사항 

  - 표 제품, 표 공장  표 공정모형을 개발

하기 해 국내 다수의 신발회사 임직원을 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 다. 이는 표 제품  표 공

장  표 공정모형의 선정에 있어 타당성과 유용

성을 확보하기 함이다. 
  - 표 공장은 먼  세계 메이 랜드를 생산

하는 고가제품생산 공장과 일반 ㆍ 가 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ㆍ 가제품생산 공장으로 구

분하여 고찰하기로 하 다. 표 공장 선정에 련

한 고려요인으로는 생산능력, 설립기간, 이익수 , 
노동자수, 문(외국)기술자수, 보유생산설비(Midsole/ 
Outsole 등)요소를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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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제품의 경우도 고가제품군과 ㆍ 가제

품군으로 구분하 으며, 표 제품이 속한 카테고

리, 평균가격, 주요자재, 유율 등과 함께 가격산

출조건인 발주수량과 납기를 고려하 으며, 자재

의 경우는 납기에 향을 미치는 수입자재의 사용

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 다. 
  - 재 아시아 지역에서 요한 산업입지로는 

국의 청도와 련을 심으로 한 국 북부지역

과 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동성과 복건

성 심의 국남부,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호치민

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인근 지역을 우선 고려

하 고, 한국기업이 기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 국의 북부지역과 국 동성을 우선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먼  원가산정기 을 고

려하기로 하 는데, 산정기 과 련하여 회사내

부에서 용되고 있는 가격산정기   방법, 간

경비배분, 생산성 용, 불량률 용, Loss 용,  
Volume Discount 등의 산정기 을 충분히 고려하

기로 했다. 그리고 제품원가산정이 사후의 정확한 

원가가 아닌 공장의 과거 실 치를 바탕으로 한 

사  원가임을 고려하여 회사 체의 사  원가와 

사후 원가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 차이가 클 경우 

사  원가가 부정확하므로 조사 상에서 제외하

기로 하 다.
  - 고려원가 요소들은 가능한 세부 으로 고려하

기로 하 는데 원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재비(수입/내수), 인건비(직 (기본  + 제수

당)/간 (고용 련 제세공과 + 기숙사, 식 ), 
리직/조반장/기능직), 시간외 수당 근무지 규정, 
주당 법정근무시간, 최  임 , 법정 휴무일, 제조

경비(수도 열비, 연료비, 수선비, 소모품비, 력

비, 보험료, 복리후생, 여비교통비, 교육비, 포장비 

(Inner Box, Carton Box), 감가상각비(기계장치/ 
Last/Mold/차량 집기 비품), 매비, 일반 리비 

(내륙운송비/세 과 공과/ 고 선 비/지 수수료/
수출제비), 임 료(건물/ 지/ 임 료  리비), 

업외비용

3. 표 제품, 표 공장과 공정모형 개발

3.1 표 제품모형 개발

  - 표 제품은 바이어의 구매성향을 표하는 제

품으로 고 제품군과 ㆍ  2개 제품군으로 구

분하 다. 이런 제품구분은 생산 공장의 문 역

을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다.
  - 고 제품군은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제품군

을 표하며, 이 랜드들의 생산 규모가 신발산

업입지를 결정하는 주요요인 의 하나임을 감안

한 것으로, 발주규모도 모델 당 100,000족을 상

으로 하고, 사용소재와 채택기능도 이에 하는 

으로 선정하 다.
  - 고 제품군으로 표 공장에서 원가를 비교할 

제품은 아디다스 제품으로 런닝화/농구화/크로스

화/워킹화 제품으로 소비자 가격/채택기능/사용소

재/채택기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 다.
  - ㆍ 제품은 가  가 랜드 제품군을 

표하는 제품으로 기능보다는 가 매에 

을 두는 제품으로 소  NONE 랜드제품군이다.
  - ㆍ 랜드 군으로 표  장에서 원가를 

비교할 제품은 (주)화승 제품으로 국내에서 월드

컵 랜드로 매되는 제품으로 성인화, 캐주얼, 어
린이용 3가지 모델을 선택하 고( ㆍ 랜드

는 기능성 구분보다는 GENDER(성별)구분이 우

선되고 있다), 이 제품군은 고 제품군과는 달리 

비교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되는 제품군이다.
 •고 제품군

  - 랜드 : ADIDAS 
  - 모델명 :  ADISTAR COMPETITION (런닝화) 
            SAUNSTER M            (크로스화)
            SS2G                     (워킹화)
            TMAC                    (농구화)
 • ㆍ 가 신발

  - 랜드 :  WORLDCUP 
  - 모델명 :  TOPUS           (성인용) 
             CASUAL         (캐쥬얼) 
             HARRY PORTER    (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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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odel of standard process.

3.2 표 공장모형 개발

  - 표 공장은 표 제품이 생산될 지역의 표성

을 지닌 표 공장을 의미하는데, 제화라인이 3개

이고, 아웃 솔을 공장에서 직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미국 발주를 수행하고 있는, 창립 4-5년의 

생산역사를 가진, 경 상 흑자기업으로 정하 다.
  - 표 공장의 기본개념에 하는 해당지역에 한

국계 공장 1개 회사와 지 투자업체 1개 회사를 

상으로 선정하여 외국 투자공장과 국내 투자공

장 간의 편차를 이고자 했다.
  - 특히 생산원가구성은 기업비 로 외부유출을 

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충분한 이해와 력 

가능한 처방안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을 감안하 다.

3.3 표 공정모형 개발

  - 선정된 표 공장은 제화라인이 3개이다. 3개 

라인 에서 1개 라인에 한 표 인 공정들을 

정의하면, Cutting, Sewing, Outsole Press, Phylon 
Press, Stock Fitting, Assembling와 같고, 그림 1에 

나타내었다. 
  - 제화라인의 공정은 각 생산입지별 공장마다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의 공장에서 수행하는 

표 인 공정을 악하여 표 으로 선정하 다. 
이러한 표  공정은 국을 심으로 하는 동북아

와 태국, 캄보디아 등과 같은 동남아 공장의 자료

를 심으로 선정하 다. 
  - 그리고, 개발된 표 공정은 련 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검증되었다. 
  - 표 공정은 기투자비를 산출하기 한 요

한 자료로서 활용된다. 표 공정을 기반으로 각 

공정에 투입되는 기계, 인원, 시설 등을 악하고 

정량화하여 기투자비를 산출하 다. 이 부분에 

해서는 표 제조원가계산 로그램의 개발에서 

구체 으로 제시하 다. 

4. 표 제조원가계산 로그램 개발

  표 제조원가계산 로그램은 표 공장과 표

제품을 기반으로 제조원가와 기투자비를 자동

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제조원가는 원재료비, 노무

비, 제조경비, 기타 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기투

자비는 제화라인 한 개에 필요한 기계, 시설, 인원

을 기 으로 산출하 다. 기투자비는 제조원가

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근거로서 활용되었



6 고무기술 제10권 제1호, 2009

는데, 감가상각비는 고정자본투자비와 잔존가치를 

설정하고 정액감가상각으로 계산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제조원가계산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먼  제조원가를 산출하기 한 

자료조사  분석을 하 고, 표 공정을 기 으로 

기투자비를 산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다. 

4.1 신발제조원가 분석  

  - 국제간 신발산업생산입지비교를 한 표 제

조원가계산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제조원가

는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 다. 
  - 국 북부(청도와 련)와 국 남부( 동성 

동 )에 있는 한국 신발기업  국 지기업을 

방문하여 경 자  생산, 기획개발책임자와 면담

하여 원가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 공장  생산 규모가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제화생산라인 수 3개, 발주규

모 고가 랜드 100,000 족, 가 랜드 10,000족을 

기 으로 원가를 산출, 분석하 다.
  - 신발제조원가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크므로(50%～70%) 신발패턴을 정의하여 부

별 자재의 규격과 내용, 가격을 상세히 기술하

여 제공하여 조사했고, 특히 자재소요량은 한국에

서 컴퓨터에 의한 계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7개 

표 제품의 샘 별로 정  산정하여 조사 상 공

장에 제공하여 소요량 산정에서 오는 차이를 최소

화하 다.
  - 인건비와 경비는 직/간  노무비, 연구개발  

일반 overhead 비용 등으로, 되도록 세분화하여 조

사하 다.

4.2 기투자비 분석

  - 표 제품과 표 생산규모를 기 으로 1개 라

인이 Cutting, Sewing, Outsole Press, Phylon Press, 
Stock Fitting, Assembling로 구성된 표 공정을 개

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치투자비, 건설비용과 같

은 기투자비용을 산출하 다. 

 •표 제품

  - 고 신발류 : 워킹화, 농구화, 크로스화, 런닝화

  - ㆍ 가신발류 : 성인일반화, 캐주얼화, 아동화

 •표 공장

  - 표 생산규모 : 월 100,000족 생산기

  - 표 공장규모 : 제화 3개 라인기

  - 이러한 기투자비는 제조원가에서 감가상각

비를 산출하기 한 자료로서도 활용된다. 즉, 고
정자본투자비와 잔존가치를 설정하고 정액감가상

각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산출된다. 

4.3 표 제조원가  신발생산입지비교 로

그램

  -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은 표 제품, 표
공장을 기 으로 제조원가와 기투자비를 산출

하고, 한 산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산

출하는 로그램이다. 
  - 로그램은 제조원가와 기투자비를 자동으

로 산출한다. 
  - 신발생산입지투자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 자  실무자들은 이 로그램을 이용하

여 국, 동남아 등과 같은 각 생산입지를 선택하

면, 각 생산입지별 제조원가와 기투자비가 자동

으로 계산되어 산출되며, 자사의 환경  특성과 

경 자의 경  방침에 따라 산출된 제조원가와 

기투자비를 수정할 수 있다. 
  -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에서 산출되는 객

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 인 신발생산입지

에 한 투자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4.3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 기본 구성

  - 본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은 마이크로소

트 Excel로 개발되었다. 신발제조원가는 소요자

재 분석에 의하여 계산된 원재료비에 노무비, 제

조 경비, 기타비용 부분을 합하여 산출된다. 본 

로그램은 신발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원재료비에 을 두었다.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각 트의 세부항목에 입력하여야 할 자료와, 입

력된 자료로 출력되는 결과의 치는 아래에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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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에서 그림 2는 기

본정보의 입력부분과 입력된 자료에 따라 로그

램이 산출한 원가출력부분으로 나 어진다. 그림 

2의 기본정보입력 부분에는 사용자가 신발의 일반

사항(종류, 모델명, 색깔, 크기, 사진 등)과 기타 고

려할 사항(출시시기, 기 생산량, 환율 등)에 한 

정보를 입력한다. 그림 3, 4는 원재료비를 구성하

는 각 트의 세부항목을 항목별로 입력하는 입력

부분과 그 입력 자료를 처리한 결과의 출력부분으

로 구성되어있다.

4.4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 사용

  마이크로소 트 Excel로 작성된 신발생산입지

비교 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원가 산출 로그램 

시트와 테스트 시트가 나타난다. 특정 신발의 제

조원가분석을 하려면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 

시트 내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

할 자료에 한 설명은 아래의 1부터 33항에 있다. 
테스트 시트는 임의의 런닝화 “Fast Korea”의 제

조원가를 산출하기 하여 원가산출 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과가 출력된 보기이다. 

4.4.1 기본정보입력부분의 세부입력 항에 한 

설명

1. 신발종류 :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신발의 종

류를 입력한다( , 런닝화, 농구화).
2. 신발색깔 : 신발의 색깔을 입력한다.
3. 신발모델번호 : 신발의 고유모델번호를 입력한

다( , F-K 2002).
4. 신발모델이름 : 신발의 고유모델이름을 입력한

다( , Fast-Korea).
5. 신발사진 : 신발의 그림이나 사진을 삽입한다.
6. 신발크기 : 신발크기를 한국, 미국, 국 기

으로 입력한다.
7. 성별 : 여성용, 남성용, 아동용 신발인지 입력한다.
8. 출시계 : 매 상계 을 입력한다.
9. 기 생산량 : 기 생산량을 입력한다. ( , 100,000 

만족 기 )
10. 기타사항 : 기타 고려할 사항을 입력한다.
11. 환율 : 달러 비 한국원화, 국인민폐, 유로

화, 일본엔화의 환율을 입력한다. 여기서 입력

된 환율정보는 그림 3과 4에서 US$기  자재

단가를 (22) 계산하는 데에 사용된다.
12. 원재료비 : 그림 3과 4의 갑피, 창, 기타자재, 

착제, 포장 트의 subtotal값과 그 체 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13. 노무비 : 직 노무비와 간 노무비를 각각 입

력하면 총 노무비로 자동 합산된다.
14. 제조경비 : 일반경비, 감가상각비, 기료, 개

발비용, 외주가공비 등을 입력한다. 몰드 비는 

그림 3의 몰드 트에서 계산되는 총 몰드비용을 

기 생산량(9)으로 나  값이 자동 입력된다.
15. 기타경비 : 기타경비의 각 항목을 입력하면 총

기타경비가 계산된다.
*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기타 비용의 합산 

값은 그림 2에 있는 Total과 Grand Total 란에 

자동 출력된다.

4.4.2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세부 입

력 항에 한 설명

16. 신발기본정보 : 그림 2에서 입력한 신발종류

(1), 모델번호(3), 모델이름(4)이 출력된다.
17. 자재번호 : 갑피, 창, 기타자재, 착제, 포장

트에 해당되는 각 자재들의 고유번호를 입력

한다.
18. 자재이름 : 갑피, 창, 기타 자재, 착제, 포장

트에 해당되는 각 자재들의 자재 명을 입력

한다. 자재 고유 번호와 일치되어야 한다.
19. 자재스펙 : 해당자재의 스펙  특징을 입력한다.
20. 자재구매단 : 해당자재의 최소구매단  는 

통상구매단 를 입력한다.
21. 자재구매단가 : 해당자재를 최소량 는 통상

량 구입시에 한국, 국, 유럽, 일본의 지구

매가격을 입력한다.  
22. US$ 기 단가 : (21)에서 입력된 지구매가격

을 각국의 환율(11)에 따라 미국달러로 환산

된 자재구매단가 에서 최소가격이 자동 출

력된다.
23. 자재소요량 : 한 켤  당 소요되는 자재의 소

요량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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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Total (F.O.B.)

Cancellation Fee/Pair

1US$ (한국원)

1US$ (중국원)

1US$ (유로화)

1US$ (일본엔)

 Remarks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

기타비용제조경비

Currency Exchange Rate to US$

Picture

일반경비

감가상각비

노무비

전기료

Direct(직접)

Indirect(간접)

Volume Agreement Period

Valid From

Validity Period

Bottom(창)

Packaging(포장)

Cements(접착제)

Original Season

Moulding비

외주가공비

Base Volume

Max. Month

Discount Amount/Pair

Sundries(기타)

원재료비

Upper(갑피)

Total

Model #

Model Name

개발비용

Shoes Type

Colour

Gender (성별)

UK Sample Size

US Sample Size

Korea Sample Size

Spec. & Description

Last

Rate Set Date

제조 원가 산출

5

13

14

15

12

2

6

7

8

9

10

3

4

11

1

그림 2. Layout of comparative Program for the production of location.

1. 신발 종류의 입력    2. 신발 색 입력   3. 신발 보델 번호     4. 신발 모델 이름

5. Drawing 이나 사진   6. 신발 크기      7. 성별 8. 출시 계    9. 기  생산량

10. 기타 사항         11. 환율          12. 원재료비 산출 부분에서 계산된 값이 자동 입력

13. 직 , 간  노무비 입력 산출 부분에서 입력된 값이 자동으로 입력 

14. 제조 경비 - 몰드 비용은 기  생산량(9)에 따라 자동 계산 입력됨(33)
15. 기타 경비 - 각 부분 입력 산출 부분에서 입력한 값들이 자동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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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Footwear Material Cost =

Part #
Mat'l

U of M
CNY EUR ￥

Pair당

소요량

Mat'l

Loss%

C.I.F.

%

Cost /

Pair

1. UPPER / LININGS
- include ALL parts needed for a complete stitched upper and Insole if strobel construction

 

Sub-Total "1"

2. BOTTOM UNIT
- Include only parts needed to make a completely finished, stock-fitted bottom unit(excluding cements).

Sub-Total "2"

US$

Cost /U of M

Component

Name

Shoes Type   :

Material Spec. & Description

Model #      :

Model Name  :

Material Cost/U of M

KRW

원재료비 산출

17

18

21

22
23

24

25

26

16

20
19

그림 3. Input by a detailed item.

16. 앞 쪽 제조 원가산출 부분 (1), (3), (4)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 기재 

17. 자재 번호     18. 자재 이름     19. 자재 스펙  특성    20. 자재 구매 단

21. 자재 구매 단가(각국의 지 가격)
22. US$ 기  자재 단가, 자재 구매 단가(21)를 환율(11)에 따라 계산한 후 최 값이 자동으로 입력 

23. 켤 당 자재 소요량      24. 켤 당 손실

25. CIF 기  입력(미 입력시 FOB 가격)     26. 켤 당 자재 가격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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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OTWEAR SUNDRIES
- Include all parts that are NOT included in any component package (laces / TR counter / tacks / sockliner / outsole thread etc.)

Sub-Total "3"

4. CEMENTS / PRIMERS / CLEANERS etc.

Sub-Total "4"

5. FOOTWEAR PACKAGING
- icnlude ONLY packaging foe COMPLETED SHOES, no component packaging costs

Sub-Total "5"

Etc. MOULD DATA

Total Mould Cost

Mould Type Mould # Mould CostUnit PriceSetsMould ShopDescription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1

32

30

33

21

22

그림 4. Result of processing data.

17. 자재 번호      18. 자재 이름      19. 자재 스펙  특성   

20. 자재 구매 단      21. 자재 구매 단가(각국의 지 가격)
22. US$ 기  자재 단가, 자재 구매 단가(21)를 환율(11)에 따라 계산한 후 최 값이 자동으로 입력     

23. 켤 당 자재 소요량    24. 켤 당 손실 

25. CIF 기  입력(미 입력시 FOB 가격)    26. 켤 당 자재 가격 자동 계산  

27. 몰드 종류     28. 몰드 번호      29. 몰드 스펙  특성       30. 몰드 제작처 

31. 몰드 세트 수(기  생산량 기 (9))      32. 몰드 단가 입력 

33. 몰드 비용 자동 계산(기  생산량 기 (9))

24. Loss율 : 한 켤  생산 시에 용되는 평균 

는 추정 loss율을 %로 입력한다. 
25. C.I.F : C.I.F 가격에 한 요율을 %로 입력한다. 
26. Cost/pair : 한 켤  당 소요되는 해당 자재비용

을 자동 출력한다. 갑피 트, 창 트, 기타자

재 트, 착제 트, 포장 트의 개개 트 내

에 해당되는 세부 자재 값의 합은 각각 sub- 
Total 1, 2, 3, 4, 5에 자동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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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몰드종류 : 해당몰드의 종류를 입력한다( , 
outsole, pylon, torsion bar 등).

28. 몰드번호 : 해당몰드의 고유번호를 입력한다.
29. 몰드스펙 : 해당몰드의 스펙과 특징을 입력한다.
30. 몰드제작처 : 해당몰드의 제작처 는 공 처 

등을 입력한다.
31. 몰드세트 수 : 기 생산량(9) 는 최소생산량

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몰드의 세트 수를 입

력한다.
32. 몰드단가 : 해당몰드의 구매단가 는 제조단

가를 입력한다.
33. 몰드비용 : 기 생산량(9) 는 최소생산량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몰드비용을 자동 출

력한다. 기 생산량 는 최소생산량을 생산

하는 데에 소요되는 총 몰드 비용은 Total 
Mould Cost란에 자동 출력된다.

4.6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

램을 이용하여 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조사한 

기투자비(표 1)와 제품을 비교하 다. 
  - 이미 개발된 로그램에서 제품의 제조원가와 

기투자비를 쉽게 비교하기 해 로그램의 

이아웃을 조  수정하 다. 
  - 그림 5에서는 ㆍ 가 랜드 표 제품의 제

조원가와 이스 1의 기투자비를 용한 것이

다. 즉, ㆍ 가 랜드 제품을 국의 설비기 으

로 북한에 공장을 건립하 을 때, 소요되는 비용

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Device investment by a process manufa-

cturing footwear 
(100,000 pairs of months, 3 line)

A manufacturing process Case 1 Case 2

 1. Cutting 118,800 285,150 

 2. Sewing 471,840 750,000 

 3. Outsole Press 778,700 594,000 

 4. Phylon Press 662,200 858,000 

 5. Stock Fitting 404,580 288,000 

 6. Assembling 786,520 915,000 

Total 3,222,640 3,690,150 

  - 그림 6 그림은 고 랜드 표 제품의 제조원

가와 이스 2의 기투자비를 용한 것이다. 즉, 
고 제품을 동남아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

할 때의 소요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 로그램을 용한 그림 5와 6의 윗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기투자비와 제조원가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두 생산입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즉, 
제품과 생산 입지를 복합 으로 고려하여 생산입

지투자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림 윗부분에 “비즈니스 매트릭스”라는 부분

은 수익률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부분으로 차후 개

발하도록 한 것이다. 
  -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 해 투자수익률(ROI 
: return on investment), 회수기간(payback), 순 

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등과 같은 다양한 공식을 

용한다. 

5. 결  론

  본 논문은 국제간 신발산업입지비교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표 제품, 표 공장과 표 공정

모형을 개발하고, 각 지역별 소재공장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신발생산 입지비교 로그램 에서 제

조원가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한 로그램을 개

발하여, 각 생산입지별 정성  요인인 입지결정요

인을 추출하고, 입지별 략을 수립하는데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표 제품, 표 공장과 표 공정모형을 토 로 

하여, 기투자비 산출과 표 공장을 보다 더 구

체화시키기 해 제화 1개 라인이 Cutting, Sewing, 
Outsole Press, Phylon Press, Stock Fitting, Assembling 
공정으로 구성된 표 공정모형을 추가 으로 개

발하 다. 그리고 신발생산입지비교 로그램에 

제조원가와 함께 기투자비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으며, 제조원가의 제조비

용을 구성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투자비의 고정

자본투자비를 기반으로 산출하 다. 
  산출된 제조원가와 기투자비를 기반으로 생

산입지별 비교 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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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비 게장비
감각상각비

(US$/pair)
계

계

 

42

Man

Spring/Summer

NY 18

50,000

100,000

SUMMER 2002

1 US$ ₩1,193

1 US$ 

1 US$ € 1,249.730

1 US$ 

(한국원)

(중국원)

(유로화)

(일본엔)

 Gender (성별)

 Discount Amount/Pair

 Volume Agreement Period

 Valid From

 Max. Month

 Cancellation Fee/Pair

Assembling

 Korea Sample Size

 US Sample Size

 UK Sample Size

Stocking fitting

생산 공정 부문

Cutting Sewing Other

기숙사 면적건물 면적

초기투자비산출

장치비 설치비
엔지니어링 및

공사감독비

고정 자본 투자비 항목

총토지 면적

(건물면적*2)

Grand Total(F.O.B)

국제간 생산 입지 비교 프로그램

초기투자비 Business Matrix 비   고

 Shoes Type

 Colour

Rate Set Date

제조 원가 산출

Spec. & Description

 Vulcanizing Shoes

 Natural

 Last

 Base Volume

 Original Season

Validity Period

2003.01.01

3 Months

Currency Exchange Rate to US$

Picture

제조원가

Outsole press Phylon Press

 Model #

 Model Name

2750 COT

그림 5. A case study 1 of application for program.

그램은 제조원가와 기투자비를 정량 이고 객

인 자료를 신발 생산입지투자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여 효율 인 의사결정을 수립할 수 있게 해

 것이다. 생산입지별 비교 로그램은 제조원가

와 기투자비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며, 
한 경 자의 경 방침이나 자사의 환경  특성을 

반 하여 재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다. 

특히, 기투자비 산출에 있어서, 인원구성에 있어

서 사무실, 리실, 작업자와 같은 인원구성별 가

치와 변수를 설정하여 경 자의 경 방침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참 고 문 헌

1. 국제상사, “아시안 지역 신발산업 입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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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비 게장비
감각상각비

(US$/pair)
계

계

 

42

Man

Spring/Summer

995615

50,000

100,000

SUMMER 2002

1 US$ ₩1,193

1 US$ 

1 US$ € 1,249.730

1 US$ 

Picture

제조원가

Outsole press Phylon Press

 Model #

 Model Name

 2077 AFGLU

Validity Period

2003.01.01

3 Months

Currency Exchange Rate to US$

Rate Set Date

제조 원가 산출

Spec. & Description

 Jogging Shoes

 Drak Brown

 Last

 Base Volume

 Original Season

Grand Total(F.O.B)

국제간 생산 입지 비교 프로그램

초기투자비 Business Matrix 비   고

 Shoes Type

초기투자비산출

장치비 설치비
엔지니어링 및

공사감독비

고정 자본 투자비 항목

총토지 면적

(건물면적*2)

Other

기숙사 면적건물 면적

생산 공정 부문

Assembling

 Korea Sample Size

 US Sample Size

 UK Sample Size

Stocking fittingCutting Sewing

 Colour

 Gender (성별)

 Discount Amount/Pair

 Volume Agreement Period

 Valid From

 Max. Month

 Cancellation Fee/Pair

(한국원)

(중국원)

(유로화)

(일본엔)

그림 6. A case study 2 of application fo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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