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ASCM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서
울
대
학
교
기
술
지
주
회
사 

자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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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기술지주회사�자회사 STHIS

물류 공급망 MBA 과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실용화라는 

교육 이념 아래 
초경쟁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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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회장 환영사

김수욱�박사 
회장 

서울대학교기술지주회사
자회사
STHIS

오늘날의 기술 혁신과 변화는 교육의 지식 전달 및 학문 교류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세계 대학교육 또한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STHIS는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창의적 지식인 배출을 위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대학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며, 이 시대의 요구를 수렴하는  초경쟁 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 거듭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김수욱 박사
STHIS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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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Dear IAU Students, 
Welcome to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ORIGINALLY ESTABLISHED IN LOS ANGELES IN 2005, IAU CELEBRATES ITS 16 YEAR 

ANNIVERSARY IN THE HUB OF BUSINESS, CULTURE, AND ENTERTAINMENT.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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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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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is not only a great place to live, but it is 
a great place to learn. Within a �� mile radius, you 
have exposure to some of the largest public-
ly-owned companies in the U.S. making it an ideal 
city for business students to closely connect with 
Los Angeles-based businesses. Historical and 
cultural landmarks are exciting to visit and provide 
ideal entertainment. Additionally, as IAU seeks 
additional recognitions and approvals, students 
will see the standards of quality improve in both 
campus and online instructional delivery. IAU will 
continuously strive to provide respectful, courteous 
customer service that meets and exceeds students’ 
expectations. ���� is an exciting year for IAU, Los 
Angeles, thank you for choosing to pursue your 
educational journey with us to be part of the real 

IAU experience.

Sincerely,
Richard H. Gayer, Ph.D.
Chief Academic Officer



세계화시대
공학적소양
비즈니스안목

서울대학교기술지수 자회사는
하이터치-하이테크 지식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경영 컨설팅, 그에 관련된 

교육 및 플랫폼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공공 기관에 가치 있는 지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STHIS 아카데미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공학적 소양과 비즈니스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 같은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인 열정적인 전문가들이 본원에서 설계한 직무 개발 과정을 통해 조직 효율화 달성을 

이룩하도록 연수교육 및 맞춤형 기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HIS 아카데미의 

직무 연수 및 교육은 직원들 한명 한명에게 가치의식을 높여 개개인 직원들의 주인의식과 자긍심 

고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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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기술지주�자회사
S T H I S  아 카 데 미 �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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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BA 프로그램
+ Business Analytics

+ Hospitality Travel Tourism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 Supply Chain Management

DBA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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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인가�및�승인



한류 세계화와 더불어 

해외 진출 기회 마련

생생한 탐구 및 토론 중심

미국 대학 생활 체험

다양하고 역동적인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

미국 MBA 학위 취득을 통한

학술연구 및 학업성취 달성

IAU Korean MBA Program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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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둘러보기!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Online Korean MBA Program ￜ Shaping tomorrow’s leaders today! 6



IAU Korean MBA Program
Moving Toward Gateway Beyond Gatekeeper

영어성적
면제

가성비
높은 학비

영어강의
한국어강의

과정 내
실무교육

인턴십

1년
집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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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석사 학위 학업 성취 달성
한국어와 영어 실용 언어 구사 능력 향상

미국 대학 문화 맛보기 글로벌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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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U Korean MBA Pathway 
샘플�커리큘럼 

전공필수  �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전공필수 �과목 
인턴십  �학점

전공필수 �과목
캡스톤 �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인턴십 �학점
1년 MBA 학위 졸업 요건 [38 학점]

전공필수 8 과목                     

전공선택 3 과목                     

인턴십    2 회      

캡스톤    1 과목                          

+24 학점

+  9 학점

+  2 학점

+  3 학점

Academic Calendar

����
Fall Term

      ����
Spring Term

       
����

Summer Term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ssion � Session � Session � Session �Session � Session �

Academic Calendar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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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 또는 관리자
글로벌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자 
글로벌 산업 관리 및 경영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자
기타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 전반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 및 소양을 쌓으려는 자

지원자격
신입학 : �년제�대학�졸업(예정)자
편입학 : 대학원�학점�이수자

졸업요건
이수학점: ��학점�이상
인턴십이수: �회�이상, 국내외�기업�무관 (�회/ �학점)
석사학위�논문�심사�통과 (졸업 Report 대체�가능)

 

 
경영학 석사(MBA)는 학문적 개념을 오늘날 실제 비즈니스 과제와 관련된 실용적인 
응용 분야에 연계시킴으로써 비즈니스 통찰력 제고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리큘럼 내 교과목 과정 및 인턴십 이수를 통해 학생들이 얻은 
분석적, 정량적, 전략적 기술의 조합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더 나은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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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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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온라인�강의)

온라인�강의�외�글로벌�특전�및�활동

Modules Courses Faculty

전공필수
(�과목) 외국�교수진

한국�교수진

한국�교수진

세부전공
선택필수
(�과목)

캡스톤
(�과목)

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US ��� Business Law for Managers
ECN ��� Managerial Economics
FIN ��� Financial Management
MGT ��� Organizational Behaviour & Leadership
MGT ��� Human Resource Management
MKT ��� Marketing Management
ACC ��� Accounting for Managers

MKT ���k Global Marketing Management
MIS ���k Business Analytics
MGT ���k Operations Management & Supply Chain

BUS ��� MBA Capstone: Strategy & Competition

·오리엔테이션 : 팀빌딩�이벤트�및�커리어워크숍�진행
·명사�특강 : 오프라인�행사 (일정�추후�공지)
·기업�탐방 : 국내외�기업�탐방�및 美. 본교�연수�탐방
·Business Project [Capstone 과목] : 

- 사례� : 학생�별�기업�과제�수행�독립�프로젝트 (졸업논문�대체用) 진행 
- 사례� : 팀별/ 개인별�기업�연구�과제�후원을�받으며�해당�프로젝트�진행

·졸업식 : 美 캘리포니아주 LA 소재�본교에서�진행

미국 ￜ 한국
인턴십
(�학점)

최소�인턴십 �회�이상 
[인턴십 �회=�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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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세부전공�선택필수�과목은�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관리 전문가들은 흥미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인 제조업 마비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 혈관을 조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물류공급망 시스템의 관리능력에 따라 기업들이 생사를 달리 하고있습니다. 
지금 SCM 업계에는 복합 관리 기술, 분석 통찰력, 기술 투자 기법 및 기타 
전문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변화가 지속되며 
그 모습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상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입니까?

01

고객 중심 또는 수요 주도의 SCM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02

IAU 물류공급망 MBA 커리큘럼은 
실무차원에서 공급망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03

미래를 내다 볼 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04

SCM Reinvention 인사이트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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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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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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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혼란스러운 변화가 지속되며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입니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핵심은 물류공급망 경영입니다. 대한민국은 날로 성장하는 "동북아시아 

종합물류"의 중심지이며, 과학기술산업의 허브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공급망 관리 전문가들은 공급망 업체의 기민성과 적응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국내외 주요공급업체와 티어2~3 

업체까지 살펴야 하고, 동시에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급변하는 고객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 중심 또는 수요 주도의 SCM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래 주역들이 경영과 물류 공급망 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물류, 공급망 관리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움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현업에서 혁신을 열망하는 최고경영자 및 중간계급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학이나 

경영학 분야 이외 학생들이 함께 성장했을 때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공급망 

관리(SCM)중심 물류관리, 소비자와 연결되는 유통관리, 그리고 그 수단이 되는 정보화활용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글로벌 현장실무중심 전문가 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물류공급망 MBA 커리큘럼은 실무차원에서 공급망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업공학 및 경영학 프로그램에 비해, 저희 프로그랭은 물류 시스템과 

그에 따른 공급망을 기술, 분석 및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벌 물류 시스템과 공급망의 

성능 향상 및 견고함을 강화하도록 연구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고안에 필요한 

도구를 익히고 통찰력을 갖출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 실익을 최우선에 두고 해외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한국 내 APICS 공식 국내 파트너인 아이하임컨설팅과 긴밀히 협력해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 볼 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저희 프로그램 기본역할은 학생들이 물류 산업에서 임원 경력을 쌓거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학술 경력을 쌓기 

위한 준비를 돕는 것입니다. 졸업 후 학생들은 SCM 전문지식을 성공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관점에서 현대 공급망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술을 운용해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프로그램은 APICS에서 주관하는 CPIM 및 CSCP 인증 자격 시험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당 시험과목을 

커리큘럼에 내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물류공급망 분야에서 누구보다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진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AI로 대표되는 미래사업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전통적인 

물류공급망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조직 및 기능간 융합기술, 그리고 세계화의 도전을 다루기 위한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방법을 필요로 하는 학계, 정부 기관, 국제 기구, 다국적기업, 기업 협회, 언론 및 비영리 단체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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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물류/공급망�관련�산업에�종사하는�실무자�또는�관리자
물류/공급망�산업의�미래를�이끌어가고자�하는�자
물류/공급망�경영의�글로벌�스탠다드�인증�과정에�기반한�전문성을�갖추고�하는�자
기타�물류/공급망�산업과�관련하여�전문지식�및�소양을�쌓으려는�자 

지원자격
신입학 : �년제�대학�졸업(예정)자
편입학 : 대학원�학점�이수자

졸업요건
이수학점: ��학점�이상
인턴십이수: �회�이상, 국내외�기업�무관 (�회/ �학점)
석사학위�논문�심사�통과 (졸업 Report 대체�가능)

CPIM & CSCP 자격증�시험�대비�과정  
시험�일정 : CBT (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연중�상시�가능
시험�자격 : 

CPIM (특별한�응시�자격�요건�없음)  
CSCP (�년제�대학�졸업�혹은 CPIM, CTL, CSCP 등�소지자�및 �년�이상�유관�경력자) 

시험�응시권�구매 :  
APICS 홈페이지 (https://www.ascm.org/) 혹은
아이하임컨설팅�홈페이지 (https://www.ihime.co.kr/)

CPIM & CSCP 자격증�시험�대비�과목 :
[ 한국어�선택필수�과목 ] BUS ���k Operations Strategy Professional

[ 한국어�선택필수�과목 ] SCM ���k Planning and Inventory Management

[ 한국어�선택필수�과목 ] SCM ���k Supply Chain Design

[ 한국어�선택필수�과목 ] SCM ���k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Improvement
* 자세한�내용은�아래�참고바랍니다. https://www.ascm.org/learning-development/certifications-credentials/c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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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온라인�강의)

온라인�강의�외�글로벌�특전�및�활동

Modules Courses Faculty

전공필수
(�과목)

외국�교수진

유명 SCM
한국�교수진

한국�교수진

세부전공
선택필수
(�과목)

캡스톤
(�과목)

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US ��� Business Law for Managers
ECN ��� Managerial Economics
FIN ��� Financial Management
MGT ��� Organizational Behaviour & Leadership
MGT ��� Human Resource Management
MKT ��� Marketing Management

BUS ���k Operations Strategy Professional

Pre-requisite Requirement Course(선수과목): 
SCM ���k Planning and Inventory Management

Must have completed all required prerequisite
(*선수과목�이수�후�선택필수�수강�가능함):
SCM ���k Supply Chain Design
SCM ���k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 Improvement

BUS ��� MBA Capstone: Strategy & Competition

·오리엔테이션 : 팀빌딩�이벤트�및�커리어워크숍�진행
·명사�특강 : 오프라인�행사 (일정�추후�공지)
·기업�탐방 : 국내외�기업�탐방�및 美. 본교�연수�탐방
·Business Project [Capstone 과목] : 

- 사례� : 학생�별�기업�과제�수행�독립�프로젝트 (졸업논문�대체用) 진행 
- 사례� : 팀별/ 개인별�기업�연구�과제�후원을�받으며�해당�프로젝트�진행

·졸업식 : 美 캘리포니아주 LA 소재�본교에서�진행

한국�교수진

미국ￜ한국인턴십
(�학점)

최소�인턴십 �회�이상 
[인턴십 �회=�학점]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Online Korean MBA Program ￜ Shaping tomorrow’s leaders today! 14

* 상기�세부전공�선택필수�과목은�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미국 연방인가대학 MBA 학위 취득

글로벌 비즈니스 소양 및 안목형성 리더십 함양

CPIM & CSCP 자격증 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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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in Planning and Inventory 
Management (CPIM �.�)
CPIM은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의 
약어로� 기업, 특히� 제조업의� 생산재고관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년� 설립된� 이� 후 
지속적으로�기업의�운영관리(operation management)에�관한�연구와 
지식보급을� 해오던� 미국 APICS에서 ����년도에� 생산재고관리 
종사자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하기� 시작한� 것이 CPIM 자격의 
시작입니다. CPIM의�교육과정을�도입한�이�후�기업과�조직�그리고�개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ERP, SCM, 
APS 등 Business application 구축�시�이를�원활하게�하는�기초지식�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년� 기준� 세계적으로� 약 ���,���여명의 
CPIM인이� 기업, 공공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기대효과 
ㆍ생산�및�재고관리의�기본적�이론�지식�및�실제적�실무지식�습득
ㆍ기업�공급망의�전�프로세스에�걸친�효율성�증대
ㆍ정확한�수요예측을�통한�능률적인�운영과�보다�정확한�결과�예측
ㆍJIT(Just-In-Tim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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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필요한가
CPIM은� 제조운영� 분야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위한�프로그램으로서�특히�다음에�해당하는�분들께 
가장�적합한�자격증입니다.

ㆍ자재관리(material management)
ㆍERP 및 SCM 분야의�강의�또는�프로세스�컨설턴트
ㆍERP 구축�컨설턴트�및�구축참가�실무자
ㆍ사용중인 ERP 및 SCM시스템�활용�극대화�목적의�실무�담당자
ㆍ생산계획�및�재고관리(PIM) 담당자
ㆍ운영(operation) 담당자
ㆍ공급사슬망관리(SCM) 담당자
ㆍ구매, 조달(procurement) 담당자n

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CSCP)
CSCP는�공급사슬관리(SCM)분야에서�빠르게�변화하는�지식�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새롭게�마련된�개인/기업�대상�교육�및�자격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Supply Chain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지식 
확립�및�공신력�있는�자격인증�필요성이�대두하면서 ����년 �월 APICS
에서 CSCP자격인증제도를�발표하였으며�국제적으로�인정받는 Supply 
Chain 관련�표준교육�및�자격인증�프로그램입니다. CSCP 자격인증 
프로그램은�공급자에서�기업을�거쳐�최종�고객에�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각에서�한�조직의�가치사슬(value chain)을�극대화시키려면�어떻게 
공급사슬�각�단계의�내부적인�프로세스를�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할�수 
있는지를�탐구합니다. ����년 �월기준�전세계적으로�약 ��,���명의 
CSCP 가�배출되었으며, 국내는�저희�아이하임컨설팅이 ����년부터 
최초로�교육�및�보급을�시작하여 ����년�기준�전세계적으로�약 ��,���
명의 CSCP 가�배출되었으며, 국내는�아이하임컨설팅이 ����년부터 
최초로�교육�및�보급을�시작하여 ����년�기준�국내에 ���여명의 CSCP 
자격취득자가�활동�중입니다.

기대효과
ㆍ조직의�생산성, 협업, 혁신�제고를�위한�기본�토대�지식�습득
ㆍ조직�내부�프로세스�및�고객관계관리,  공급자관계관리영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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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 등�여러 Business application 
활용도�극대화
ㆍ국제�공인�자격�소지자로서�개인적인�커리어�목표�및�향후�보다 
나은�소득�수준�달성

누구에게�필요한가
CSCP는� 공급사슬관리� 분야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위한�프로그램입니다.

ㆍ단기간 Supply chain 기초�지식을�얻고자�하는 SCM담당�임원진
ㆍ공급자와�고객간의�관계, 국제�무역, 공급사슬관리(SCM)를�위한 IT
기술�적용, 물류/유통�분야에�관하여�어느�정도�이해하고�있고�좀�더 
심도�있는�지식을�원하시는�분
ㆍ해외� 공장/판매조직� 등 Global Operation을� 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코자�계획�중인�조직원
ㆍSCM분야의�강의�또는�컨설팅을�하고�계신�분
ㆍERP시스템�구축�컨설턴트, SCM 및 APS시스템�구축�컨설턴트
ㆍ사용중인 ERP 및 SCM시스템의�활용도를�극대화하고자�하는�실무 
담당자
ㆍ향후 CSCP(Chief Supply Chain Officer)를�목표로�하시는�분

 



APICS 자격증과 연봉 상관관계 

[출처 : 2020년 공급망 연봉 및 경력 조사 보고서,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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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S인증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전� 세계� 공급망을� 더욱� 최적화하며 SCM 고급 
인력양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APICS 인증� 자격증� 시험은 CPIM(제조혁신전문가), 
CSCP(공급관리전문가) 그리고 CLTD(물류전문가) �가지가� 있으며, ����년� 현재 
전세계적으로�약 ���,���명, 국내에는 �,���여명의 CPIM이�활동�중이며, 전세계적으로 
약 ��,���여명, 국내 ���여명의 CSCP가�활동�중입니다. 또한�글로벌�기업들은�자체교육 
프로그램을�통해�꾸준히 CPIM을�교육, 양성하고�있습니다. 또한 ����년�업계�설문�결과에 
따르면, 최소 �개�이상의 APICS 자격�인증을�취득한�사람은�미보유자보다�연봉이�약 ��% 
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Source : ���� SUPPLY CHAIN SALARY AND CAREER SURVEY REPORT,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Management)

데이터�수집:
설문참가자는�처음에는 ����년 �월 ��일에�설문조사에�응답하도록�요청받았으며, �월 ��일과 ��일에�기한전  참여를�독려하는�전달사항을�확인받았습니다.
공급망�전문가들도 SNS를�통해�참여하도록�요청받았으며, 독점�금지�지침(antitrust guidelines)에�따라�보상과�관련하여�수집된�데이터는�최소 �개월�이상�이전의 
내용이어야�함에�따라, 모든�응답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기간�동안�공급망�분야에서�자신의�직위를�기준으로�설문조사에�답변하도록 
사전에�충분히�안내되었습니다. 이�조사는 ����년 �월 ��일�표�작성을�위해�마감되었으며, 미국에서 ����개의�이용�가능한�응답�수집�및�전�세계적으로�총 ����개의 
사용�가능한�응답을�수집하습니다. 사용�가능한�반응에�기반한�백분율의�오차�한계는 ��% 신뢰에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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