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혁신전문가 과정(CPIM,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 국제공인 자격인증 취득과정
SCM전문가 과정(CSCP, 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 국제공인 자격인증 취득과정
물류전문가 과정(CLTD, Certified in Logistic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 국제공인 자격인증 취득과정
공급사슬관리(SCM) 기초과정
수요예측 (Demand Forecasting)전문가 과정
재고관리 (Inventory Management)전문가 과정
S&OP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TFC , The Fresh Connection)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이 운영의 탁월성(Operational Excellence)을 유지하며 생존, 성
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사람(People), 업무절차(Process) 그리고 정보 기술
(Technology) 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 중 사람(People)이 기업 경영 성공의
핵심이라 굳게 믿으며 인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훈련과 변화관리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조직 구성원의 열정이야말로 기업의 지속 성장과 High Performance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의 산업현장 실무 경험과 글로벌 솔루션(ERP, SCM, 수요예측, 설비관리 등)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기업의 업무 성과 그리고 기 구축된 정보기술 시스템의 활용도는 전적
으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업무 적용능력 배양의 전문 교육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하임컨설팅㈜은 APICS의 국내 공인 교육기관(AEP, Authorized Education Provider)으
로써 APICS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Master Level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CM 및
Operation Managemen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공인된 전문 강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상의 교
육 프로그램으로 검증된 교육 과정인 CPIM(Certified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CSCP(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CLTD(Certified in Logistic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자격인증 관련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사슬관리(SCM) 기초과정,
수요예측 전문가 과정, 재고관리 심화과정,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체험으로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주도형 SCM 학습 도구인 The Fresh connection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통해 귀사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창섭, CPIM,CSCP,CLTD, SCOR-P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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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M 소개 / 자격제도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CPIM이란?
CPIM은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의 약어로서 기업, 특히 제조업의 생산재고관리 분야에 대한 체계
적이고 전문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의 운영관리(operation
management)에 관한 연구와 지식보급을 해오던 미국 APCIS에서 1973년도에 생산재고관리 종사자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
증하기 시작한 것이 CPIM자격의 시작입니다.
CPIM의 교육과정을 도입한 이후 기업과 조직 그리고 개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ERP,
SCM, APS등 Business application 구축시 이를 원활하게 하는 기초지식 제공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
로 약 110,000여명의 CPIM이 기업, 공공기관,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CPIM은 제조 운영 분야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께 가장 적
합한 자격증입니다.
ㆍ자재관리(material management)
ㆍERP 및 SCM 분야의 강의 또는 프로세스 컨설턴트
ㆍERP 구축 컨설턴트 및 구축참가 실무자
ㆍ사용중인 ERP 및 SCM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실무 담당자

기대효과
ㆍ생산 및 재고 관리의 기본적 이론 지식 및 실제적 실무 지식 습득
ㆍ기업 공급망의 전 프로세스에 걸친 효율성 증대
ㆍ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능률적인 운영과 보다 정확한 결과 예측
ㆍJIT (Just-In-Time)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극대화
ㆍ재고 투자를 최적화함으로써 수익성 증가
ㆍERP, SCP 등 기 투자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가
ㆍ동료, 고용주, 고객과의 관계에서 개개인의 업무 신용도 향상

시험개요
ㆍ시험횟수: 피어슨뷰 시험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 응시 가능
ㆍ총 2개 과목 (Part 1, Part 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별 시험
ㆍ총 문항수 : 150(130+20) 문항/ Part 1, 150(130+20) 문항/ Part 2
ㆍ시험시간 : 3.5시간/과목별
ㆍ시험 방식: CBT (Computer Based Test)
ㆍ영문 객관식 : Multiple choice
ㆍ재시험 규정: 동일과목 재시험은 14일 경과 이후 가능
※정확한 응시 정보는 ihime 홈페이지(www.ihime.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점수
ㆍCPIM Scaled score Range for Each Exam : 265~330
ㆍPass : 300 ~ 330
ㆍFail : 265 ~ 299
ㆍPART 1, PART 2 두 시험을 모두 Pass 해야 CPIM 자격 인증
PART 1 ㆍBasics of Supply Chain Management [BSCM]
PART 2 ㆍStrategic Management of Resources [SMR]
ㆍMaster Planning of Resources [MPR]
ㆍDetailed Scheduling and Planning [DSP]
ㆍExecution and Control of Operations [ECO]

ㆍ생산계획 및 재고 관리(PIM) 담당자
ㆍ운영(operations) 담당자
ㆍ공급 사슬망 관리(SCM) 담당자
ㆍ구매, 조달(procurement) 담당자

응시자격
ㆍ특별한 응시 자격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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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M 소개 / 교육개요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교육 목표
이 교육과정은 APICS에서 관리 운영하는 CPIM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자격인증 제도에 사용되는 교과
과정을 기업 교육과정으로 활용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은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제조혁신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기업 내 Pl팀[경영혁신, 제조혁신]을 비롯한 여러 학습조직, 생산계획, 생산관리, 구매, 물류 팀 등 제조 운영에 관련된
조직 구성원에 대한 Operation Management 기초 지식을 습득, 축적하여 기업의 제조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에 기여합니다.
교육 이수 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격인증 시험을 응시하여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CPIM 자격을 획득하여 명실공히 생산 재고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 합니다.

교육개요
ㆍ교육 내용: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ㆍ교육 대상: Pl팀, 학습조직, 제조 및 구매, 자재 등 operation 관련 조직 구성원
ㆍ교육 시간: 9일 (09:00 ~ 18:00)-압축과정임(일반과정 12일)
ㆍ교재: Text book + PPT 자료 + case study
ㆍ교육 방법: 강의 및 토의/질의 응답

학습과목 (2 Parts, 5 Modules)
PART 1 : Basics of Supply Chain Management [BSCM]- 3 days
PART 2 : Strategic Management of Resources [SMR]- 2 days
Master Planning of Resouces [MPR]- 1 day
Detailed Screduling and Planning [DSP]- 2 days
Execution and Control of Operations [ECO]- 1 day

CPIM 소개 / 상세 교육프로그램 - 9일과정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CPIM Part 1, Module 1: Basics of Supply Chain Management (BSCM)
Section A: SCM 소개(Introduction to Supply Chain Management)
Section B: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Section C: 기준계획(Master Planning)
Section D: 자재소요량계획(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Section E: 능력관리(Capacity Management)
Section F: 구매(Purchasing)
Section G: 재고관리(Inventory Management)
Section H: 실행과 통제(Execution and Control)
Section I: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
Section J: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24
3.0
2.5
2.5
2.5
2.5
3.0
2.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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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M 소개 / 상세 교육프로그램 - 9일과정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Module / Section

Hours

16

CPIM Part 2, Module 1: Strategic Management of Resources (SMR)
Section A: 사업전략 개발 (Developing a Business Strategy)
Section B: 내부 및 외부 정보 수집과 분석 (Gathering and Analyzing Internal/External Information)
Section C: 우리가 어디서 경쟁할 것인가? (Where Will We Compete?)
Section D: 우리가 어떻게 경쟁 할 것이가? (How Will We Compete?)
Section E: 지속가능성과 전략 (Sustainability and Strategy)
Section F: 사업계획과 재무 (Business Planning and Finance)
Section G: 운영전략과 정렬 (Aligning the Operations Strategy)
Section H: 하부구조(Infrastructure)

2.5
1.0
2.5
1.0
1.0
2.5
3.0
2.5

CPIM Part 2, Module 2: Master Planning of Resourses (MPR))
Section A: 수요관리 (Demand Management)
Section B: 판매운영계획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Section C: 기준일정 (Master scheduling)
Section D: 유통계획 (Distribution Planning)

8
2.5
1.5
2.0
2.0

CPIM Part 2, Module 3: Detailed Scheduling and Planning (DSP)
Section A: 재고관리 (Inventory Management)
Section B: 자재소요계획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Section C: 상세능력계획 (Detailed Capacity Planning)
Section D: 프로젝트 관리 (Managing Projects)
Section E: 구매 및 공급의 외부 조달계획 (Planning Procurement and External Sources of Supply)

13
4.0
3.0
2.5
1.5
2.0

CPIM Part 2, Module 4: Execution and Control of Operations (ECO)
Section A: 운영의 실행 (Execution of Operations)
Section B: 일정과 작업 승인 (Scheduling and Authorization)
Section C: 품질, 의사소통,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Quality, Communic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Section D: 설계개념과 교환거래 (Design Concepts and Tradeoffs)

Total

11
2.0
4.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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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P 소개 / 자격제도
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CSCP 란?
CSCP는 공급사슬관리(SCM) 분야의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개인 및 기업 대상 교육 및
자격인증 프로그램으로서 Supply Chain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확립 및 글로벌 하면서 공신력 있는 자격인증 필요성
의 대두에 따라 2005년 3월 APICS에서 CSCP 자격인증제도 발표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Supply Chain 관련 표준교육
및 자격인증 프로그램입니다. CSCP 자격인증 프로그램은 공급자로부터 기업을 거쳐 최종고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각에서
한 조직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이러한 공급사슬의 각 단계의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2006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자격시험 실시, 응시자수가 급 증가 추세로 현재 약 25,000명
이 자격 획득. 국내는 아이하임컨설팅에서 2008년부터 최초로 교육 및 인증시험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국내 약 180여명의
CSCP 자격취득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CSCP는 공급사슬관리 분야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
께 가장 적합한 교육 과정입니다.
ㆍSupply Chain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단기간에 얻고자 하는 SCM관련 담당 임원진
ㆍ공급자(Suppliers)와 고객(Customer)간의 관계, 국제 무역, 공급사슬관리 (SCM)를 위한 IT 기술 적용, 물류/유통 분야에 관하
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좀더 심도 있는 지식을 원하시는 분
ㆍ해외 공장/판매조직 등 Global Operation을 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코자 계획중인 조직원
ㆍSCM 분야의 강의 또는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
ㆍERP 시스템 구축 컨설턴트, SCM 및 APS 시스템 구축 컨설턴트
ㆍ사용중인 ERP 및 SCM 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실무 담당자
ㆍ향후 CSCO(Chief Supply Chain Officer) 를 목표로 하시는 분

기대효과
ㆍ조직의 생산성, 협업, 혁신 제고를 위한 기본 토대 지식 습득
ㆍ조직 내부 프로세스뿐 아니라 고객관계관리(CRM), 공급자관계관리(SRM) 영역 탐구
ㆍ리드타임, 재고, 생산성, 최저 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고찰
ㆍ비용 절감 및 효율,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들의 통합과 조정에 관한 관리 방법 연구
ㆍ전세계에 걸친 공급사슬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식 습득
ㆍ조직 내부에서 자신감 고취와 업무 신임도 증가
ㆍ기업 내 기 구축된 ERP, SCM등 여러 Business application 활용도 극대화
ㆍ국제 공인 자격 소지자로서 개인적인 커리어 목표 및 향후 보다 나은 소득수준 달성

시험개요
ㆍ시험횟수: 피어슨뷰 시험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 응시 가능
ㆍ총 문항수 : 150 문항
ㆍ시험시간 : 3.5시간(평균 1.4분/ 1문항)
ㆍ시험 방식: CBT (Computer Based Test)
ㆍ영문 객관식 : multiple choice
ㆍ재시험 규정: 동일과목 재시험은 14일 경과 이후 가능
※정확한 응시 정보는 ihime 홈페이지(www.ihime.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ㆍ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혹은
ㆍCPIM, CTL, CSCP, CFPIM, CIRM, SCOR-P, C.P.M.,
CSM or CPSM 소지자 혹은
ㆍ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시험점수
ㆍCSCP Scaled score Range : 200~350
ㆍPass : 300 ~ 350
ㆍFail : 200 ~ 299
ㆍ3모듈을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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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P 소개 / 자격제도
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교육목표
본 교육과정은 APICS에서 관리 운영하는 CSCP(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자격인증 제도에 사용되는 교과 과정을 기업 교
육과정으로 활용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은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SCM전문 인력들
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기업 내 PI팀[경영혁신, 제조혁신]을 비롯한 여러 학습조직, 생산계획, 생산관리, 구매, 물류팀
등 공급망 관리에 관련된 조직 구성원에 대한 Supply Chain의 기초 지식을 습득 축적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영 추진에 대비하는 SCM전
문 인력 양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격인증 시험을 응시하여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CSCP 자격
을 획득하여 명실공히 SCM전문가로서 활동합니다.

교육개요

학습과목 (3 Modules)

ㆍ교육 대상: Pl팀, 학습조직, 사내 SCM관련 조직 구성원
ㆍ교육 시간: 6일 (09:00~18:00)
ㆍ교 재: APICS CSCP Learning System(text book+PPT자료+on-line)
ㆍ교육 방법: 강의 및 토의/질의 응답, 사전/사후 평가

ㆍModule 1: Supply Chain Design
ㆍModule 2: Supply Chain Planning and Execution
ㆍModule 3: Supply Chain Improvement and Best Practices

상세 교육 프로그램 - 6일(48시간)과정
Module / Session / Chapter

Module 1: Supply Chain Design
Session A Ch1: 공급사슬전략에 대한 입력(Inputs to Supply Chain Strategy)
Session A Ch2: 공급사슬과 공급사슬전략 (Supply Chains and Supply Chain Strategy)
Session A Ch3: 도구와 기법들(Tools and Techniques)
Session B Ch1: 공급사슬 설계하기(Design the Supply Chain)
Session B Ch2: 공급사슬설계(Supply Chain Design)
Session B Ch3: 기술 설계(Technology Design)
Session B Ch4: 구현 도구들-의사소통과 프로젝트(Implementation Tools— Communications and Projects)

16.0
2.0
2.5
1.0
1.5
2.5
3.5
3.0
20.0

Module 2: Supply Chain Planning and Execution
Session A Ch1: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Session A Ch2: 운영 계획과 통제(Operations Planning and Control)
Session A Ch3: 재고관리 (Inventory Management)
Session A Ch4: 공급관리(Supply Management)
Session A Ch5: 물류(Logistics)
Session A Ch6: 창고관리(Warehouse Management)
Session A Ch7: 운송(Transportation)
Session A Ch8: 금융, 규제 그리고 무역 고려사항 (Monetary, Regulatory, and Trade Considerations)
Session B Ch1: 세분화(Segmentation)
Session B Ch2: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ession B Ch3: 공급자 관계 관리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Session B Ch4: CRM과 SRM 연계 (Linkages between CRM and SRM)
Session C Ch1: 역 물류(Reverse Logistics)
Session C Ch2: 폐기 고려사항(Waste Considerations)

2.0
2.0
2.0
1.0
3.0
1.0
1.0
1.5
1.5
1.0
1.0
1.0
1.0
1.0

Module 3: Supply Chain Improvement and Best Practices
Session A Ch1: 국제 표준과 규제준수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ory Compliance)
Session A Ch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사항(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siderations)
Session B Ch1: 위험식별 (Risk Identification)
Session B Ch2: 위험평가와 분류(Risk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ession B Ch3: 위험 대응(Risk Response)
Session B Ch4: 보안, 규제, 그리고 규정준수 문제(Security, Regulatory, and Compliance Concerns)
Session C Ch1: 공급사슬 지표(Supply Chain Metrics)
Session C Ch2: 성과와 고객서비스 측정 (Measuring Performance and Customer Service)
Session C Ch3: 지속개선과 변화관리 (Continuous Improvement and Change Management)

Final Exam and Course Debrief

10.0
1.0
1.5
0.5
0.5
1.0
1.0
1.0
1.5
2.0
2.0

CSCP 소개 / APICS CPIM과 CSCP 관계
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ㆍFinance
ㆍMarketing/Sales
ㆍAdministration
ㆍEngineering

ㆍProduction
ㆍInventory
ㆍManufacturing

ㆍBasics of Supply Chain
ㆍStrategic Management of Resources
ㆍMaster Planning of Resources
ㆍDetailed Scheduling and Planning
ㆍExecution and Control of Operations

기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요 고객사
ㆍ Abbott
ㆍ Addax Petroleum
ㆍ Emerson Process/Fisher Controls
ㆍ General Electric
ㆍ General Motors/Saturn
ㆍ GlaxoSmithKline

ㆍIDEXX
ㆍIIntel
ㆍILG Electronics (America)
ㆍIMercedes
ㆍIMerck
ㆍIPfizer

ㆍ Grainger
ㆍ HP
ㆍ IBM
ㆍ Oracle
ㆍ Wipro Technologies
ㆍ Wyeth 외 다수

고객사 Feed backs
“The APICS body of knowledge helped empower our employees to make strategic decisions that support the company's
overall success, increasing on-time delivery by nearly 50 percent.”
Global Business Process Manager, Dow Corning
“APICS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my life, and I credit my professional and personal success in large part to APICS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in the APICS community.”
Director of Material Planning, Stanadyne Corporation
“In two years [of an APICS education program] we reduced inventory by 50% [$40 million] and increased inventory turns
from 2 to 8.1”
Director of Material Logistics & Control, Gulfstream

국제공인 자격인증 취득과정 l CLTD

CLTD 소개 / 자격제도
Certified in Logistic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CLTD 란?
CLTD(Certified in Logistic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는 공급사슬관리 분야의 토탈 솔루션(End-to-End solution)을 제공하
고 있는 APICS에서 미국 운송물류관련 조직인 AST&L(American Society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을 인수함에 따라 기존에
AST&L에서 운영하던 물류관련 국제 자격증인 CTL(Certified i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을 APICS가 확대 발전시켜 새롭게 선보
인 국제 공인물류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물류 분야의 고급 인
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 공인물류전문가 자격인증 제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2016년부터 자격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격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CLTD는 공급사슬관리 분야 중에서 특히 물류(Logistics)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계된 자격인증 프로그램입니다.
ㆍ물류(Logistics)에 대한 전문 지식을 단기간에 얻고자 하는 물류 혹은 SCM 관련 임원진
ㆍ운송관리 담당자
ㆍ창고 보관관리 담당자
ㆍ수출입 관련 국제무역 담당자
ㆍ자재취급 및 포장관리 담당자
ㆍ재고관리 담당자
ㆍ역물류관리 담당자
ㆍ기타 물류관리 분야 컨설턴트 및 종사 희망자

기대효과
ㆍ물류(Logistics)의 기초적인 개념 정립, 용어 및 프로세스 이해
ㆍ조직의 올바른 물류전략 수립에 관련된 전문 지식 습득
ㆍ조직의 물류 시스템 설계에 기여
ㆍ물류 분야의 각 부문간의 교환거래(Trade-off)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 모색
ㆍ운송관리의 효율성 기대
ㆍ창고 비용 절감 및 효율, 고객 서비스 개선에 기여
ㆍ국제물류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위험에 대비
ㆍ조직의 지속가능성 및 역물류(Reverse logistics) 프로세스 운영에 기여
ㆍ물류분야 국제공인자격(CLTD) 소지자로서 개인적인 커리어 목표 및 향후 보다 나은 소득수준 달성

시험개요
ㆍ시험횟수: 피어슨뷰 시험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 응시 가능
ㆍ총 문항수 : 150 문항
ㆍ시험시간 : 3.5시간(평균 1.4분/ 1문항)
ㆍ시험 방식: CBT (Computer Based Test)
ㆍ영문 객관식 : multiple choice
ㆍ재시험 규정: 동일과목 재시험은 14일 경과 이후 가능
※정확한 응시 정보는 ihime 홈페이지(www.ihime.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ㆍ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혹은
ㆍCPIM, CTL, CSCP, CFPIM, CIRM, SCOR-P, C.P.M., CSM
or CPSM 소지자 혹은
ㆍ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시험점수
ㆍCLTD Scaled score Range : 200~350
ㆍPass : 300 ~ 350
ㆍFail : 200 ~ 299
ㆍ8모듈을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

국제공인 자격인증 취득과정 l CLTD

CLTD 소개 / 자격제도
Certified in Logistic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교육목표
이 교육과정은 APICS에서 관리 운영하는 CLTD (Certified in Logistic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자격인증 제도에 사용되는 교
과 과정을 기업 교육과정으로 활용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며 특별히 물류 분야에 특화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공급사슬에서 각
부문간의 연결 고리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인 운송, 보관, 자재취급, 포장, 역물류, 국제물류, 재고관리 등을 심도 있게 학습
합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은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격인증 시험을 응시하여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CLTD 자격을 획득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으로 물류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합니다.

교육개요

학습과목 (8 Modules)

ㆍ교육내용: Certified in Logistic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ㆍ교육대상: 물류 분야 종사자 임원 및 실무 책임자, 운송, 보관, 자재취급,
포장, 국제무역, 재고관리 관련 조직 구성원
ㆍ교육시간: 6일(09:00~18:00)-압축과정임
ㆍ교재: APICS CLTD Learning System(text book+PPT자료+on-line)
ㆍ교육방법: 강의및토의/질의응답

상세 교육 프로그램 - 6일(48시간)과정

ㆍModule 1: Logistics and Supply Chain Overview
ㆍModule 2: Capacity Planning and Demand Management
ㆍModule 3: Order Managemen
ㆍModule 4: Inventory and Warehouse Management
ㆍModule 5: Transportation
ㆍModule 6: Global Logistics Considerations
ㆍModule 7: Logistics Network Design
ㆍModule 8: Reverse Logistics and Sustainability

Module / Session
Module 1: Logistics and Supply Chain Overview
Session A : 물류의 기초(Logistics Fundamentals)
Session B : 공급사슬 내에서 물류 전략 (Logistics Strategy within the Supply Chain)
Session C : 린 물류(Lean Logistics)

8.0
3.0
4.0
1.0
5.0

Module 2: Capacity Planning and Demand Management
Session A : 수요와 공급을 정렬시킴 (Aligning Supply and Demand)
Session B : 수요를 능력계획으로 변환 (Translating Demand into Capacity Planning)
Session C :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Session D : 재고의 조달 및 구매(Sourcing and Procurement of Inventory)

1.0
1.0
2.0
1.0

Module 3: Order Management
Session A :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ession B : 주문관리(Order Management)
Session C : 고객서비스 관리(Customer Service Management)

3.0
1.0
1.0
1.0
8.0

Module 4 :Inventory and Warehouse Management
Session A : 물류에서 재고관리 (Inventory Management in Logistics)
Session B : 창고전략과 창고관리 (Warehousing Strategy and Management )
Session C : 포장과 자재취급(Packaging and Materials Handling)

3.0
3.0
2.0

Module 5:Transportation

Session A : 운송의 기초 (Transportation Fundamentals)
Session B : 운송의 수단 (Modes of Transportation)
Session C : 운송관리(Transportation Management)

Module 6: Global Logistics Considerations

Session A : 하부구조와 시스템 (Infrastructure and Systems)
Session B : 규제(Regulations)
Session C : 세관통관과 문서(Customs Clearing and Documentation)
Session D : 재무와 대금지급 선택사항 (Finance and Payment Options)
Session E : 환 및 세금 고려사항(Currency and Tax Considerations)

1.5
4.0
2.5
1.5
1.5
1.5
1.5
2.0

Module 7: Logistics Network Design
Session A : 시설계획과 물류망 설계 (Facilities Planning and Network Design)
Session B :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8.0

4.0
2.0
2.0

Module 8: Reverse Logistics and Sustainability
Session A : 역물류(Reverse Logistics)
Session B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8.0

4.0
2.0
2.0

SCM 실무 업무향상과정 l 공급사슬관리(SCM)기초

공급사슬관리(SCM)기초 과정
교육목표
ERP 혹은 SC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 구축된 ERP, SCM 등을 고도화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체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으로 SCM에 대한 용어 통일, 프로세스 이해 등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 맡은 조직 내에서 어떻게 SCM
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SCM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임직원을 4일간의 짧은 과정으로 SCM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를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교육인가?
이 과정은 SCM 입문 과정으로 기업 내 모든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제조 뿐 만 아니라 제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영업, 마케팅 부서원들에게 유용한 교육입니다,
ㆍSales
ㆍMarketing
ㆍDemand Planning
ㆍCSR(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ㆍProduction Planning
ㆍMaterial
ㆍInventory
ㆍPurchasing
ㆍLogistics

교육개요
ㆍ교육 내용: APICS CPIM 교육과정을 압축 요약한 교육과정으로 SCM에 입문하는 임직원들에게 수요관리부터 재고관리,
공급관리, 구매관리, 물류 등 SCM의 전반적인 개요를 탐구 SCM 입문 과정입니다.
ㆍ교육 시간: 4일 (09:00~18:00)
ㆍ교육 방법: 강의 및 토론, 사례연구

Session 1 : 기업경영과 SCM

2.5

Session 2: SCM 소개

2.5

Session 3: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3.0
2.5
3.0
2.5

8.0

Day 2

Session 4: 주일정계획(Master Planning) - Master Schedule
Session 5: 자재소요량계획(MRP)
Session 6: 생산능력계획(Capacity Requirement Planning)

Day 3

Session 7: 총량적(Aggregate) 재고관리
Session 8 : 품목(Item) 재고관리

4.0
4.0

8.0

3.0

8.0

Day 4

Session 9: 구매와 물류(Physical Distribution)
Session 10: Lean/JIT와 품질 시스템
Session 11 :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

Day 1

2.5
2.5

8.0

SCM 실무 업무향상과정 l 수요예측

수요예측(Demand Forecasting ) 교육과정
교육 목표
기업의 업무프로세스 중에서 수요예측(Demand Forecasting)은 조직의 어느 부문 보다 중요한 역할의 프로세스입니다. 판매/마
케팅 계획뿐 아니라 제조 운영(Operation) 부문의 하부계획 및 실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예측
업무 프로세스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통찰력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교육과목을 통해 귀사의 수요예측에 대한 고민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ㆍ기업 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 간에 역할 정의와 예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 인정해야 하는 예측의 9가지 원칙을 논의 함으
로써 예측업무 개선에 대한 조직간의 공감대 형성
ㆍ예측의 필요성 및 그 예측 결과를 사용하는 각 부서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
ㆍ선진 best practices 통해 예측 프로세스 고도화 확립 방안 모색
ㆍ통계적 예측 기법에 대해 forecasting tool을 이용한 심화 학습을 통해 다양한 통계적 예측 기법의 숙지와 귀사 수요예측 프로세스
기법 개선 및 활용방안 탐색
ㆍ예측 프로세스에 필요한 Cost-Effective 솔루션인 Forecast Pro 구현을 위한 application tool 교육

누구에게 필요한 교육인가?
ㆍ현재 판매/마케팅 부문과 생산 부문 인력들간의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최고경영자나 또는 제조업 분야의 최고 관리자
ㆍ판매/마케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담당자
ㆍ생산 운영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현재 제공되는 판매예측이 바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담당자
ㆍ왜 예측이라는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아해할 수 없는 현장 영업사원
ㆍ더 나은 예측은 회사가 고객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제 때에 출하하는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된다
고 믿는사람
ㆍ회사가 회계상의 문제를 예측할 때 더 나은 수요예측이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
ㆍ새로운 예측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 하고 있는 책임자

교육개요
ㆍ교육 내용: 예측 업무 프로세스, 예측 기법, 정확성 관리, 보고서 출력, 기타 sample data를 이용한 통계적 수요 예측 실습과
신제품 예측을 탐구합니다.
ㆍ교육 대상: Sales & Marketing, Demand Planning, 생산계획, SCM 팀
ㆍ교육 시간: 2일 (09:00~18:00)
ㆍ교육 방법: 강의, 사례연구 및 Forecasting tool 이용한 PC Workshop

Day 1

Day 2

Session 1 : 기업경영에서 수요관리가 과연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2.0

Session 2: 수요예측 기법의 이론적 이해

2.0

Session 3: 수요예측 정확성 관리와 적정 안전재고 수준
Session 4: 신제품 예측

2.0
2.0

Session 5: 수요관리 업무 프로세스 모범사례

3.0

Session 6: 수요관리 솔루션 구축 프로세스 1 단계 - 과거실적 데이터 수집 및 Cleansing

1.0

Session 7: 수요관리 솔루션 구축 프로세스 2 단계 - 통계적 예측치 (Base line) 생성

1.0
1.0

Session 8: 수요관리 솔루션 구축 프로세스 3 단계 - 통계적 예측치 (Base line) 정밀화
Session 8: 수요관리 솔루션 구축 프로세스 4 단계 - 협업을 통한 최종 수요계획 생성
Session 8: 수요관리 솔루션 구축 프로세스 5 단계 – 보고서를 통한 예측 분석

1.0
1.0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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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Inventory Management ) 교육과정
교육 목표
재고는 필요악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필요에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악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관리 기법들이 다소 다를 수 있
지만 궁극적으로 수요를 잘 대응하면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면 고객서비스를 높
이면서 아울러 최적을 재고를 유지해 가는가를 다루는 1일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왜 재고관리가 중요하며 왜 경
영층에서 재고 감축 혹은 원가절감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근본 배경을 탐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고감축과 고객서비스 증대라는
교환거래(Trade off)에서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교육인가?
ㆍ재고로 인해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
ㆍ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재고의 유효기간이 짧아 Perishabiilty가 상대적으로 놓은 기업 재고계획 담당자
ㆍ원가절감이 재고 관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심도 있게 알고자 하는 임직원
ㆍ경영층으로부터 재고 감축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에 고민중인 구성원
ㆍ생산계획을 담당하는 계획 담당자
ㆍ원부자재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Buyer
ㆍ실제로 실물 재고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재팀, 물류팀

교육개요
ㆍ교육 내용: 왜 재고 관리가 중요한지, 재고 감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며 재고 감축을 위한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
ㆍ교육 대상: 생산계획, 생산관리, 자재담당, 창고관리, 구매, SCM 팀
ㆍ교육 시간: 1일 (09:00~18:00)
ㆍ교육 방법: 강의 및 토론

Session 1 : 재고의 유형과 재고의 기능 고찰
Session 2 : 총량재고관리의 3가지 목표 규명
Session 3 : 재고비용의 5가지 유형 결정
Session 4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간의 관계설명
Session 5 : 총량재고에 대한 재무제표의 관계 설명
Session 6 : 재고회전율과 공급일수 측정 계산
Session 7 : 주문수량(Order Quantities)
Session 8 : 독립수요주문 시스템(Independent Demand Ordering Systems)
Session 9 : ABC 재고 통제(ABC Inventory Control)
Session 10 : 재고기록 실사(Auditing Inventory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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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The Fresh Connection

TFC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TFC(The Fresh Connection)시뮬레이션은 게임을 통해 배우는 자기주도형 SCM(Suppy Chain Management)체험 학습도구로서 교육
생들은 SCM관련 부서(구매, 생산, 판매, SCM)의 책임자가 되어 가상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각 담당 역할별로 1팀이 되어 의사결정
을 하여 최종 투자수익율(ROI)이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Trade off 관계를 체험할 수 있으며
공급사슬의 성과와 회사의 손익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습다.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나아가 습득된 S&OP(Sales and Operations)지식
을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새로운 학습 방법입니다.

왜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시뮬레이션 게임 화면

ㆍ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오직 10% 정도만을 강의실 수업을 통해서
배웁니다.
ㆍ동료들로부터 20% 이상을 배웁니다.
ㆍ70%이상은 시도와 실패를 통한 경험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은 큰 비용이 듭니다.
듣기
(listening)
보기
(seeing)

경험
(experiencing)

담당 역할과 책임
ㆍ구매 담당 임원(VP Purchasing): 공급업체 선정, 원자재 구매관리 책임
ㆍ생산담당 임원(VP Operations): 창고 및 생산능력(Capacity) 관리
ㆍ판매담당 임원(VP Sales): 고객과 계약 협상 및 매출 증대 책임
ㆍSCM 담당 임원(VP SCM): 재고 수준(Inventory Level) 관리

교육개요
ㆍ교육 내용: SCM 핵심 개념 강의/ 4~6회차 온라인 게임 진행, 팀별 결과 분석 및 토론을 통한 학습
ㆍ교육 대상: 영업관리, 마케팅, 생산, 구매, 자재, 물류, 유통, 기획, IT 및 SCM 관련부서 직장인
ㆍ교육 시간: 2일 (09:00~18:00)
ㆍ특전: APICS 자격증(CPIM, CSCP, CLTD) 보유자의 Maintenance 점수 획득 (16 점 획득 )

Day 1

Day 2

Session 1 : 기업경영과 SCM
Session 2: 팀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Session 3: 1 라운드 게임 진행, 결과 발표 및 코칭
Session 4: 2~3 라운드 게임 진행

2.0
2.0
2.0
2.0

8.0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Session 8:

1.0
3.0
2.0
2.0

8.0

2~3 라운드 결과 발표 및 코칭
4 ~6 라운드 게임 진행
4 ~6 라운드 게임 결과 발표 및 코칭
팀별 프리젠테이션 및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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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The Fresh Connection

참가자 학습효과
SCM 적용 능력 배양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습득된 S&OP 지식을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
하는 학습자(게임 참가자) 주도형 학습

SCM 성과탐구

실제 게임을 통해 공급사슬의 성과가 변화될 때마다 회사의 손익에 어떻게 기여하
는지를 탐구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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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을 위한 전략

Tool을 통해서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서 ROI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학습

올바른 경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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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인 의사결정

개인 점수 뿐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게끔 구성되어 있으
며 이를 통해 SCM은 어느 하나의 부서나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팀워크임을 인지

TFC 기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요 고객사 (기업)
ㆍCoca-Cola
ㆍAkzo Nobel
ㆍBayer
ㆍApple
ㆍGSK

ㆍBosch
ㆍDHL
ㆍCanon
ㆍUTI
ㆍCapgemini

ㆍDHL
ㆍNutricia
ㆍBASF
ㆍPhilips
ㆍDSM

ㆍOracle
ㆍGKN
ㆍTyco
ㆍKLM
ㆍUnilever......

TFC 대학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요 고객사 (대학)
ㆍUniversity of Western Sydney
ㆍMcGill University
ㆍUniversity of WASHINGTON
ㆍUniversity of groningen
ㆍCopenhagen Business School

ㆍQueensland University of Thecnology
ㆍ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ㆍUniversity of Huddersfield
ㆍUniversity of Ghent
ㆍ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ㆍErasmus University
ㆍUniversity of Amsterdam
ㆍBradley University
ㆍ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ㆍMichigan State University......

고객사 Feed backs
“The Fresh Connection is a serious game that has added value to the GKN development program: a way to motivate teams in
delivering performance using supply chain best practice out of their daily environment “
Cyril Fougerouse, Global Supply-Chain, Program Manager at GKN
“Every salesperson wants to be the best at selling, but if he does so to the detriment of the rest of the company there is no
long-term future. This becomes crystal clear by playing The Fresh Connection.”
Niels Meijer, International Sales Manager NW-Europe at Lamb
"Steep learning curve with ever changing scenarios to keep you on your toes. Same calculations and thought process when working
in real-world supply chain situations."
Rich Swapp, MIT USA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도화동, 마포아크로타워 508호) (우)04168
전화 : 712-2233, 0505-971-3000
팩스 : 712-2275, 0505-976-3000
이메일 : brian.shim@ihime.co.kr
홈페이지 : www.ihi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