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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CI 추진 Frame

총 2개년의 일정으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Cost 혁신 활동을 전개하며, 성공적인 성과 구현을 위하여 1

차년도에는 전략구매 진단, 구조설계 및 Model 활동, 확산전개 활동으로의 3Phase 활동을 전개.

활동 구분

1차년도 활동 영역 2차년도 활동 영역

Phase1. 전략구매 진단

(2개월)

Phase2. 구조설계 및
Model 활동

(4개월)

Phase3. 확산전개 활동

(6개월)

잔여 Model 활동 전개

(12개월)

기대 Out-put
혁신 활동 방향성

및 혁신 목표 구체화

Cost 혁신 성공 체험 및

활동 Process 명확화

주요 제품군(A Grade)에

대한 고도화 성과 구현

전체 품목(B,C Grade)에

대한 재료비 15% 절감

전략

구매

혁신

협력사

Restruct
uring

구매비용

Restruct
uring

활동 대상
 진단 및 전략 수립 : 전체 품목

 과제 실행 : A Grade 70% 품목

잔여 품목에 대한

활동 전개

전략
구매
진단

전략적
방향성
확립

(Work
-Shop
운영)

과제
발굴

/
목표
수립

품목
분류
체계
점검

협력사
구조
분석/
평가

과제
구체화
/실행

협력사
차별화
관리
방안
수립

성과
검증

본격적
활동
조직
편제

/
계획
입안

과제
구체화
/실행

성과
검증

표준
화

체제
구축

우선
순위
평가

·
모델

제품군
선정

확대
활동
조직
편제

/
계획
입안

과제
구체화
/실행

성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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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CI 추진 Process

전략 구매 혁신 방안은 상세 진단, 구조 설계 및 Model 활동, 확대 전개 활동의 3개 Phase 및 총 5Step에 걸

진 추진 방법론으로 진행.

SPCI 추진 Process

확산 전개 활동구조 설계 및 Model 활동상세 진단

Define & Design (2개월) Development (4개월) Implementation & Evaluation (6개월)12개월

SG1) 정의 및 선정

공급 시장 및 현 품목체계 분석
SG Draft 도출
전략 도출 Pilot
1차 SG 도출
평가항목 정의2)

전략 구매 설계

Phase Ⅰ. Phase Ⅱ. Phase Ⅲ. 2년차 활동

내/외부 환경 조사 및 분석
구매 구조 및 방식 검토
전략 구매 Workshop
전략과제 수립 및 목표 설정

협력사 Restructuring 설계

전사 품목 분류 체계 점검
SG 분류 체계 수립
SCT3) 관계 유형 구분
협력업체 평가
협력사 차별화 관리 방안 수립

전략 과제 확대 수행 및 평가

과제 확대 전개
최종 의사 결정
효과 검증 및 과제 보완
SG 정의서 정비
SG별 Process 차별화 관리
협력사 차별화 관리 방안 보완

구매 비용 Restructuring
Model 활동

예비 조사 및 활동 준비
상세정보 수집 및 Cost 구조 분석
Cost 발생요인 추출
Cost 구상입안 및 과제 해결안 도출
실시 Follow Up

1) SG : Sourcing Group, 2) 우선순위 및 전략적 중요도 Survey 항목, 3) SCT: Strategic, Collaborative, Transactional 구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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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CI Step별 상세 추진 방법

■ 품목체계 Category 분석

세부 항목별로 프로젝트 대상 품목을 파악하기 위
한 분석 작업을 실시함

■ SG 정의서

SG 정의서는 폼목의 이해 SI1) Survey 평가 결과, 구
매전략 초기 가설 등의 순으로 논리가 전개됨

공급 시장 및

현 품목체계 분석

SG Draft 도출

전략 도출 Pilot

1차 SG 도출

평가항목 정의

전략 구매 설계SG 정의 및 선정
구매 비용 Restructuring 

Model 활동
전략과제 확대 수행 및

평가
협력사 Restructuring 

설계

1) SI : Strategic Importance(전략적 중요도)

Phase I. 상세 진단

본 Step은 전략 구매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 현 품목 체계 분석, Sourcing Group 도출 및 정의를 통

해 SG별 운영 전략 기본 방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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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구매 수립 Methodology

SG에 대해 전략적 중요도 평가를 바탕으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SG별 전략 구매을 정의함

■ 전략과제 수립 및 SG Matching

SG별로 수립된 전략을 Grouping하여 기본 전략 구
매을 수립함

내/외부 환경 조사

및 분석

구매 구조 및 방식

검토

전략 구매

Workshop

전략과제 수립 및

목표 설정

전략 구매 설계SG 정의 및 선정
전략과제 확대 수행

및 평가
구매 비용 Restructuring 

Model 활동
협력사 Restructuring 

설계

3. SPCI Step별 상세 추진 방법

Phase I. 상세 진단

Step1에서 검토한 프로젝트 대상 품목에 대해 전략적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 구매

Workshop 진행을 실시하여 전략 구매 과제 및 목표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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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매 설계SG 정의 및 선정
전략과제 확대 수행

및 평가
구매 비용 Restructuring 

Model 활동
협력사 Restructuring 

설계

3. SPCI Step별 상세 추진 방법

1) Strategic Importance(전략적 중요도)/Relationship Attractiveness(관계매력도)  2) 사업_공급시장 Matrix, Power Matrix, 관계유형 Matrix 

전사 품목 분류 체계
점검

SG 분류 체계 수립
SCT 관계 유형

구분
협력업체 평가

차별화 관리 방안
수립

전사 코드체계 파악 및

SG 대상 범위 확정

분류 오류 및 중복 수정

신규 및 수정 담당 (조직) 

및 프로세스 확정

연구소, 공장 등 코드 생

성 유관 부서와 업무 협

의 Communication

품목 분류 및 협력사별

입고 금액 분석

전사 품목 분류 체계 및

품목 특성을 반영한 SG 

분류 체계 수립

세부 code 단위의 SG 

Matching 작업 수행 

품목 분류 체계 오류

발견 및 수정

전사 품목 분류 체계
신규 원료 등록 및 수정
프로세스

SI/RA1) 분석 항목 및 가

중치 설계

각 담당자 별 해당 SG

에 대한 SI/RA 분석 수

행

전사 SI/RA 분석 결과

취합 및 Matrix 도출

SCT 관계유형 Matrix 

도출

SG 분류 체계
SG와 Matching된 전사
Code List

평가 대상 업체 선정

대상 업체의 주거래 사업

장 파악 및 평가그룹(EG)

구분

시장 정보 조사

평가결과 도출 및 평가그

룹별 특성 분석 후 보완

점 도출

SI/RA 분석 항목 및 결과
3대 Matrix 2)

SG별 SCT 구분 결과

평가 대상 업체 선정 기준
평가 대상 업체 List
EG 및 EG별 평가체계
평가 항목 및 산식

SCT 유형 구분 및 평가

결과 종합 후 차별화

관리 Matrix 도출

Matrix Segment 구분

및 Segment별 차별화

관리 방안 수립

차별화 관리 Matrix
차별화 관리방안

Phase Ⅱ. 구조 설계 및 Model 활동

협력사 Restructuring 설계는 크게 전사 품목 분류체계 점검, SG 분류체계 수립, SCT  관계 유형 구분, 협력

사 평가, 차별화 관리 방안 수립의 5단계로 진행됨.

주요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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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매 설계SG 정의 및 선정
전략과제 확대 수행

및 평가

3. SPCI Step별 상세 추진 방법

예비 조사 및
활동 준비

상세정보 수집 및
Cost 구조 분석

Cost 발생요인 추출
Cost 구상입안 및
과제 해결안 도출

실시 Follow Up

활동 우선 순위 평가

Model 제품군 선정

목표 설정

원가혁신 운영 방침 설정

추진 조직 편성

활동 교육 etc

부품 특성 분석

제약 조건 분석

Cost 구조 분석

Supplier 견적 분석

설계/생산/구매 구조 분

석 etc

활동 대상 및 목표 설정서
활동 추진 조직
활동 교육 Manual 

Cost 발생 현상 분석 : 

발생·설정 Cost

Cost 발생 요인 분석 : 

기술/구조/방식

Cost 혁신 방향 설정 : 

설계/구매/생산 혁신

etc  

부품 특성 분석 결과
제약 조건 분석 결과
비목/부품별 원가 구조 분
석 결과 etc

Cost 혁신 Scenario 설계

실현 과제 도출

과제 해결 방안 검토

과제별 Action Plan

효과 Simulation

효과분 운영 방침 검토

etc   

Cost 발생 현상 및 혁신 방향
설정 결과

Cost 혁신 Scenario
과제 해결 방안
혁신 Scenario 평가
과제별 Action Plan

과제 실행

실적 검토회 운영

Bottle Neck 해소방안

검토 및 추진

효과검증 및 표준화 구

축

Cost 혁신 Scenario 확

산 방안 검토 etc    

과제 실행 결과
효과 검증 및 표준화 결과
Cost 혁신 Scenario 확대
전개 방향

Phase Ⅱ. 구조 설계 및 Model 활동

구매 비용 Restructuring은 원가발생 핵심 영역인 설계·구매·생산 및 원가결정 요소인 기술·구조·방식의

Matrix 조합을 통해 하기의 5단계 흐름으로 진행됨.

주요
활동

결과물

구매 비용
Restructuring Model 

활동

협력사 Restructuring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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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인수 인계서 (최종 의사 결정)

업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 인수인계 함으로써 현업
에서 Ownership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유도함

■ 최종 효과 산출

과제 확대 전개 내용 및 최종 의사 결정 내용을 종
합 정리하여 최종 효과 산출 및 검증 진행

과제 확대 전개

최종 의사 결정

효과 검증 및 과제

보완

SG 정의서 정비

SG별 Process 차별

화 관리

협력사 차별화 관리

방안 보완

전략 구매 설계SG 정의 및 선정
협력사 Restructuring
및 관리 방안 설계

전략과제 확대 수행
및 평가

RFP 수행 및 Quick 
Win 과제 수행

3. SPCI Step별 상세 추진 방법

SG별, 공급자별 협상 후 현업 부서와 해당 공급자간 구상안이 수행되도록 합의 및 인수 인계를 진행하며, 계
획대로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반 관리체계를 설계 및 운영.

Phase Ⅲ. 확대 전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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