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물은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자동차의 
실현을 목표로 한 토요타의 
노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차량 개발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제품 만들기에 대한 
사고방식,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노력를 생산 공정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 산 과  창 조

모 터 스 포 츠

자동차의 매력과 즐거움을 전하는 
모터스포츠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층

자 동 차  교 실

쇼 룸

렉서스와 토요타의 최신 
모델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뮤 지 엄 샵

자동차의 구조와 토요타의 
자동차 만들기, 교통안전 등에 
대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 안내

환 경 과  감 동

안 전 과  자 유

층

층

자동차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료 자판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USEUM & PLANT TOUR

토요타자동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부 장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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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부품, Hybrid용부품, 섀시부품

GS, Crown, Mark X, Mirai

엔진

RAV4, Harrier, Auris, Prius α, Wish

구동관계부품, 단조부품, 엔진관련 부품

Allion, Camry, Prius, Prius PHV, Premio

구동관계부품

엔진, 터보차저, 촉매컨버터

구동관계부품

GX, IS, LS, RC, Land Cruiser, 4Runner, 엔진

기계설비, 수지형, 주조형, 단조형

전자제어장치, IC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장

본사공장

모토마치(元町)공장

카미고(上郷)공장

타카오카(高岡)공장

미요시(三好)공장

츠츠미(堤)공장

묘치(明知)공장

시모야마(下山)공장

키누우라(衣浦)공장

타하라(田原)공장

테이호(貞宝)공장

히로세(広瀬)공장

주요 생산품목

CT, ES, HS, NX, RX, SAI, 엔진, Hybrid용부품

트랜스미션, 구동관계부품

Aqua, Sienta, C-HR, Corolla Axio, Corolla Fielder,

Porte, Spade, Comfort, Century, Isis, 구동관계부품 

Vitz, RAV4

Land Cruiser, LX, Hiace, Alphard, Vellfire, 

Noah, Voxy, Esquire, Estima

FJ Cruiser, Dyna, Toyoace, Land Cruiser

Roomy, Tank, Passo, Probox, Succeed, Pixis, Rush

Hiace, Coaster

86

토요타자동차큐슈㈜

토요타자동차홋카이도㈜

토요타자동차히가시니혼㈜

㈜토요타자동직기

토요타차체㈜

히노자동차㈜

다이하츠공업㈜

기후차체공업㈜

㈜스바루

회사 주요 생산품목

■생산 공정 흐름생산거점

■국내 생산 거점

■해외 생산 거점
28개국•지역 / 53회사

해외 생산회사

생산인재 육성센터

프레스 공장 강판을 절단, 프레스하여 

보닛, 도어 등의 바디 부품을 

성형합니다. 최신예의 고성능 

프레스기와 고속 로봇운송에 

의해 높은 생산성과 

바디부품의 정밀도 향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용접 공장 약 400개의 바디부품을 

로봇으로 용접하여 차량의 

형태로 만듭니다. 최신예 

용접라인을 통해 복수 차종의 

혼류 생산과 고정밀의 바디 

생산을 실현하였습니다.

도장 공장 용접된 바디를 세정 후, 하도, 

중도, 상도에 의해 고품질의 

도장면으로 마무리 합니다. 

수성도료의 도입, 최신 도장 

기술에 의해 환경을 배려한 

도장 공장을 실현하였습니다.

조립 공장 작업자에게 편리한 조립 

라인에서 바디에 엔진과 

타이어를 비롯한 다양한 부품을 

장착합니다. 조립이 완성된 

차량을 최종 검사공정에서 

엄격한 품질 체크를 거쳐 

완성차로 출하합니다.

일반 공개 중인 공장의 주요 생산 모델

모토마치 공장

다카오카 공장

츠츠미 공장

Harrier RAV4

Crown Mark X MIRAI

Auris

Prius Camry Allion

개관시간

휴관일

9:30 ~ 17:00
일요일, 연말연시, 골든위크, 하기휴가등

토요타 회관

※개관시간·휴관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토요타자동차주식회사 기업  시민  본부

아이치현 토요타시 토요타초 1번지 ⊩471-8571

공장견학 문의: 0565-29-3355

토요타회관 문의: 0565-29-3345

월요일 ~ 금요일, 9:00~17:00

월요일 ~ 토요일, 9:00~17:00

※공장 견학을 통해서는 보실 수 없는 차종도 있습니다.

toyota-kaikan 검색 검색toyota company pro�le

http://www.toyota.co.jp/en/about_toyota/facility/toyota_kaikan/index.html
http://www.toyota-global.com/pages/contents/company/profile/overview/pdf/companyprofile_2017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