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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PS 벤치마킹 · 체험연수

연수일정 : 2018년 3월 13일(화) ~  3월 16일(금)
4월 3일(화) ~  4월 6일(금)
5월 15일(화) ~  5월 18일(금)
6월 19일(화) ~  6월 22일(금)
7월 17일(화) ~  7월 20일(금)
9월 11일(화) ~  9월 14일(금)

10월 16일(화) ~ 10월 19일(금)
11월 13일(화) ~ 11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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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MAC연수 컨셉트

보이는 부분(스킬면)

보이지 않는 부분(마인드면)

JMAC 연수는,
연수를 통한 깨달음을 활용하여 인재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해외라는 비일상 공간에 몸을 실어 단기간에 자기자신을 오픈하여 타인(타사)과의 교류밀도를 향상시킵니다.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동 체험으로부터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의 체험을 통해
행동의 변혁을 촉진합니다. 
참가자 동지의 상호 연마와 그 작용에 의해 자기과제 해결과 연수를 통한 자기성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Mission(사명감)
●Vision(지향하는 모습)
●Passion(해내려는 열정)
●Value(가치관)

사
람
의

업
무
능
력

빙산의
일각

JMAC 연수
= “감동” 과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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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목적 및 특징

4

(Toyota Production System)는 지난 50여년간 검증된

세계 최고의 경영혁신 솔루션으로 현재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TPS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타산업에도 성공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TPS 일본 도요타 혁신 연수는 단순한 생산기법 전수나,

현장의 낭비제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리더의 의식개혁 /

이익 추구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경영노하우
1. 사무실, 공장 등 전사적인 개선 일상화 시스템
2. 낭비를 보는 시각과 생각의 전환
3. 높은 목표를 세워 지금까지의 상식을 초월한 시스템

의식 개혁
1. 해보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조직문화 / 위기의식
2. 원칙을 준수하는 철저함은 고품질로 이어짐
3. 직급별로 확고한 소명의식 / 전원참가의 혁신활동

성과 측면
1. 돈 들이지 않는 개선활동 / 문제점 파악 /시스템 구축
2. 생산현장에 있어서 생산, 원가, 품질관리 문제 해결
3. 생산 효율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철저한 변화 혁신의
TPS 연수

↓
강한 기업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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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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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개혁

CEO, 임원 → 관리자 → 직원 의식 혁신
철저한 낭비 배제의식 및 즉 실천 사고
전사적인 개선/혁신 추구
품질·원가 ·낭비 ·개선에 대한 체질화

자사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

각자의 현업에서의 문제를 보는 눈.
자사의 문제점·현상 파악 → 개선점 도출
결과물 토론시키고 발표시킴(내용 공유)
사무실·공장현장 개선/프로세스 개선 등

실천
현장경영

TOP~현장 사원까지 전원 즉시 실천 참여
반복에 의한 개선 체득
돈 안드는 개선 활동 현장에 적용
해보고 생각하는 문화 / 상향평준화 협업체계

실천적 혁신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강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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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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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교 육 일본 TPS연수 사 후 교 육 종합컨설팅

문제점도출 인 식(공유)
총합적인 문제인식

(경영, 개발,영업,생산관리, 자재관리,생산기술,구매조달 등)

무엇을 위하여? 회사의 방침·목표에 의한 활동전개방법. 즉, TOP에서 Bottom까지의 활동계획

각 부문의 책임감과 「지원책」
월별 관리(사무실 보고)→ 현장에서 일일 관리를 통한
현장에서 직접 확인 및 지원 방법의 개선

목표의 세분화(진도관리) 표준화(기준)의 명확화 끊임없는 Check + 지원

TOTAL PROCESS 구축 (SYSTEM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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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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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4박5일2시간

귀사의 TPS 혁신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은 3단계로 진행이 되며, 사전 / 연수 / 사후 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연수의 효과를 배양하고 이에 따른 현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Benchmarking 연수/ 의식교육

 팀(개인)별 테마 점검 및 지도

 일본 현지 연수

(TPS연수 / Zero Defect)

2단계 – 해외연수1단계 - 사전교육

 변화와 혁신의 目的과 필요성

 문제 의식화 :  낭비를 보는 눈

 과제 도출 방법

 과제 정의 및 Simulation

3단계 – 개선안 실행(사후관리)

 부가가치의 창출

 리더십 발휘 전원참여

 실행 및 과제해결

 시스템 구축

 운영방법

1. 대상자 집합교육

2. Simulation Program 특화

- 연수의 진행 과정 설명

- 연수의 목적,목표 만들기

 운영방법

1. 의식교육 사고의 변화

2. 과제 개선 방법 B/M(매일)

3. 개선안에 대한 의견과 공유

4. 향후 사용가능 개선안 DB화

 운영방법

1. 사후교육 2회 (보수교육)

2. 과제 지도 (월 2회)

 현장 지도(공장별)

3. 개선안 실행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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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한 기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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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업 만들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자신감

구성원 전원참여로

효율 극대화

작은 것부터 실천

목표 관리전개

TOP의 확고한

혁신의지 표명

회사 생존을 위한

개개인의 혁신 의지

Global 경영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위기에 강한 기업만들기’가 최우선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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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세 연수 일정-3박4일(벤치마킹 프로그램)
DATE TIME PROGRAM

~ 08:30

10:35 ~ 12:30

13:00 ~ 15:00

15:00 ~ 18:00

▤ 집합 : 인천공항 3층 B 19카운터 앞(휴식장소)

▤ 출발 (INCHEON → NAGOYA) KE741

▤ 이동 및 중식

▤ 특강 : - 위기의식 및 목표설정 방법 / 철저한 기준준수를 위한 리더의 역할 및 품질확보

- 전사원의 자발적 참여와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 석식 후 Warp-UP 목적, 목표 만들기

08:00 ~12:00

14:00 ~17:00

17:00 ~ 18:00

20:00 ~

▤ 현장 Bench Marking Ⅰ (TOYOTA차체정공 TSK工場) 

- AGV를 통한 공장 전체적인 흐름화 구축 - 표준작업을 통한 OJT 및 작업의 용이성

- 물류System에 의한 진도관리 및 즉 실천 - 부품입고→생산지시→출하를 일괄 관리하는 System

▤ 中食

▤ 현장 Bench Marking Ⅱ 【 스쟈끼 공업 】

- 기후차체의 1차 협력업체로 TOP의 Q,C,D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변화하는 공장

- 협력업체의 품질 만들기 System B/M

▷ 질의응답 및 정리

▤ Warp-UP (귀국 후 자사 접목 개선안 작성)

08:00 ~12:00

14:00 ~17:00

17:00 ~ 18:00

20:00 ~

▤ 현장 Bench Marking Ⅲ 【 도요다 자동차㈜ 】

- TOYOTA의 GROUP로 No.1 목표로 Q,C,D에 대한 강력한 의지 현장

- 1분 C/T에서의 완벽 표준작업, 1인공의 추구 현장 B/M 

◆ TOYOTA자동차 회관 견학

- 환경, 안전, 생산, 사회공헌,  SHOW ROOM의 견학

▤ 현장 Bench Marking Ⅳ ( TOYOTA 산업기술기념관)

- 도요다의 시작인 방직기술의 변천과정을 통한 간이자동화 진화.

- 도요다의 정신 및 끊임없는 변화의 근원을 이해

▤ Warp-UP (귀국 후 자사 접목 개선안 작성)

09:00 ~ 11:00

11:30 ~ 12:30

14:30 ~ 16:40

▤ 연수 총정리 및 발표회

- 귀국 후 자사에 접목 개선안 작성

- 연수 성과 발표를 통한 실천의지 고취. / 정보 교류의 장.

▤ 공항으로 이동 후 귀국

▤ 귀국(NAGOYA  INCHEON) KE 742

1
일차

2
일차

3
일차

4
일차

※ 방문기업 및 현지상황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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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세 연수 일정-4박5일(실습체험 프로그램)

DATE TIME PROGRAM

~ 08:30

10:35 ~ 12:30

13:00 ~ 15:00

15:00 ~ 18:00

▤ 집합 : 인천공항 3층 B 19카운터 앞(휴식장소)

▤ 출발 (INCHEON → NAGOYA) KE741

▤ 이동 및 중식

▤ TPS 이론 강의

- 철저한 낭비 배제에 따른 원가 절감 방법

- JIT, 자동화, 1인공 추구 등 생산 품질 향상 방법

▤ 석식 후 Warp-UP 목적, 목표 만들기

09:00 ~ 12:00

12:00 ~

13:30 ~ 17:00

17:30 ~ 18:00

18:00 ~

▤ 현장 Bench MarkingⅠ【 도요다 자동차㈜ 】

- TOYOTA의 GROUP로 No.1 목표로 Q,C,D에 대한 강력한 의지 현장

- 1분 C/T에서의 완벽 표준작업, 1인공의 추구 현장 B/M 

◆ TOYOTA자동차 회관 견학

- 환경, 안전, 생산, 사회공헌,  SHOW ROOM의 견학

▤ 中食

▤ 표준 작업 작성 방법 교육 및 훈련

- 공정별 능력표/ 표준작업 조합표/ 표준작업표 교육

▤ VTR 교육 ( 도요타의 작업 방법/ TOOL 사용방법)

▤ 일일 반성회를 통한 하루 일과 정리

▤ Warp-UP (테마 연수 )

08:00 ~12:00

14:00 ~17:00

17:00 ~ 18:00

20:00 ~

▤ 현장 Bench MarkingⅡ (TOYOTA차체정공 TSK工場) 

- AGV를 통한 공장 전체적인 흐름화 구축 - 표준작업을 통한 OJT 및 작업의 용이성

- 물류System에 의한 진도관리 및 즉 실천 - 부품입고→생산지시→출하를 일괄 관리하는 System

▤ 中食

▤ 현장 Bench Marking 개선 실습

- 실습장에서 간이 작업을 통한 문제점 도출/개선을 통한 표준 작업 훈련

- 간판의 흐름을 통한 물류 흐름 연구(간이자동화 및 물건의 흐름 연구)

▷ 질의응답 및 정리

▤ Warp-UP (귀국 후 자사 접목 개선안 작성)

1
일차

2
일차

3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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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세 연수 일정-4박5일(실습체험 프로그램)

DATE TIME PROGRAM

08:00 ~12:00

14:00 ~17:00

18:00 ~ 19:00    

19:00 ~

▤ 현장 Bench Marking Ⅲ (미후네) 

- 전사원 QC활동 및 간접인원 최소화 관리 - 간판 도입으로 철저한 재고저감

- 금형 보관용 자동장치에 프레스 금형 전후 준비교체 작업 신속화 가능

 질의 응답

▤ 현장 Bench Marking Ⅳ ( TOYOTA 산업기술기념관)

- 도요다의 시작인 방직기술의 변천과정을 통한 간이자동화 진화.

- 도요다의 정신 및 끊임없는 변화의 근원을 이해

▤ 석식

▤ Warp-UP (귀국 후 자사 접목 개선안 작성)

09:00 ~ 11:00

11:30 ~ 12:30

14:30 ~ 16:40

▤ 연수 총정리 및 발표회

- 귀국 후 자사에 접목 개선안 작성

- 연수 성과 발표를 통한 실천의지 고취. / 정보 교류의 장.

▤ 공항으로 이동 후 귀국

▤ 귀국(NAGOYA  INCHEON) KE 742

4
일차

5
일차

※ 방문기업 및 현지상황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JMA Consultants Korea Inc
일본능률협회컨설팅 The Driving Force Behind A New Generation of Innovation

7. 연수업체 프로필

TOYOTA차체정공(株) TSK

▶ 設立年度 : 1940年 10月

▶ 資 本 金 : 11億 7,500万円

▶ 賣 出 額 : 1,500億円

▶ 從業員數 :  약 2,000人

▶ 主要生産品 : 

- 하이에이스 승합차

- 特裝車

- 乘用車 部品

(PRESS物, 도장부품, 전장품 등)  

 TPS의 理想的 모습인 자동화 와 JIT(Just In Time)를 실현해
나가는 현장 만들기 성공업체

 문제를 알 수 있는 현장 구현
(눈으로 보는 관리 및 PACE –MAKER, 안돈)

 정체를 最少化하기 위한 완벽한 物流SYSTEM구축
- 철저한 간판운영시스템,  JIT에 의한 부품공급

 3PPM의 품질 보증 체제 구축현장
- 무검사 시스템 운영현장
- 불량 제로를 위한 Fool Proof장치 철저 운영
- 간이자동화 (LCA) 에 의한 낭비제고 활동

▶ （株）미후네

▶ 住 所 : 愛知県豊田市御船町
口明塚45-1

▶ 設立年度 : 1978年
▶ 賣 出 額 : 20,000千円
▶ 從業員數 : 8３名(정사원 53名) 
▶ 主要生産品 : 금속제품 제조업

( 자동차부품 프레스, 용접 및
금속가공)

 간판 SYSTEM 도입으로 철저한 재고저감이 된 공장
 철저한 낭비배제로 C/D이 되어 있으며, 90% 이상이 자동화 및

간이 자동화로 구성된 공장
 금형 보관용 자동렉에 의한 프레스 금형(약 700대)전후 준비교체작업

의 신속화가 가능
 이상이 생기면 기계 스스로 멈추는 自働化 라인으로 구성
 전사원 QC서클 활동 진행 간접인원 최소화 관리
 기종변경 전문인력 활용(4명 팀 조직/현재 3인 실시)
 매년 원가절감 요구(2회/년 2% 절감요구)-도요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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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업체 프로필

▶ TOYOTA자동차

▶ 設立年度 : 1937年 8月
▶ 資 本 金 : 2,613億円
▶ 賣 出 額 : 12億円
▶ 從業員數 : 40名(정사원 25名) 

▶ 主要生産品
SEDAN(Crown, Century, Corona), 

2Box(Nadia, bB, Duet)

WAGON(MARK Ⅱ, Vista), 

MINIVAN(Estima T, Ipsum) 등

 주요 특징

- 철저한 LOSS 배제를 통한 한 원가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JUST IN TIME과 自動化의 개념을 축으로 도요다자동차 특유의 생산 방식으
로 공정간의 밸런스, LEAD TIME단축, 재고절감 등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산시스템을 갖고 있다.

 생산공정의 고도 시스템化에 의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생산체제 실현

 명쾌한 개발개념과 선진의 개발기술이 고도로 융합 된 기술 /  

 풍부한 테스트 데이터는 설계에 Feed Back

▶ TOYOTA산업기술기념관

▶ 住 所 : 나고야시 니시쿠 노리다케신
마치 4-1 35호

▶ 設立年度 : 1992年

전시관의 개요:  

* 산업과 기술: 물건을 만들어 내는 마음

* 섬유기계관: 방적 · 직조 기계 기술 방적

· 직조 기술의 기본 및 섬유기술의 변천

방적기의 전시 및 도요타 사키치가 발명
한

직기 등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직기를 전
시,

* 자동차관: 자동차 기술과 생산기술

자동차의 구조와 구성부품, 창업 시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기술과 생산기술의 변
천, 

구 도요타 방직 본사 공장 부지에 남아 있었던 역사적 건물들을 귀중한 유산으로

살리려고 도요타 그룹 13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도요타 그룹은 자동직조기를 발명한 도요타사키치와 장남 도요타기이치로가 시

작한 방직기계와 자동차 제조에 그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그룹이며 『물건만들기』

와『연구와 창조』의 전신으로 보다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지향해 왔다. 

최근 생산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물건만들기』 공정을 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게

『물건만들기』과정과 여기에 수반되는 『연구와 창조』의 중요성과 훌륭함을 이해

시키고자 산업기술관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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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수업체 프로필

▶ 스자끼공업

▶ 設立年度 : 1949年 4月
▶ 資 本 金 : 4,975萬円
▶ 賣 出 額 : 億円
▶ 從業員數 : 40名
▶ 主要生産品

자동차부품 100% 생산

(기후차체 76%, 기타 24%)

전기부품 프레스,용접,기타 금속가공 전반

 기후차체공업의 자주연구회 멤버의 6개월간의 개혁활동으로 일구어 낸 혁신
의 현장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완벽한 물류운영시스템 및 간판운영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

 VA/VE 개선활동을 통한 품질 및 원가혁신으로 모기업으로부터 지속적 수주를
받고 있는 TOYOTA 최우수 협력업체

 JIT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100% 간판에 의한 생산지시 (후공정인수, 후보충생
산방식)

 개선의 특징 : 프레스의 철판올림 장치, 회사의 시스템 개선, 금형 단도리 개선
(내.외 단도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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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수 비용 및 문의

15

일본 제조의 중심 나고야

개선개혁 및 혁신담당, 생산,  생산관리, 임원, 담당자 등

3박 4일 과정 참가비 :  별도 문의 요망 (VAT별도, 숙식비 별도)

4박 5일 과정 참가비 :  별도 문의 요망 (VAT별도, 숙식비 별도)

일본능률협회컨설팅 한국법인(JMAC KOREA)  

교육연수사업부 / 연수담당

TEL : 02-761-6607 · 6007 / FAX : 02-725-5997 / E-MAIL : jkkim@jmac.co.kr

※ 참가비 내역: 

1) 일본기업 방문 ARRANGE비 및 해외여행자 보험료

2) 항공료(이코노미 기준) 단, 하기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항공료의 추가비용은 귀사부담입니다.

① 좌석Up Grade의 경우 발생되는 항공료의 추가비용

② 출발지 및 출발시간을 달리함으로써 발생되는 항공료의 추가 비용

③ 개인일정변동 및 인원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항공료의 추가비용

3) 단체 버스 이동비 및 현지 관람료 4) 방문기업선물비 5) 전문 통역비 (일-한)

6) 현지 숙식비는 별도 (2인 1실 기준)/ Up Grade일 경우 추가비용발생

* 인터넷사용료는 개인부담(호텔에 따라 랜선 및 110V 코드 본인지참) 

7) 기타 연수에 수반되는 비용 (단: 연수 진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추가 청구)

* 참가비에는 개인적으로 사용 및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및 참가자 개인사정 및 참가사 사정에 의해 변경된

일정에 추가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개인 또는 참가사 부담. 

8) 연수 참가자의 단합대회 비용

* 본 연수 참가비는 연수출발 3일전 현금 입금을 하며, 필요에 따라 귀사의 전자영수증 발행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 본 제안서의 일정(방문기업포함)은 현지사정 및 계절별 항공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수 지역

2. 참가 대상

3. 참가 비용

4.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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