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노쯔꾸리 인재육성 컨설팅

지금 구할 수 있는「 모노쯔꾸리 인재」란

지금까지 회사의 성장은, 시장의 확대와 같이 공급량을 확대해 가는 「팽창적
성장」의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는,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모노쯔꾸리의 레벨(Q：품질, C：비용, 
D：납기)을 높게 향상시켜서, 차별화된 레벨로 하는 것으로 경쟁에 이기는 「경쟁적
성장」이 요구됩니다.

이 경쟁적 성장을 하려면 , 경영자의 리드와 함께, 사원 혼자가 자율적으로
생각한고(지혜를 낸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자율적 인재에는,「스스로 생각하고·창조한다」「껍질을 스스로
깬다」「개선·개혁 실행의 강한 의지를 가진다」「글로벌의 필드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등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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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수한 사람들이 사업의
최적 방법을 설정하고, 다른
조직원은 정해진 방법을 준수

한사람의 직원이 다양한 현장
에서 자율적으로 생각하여 지
혜를 내고 실행할수 있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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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도가 높은 오더 메이드의
교육을 실시

JMAC가 실시하는, 모노쯔꾸리에 관한 교육은 실천도와 업무 활용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JMAC는 연수의 실천도의 레벨을 그림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수라고 하는 것보다, 멤버1명이 컨설팅을 받고 있는 실천형이나 성과형, 그리고
팔로우업 형태의 교육입니다. 즉 효과를 높이면서도, 업무 성과도 얻을수 있다고
하는 연수를, 오더 메이드로 기획·실천해 갈 것입니다. 이 스타일이 1명의 힘을 길러, 
자율적인 인재 만들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 개개의 교육·연수에, 추가적으로 인재 육성의 교육 체계 자체의
분석·평가→개선안의 제시 등, 교육 체계의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이 교육 체계의
컨설팅에서는, 일상의 업무에서 교육의 활용도(=업무에의 활용도)를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 체계나 그 실시 방법에 대해서도 수정해
나아갑니다. 이것에 의해, 한층 더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완성되어 교육 주관 부문의
존재도 상승 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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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AC가 실시하는 인재 육성의 특징

모노쯔꾸리를 잘아는 컨설팅 회사인「JMAC」이 실시합니다
인재 육성·교육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컨텐츠
* 경영 컨설팅이나 현장 개선의 실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활용
→효과：스스로의 업무와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2． 체험·실천
* 학습된 연습 체험에 의한 연수
* 업무로 실행되어 성과를 내는 것이 요건
→효과：체험하는 것이나, 실제 성과를 내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수 효과·실무 효과를 창출
3． 강사
* 경영이나 매니지먼트·현장 개선의 컨설팅의 실무를 함으로써 컨설턴트가
기획·연수를 실시
→효과：1명의 테마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해결을

지도한다

JMAC에서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던
노하우·사례를 베이스로, 실천적이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형주 (hjlee@jmac.co.kr)
출처 : http://www.jmac.co.jp/consulting/category/production/training.html

머리로 이해

반성

스스로 경험

몸으로 이해

연습
연습실천개선을
회상

강의

실천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