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CICO 인증 시험: 

응용시험(Application Exams) 한국어 시험 
Supply Chain Logistics, Finance & Measures, Project Management, Thinking Processes 

일시 : 2017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 서울 신촌 엘피스 카페 세미나룸 

주최 : TOCICO 

대행 : 한국TOC경영아카데미(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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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ICO ˙ ˙ ˙ ˙ ˙ ˙ 인증에˙ ˙ ˙  대하여˙ ˙ ˙  

TOCICO(Theory of Constraint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rganization)는 골드랫 박사의 제창에 의해 TOC인증기관으로서 

인증 표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TOC의 최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TOCICO의 설립 취지는 TOC의 활용 수준 평가에 대한 표준을 제

정하여 기업체나 개인에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런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6개 영역에 대한 인증이 마련되어 있다. 

-SCL(Supply Chain & Logistics): 공급사슬과 물류 

-FM(Finance and Measures): 재무와 성과측정 

-TP(Thinking Processes): 사고 프로세스 

-STRAT(Holistic Strategy): 경영전략 

-PROJ(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경영 

-TOCE(TOC in Education): 교육부문의 TP 

 

TOCE를 제외한 영역의 TOC인증은 다음 3가지가 있다. 

- 운영자(Practitioners)인증 

TOC 활용영역(SCL, FM, TP, STRAT, PROJ)의 시스템 구축을 기획/실

행하고 설치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충분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설치자(Implementers)인증 

어느 TOC 활용영역에 있어, 새로운 업무규칙을 설계하고 설치함으

로써,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개선, 성과지표 설정 등의 TOC활용 능

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교육자(Academics)인증 

어느 TOC 활용영역에 있어서, 운영자와 설치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위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활용영역마다 정해진 시험을 통과

하여야 한다. 기본시험(Fundamentals Exam, FE)은 인증을 위해 필

수적으로 치뤄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운영자인증은 기본시험에 

합격한 후 응용시험(Application Exam)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진

다. 설치자인증과 교육자인증은 기본시험, 응용시험에 합격한 후 적

용사례(Case Study)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다음 시험 중 하나를 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SCL(Supply Chain & Logistics): 공급사슬과 물류 

-FM(Finance and Measures): 재무와 성과측정 

-TP(Thinking Processes): 사고 프로세스 

-PROJ(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경영 

 

응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자는 이미 TOCICO 기본시험

(Fundamentals Exam, FE)에 합격한 적이 있어야 한다. 

 

시험시간은 8시간이다. 

 

응용시험에 합격하려면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야 한다.  

 

TOCICO 인증제도 및 각 응용시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TOCICO 웹사이트에 나와있다.  

http://www.tocico.org/?page=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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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ICO ˙ ˙ ˙ ˙ ˙ ˙ 인증˙ ˙  응용시험˙ ˙ ˙ ˙  (Application Exam)˙ ˙ ˙ ˙ ˙̇ ˙ ˙ ˙˙˙ ˙ ˙ ˙ ˙ ˙ ˙ 한국어시험˙ ˙ ˙ ˙ ˙  
TOCICO 응용시험 한국어 시험은 한국TOC협회의 한국TOC경영아카데미(KTA)에서 대행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TOCICO의 시험

문제로써 시행된다. 응시자들은 한글로 답을 하면 된다. 

 

합격자에게는 TOCICO가 합격영역의 Practitioner 인증서를 제공한다. 

(단 합격한 후에는 TOCICO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일시: 2017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8시간) 

장소: 서울 신촌 엘피스 카페 세미나룸(창천교회 옆) 

 

1. 응시자는 접수확인 및 시험준비를 위해 오후 1시10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 

2.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프로그램기능이 없는 단순한 계산기는 사용 가능함 

(단, 시험 시간 중에 계산기를 응시자들 간에 공유할 수 없음)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MP3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TOCICO ˙ ˙ ˙ ˙ ˙ ˙ 인증˙ ˙  응용시험˙ ˙ ˙ ˙  (Application Exam)˙ ˙ ˙ ˙ ˙̇ ˙ ˙ ˙˙˙ ˙ ˙ ˙ ˙ ˙ ˙ 한국어시험˙ ˙ ˙ ˙ ˙  일정˙ ˙  



 

응시방법 
원서 접수와 응시료 입금은 예약을 원칙으로 다음 순서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번 시험의 응시인원은 선착순 15명으로 제한됩니다. 

(1) 접수 기간  

  ~ 2017년 12월 6일(수) 
 

(2) 응시 등록 

TOCICO 등록 웹사이트에서 등록함(http://www.tocico.org/events/EventDetails.aspx?id=930070&group) 

학생, 교수의 최초 등록 경우: promotion code에 Academic을 입력함. 

불합격 후 1년 내 재응시 경우: promotion code에 Retake을 입력함 (1회에 한 함) 

 

(3)  응시료 납부 
                

구분 응시료 응시료 납부 방법 

일반인 4만원 + US$200 4만원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 $200은 TOCICO 등록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지불  

교수 및 학생 4만원 + US$100 4만원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 $100은 TOCICO 등록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지불 

입금 계좌 : 농협, 1203-01-004211, 예금주 : (사)한국TOC협회, 입금기한 : 2017년 12월 6일(수) 

 

(4) 입금 통보 

계좌입금 후 (사)한국TOC협회 홈페이지에서 응시 등록합니다. (수강신청 메뉴로 이동) 

TOCICO 자격증 응시비 납부(회원가입 필수)-http://tockorea.org/sub03/0305.php 
   

 (주의사항) 

1. 응시 결과 불합격될 경우, 추가 응시료 없이 1년 내에 1회 재응시 기회를 드립니다. (단, 4만원은 재응시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함) 

2. 예약 입금 후 미응시할 경우 응시료는 반납되지 않으며, 다른 날짜에 응시할 기회를 드립니다. 

3.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4. 교수 및 학생의 경우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을 시험당일 지참합니다. 

 

(5) 문의처: tockorea@tockorea.org 또는 (사)한국TOC협회 이찬주 02-31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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