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때가 많다

• 고객의 급한 주문에 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 재고부족으로 판매기회를 잃을 때가 많다

• 반품되는 제품의 양이 많다

• 긴급 주문 처리로 혼란스럽다

• 부분 출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 작업의 우선순위가 자주 뒤바뀐다

• 예측발주를 하나 정확도가 낮아 재고와 결품이 많다

• 적정 재고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재고가 늘어나지만 정작 필요한 품목의 재고는 없다

• 재고처리를 위해 할인판매를 자주 한다

TOC-재고관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재고감축과 수요대응의 핵심갈등을 해소합니다

✓단기간 (3~6개월)에 획기적 성과를 약속합니다

✓투자비용이 크지 않습니다(기존 ERP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 재고관리의 핵심문제는 재고감축과 수요대응의 상호이율 배

반적인 갈등상황에 있습니다

• TOC-재고관리는 이 핵심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

시합니다

• TOC-재고관리는 수요예측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재고를 줄

이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실제 소비량만큼 주문하는 끌어당기기(Pull) 방식의 보충시스

템을 적용하여 최소 재고로 최대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

• TOC-재고관리는 공급사슬에서 전략적 재고 유지 지점을 제

시하고, 단순하나 강력한 실행통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 TOC-재고관리는 수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많은 투자 없이 현

저한 납기 단축, 납기 적중률 향상, 재고 감축 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 한다

판매기회를
최대한

확보한다

재고 보유
비용을

최소화한다

많은 재고를
유지한다

적은 재고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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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매 부문에서

• 중요원자재의 가용성이 항시 확보되어 생산계획 수립이 쉬워집니다

• 생산계획관리가 안정화되고 고객대응 리드타임이 빨라집니다

• 적정재고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완제품 재고수준을 줄이면서도 빠른 고객대응이 가능합니다

• 공용재고의 활용으로 재고유연성이 커집니다

• 수요예측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유통부문에서

• 밀어내기 없이 윈-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재고가 줄고 재고회전율이 높아집니다

• 결품을 사전에 예방하여 매출이 증가합니다

• 진열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출시가 용이해 집니다

• 폐기임박, 불용 제품이 줄어듭니다

• 피크(peak)수요에 대응능력이 커집니다

•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판매가 줄어듭니다

정남기 저
<TOC재고관리>
시그마프레스

골드랫 저
<Isn’t It Obvious? 번역본>

웅진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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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사슬 경영의 문제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계획변경, 수요예측 부정확, 납기지연, 품절에 의해
판매기회 손실, 재고와 결품의 동시 증가, 잔업증가, 
고객대응부족 등은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 기술 기반의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자료처리 능력, 협업적 수요예측 시스템, 
공급자 관계 경영(SRM), 설비투자와 인원보강 등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 근본 해결책은 Pull 보충시스템에 의한 재고 관리에 있습니다
TOC의 Pull 보충시스템은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영업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냅니다

• TOC-재고 관리의 가치는 국내외 성공사례에서 확인됩니다

도입회사 적용효과

미국 오레곤 냉동
건조식품회사

마운틴 하우스 사업부:  매출 20% 증가, 재고 60% 감소

식재료 사업부 : 리드타임 10-12주->3주로 60% 감소
재고 21% 감소

미국 Letourneau 
Technologies

4년간 매출이 6배 증가했지만 재고는 80%만 증가

미국 JAMESTOWN 
CONTAINER 회사

이익 300% 증가, 재고회전율 10->42회전으로 증가

재고 40% 감소, 독촉이 거의 없어짐

한국 S사, G사, A사 고객 리드타임 단축, 재고수준 감소, 흐름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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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CM의 문제점과 핵심원인

TOC의 재고보충시스템

동적 버퍼 관리의 운영

전략적 재고 유지 지점의 설계

TOC 재고 관리 도입 절차

게임을 통한

기존 물류경영 방식의 문제점 이해

게임을 통해

TOC-재고 관리 방식의 성과 향상 이해

국내 S사, A사의 사례

제조업의 유통 시스템 개선, 
유통물류 개선, 구매관리 개선

플로우 게임

성공사례

– 전통적 물류경영 방법과 TOC-재고 관리의 차이를 인식한다

– 해결방안으로서 TOC 보충제도(Pull 방식)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 버퍼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을 습득한다

– 생산과 유통에서 재고 유지 지점과 규모, 운영방식의 원리를 이해한다

– TOC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적용 전략을 제시한다

– 전통적 Push 방식의 문제점을 이해한다

– Pull 보충 방식의 원리 및 운영방식을 이해한다

–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 증대를 위한 버퍼관리 운영방식을 이해한다

– TOC-재고관리의 성과를 확인한다

– 유통시스템과 생산시스템의 통합 방법을 이해한다

TOC-재고관리에 대한 강의

–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실제 적용 과정과 성과를 소개한다

– 판매-재고-생산 계획을 상호 연동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 ERP에 SCM 업무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소개한다

– TOC-재고관리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타개 및 실행 전략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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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재고관리 Agenda

제 1일
9:00 - 9:50——————————————————

재고관리의 핵심문제

재고관리의 핵심문제는 무엇인가?

기업경영시스템과 재고와의 관계

10:00 – 10:50——————————————————
TOC-재고관리의 이해

MRP 및 기존재고운영의 문제점

재고보충시스템의 기초

TOC-재고관리 방법

11:00 - 12:00——————————————————

재고관리 게임 (1)

SCM 모형에 대한 이해

재고관리 방법의 게임 결과 비교

13:40 - 15:50——————————————————
수요 변동 대응 방안

수요 예측에 대한 대응 방안

버퍼 관리와 실습

16:00 - 17:00——————————————————

재고관리 게임 (2)

버퍼관리에 의한 게임

결과 비교

제2일
—————————————————————9:00 - 11:50
TOC-재고 관리의 유통업 활용 방안
유통업의 이슈
물류 시스템의 설계
현재고 수준 Snapshot 분석
—————————————————————13:00 - 14:50

TOC- 재고 관리의 제조업 활용 방안

주문생산에서 활용 방안

MRP와 보충 시스템의 접목

가용생산을 활용한 리드타임 단축 방안

비축 생산에서 활용방안

—————————————————————16:00 - 16:30

TOC-재고 관리 국내외 적용 사례

미국 MTS/MTO 방식의 식품회사 사례

미국 MTO/MTS 방식의 중장비 제조사 사례

국내 S사, G사, A사의 적용사례

—————————————————————16:30 - 17:00

종합 정리 / 질의 응답

수료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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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프로필

김경현 (TOC VISION 대표/아주대 겸임교수)

(사)한국TOC협회 부회장

한국TOC경영아카데미 전임강사

기업체 강의/워크숍/지도 활동 중

지도 회사 :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등

역서 : 

린 프로젝트 리더십,(2011)

New Normal시대의 공급망 생산재고관리(2014)

sungk0213@daum.net

010-722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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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TOC VISION 상무/공학박사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공학박사

CDDP Master Instructor/ISCEA

기업체 및 대학 강의/컨설팅/워크샵 활동 중

역서: 신기술 도입의 함정(2003) 

한계를 넘어서(2004)

린 프로젝트 리더십,(2011)

New Normal시대의 공급망 생산재고관리(2014)

jslee@tocvision.co.kr

010-4560-7058

mailto:sungk0213@daum.net
mailto:jslee@tocvision.co.kr


• 20명 정원 (접수 선착순 마감)

• 2017년 6월 15(목) 9:00 ~ 16(금) 17:00 

• 인지어스커리어센터(서울 선릉역 5번 출구)

• 중식 제공

참가 대상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경영혁신 책임자

기획/생산/유통/물류관리 책임/실무자

참가자 준비 사항
더골 (The Goal) 책 읽기

신청기간
2017년 6월 13일(화)까지 신청 및 입금완료

신청방법 및 문의처
참가신청방법: 홈페이지 등록(수강신청)

http://tockorea.org
E-mail : tockorea@tockorea.org
전화: 02-312-8504
FAX: 02-2055-1883 
담당:(사)한국TOC협회 김민석 010-6736-1883

 수강료
• 6월 7일 (화) 이전 수강신청

한국TOC협회 회원 : 30만원
비회원 KTA워크숍 수강자 : 35만원
비회원 : 40만원

• 6월 8일 (수) 이후 수강신청
한국TOC협회 회원 : 40만원
비회원 KTA워크숍 수강자 : 45만원
비회원 : 50만원

수강료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 계좌번호: 농협, 1203-01-004211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티오시협회

강의장 오시는 길

인지어스커리어센터 선릉역 5번출구(2호선, 분당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2층

대표전화: 02-2188-2020

http://www.ingeuscc.co.kr/SEWJ/homepage/pageview/pageview.

asp?CateCode=INTRO05

http://tockorea.org/
mailto:tockorea@tockorea.org
http://www.ingeuscc.co.kr/SEWJ/homepage/pageview/pageview.asp?CateCode=INTRO05


TEL.02-312-8504 / FAX.02-2055-1883 / 이메일 tocorea@tockorea.org

TOC-재고관리, 2일 워크숍 참가 신청서

회사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참

가

자

성명 부서 직위 Tel E-mail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