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분석 • 작업개선 소프트웨어

TIME PRISM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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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활용의 흐름

1. 동영상촬영
다양한 동영상 포맷에 대응.
촬영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문제추출 〮 개선
시간, 영상, 그래프가 연결된
다양한 기능으로, 효율적인
개선활동.

2. 작업분석
마우스 Click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구분. 각종 분류의
등록을 실시합니다.

3. 눈으로 보는 관리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를
자동으로 작성. 색상으로
구분된 그래프로 알기 쉽게.

5. 표준작업 〮 매뉴얼 작성
표준작업의 작성, 작업자 교육,
해외공장의 기술전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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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을 도입하면?

기존의 작업분석

스톱워치로 작업시간을 측정하고, PC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엑셀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
●
●
●
●
●

작업측정에 숙달된 숙련작업자가 필요함.
시간 데이터 뿐이라면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숫자만으로 판단해야 함.
데이터를 PC에 입력하는 수고를 해야함.
입력 데이터로부터 그래프 등을 작성하므로, 또 다시 시간 〮 수고를 들임.
영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표 〮 그래프만으로는 효율적인 작업개선이 어려움.

그렇다면 [TIME PRISM]을 도입하면?
● 영상을 PC 상에서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빠르고, 간단하며, 정확하게 작업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영상과 데이터의 연계에 의한 효율적인 작업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의 [눈으로 보는 관리], 문제점의 도출, 작업평가에 활용합니다.
● 다양한 영상 포맷에 대응.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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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기능 및 기대효과

누구보다도 빠르고, 간단하며, 정확한 작업분석
작업요소표

속도 조정
0.03~8배속

분석결과를 정량화
Time Chart(눈으로 보는 관리)

●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마우스 Click 으로 동작을 분할합니다. (마우스 휠로 0.03배속의 미세조정이 가능)
● 작업요소표에 동작마다 [분석항목]과 [작업분류]를 지정합니다. (작업의 ‘정량화’)
● 동작 요소마다 색상을 지정합니다. (작업의 ‘눈으로 보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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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기능 및 기대효과

그래프 〮 차트의 자동작성

Cycle 간의 편차가 색상
구분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업내용의
정량화

분석항목 〮 작업분류별 그래프

이 모든 내용을
Excel로 출력
가능!

여러 Cycle 그래프

● 분석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그래프 〮 차트가
작성되어, 작업의 ‘눈으로 보는 관리’가 가능.

요소마다 최대치 〮 최소치
〮 평균치가 명확하게
여러 Cycle 집계표

● 작업분석 결과는, Excel 형식의 파일로 출력
가능하므로, 문서 작성 시, 자료로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의 임의의 위치를 정지화상으로 클립보드에
복사하거나 Jpeg 파일 형태로 보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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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기능 및 기대효과

비교검증
분석한 작업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작업속도의 차(差),
작업순서의 차(差)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숙련자와 초보자의 비교재생 및 Cycle의 비교재생에
효과적
: 저속재생 및 미세조정(0.03배속)으로 현미경처럼,
동작의 차(差)로부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 대책회의에 효과적
: 모두가 비교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에 의해,
개선시점의 공유화가 가능.
● 낭비를 제거해서 재생하는 것으로, 개선 전, 후의
비교가 가능
: 사내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알기 쉽게 어필.

재생요소의
선택이 가능

● 제조업 이외에도 사람의 움직이는 곳이라면 개선,
교육에 활용 가능
: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 자동차 정비 및 스포츠
센터의 베테랑과 신입의 비교 〮 개선에 의한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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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기능 및 기대효과

표준 매뉴얼 작성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PPT출력]으로
분석결과를 타 부서 및 타 사업장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 작업자 교육 〮
해외사업장의 원격관리에 최적!!

Excel 작업표준서

동영상 재생 가능한 PPT 매뉴얼

● 분석결과를 Excel 등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작업표준서 작성도 간단
● 분석결과의 PPT 출력 기능으로, 작업분석, 개선보고 프레젠테이션 작성의 강력한 지원
: 작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소작업마다 페이지가 작성되며, 페이지마다 명칭 〮 시간 및
정지화상 〮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업요소마다 WMV 형식의 영상파일이 작성됩니다.
작성된 영상파일을 동영상 플레이어로의 재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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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기능 및 기대효과

작업편성 : 작업의 평준화로 [개선]
영상을 확인하면서 Drag & Drop으로
작업요소의 이동이 가능

● 마우스 Drag & Drop으로, 최대 50공정에서
작업요소의 이동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동과 동시에 요소표도 갱신되어 차트에도
반영됩니다.
● 이동 후에 영상을 재생하면, 평준화 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준화의
편성 시뮬레이션 및 작업 시프트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Excel로 출력

● 작성한 그래프는 Excel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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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기능 및 기대효과

표준작업조합표(M.M.C) 작성

Excel로 출력

● 작업분석 데이터로부터 표준작업조합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에 차트가 리얼타임으로
표시되며, 영상을 재생, 확인하면서 차트를 직접 Drag 하거나, 표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데이터는 Excel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CSV, Excel 등의 외부 데이터로부터의 작성도 가능하므로,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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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도입이유 및 성과

● 작업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1/2 ~ 1/10로 단축할 수 있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 작업자 자신의 개선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어,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다.
● 기능레벨의 향상에 의하여, 불량률이 줄어들어, 품질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 동영상 매뉴얼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서, 해외공장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선성과 발표회에서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다.
● 비교검증 기능에 의하여, 신입 작업자의 기능을 빠른 속도로 베테랑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서, 신속한 생산이 가능했다.
●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드는 Man-Machine Chart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공정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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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꼭 TIME PRISM 이어야 하는가?

무기한 〮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지속적인 신(新)기능 추가 및 개선
● TIME PRISM은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은 User를 가지고 있는
[동작분석 〮 동작개선 소프트웨어] 입니다.
(2016년 기준, 55개국 14,000여 사에서 사용 중, 한국은 500여 업체에서 사용)
● 일본 내에서도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업계의 Top을 유지하는 비결은, 계속되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TOYOTA 및 일본 최고의 제조업체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진에 의한 새로운 기능
추가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로 고객의 만족을 실현합니다.
비슷하게 대충 만들어서 싼 가격에 팔고, 판매 후에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소프트웨어와는 다릅니다.
● 일본 내에서도 1copy 당 연간 3만엔(30만원 이상)의 유지보수료를 받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국내의
도입사에는 무기한 〮 무료로 지원합니다.

무기한 〮 무료 사용자 교육 – 도입 후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TIME PRISM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무에서 활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지식(생산관련)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입한 고객사에는 직접 방문하여 사용법 및 활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TIME PRISM은, 1년만 사용하고 뜸해지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표준작업의 갱신, 개선,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따라서 도입 후, 몇 년이 지나면, 타(他) 부서로 전파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는 등,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해 집니다. 그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내의
도입사에는 무기한 〮 무료 교육을 지원합니다. 즉, 도입 후에는 단 1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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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도입기업 - 55개국 14,000여 사(국내 500여 사)

전기 〮 전자
●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코웨이, 청호나이스, 롯데기공, 에드워드코리아, 부전전자 외 200여 업체

자동차
● 현대 〮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현대파텍스, 한국타이어, 한국로버트보쉬,
콘티넨탈(25개국 100여 사업장), 말레동현, 유라코퍼레이션, 인지컨트롤스, 두산인프라코어, 체시스,
두산산업차량, 남양공업, SMC, 동아전기부품 외 200여 업체

중공업
●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세아특수강 등

대학 〮 컨설팅
● 가천대학교, 대구대학교, 명지전문대학, 한라대학교, 아주대학교, 동아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 KPEC, KPC(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제이앤케이씨, GMS Consulting Group, 이엠오티 등

기타
● 효성, 삼성에버랜드, 케이에스앵커, 창신 IN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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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ISM 제안배경 및 인사말

일본어판 감수

한국어판 번역 및 감수

오사카공업대학

KIET㈜

공학부 기술매니지먼트학과

김 상범 대표

제조매니지먼트센터
미나가와 켄타로 교수

개선활동을 행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이 낭비의 착안점입니다.
낭비가 보이지 않으면 개선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E 등의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선활동 자체에도 개선이 필요하며, 편리한 Tool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TIME PRISM] 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작업의 눈으로 보는 관리가 간단히 이루어지도록 개발되었습니다.
[TIME PRISM] 은 여러분의 현장의 개선활동을 서포트 해 줄 베스트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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