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 SCM경진대회
- The Fresh Connection 1. 게임을 통한 새로운 SCM 학습 경험 !
2.APICS CPIM / CSCP / CLTD 자격유지 8점 획득기회
3. 전세계 직장인 TFC 경진대회 참가 기회
팀 구성

팀 담당 별 역할

구매 담당 임원
(VP Purchasing)

공급업체 선정, 원자재 구매, 및 조달관리 책임

생산담당 임원
(VP Operations)

창고관리 및 생산능력(Capacity) 관리

판매담당 임원
(VP Sales)

고객과 판매 계약조건 협상 및 매출 증대 책임

SCM 담당 임원
(VP SCM)

재고 수준(Inventory Level) 관리

¶ 개요 – 새로운 경영진이여, 침몰해 가는 회사를 구하라!
• SCM 및 S&OP에 대한 학습은 일방적인 강의를 통한 이론 전달만이 아닌 시뮬레이션 Tool을 통해서 학습하

고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게임은 사용자가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서 전반적인 비즈니스내의 공급사슬 학습경험을 익힐 수 있게 합니다.
• 게임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사례회사인 푸레쉬커넥션은(The Fresh Connection)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과일 주
스 생산 제조 회사입니다. 저조한 경영 성과로 인해서 지난해 Profit에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현재 공급
사슬 성과가 낮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의 SCM 관련 4 영역(Sales management /Purc
hasing management/Supply chain management/Operations management)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됩니다.
• 당신은 회사의 SCM 관련 4 영역 중 한 분야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새로운 경영팀의 일원이 되어서 올바
른 전략과 전술 선택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 온라인(Web) 상에서 각자 담당 역할 별로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운영하며 팀별로 경쟁하여 운영 결과

최종투자수익율(ROI)이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 목표 – TFC 시뮬레이션 게임은 S&OP 학습경험을 위한 최적의 Tool입니다!
SCM Key point

학습 효과

S&OP 적용능력 배양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습득된 S&OP 지식을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
양하는 학습자(Learner, 게임 참가자) 주도형 학습

S&OP 성과

실제 게임을 통해 공급사슬의 성과가 변화될 때마다 회사의 손익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를 탐구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경영 환경이 달라질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방향성을 위한 전략

사용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선택들을 통해서 ROI를 극대
화하는데 있음. Tool을 통해서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서 ROI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학습

올바른 경영자
정보

올바른 경영자의 정보가 게임의 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해 봄으로서 실
제의 비즈니스 경험 학습

협력적인 의사
결정

개인 점수 뿐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게 구성되어 있으
며 이를 통해 SCM 은 단 하나의 기능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팀워크임을
인지.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각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

¶ 한국 직장인 SCM 경진대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한국 직장인 SCM 경진대회 참가 시 혜택
1. APICS 자격증(CPIM, CSCP, CLTD) 보유자의 유지보수 점수 획득(온/오프라인 강의 및 게임을 통해 8점 획득)
2. 새로운 학습 트랜드를 접목시킨 SCM 학습 경험
3. 한국 경진대회 우수팀은 세계대회인 Global Challenge 예선전에 무료 참가 가능하며 예선전 통과시 세계 대회
결선인 Global Final에 참가할 수 있음

¶ 한국 및 세계 직장인 SCM 경진대회 일정표 (2020년 Global Professional Challenge)
~ 2월 말

~ 4/15

홍보 및 팀 등록

Training Workshop &
한국 경진 대회

• 팀 구성 및 등록

주요
활동

비고

• 5번의 게임 진행(팀별)

4/20 ~ 5/29
세계대회 예선(The
Global Challenge)

• 3번의 게임 진행 (팀별)

11/19 ~ 11/20
세계대회 결선(The
Global Final)

• 최종 라운드 진행 및
우승자 발표

• S&OP 핵심 소개
• TFC 게임 준비
• 약 2시간 소요

• 한국 경진대회는
Online으로 5번의 게임
진행
• 게임 결과 발표 및 코칭
• 세계대회 참가 팀 선정

• 한국경진대회에서
선발된 팀 대상
• 세계 대회는 Online으로
3번의 게임을 진행
• 예선전 우수팀은 결선
라운드가 개최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초청됨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Offline으로 최종 라운드
진행
• 최종 우승팀 발표 및
시상

• 참가자격: 동일 회사
직장인 4인 1팀
• On/Off-line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
• 아이하임컨설팅에서
게임 내용 및 진행 방법
소개함

• 각 라운드 종료 후 ROI
계산
• 5라운드가 모두
종료되면 참가 팀 별
랭킹 결과를 취합하여
통보
• 국내 경진 대회 우수팀은
다음 단계인 Global
Challenge에 참가 기회
제공

• 3번의 라운드가 모두
종료 되면 가중 ROI별로
랭킹이 나오며 상위
팀은 최종 우승 후보가
되어 결선에 참가 자격
부여

• 최종 우승팀은 미국
MIT 대학의 Four-day
Executive Education
SCM course프로그램에
무료 초청($4,500의
가치)

¶ TFC 직장인 경진대회 참가비 및 등록 문의처
• 참가는 개별 등록 혹은 팀(4명) 단위로 등록 가능
• 참가비: 1인당 40만원(일반 직장인), 18만원(CPIM, 혹은 CSCP, 혹은 CLTD 소지자)
• Email: js.jang@ihime.co.kr
• Http://www.ihime.co.kr

Tel: 02 - 712- 2233, 0505-97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