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USTRY 4.0 환경에서 성장과 안정을 구현하는
TOC 기반 경영시스템의 설계

재능기부 프로그램

기간: 2019.3.23(토) ~ 6.8(토) (2시간/회, 총5회 10시간)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룸

강사: 정남기

(사)한국TOC협회 회장

전남대 교수

TOC for CEO Seminar 2019

‘2019 CEO를 위한 TOC경영 세미나’



CEO를 위한 TOC경영 세미나 (재능기부 프로그램)

▪ 개설 목적

✓국내기업의 실질적 수익향상/경쟁력강화 지원

✓상호 교류를 통한 경영 지식/경험의 확장

✓TOC경영의 해설, 국내외 적용사례 소개, 토의와 질의응답

▪ 연혁

✓2016년 개설, 세미나 5회(6.4~9.3), 이맥스솔루션 세미나룸 외(후원)

✓2017년 제2기, 세미나 5회(3.11~7.8), 전경련 컨퍼런스룸

✓2018년 제3기, 세미나 5회(3.11~7.8), 강남 토즈 컨퍼런스센터

▪ 진행자

✓정남기(전남대 교수, (사)한국TOC협회 회장)



INDUSTRY 4.0

• 기계설비, 운송수단이 센서로 연결된다.

✓재고 확인, 자동 주문, 주변상황인식, 추론을 통한 액션 자동화

• 모든 데이터가 신속하게 교환되고 분석된다.

✓업무 시스템(ERP, PLM, MES, SCM 등)에서 가공된 센서데이터를 공유

•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 업무가 서로 연결되고 자동화된다.

✓아이디어, 제품기획, 제조공정, 유통/판매, 소비자 평가, 재활용

• 가상물리시스템(CPS)이 구축되어 경영자/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계설비(Physical)에 대한 디지털 쌍둥이(Cyber, 실시간 데이터)가 존재



INDUSTRY 4.0 환경에서 경영의 이슈

• 업무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의 자동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이 더 적은 자료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 수익성 높은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어떻게 하면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서비스를 적시에 출시할 수 있을까?

• 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과 제조시스템

✓어떻게 하면 자원의 능동적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업무시스템 4.0과 TOC경영의 관계

업무시스템
4.0

(ERP, PLM, 

MES, SCM)

가장 효과적인 업무프
로세스와 의사결정
로직은 무엇인가?

센서로부터 어떤 데이터
를 취득해야 하는가?

TOC

TOC



TOC경영은 이렇게 준비합니다(1/2)

주제 준비내용

1.성장과 안정의 경영전략

1-1시장을 선도하는 마케팅

1-2성장을 주도하는 판매활동

1-3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치명적 위험을 피하는
의사결정

1-4능동적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성과지표

2.수익성있는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2-1고객욕구에 부응하는 설계

2-2개발기간의 단축

2-3자원의 과부하 방지

2-4근원적 품질의 확보



TOC경영은 이렇게 준비합니다(2/2)

주제 준비내용

3.생산시스템의 유연한 계획
수립

3-1수주/생산 공유정보의 Lean DB화

3-2자원 활용의 극대화

3-3신속한 납기와 약속의 준수

3-4재고를 수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활용

4.물류/유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4-1공정 흐름의 개선

4-2설비의 효율적인 투자

4-3매출증대와 재고감축의 동시달성



AGENDA

회 일시 주제 내용 기타

제1회 3.23(토) INDUSTRY 4.0, 경영전략(1) 4차산업혁명의 이슈와 대응 개강

10:00~12:00AM 현재/미래를 위한 경영전략 교재, 오찬

제2회 4.13(토) 생산/물류 경영시스템 TOC-DBR의 이해와 적용

10:00~12:00AM ERP, SCM의 활용 방안 교재, 오찬

제3회 4.27(토) 프로젝트관리 경영시스템 CCPM, Agile, DevOps의 융합적 활용

10:00~12:00AM 업무용 Software 활용법 교재, 오찬

제4회 5.18(토) 마케팅/판매 경영시스템 효과있는 Sales Offer의 개발

10:00~12:00AM Sales Pipeline 관리 교재, 오찬

제5회 6.8(토) 경영전략(2), 리더십 성장/안정의 경영전략 종강

10:00~12:00AM 문제해결의 리더십 교재,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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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프로필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경영과학 박사

• 전남대학교 교수, (사)한국TOC협회 회장, TOC Forum 시삽

• AGI Jonah, TOCICO Certified Practitioner

• 저서 : 문제해결 워크북(2018, 진한M&B), TOC 재고관리(2013, 시그마프레스), 
성과를 200% 끌어올리는 TOC(2005,한언), TOC 골든룰(2002,한언), TOC 
제약경영(1999,대청)

• 기업경영지도: 이화다이아몬드(주), (주)뉴모텍, (주)새한, (주)화천기공, 동원그룹,  
(주)클루닉스, (주)선일다이파스, 세미크론(주), (주)HMC, (주)화천기계공업, (주)서암기계공업, 
서울척병원, (주)데스틴파워 등

010-3601-1785

Email: tockorea@naver.com

Blog: http://blog.naver.com/tockorea

Facebook: https://www.facebook.com/namkee.chung.3



2019 SEMINAR 진행계획

구분 내용

일시
2019.3.23(토), 4.13(토), 4.27(토), 5.18(토), 6.8(토) 총 5회

매회 토요일 오전10:00~12:00(2시간)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룸

참가 대상
기업 경영진(대표이사, 사장, CEO, 사업부장 등)

제조업, 유통업, 개발프로젝트업, 서비스업
참가 인원 기업별 1~3인, 총15인 내외

참가 방법
5회중 참가희망 회차(1~5회)를 선택하여 사전 등록후, 해당일시에
참가

등록비
참가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 등록비는 전액 컨퍼런스룸 사용료,

오찬, 교재 등에 사용되며, 강사료는 지불되지 않음.

10



참가 등록 안내

1)참가신청서를 구글설문지(아래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제출

https://goo.gl/HDsHmA

2)참가비(참석 회수에 따라 다름)

1회 참석 10만원/인, 2회 15만원/인, 3회 20만원/인, 4회이상 25만원/인

3)참가비 입금

입금계좌: SC제일은행 489 52001 5552 임영채

입금 마감일: 2019년3월15일(금)

4)참가비 총액이 세미나 비용보다 적을 경우, 이 행사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문의처: 임영채, (사)한국TOC협회 이사, 010-2755-6131, initial@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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