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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Virtual Live Classroom (VLC)

자주 묻는 질문 LIST 

교육 학습 방법 

_ 본서 활용 방법

SAP Training & Certification

교육 신청 방법 

_ 3 to RUN

시험 신청 방법

_ SAP Digital Badge

SAP Preferred Card  

SAP Learning Hub

SAP Enable Now

SAP User Experience Management(UEM) by Knoa

SAP Design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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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제는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세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화상 교육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장소에서나 참여 가능

오프라인 교육과 동일한 실습 환경 및 교재 제공

전문 강사와 실시간 Q&A가능

03

SAP Virtual Live Classroom 
(VLC)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   화면 공유 가능(실습 중 문의가 있다면, 화면 공유 

기능으로 강사님과 함께 해결)

•   웹캡을 통한 참여형 수업(손들고 자유롭게 질문 가능)

•   그룹 채팅 가능

•   파일 공유 가능

•   PC(웹캠)

•   인터넷 연결

•   헤드셋(마이크)

특징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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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S/4HANA Discovery

SAP Learning Hub plus Deloitte



SAP교육사업본부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규 과정

외에도 다양한 과정을 여러가지 학습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과정을 수강하고 싶다면,

'3 to Run/ Learning Hub/ 고객 맞춤 교육'의 학습

형태태를 통해 과정을 수강하세요. 학습 형태 별 상세

정보 및 신청 방법은 각각의 페이지 ‘3 to Run(P.17)/

Learning Hub(P.21)/ 고객 맞춤 교육(P.16)를

참조하세요.



인증시험 코드

시험코드의 말미에 버전 정보가 포함됩니다. 

최신 인증 시험에 대한 정보는 아래 UR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aining Guidance

교육 학습 방법 본서의 활용 방법

            

          

아래는 P.8~P.15에서의 과정을 확인하실 때, 유용한 가이드입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문의처】 P.16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고객 맞춤 교육, Customer Specific Training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정으로 전문 강사가 주도하는 오프라인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 일정과 학습 장소, 학습 내용을 상황에 맞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수강생의 요구사항을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최신 교재와 실습 서버를 통해 학습자들의 SAP 이해도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글로벌 표준 교육, Public Standard Training

연간 계획된 일정 중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서 과정을 신청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전문 강사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교재와 실습 서버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SAP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1-1. 오프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은 전문 강사가 

주도하는 교육입니다. 최신 실습 

서버를 통해 연습 문제에 대한 

실습이 가능합니다. 

1-2.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은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전문강사와 실시간 

Q&A 및 연습문제에 대한 

실습이 가능합니다.

1-3. 온라인  
Recorded 교육  

온라인 Recorded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접 지정한 시작일로부터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본 교육은 실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4. 온라인  
Blended 교육  

온라인 Blended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Recorded 교육의 혼합형 학습 

방법입니다. 온라인 Recorded 

교육을 통해 이론을 학습한 

후, 주 6회의 토요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강사와 함께 실습이 

가능합니다.

 Public Standard Training  Customer Specific Training

SAP 온/오프라인 교육센터의 연간 계획된 

일정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 

SAP 코리아 교육센터

1인 기준 고정 금액

SAP Education에서 제공

•체계적인 교육지원

•교육집중강화 및 심화학습 가능

•강한 교육동기부여

•폭넓은 커뮤니티 형성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육과정 또는 일정을 

재설계하여 고객의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고객이 원하는 교육장

•5인 또는 10인 기준 고정 금액 

•인원 추가 시 별도 금액 부과

고객이 준비 

(인터넷 사용 for WTS, PC for Trainer &Trainee, 

Beam Projector 등)

•원하는 기간에 교육 개설이 가능

•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한 특화된 과정 설계 가능 

• 다수의 인원이 SAP교육장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 

•교육생에 대한 직접 관리 가능

정의

장소

교육비

교육
환경

장점

S4F10 ● ●

SAP S/4HANA FI 프로세스 이해 과정

본 과정은 S/4HANA FI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Task를 학습. SAP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

서 실제로 어떻게 FI 기능들이 사용되는지 개요를 이

해하고, 다른 컴포넌트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 

KF1400 ● ●

S/4HANA Financial Accounting (FI) 아카데미

본 과정은 SAP S/4HANA FI 기본 비즈니스 프로

세스와 핵심 컴포넌트들의 구성(Configuration)

을 학습.

S4H00 ● ●

처음 시작하는 SAP S/4HANA 입문 과정

본 과정은 SAP에 대한 배경지식은 없지만, S/4HA-

NA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

한 SAP S/4HANA 기초 과정.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

점에서의 S/4HANA솔루션 사용 범위에 대해 학습. 

SAP S/4HANA

S4H00 ● ● ● ●

처음 시작하는 SAP S/4HANA 입문 과정 

본 과정은 SAP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지만, 

S/4HANA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SAP S/4HANA 기초 과정.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S/4HANA 솔루션 사용 범위

에 대해 학습. 

SAP S/4HANA

Certification

C_TS4FI*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

SAP S/4HANA for Financial Accounting Associates

Certification

C_TS4FI*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

SAP S/4HANA for Financial Accounting Associates

● ● ● ●

PST   Recorded   CST   Blended   

레벨1：Introduction

과정명・내용

과정개요

학습영역

레벨3：Academy

레벨2：Foundation

레벨4：Detailed

레벨5：Delta Knowledge

과정 코드

교육일수・교육비・ 교육시작일

응시방법

신청 문의 시 필요합니다.

현재 SAP 인증시험은 두가지 응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세 정보 및 

신청 방법은 P.28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과정의 교육 기간(일수), 교육비, 시작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강 교육에 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aptraining.co.kr/

제공방법
・언어

레벨

과정정보・관련 인증시험소개페이지

코드 과정명 일수 교육비(VAT미포함) 시작일

S4F10 SAP S/4HANA FI 프로세스 이해 과정 5 2,676,750원 4/20 7/13 10/12

KFI400 [S/4HANA 아카데미] FI ALL: SAP Financial Accounting 20 8,256,000원 5/4 8/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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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교육사업본부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ST(Public Standard

Training),CST(Customer Specific Training) 중 원하는 교육 형태를 선택하여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세요.



Training Course

S/4HANA

S4H00 ● ●

처음 시작하는 SAP S/4HANA 입문 과정

SAP S/4HANA LoB 솔루션(FI/CO/MM/SD/PP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  

SAP Fiori를 활용한 SAP UX 전략 및 기초 사용법, Embedded Analytics의 

기능 학습

● ● ● ●

PST   Recorded   CST   Blended   

KFI400 ● ● ●

S/4HANA FI 아카데미

기업의 재무회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핵심 기능에  

대한 구성(Configuration) 학습

S4F10 ● ●

S/4HANA FI 프로세스 이해 과정

SAP S/4HANA LoB 솔루션(FI/CO/MM/SD/PP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 

SAP Fiori를 활용한 SAP UX 전략 및 기초 사용법, Embedded Analytics의 

기능 학습

FI

Certification

C_TS4FI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for Financial Accounting

KMM400 ● ● ●

S/4HANA MM 아카데미

기업의 자재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핵심 기능에 

대한 구성(Configuration) 학습

S4500 ● ●

S/4HANA MM 프로세스 이해 과정

S/4HANA Procurement(자재관리)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본  

기능 학습

MM

Certification

C_TS451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Sourcing and Procurement 

KCO400 ● ● ●

S/4HANA CO 아카데미

기업의 관리회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핵심 기능에  

대한 구성(Configuration) 학습

S4F20 ● ●

S/4HANA CO 프로세스 이해 과정 

S/4HANA Management Accounting(관리회계)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본 기능 학습

CO

Certification

C_TS4CO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for Management Accounting

KPP400 ● ● ●

S/4HANA PP 아카데미

기업의 생산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핵심 기능에  

대한 구성(Configuration) 학습

S4200 ● ●

S/4HANA PP 프로세스 이해 과정 

S/4HANA Manufacturing(생산관리)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본 

기능 학습

PP

Certification

C_TS42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Production Planning and Man-

ufacturing

KSD400 ● ● ●

S/4HANA SD 아카데미

기업의 판매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핵심 기능에  

대한 구성(Configuration) 학습

S4600 ● ●

S/4HANA SD 프로세스 이해 과정

S/4HANA Sales(판매관리)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본 기능 학습

SD

Certification

C_TS46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Sales

S4H400 ● ●

S/4HANA Embedded Analytics Foundation

S/4HANA Embedded Analytics 실시간 운영 리포팅에 대한 개요 및 

S/4HANA 사용자 유형별 분석 오퍼링 학습

Embedded Analytics

S4F50 ● ●

Processes in Treasury and Risk Management in SAP 

S/4HANA

S/4HANA TR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주요 기능 학습. Cash Manage-

ment와의 통합 학습

S4F41 ● ●

Implementing SAP Cash Management in SAP S/4HANA

S/4HANA Cash Management에 대한 주요 기능 및 Impletmentation 방법 

학습

Treasury Management

Certification

C_S4FTR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Treasury with SAP S/4HANA

Certification

C_TS413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Asset Management

S4130 ● ●

Business Processes in SAP S/4HANA Asset Management

S/4HANA Asset Management(자산관리)에 대한 필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다른 기능 영역과의 통합 학습

Asset Management

TM100 ● ●

Processes in SAP Transportation Management

Transportation Management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주요 기능 학습

S4140 ● ●

Business Processes in Quality Management with SAP 

S/4HANA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주요 기능 학습

EWM100 ● ●

Processes in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주요  

기능 학습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Transportation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TS410 ● ●

Integrated Business Processes in SAP S/4HANA

SAP S/4HANA 솔루션을 이해하고, SCM 및 FCM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나

리오 이해를 통한 전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과정

Integrated Business Process

Certification

C_TS410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Business Process Integration with SAP 

S/4HANA

과정코드 과정명 일수 교육비(VAT별도) 교육 시작일 

S4H00 처음 시작하는 SAP S/4HANA 입문 과정 3 1,606,050원 4/6 7/6 9/21

S4F10 SAP S/4HANA FI 프로세스 이해 과정 5 2,676,750원 4/20 7/13 10/12

KFI400 S/4HANA FI 아카데미 20 8,256,000원 5/4 8/3 11/2

S4F20 SAP S/4HANA CO 프로세스 이해 과정 5 2,676,750원 5/18 8/17 11/16

KCO400 S/4HANA CO 아카데미 20 8,256,000원 6/1 8/31 11/30

S4500 SAP S/4HANA MM 프로세스 이해 과정 4 2,141,400원 4/20 7/13 10/12

KMM400 S/4HANA MM 아카데미 20 8,256,000원 5/4 8/3 11/2

S4200 SAP S/4HANA PP 프로세스 이해 과정 5 2,676,750원 4/20 11/16

KPP400 S/4HANA PP 아카데미 20 8,256,000원 5/4 11/30

S4600 SAP S/4HANA SD 프로세스 이해 과정 4 2,141,400원 5/18 8/17 11/16

KSD600 S/4HANA SD 아카데미 20 8,256,000원 6/1 8/31 11/30

TS410 Integrated Business Processes in SAP S/4HANA 5 2,676,750원 5/25 8/24 12/14

S4H400 SAP S/4HANA Embedded Analytics Foundation 2 1,070,700원 4/9 7/9 9/24

S4130 Business Processes in SAP S/4HANA Asset Management 5 2,676,750원 8/10

S4F41 Implementing SAP Cash Management in SAP S/4HANA 5 2,676,750원 11/9

S4F50 Processes in Treasury and Risk Management in SAP S/4 HANA 5 2,676,750원 10/26

EWM100 Processes in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5 2,676,750원 5/11 10/12

TM100 Processes in SAP Transportation Management 4 2,141,400원 5/18 10/19

S4140 Business Processes in Quality Management with SAP S/4HANA 5 2,676,750원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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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

S/4HANA(Upskilling for SAP ERP Experts) ERP

● ● ● ●

PST   Recorded   CST   Blended   

과정코드 과정명 일수 교육비(VAT별도) 교육 시작일 

S4H01 SAP Business Suite to SAP S/4HANA Delta 2 1,070,700원 6/4 8/24 11/12

S4F01 Financial Accounting in SAP S/4HANA for SAP ERP FI Professionals 2 1,070,700원 6/8 9/7 11/16

S4F02 Management Accounting in SAP S/4HANA for SAP ERP CO Professionals 3 1,606,050원 6/10 9/9 11/18

S4F03 Conversion of Accounting to SAP S/4HANA 2 1,070,700원 6/15 9/14 11/23

S4LG1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2 1,070,700원 6/15 9/7 11/16

S4PR1 SAP S/4HANA Sourcing & Procurement - Functions and Innovations 2 1,070,700원 6/22 9/14 11/23

S4MA1 SAP S/4HANA Manufacturing - Functions & Innovations 3 1,606,050원 6/17 9/9 11/18

S4SD1 Functions & Innovations in SAP S/4HANA Sales 2 1,070,700원 6/24 9/16 11/25

Certification

C_TS450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Sourcing and Procurement Up-

skilling for ERP Experts

S4PR1 ● ●

SAP S/4HANA Sourcing & Procurement - Functions and 

Innovation

SAP ECC MM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SAP S/4HANA에서 새롭게 변경된 자재

관리(MM) 기능 학습

S4LG1 ● ●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

SAP ECC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물류 프로세스(자재, 생산, 판매관리)에 대

한 개괄 및 마이그레이션 전략 학습

MM

Certification

P_S4FIN

SAP Certified Application Professional-

Financials in SAP S/4HANA for SAP ERP Fi-

nance Experts 

PP

Certification

C_TS42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Production Planning and Man-

ufacturing

S4MA1 ● ●

SAP S/4HANA Manufacturing - Functions & Innovations

SAP ECC PP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SAP S/4HANA에서 새롭게 변경된 생산

관리(PP) 기능 학습

S4LG1 ● ●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

SAP ECC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물류 프로세스(자재, 생산, 판매관리)에 대

한 개괄 및 마이그레이션 전략 학습

SD

Certification

C_TS460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S/4HANA Sales 1909 Upskilling

S4SD1 ● ●

Functions & Innovations in SAP S/4HANA Sales

SAP ECC SD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SAP S/4HANA에서 새롭게 변경된 판매관리

(SD) 기능 학습

S4LG1 ● ●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

SAP ECC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물류 프로세스(자재, 생산, 판매관리)에 대

한 개괄 및 마이그레이션 전략 학습

과정코드 과정명 일수 교육비(VAT별도) 교육 시작일 

KFI300 [온라인 Blended] FI 아카데미 60 3,200,000원 6/11 8/6 10/8 12/10

KCO300 [온라인 Blended] CO 아카데미 60 3,200,000원 5/7 7/9 9/10 11/12

KMM101 [온라인 Blended] MM 아카데미 60 3,200,000원 5/7 7/9 9/10 11/12

KPP101 [온라인 Blended] PP 아카데미 60 3,200,000원 6/11 8/6 10/8 12/10

KSD101 [온라인 Blended] SD 아카데미 60 3,200,000원 5/7 7/9 9/10 11/12

KHR300 [온라인 Blended] HR 아카데미 20 8,256,000원 6/1 11/2

KMM101 ● ● ●

[온라인 Blended] MM 아카데미

ECC Procurement(자재관리)에 대한 구매관리, 재고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등 관련 프로세스와 IMG 학습

Certification

C_TSCM5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Procurement with SAP ERP

MM

KPP101 ● ● ●

[온라인 Blended] PP 아카데미

ECC Manufacturing(생산관리)에 대한 마스터데이터 생성 및 관리, 생산계획, 

생산오더관리, 반복제조 등 관련 프로세스와 IMG 학습

Certification

C_TSCM4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Production Planning & Manufacturing with SAP 

ERP

PP

KSD101 ● ● ●

[온라인 Blended] SD 아카데미

ECC Sales(판매관리)에 대한 판매 및 물류관리, 판매 및 출하 프로세스, 가격 

및 빌링 등 관련 프로세스와 IMG 학습

Certification

C_TSCM6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les and Distribution with SAP ERP 

SD

KHR300 ● ●

HR 아카데미

기업의 인사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핵심 기능에 대

한 구성(Configuration) 학습

Certification

C_THR1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HCM with ERP

HR

KCO300 ● ● ●

[온라인 Blended] CO 아카데미

ECC Management Accounting(관리회계)에 대한 단위부서회계, 제조원가계

획, 손익센터관리, 수익성분석 등 관련 프로세스와 IMG 학습

Certification

C_TFIN2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Management Accounting with SAP ERP

CO

KFI300 ● ● ●

[온라인 Blended] FI 아카데미

ECC Financial Accounting(재무회계)에 대한 총계정원장, 외상매출금관리원

장, 외상매입금관리, 고정자산관리, 병행회계처리 등 관련 프로세스와 IMG 

학습

Certification

C_TFIN52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Financial Accounting with SAP ERP

FI
S4H01 ● ●

SAP Business Suite to SAP S/4HANA Delta 

SAP ECC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SAP S/4HANA에 대한 개괄적 이해, User 

Experience, SAP HANA의 특징, SAP S/4HANA의 도입 등을 학습

S4F02 ● ●

Management Accounting in SAP S/4HANA for SAP ERP CO 

Professionals

SAP ECC CO 유경험자를 대상으로SAP S/4HANA에서 새롭게 변경된 관리회

계(CO) 기능 학습

S4F03 ● ●

Conversion of Accounting to SAP S/4HANA

S/4HANA의 재무영역 컴포넌트에서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학습

S4F01 ● ●

Financial Accounting in SAP S/4HANA for SAP ERP FI 

Professionals

SAP ECC FI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SAP S/4HANA에서 새롭게 변경된 재무회

계(FI) 기능 학습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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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

Devepoment Implementation & Administration

● ● ● ●

PST   Recorded   CST   Blended   

Certification

C_HANATEC

SAP Certified Technology Associate-

SAP HANA

Certification

C_FIORDEV

SAP Certified Development Associate-

SAP Fiori Application Developer

Certification

C_FIORADM

SAP Certified Technology Associate-

SAP Fiori System Administration

Certification

C_TADM55

SAP Certified Technology Associate-

System Administration (SAP HANA as a Data-

base) with SAP NetWeaver 

Certification

C_TAW12

SAP Certified Development Associate-

ABAP with SAP NetWeaver

Certification

C_ACTIVATE

SAP Certified Associate-

SAP Activate Project Manager

S4D430 ● ●

Building Views in Core Data Services ABAP (CDS ABAP)

데이터 연동을 위한 ABAP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CDS(Core Data Services)

의 기본적인 개념과 구현 방법 학습

ZUX410 ● ●

SAPUI5 개발 & Fiori 과정

SAPUI5 이해 및 SAP Fiori 개발을 위한 핵심 내용 학습. UI5와 Fiori의 특징, 

Fiori의 Enhance, Fiori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학습

ZUX200 ● ●

SAP Fiori 관리자 과정

Fiori 관련 System Landscape, Infrastructure와 App Implementation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기술 학습

HA200 ● ●

SAP HANA 2.0 - Installation and Administration

설치를 위한 HANA DB 특징, 데이터베이스 기본관리를 위한 권한, 보안, 백업 

내용 학습

HA201 ● ●

SAP HANA 2.0 - High Availability and Disaster Tolerance 

Administration

HANA의 고기용성과 Disaster Tolerance를 위한 핵심 내용 학습. Failover, 

System replication과 Replication 옵션 등 핵심 관리 기술 습득

HA250 ● ●

SAP HANA 2.0 - Database Migration

HANA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술 습득. SAP DMO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 준비와 절차, 설정을 위한 기술 습득

ACT200 ● ●

Agile Project Delivery

프로젝트 이용 사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프로젝트에 Agile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학습

HA240 ● ●

SAP HANA 2.0 - Authorizations, Scenarios & Security 

Requirements

HANA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를 위한 과정. 네트워크 관련보안, Certi관

리, 사용자 관리, SSO 등 보안과 권한에 대한 상세한 기술 학습

Fiori
ZUX100 ● ●

SAP Fiori 입문과 Odata 활용 과정

SAP Fiori의 기초적인 지식, 사용 및 설정 방법과 SAP Gateway에 대한 학습

Fiori
ZUX100 ● ●

SAP Fiori 입문과 Odata 활용 과정

SAP Fiori의 기초적인 지식, 사용 및 설정 방법과 SAP Gateway에 대한 학습

HANA Platform
HA100 ● ●

SAP HANA Introductio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SAP HANA를 관리하고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 학습

HA215 ● ●

SAP HANA 2.0 - Using Monitoring Performance Tools

HANA의 성능 모니터링과 해당 관리를 위한 과정. 트러블슈팅에 대한 

Cockpit 사용, 성능 문제의 원인 분석, 예방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기술 습득

ABAP Core
KABAP300 ● ● ● ●

ABAP 아카데미

SAP ECC 및 S/4HANA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ABAP 프로그래밍 기본 

문법, Data Dictionary, ALV 활용, 개발 방법 등 학습

Activate
ACT100 ● ●

SAP Activate Methodology

SAP Activate 방법론을 학습하는 과정. SAP Solutuon manager와의 관련

성을 이해하고, 구현 방법에 대해 학습

S/4HANA Programming
S4D400 ● ●

Introduction to ABAP Programming for SAP S/4HANA

S/4HANA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와 활용을 중심으로 기본 ABAP을 이해

한 개발자가 S/4HANA 개발에 필요한 기술 학습

S/4HANA
KBC300 ● ●

BC 아카데미

ECC와 S/4HANA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시

스템 리소스, 권한, 보안, 운영에 대한 핵심 기술 학습

Certification

C_CP

SAP Certified Development Associate-

SAP Cloud Platform

Certification

E_HANAAW

SAP Certified Development Specialist-

ABAP for SAP HANA

HA400 ● ●

ABAP Programming for SAP HANA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ABAP 프로그래밍을 위한 과정. 특히 

ECC에서 S/4HANA 마이그레이션 이후 기존 소스코드 수정에도 적합한 과정

CP100 ● ●

 SAP Cloud Platform

SAP Cloud Platform 관련 개발 및 다양한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 학습

UX403 ● ●

SAP Fiori Elements Development

SAP User Experience 디자인 방법론과 Fiori Elements 구축을 위한 전반적

인 디자인 원칙, 템플릿 및 도구 등을 다루는 방법 학습

HANA Platform
HA100 ● ●

SAP HANA Introductio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SAP HANA를 관리하고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 학습

Cloud Platform
CLD900 ● ●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SAP Cloud Platform에 대한 이해 및 Cloud Application 간의 통합(Integra-

tion) 학습

과정코드 과정명 일수 교육비(VAT별도) 교육 시작일 

ACT100 SAP Activate Methodology 2 1,070,700원 7/20 11/16

ACT200 Agile Project Delivery 2 1,070,700원 7/22 11/18

KBC300 BC 아카데미 25 10,320,000원 5/25 10/26

ZUX100 SAP Fiori 입문과 Odata 활용 과정 5 2,676,750원 5/11 8/10 11/9

ZUX200 SAP Fiori 관리자 과정 5 2,676,750원 5/25 8/24 11/23

HA100 SAP HANA Introduction 2 1,070,700원 5/14 7/20 10/5

HA200 SAP HANA 2/0 - Installation and Administration 5 3,096,000원 5/18 7/27 11/9

HA201 SAP HANA 2/0 - High Availability and Disaster Tolerance Administration 3 1,857,600원 5/25 8/3 11/16

HA215 SAP HANA 2/0 - Using Monitoring Performance Tools 2 1,238,400원 5/28 8/6 11/19

HA240 SAP HANA 2/0 - Authorizations, Scenarios & Security Requirements 2 1,238,400원 6/1 8/10 11/23

HA250 SAP HANA 2/0 - Database Migration 2 1,238,400원 6/3 8/12 11/25

과정코드 과정명 일수 교욱비(VAT별도) 교육 시작일

KABAP300 ABAP 아카데미 25 10,320,000원 5/25 10/26

S4D400 Introduction to ABAP Programming for SAP S/4HANA 3 1,606,050원 4/6 7/6 10/12

S4D430 Building Views in Core Data Services ABAP (CDS ABAP) 2 1,070,700원 5/14 7/16 11/5

ZUX100 SAP Fiori 입문과 Odata 활용 과정 5 2,676,750원 5/11 8/10 11/9

ZUX410 SAPUI5 개발 & Fiori 과정 5 3,096,000원 5/18 8/17 11/16

UX403 SAP Fiori Elements Development 2 1,070,700원 9/14

HA100 SAP HANA Introduction 2 1,070,700원 5/14 7/20 10/5

HA400 ABAP Programming for SAP HANA 3 1,606,050원 5/11 7/13 11/2

CLD900 SAP Cloud Platform Integration 3 1,606,050원 4/6 8/17

CP100 SAP Cloud Platform 5 3,096,000원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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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

Analytics Cloud Solution

● ● ● ●

PST   Recorded   CST   Blended   

SACP20 ● ●

SAP Analytics Cloud for Planning

SAP Analytics Cloud Planning에 대한 주요 특징 및 기본 사항을 학습

SAP Analytics Cloud
SAC01 ● ●

Introduction To SAP Analytics Cloud

SAP Analytics Cloud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정. SAC와 Integrated된 SAP 

Analytics Hub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

Certification

C_SAC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SAP Analytics Cloud

BusinessObjects Analysis for Microsoft Office
BOAN10 ● ●

SAP BusinessObjects Analysis for Microsoft Office

SAP BusinessObjects Analysis Addins를 활용하여 MS 엑셀에서 OLAP 

소스를 분석, MS 파워포인트를 통한 이니셔티브 프리젠테이션 생성하는 

방법 학습

BOAN15 ● ●

VBA Programming in SAP BusinessObjects Analysis Edition 

for Microsoft Office

Visual Basics for Applications (VBA) programming을 활용하여 SAP Busines-

sObnjects Analysis, Edition for Microsoft Office 2.2를 사용하는 방법 학습

BW powered by SAP HANA
BW362 ● ●

SAP BW powered by SAP HANA

기존의 SAP BW 아키텍처를 최적화하고 SAP HANA가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모델과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학습

BW/4HANA
BW462 ● ●

SAP BW/4HANA

기존의 SAP BW 아키텍처를 마이그레이션하고 BW/4HANA가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모델과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학습

과정코드 과정명 일수 교육비(VAT별도) 교육 시작일 

SAPBI Introduction to SAP BusinessObjects BI Solutions 3 1,606,050원 6/8 9/21 12/14

SAC01 Introduction To SAP Analytics Cloud 3 1,606,050원 9/7

SACP20 SAP Analytics Cloud for Planning 2 1,070,700원 9/10

BOAN10 SAP BusinessObjects Analysis for Microsoft Office 2 1,070,700원 4/6 8/3 11/2

BOAN15 VBA Programming in SAP BusinessObjects Analysis Edition for Microsoft Office 1 535,350원 4/8 8/5 11/4

BW362 SAP BW powered by SAP HANA 5 2,676,750원 5/11 11/2

BW462 SAP BW/4HANA 5 2,676,750원 5/18 11/9

SAPBI ● ●

Introduction to SAP BusinessObjects BI Solutions

SAP BusinessObjects Bi에 대한 주요 특징 및 기능별 사용 방법, Use Case 

그리고 주요 Tool 사용법에 대한 내용 학습

SAP S/4HANA Cloud SAP SuccessFacotrs

- Enterprise Asset Management

- Finance

- Manufacturing

- Onboarding

- Procurement

- Professional Services

- Sales

- SAP Cloud SDK Extensibility Developer

- Integration

- Employee Central

- Performance and Goal Management

- Recruiting

- Succession Management

- Compensation

- Variable Pay

- Learning Management

- Workforce Analytics & Planning

- Onboarding

- People Analytics Embedded Edition

- Career Development Planning and Mentoring

SAP Ariba SAP Customer Experience 
(C/4HANA)

- Buy Side Integration

- Contracts

- Integration

- Procurement

- Supplier Management

- Sourcing

- Spend Analysis

- Supplier Enablement - Buy Side

- Supplier Enablement - Sell Side

- Supply Chain Collaboration

- Application Studio (C4C)

- C/4HANA Lead to Cash

- Commerce Cloud

- Customer Data Cloud

- Marketing Cloud

- Sales

- Service

Cloud Solution은 Learning Hub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Live Session 

    분기 별 업데이트에 대한 최신 학습 자료 제공 

    Stay Current 프로그램을 통한 시험 자격 유지

※ Learning Hub에 대한 상세 정보는 P.21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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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pply

교육 신청방법

Where to take 

교육/시험 장소

SAP교육 파트너사에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교육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AP 강남 교육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서림빌딩  

13층 ZEN 교육장

  전화 :  02-558-9631

SAP 역삼 교육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720-7 유창빌딩  

5층 ㈜ 멘토 컨설팅

  전화 : 02-501-9420

SAP  종로 교육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54  

한성 아트홀 7층 SAP 교육센터

교육 신청 프로세스 안내

• 교육 신청  

- 교육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교육 신청 가능

- 교육 과정의 상세 일정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수강 신청 완료 안내 메일 수신 

• 개/폐강 결정  

- 교육 시작일 2주전 목요일에 개/폐강 확정

- 교육 과정 및 기타 사유에 따라 교육 개/폐강 확정 일자 변동 가능 

- 수강 신청 인원에 따라 개/폐강이 결정

- 최소기준이원 미달인 교육일지라도 기타 사유에 따라 개강 가능 

 

•Confirmation 메일 수신  

- 개/폐강 여부 확정 후, 안내 메일 발송

- 교육 기간 및 장소, 교육비 결제 방법, 취소 수수료 안내

* 안내 메일 미 수신 시, 교육사업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교육 수강  

- 교육 수료 : 출석부 기준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 

•수료증 발급   

-  교육 종료 후, 출석부 기준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 한하여 수료증 

안내 메일이 발송 됩니다. 

교육 결제 및 취소 안내

•결제 방법  

- 개인 : 현금 영수증 발행 (교육 시작일 무통장 입금 완료)

- 사업자 (개인) : 영수세금계산서 발행 (교육 시작일 전 무통장 입금 완료)

- 사업자 (법인) :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입금)

- 기타 : P-card

 

•입금 계좌  

- 입금 은행 : 우리은행

- 계좌 번호 : 323-070714-13-001, 1005-700-279566

- 예금주 : 에스에이피코리아㈜

•교육 취소 방법   

- 개강 확정 전 : 홈페이지 취소 또는 SAP 교육사업본부에 연락

- 개강 확정 후 : 수강 취소 및 연기 불가 

*  부득이하게 개강 확정 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Cancellation Fee가 발생 

- 개강 확정 전 : Cancellation Fee – 0%

- 교육 시작 3일 전 : Cancellation Fee – 50%

- 교육 당일 : Cancellation Fee – 100%

수료증
발급

교육
수강

교육비
결제

Confirmation 
메일 수신

개/폐강 
결정

교육신청

* SAP 교육 및 인증시험 신청 방법은 http://saptraining.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to RUN은 수강생이 직접 원하는 과정과 일정으로 정규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명 이상 수강생이 모이면, 원하는 과정을 정규교육으로 오픈!

정규교육 일정에 수강이 어려울 경우, 원하는 일정으로 수강 가능!

3 to RUN?

3 to RUN STEPS

▶  SAP Education Webshop 접속

▶  관심있는 과정 확인

과정 고르기

▶  교육 일정 확인

교육 일정 정하기

▶  SAP교육사업본부에   

3 to RUN 신청 

(신청 정보 확인)

신청하기

What’s next?

3 to RUN 신청을 위한 최소 인원은 3명입니다.

3 to Run 은 정규교육으로 개설되며, 정규 커리큘럼으로 진행 됩니다.  또한, 개설 후에는 신청자 외 다른 수강생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연락드릴 예정이며, 보다 나은 교육 준비를 위해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회사 일정 속... 듣긴 들어야 하는데…

SAP 교육 일정을 내 마음대로!  

동료와 함께 원하는 과정을 학습하세요!

3 to RUN 으로 

시작해보자!

2. Customer Specific Training

                    

1. Public Standar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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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SAP 인증시험 

 SAP 인증시험은 아래 두가지 형태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A. 온라인 시험       B. 오프라인 시험  

SAP 자격증, 간직하지 마세요. 공유하세요!

SAP Digital Badge는 ‘공유’를 통해 진가를 발휘합니다. 동료 및 친구들은 물론, Recruiter에게 본인의 역량을 알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Career Path를 설정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기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채용 또는 고용 절차가 빨라집니다. Digital Badge를 

다운받아 서명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SAP 인증시험 안내

인증시험 문의는 하기 연락처를 확인하여 주세요. 

 전화번호 : 02-2194-2490    |     이메일 : certification.korea@sap.com    |     홈페이지 : https://saptraining.co.kr

※ 경력 검증

SAP 파트너사 또는 고객사에 2년 이상 재직 중이며, 각 레벨에 맞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SAP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saptraining.co.kr/Certify/qualification.asp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솔루션 시험 제외)

SAP Digital Badge  

SAP 모듈을 담당하는 나하나 씨는 이직을 준비하며 S/4HANA 

Cloud 버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Linkedin 계정과 

XING에 ‘이것’을 업로드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SAP 모듈 전문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나하나 씨. 

나하나 씨의 자격증에 큰 관심을 보인 Recruiter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나하나 씨의 이직 성공을 

도운 비장의 무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SAP Digital Badge 입니다!

Q.

A.

SAP교육사업본부에서는 SAP 전문가의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Value 인증을 위해, 신규 솔루션 및 최신 기술의 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응시 종료 시험 및 유효 만료 자격증을 공지합니다.

관련된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료율 80% 이상

오프라인 

교육 

수료 검증 완료 이후 

신청 가능 

러닝 허브 

교육

교육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료율 80% 이상 

온라인 

교육 

경력 검증 완료 이후 

신청 가능 

(검증 번호 유효 기간 : 6개월)

경력 

검증 

A.온라인 시험 (Cloud 시험) B.오프라인 시험

신청 방법
https://saptraining.co.kr/Certify/Apply.asp 
링크 접속 후, SAP CitC 시험으로 신청하기

* https://training.sap.com/certification/cloud 에서 응시 가능 시험 확인

https://saptraining.co.kr/Certify/Apply.asp
링크 접속 후, 원하는 일정으로 신청하기

시험 횟수
12개월 동안 최대 6회

6회 중 3회까지 동일한 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3회 불합격의 경우는 다음 버전 출시까지 응시불가입니다.

1회

장소 온라인（자택이나 근무처 등） SAP 교육장

시험 감독
온라인상의 감독관 (해외·영어)

시험 감독과 신분 확인, 테스트 중의 주의 사항 등 안내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현장 감독관（한국어）

환경

응시자가 스스로 준비
첫 시험 24시간 전까지 시스템 테스트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Questionmark Secure 브라우저 설치, 웹카메라, 마이크 또는 헤드셋, Adobe Flash, 
브로드밴드 접속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나 특정 기술 

요건은 웹 사이트내 【환경요건】을 참고해주세요. 
https://training.sap.com/course/cer006 / https://sapcertification.questionmark.

eu/602056/ext/certificationhub/ 

준비 불필요

일정 변경·
취소

예약된 시험 일정 변경·취소는 기한내(수험 일시의 24시간전)에 절차를 밟아 주세요. 
SAP Cloud Certification with Online Proctor(SAP Certification Hub)는 라이선스 

발급 후 어떤 이유로도 변경 / 취소 / 환불은 불가합니다.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등록 / 
변경 /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등록 바랍니다. 

SAP Digital Badge란? SAP Digital Badge의 장점은? 

SAP Digital Badge는 SAP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발급되는 

Social Selling 도구입니다. SAP 인증시험에  합격했다면, 

SAP Global Certification으로부터 Digital badge를 받으

라는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SAP Digital Badge를 통해 SAP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Digital Badge에는 자격증의 이름과 

요구되는 기술, 취득한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Digital Badge는 기존 인증서와 다르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AP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취득한 SAP 자격증,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SNS에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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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Card

Preferred Card (P-card) 

Preferred Card 문의는 하기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 https://saptraining.co.kr

* 2020년 4월 1일 이후 기준입니다.

* 결제는 일괄 납부가 필요합니다.

Preferred card는 SAP 교육서비스 크레딧으로 선결제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1년간 교육 및 시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 금액에 따라 보너스 크레딧이 부여됩니다.

Preferred card를 통해 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SAP 교육 전문가와 함께 연간 교육 계획을 세워보세요. 

Commitment 금액
（세금 별도）

13,100,000원 이상 32,749,999원 미만

32,750,000원 이상 65,499,999원 미만

65,500,000원 이상 130,999,999원 미만

131,000,000원 이상 261,999,999원 미만

262,000,000원 이상 392,999,999원 미만

393,000,000원 이상 654,999,999원 미만

655,000,000원 이상

Preferred Card

오프라인 

교육 

ECC/ ABAP

온라인 Recorded

교육

Virtual Live

Classroom

고객 맞춤 

교육 

인증

시험

ECC/ ABAP

온라인 Blended

교육

적용대상

서비스

Learning Hub

SAP Learning Hub

러닝허브 구매 문의는 하기 연락처를 확인하여 주세요.

                        홈페이지 : https://saptraining.co.kr

SAP Learning Hub는 SAP 솔루션 학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학습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습 환경 (교재, 문서, 영상, 튜토리얼, 소셜 학습룸, 학습 가이드 등)을 제공합니다. SAP 솔루션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학습 자료를 러닝허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AP
Learning 

Hub

PST, CST 

교육

eBook

SAP 공인 교재

eLearning

e 북 동영상 및 

데모 해설

Live Access

(유료 옵션)

클라우드 기반 

실습 환경

Stay Current

Delta assessment 를 통한

Certification갱신

Learning Room

Virtual 교실에서의

Live session 이나 Q&A 게시판

교육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러닝허브 

자기주도 학습으로 

보완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 효과

SAP 러닝허브 에디션 

러닝허브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에디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에디션을 확인하세요. 

Professional Edition Solution Edition 

S/4HANA Cloud

8개 에디션 모두 포함

• S/4HANA Cloud

Digital Platforms
• ABAP 
•  SAP HANA 
• SAP Cloud Platform 

• Data Warehousing
• MDG
• System Administration

Procurement and Networks •  S/4HANA Procurement 
&Sourcing

• ERP Procurement 
• SAP Ariba Solutions

Analytics
• GRC
• BO/BI
• SAP Lumira

• BW4/HANA
• Predictive Analytics
• S/4HANA embedded analytics

Customer Experience

• C/4HANA Commerce
• C/4HANA Marketing 
• C/4HANA C4C
• C/4HANA Billing

• SAP CRM
• S/4HANA Sales
• ERP Sales

IoT and Digital Supply Chain
• TM
• EWM
• Internet of Things

• S/4HANA Manufacturing 
• ERP Manufacturing
• ME and MII

Finance 
• S/4HANA Finance
• ERP Finance
• Treasury &Risk Management

• GRC solutions
• Cash Management
• Real Estate Management

People Engagement • ERP HCM • SAP SuccessF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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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 Now

SAP Enable Now

SAP Enable Now 문의는 하기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전화번호 : 02-2194-2660    |     이메일 : education.korea@sap.com    |     홈페이지 : https://saptraining.co.kr

SAP Enable Now는 시뮬레이션 기반 영상 매뉴얼과 다양한 이러닝 컨텐츠를 제작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Micro-Learning 솔루션입니다. 

업무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업무 지원 운영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2개 국어 자동변환을 통해 국내/외 최종 사용자들의 시스템 사용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뮬레이션(Simulation)

• 시스템의 사용자를 위한 전자 매뉴얼 생성

•  한번의 레코딩으로 목적에 따라 데모, 실습, 

테스트등 이러닝으로 자동 변환

협업(Collaboration)

• 협업문서 작업 지원 및 문서 중앙집중 관리

• 작업 플로우 관리

• 강력한 문서 버전 관리와 사용자 추적관리

문서화(Documentation)

• 시스템 상에서 간단한 클릭으로 문서 작성

•  한번 작성된 문서를 Word, PPT, Html등 

다양한 형태/목적으로 자동변환

평가 및 인증(Evaluation)

• 사용자 이해도, 숙련도 평가 문항 개발

• 사용자 인증 프로그램 지원

• 시스템 사용의 중요한 사용자 에러 인지

다국어변환(Localization)

• 42개 언어 변환 지원

• 한번 클릭으로 손쉬운 다국어 버전 전환

모바일 지원(Mobility)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 지원

• QR코드를 이용하여 설비 매뉴얼 지원

•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컨텐츠 구동

• Contextual Help :  화면 내 필요한 모든 메뉴(버튼, 필드, 리스트 등)를 설명

• Embedded Learning : 역할 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러닝)

• Guided Tour : 최종 사용자를 위한 Step by step 가이드

S/4HANA, S/4HANA Cloud, C/4HANA, SuccessFactors user라면 아래 기능을 놓치지 마세요!

Enable Now 활용법

*  Standard 기능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기능에 대한 변경 및 추가는 Enable 

Now License가 필요합니다.

User Experience Management

SAP User Experience Management(UEM) by Knoa

SAP UEM은 업무 시스템 사용자의 비즈니스 트랜잭션 실행에 관해 실시간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에러와 

사용 시간, 실질적인 응답 시간 및 상세 워크플로우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

신규 시스템에 대한사용자 어답션 극대화

ROI 가속화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세스 개선

교육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 User adoption – active and idle time on every application screen

• User experience – system performance and application quality

• User performance – user errors, compliance with best practices

• User workflows – Complete user journey through a business process

사용자가 SAP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때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데이터 제공

• R/3 and S/4HANA SAP solutions

• On-premise and cloud applications

• Desktop and mobile usage

모든 SAP 솔루션에 걸쳐 실제 사용자 행동(패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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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Your Culture!

실리콘 밸리는 왜 디자인에 주목하는가?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디자인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디자인은 조직문화를 포함한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한다.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디자인이 갖는 가치이다.”

Design Thinking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Design Thinking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사람 중심의 혁신(People-centric Innovation)” 

5 단계로 정의되는 Design Thinking 프로세스의 핵심!

공감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하며, 빠르고 반복적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SAP Design Thinking

INNOVATION
Hotspot

Design Thinking은 수평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상명하복에 익숙한 수직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 갑니다. 

수평적 문화는 의사결정 속도를 빠르게 

하고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수평적 

문화

Design Thinking은 관찰과 공감을 

통해 진정한 문제를 정의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빠르고 많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Design Thinking은 ‘네, 그렇지만 

 (Yes, but)’ 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Yes, And)’를 통해 유연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 작은 아이디어도 혁신적인 

결과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유연한 

소통

Technology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People

원하는

Business

현실적 가격의 

EMPATHIZE

TEST DEFINE

IDEATEPROTOTYPE

Iteration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Design Thinking  

Jump Start Program

• 디자인씽킹 체험을 위한 

0.5~1 day 세션

• 디자인씽킹을 처음 경험

하는 대상을 위해 친근하

고 난이도가 낮은 주제로 

진행 

Design Thinking 

Workshop Program

•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이해

를 위한 1~2 days 워크샵

• 실습과정의 숙련도를 높

일 수 있는 일상적이고 공

감도가 높은 주제로 진행

Design Thinking 

Bootcamp Program

• 실제 기업의 내부 과제들

을 소화하기 위한 5~10 

days Bootcamp 

• 커뮤니케이션 문화 개선,  

회의문화 개선 등 조직문

화 혁신과 관련된 과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실전 디

자인씽킹

Design Thinking  

Project

• Industry 4.0, Digital Trans 

formation 등 실제 기업의 

혁신 과제 해결을 위한 1~2 

month 프로젝트

• 프로젝트 종료 후 실현 및 

적용 가능한 결과물 기반 

프로젝트

Design Thinking Train 

the Facilitator

• 디자인씽킹 Facilitator 양

성을 위한 10 days 과정

• 과정 수료 후 디자인씽킹 

자격증 획득 가능

Start!!!

GrowLearn + 

Apply

Sustain &Real 

Business

SAP Certified 

Design Thinking 

Facilitator

디자인씽킹 문의는 하기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전화번호 : 02-2194-2660    |     이메일 : education.korea@sap.com    |     홈페이지 : https://saptraining.co.kr

Place

• 구성원들의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Design Thinking에 최적화된 공간 

• 미국 실리콘밸리, 독일에 이어 전세계 3번째로 설립된 공간

• 다양한 참여자가 사회 혁신을 목적으로 유연한 형태의 협업과 창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간

Place

• SAP 및 국내외 기업/기관 혁신 사례를 통한 Best Practice 확보

• Design Thinking을 위한 MOSAIC, SAP Scenes 등 SAP 자체개발 Global Asset 및 Tool 활용

1.

Place

• Design Thinking with SAP를 위한 코칭 전문가들로 구성

• 2015년 이후 100회 이상 Workshop 혹은 Project 수행

2.

3.

AppHaus Korea

SID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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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Learning Hub plus DeloitteS/4HANA Discovery

• SAP 시스템의데이터구조이해하기
• SAP 소프트웨어실행하기
• ABAP 레파지토리오브젝트사용하기
• 전송요청실행하기
• non-ABAP 오브젝트전송하기
• 애플리케이션수명주기관리이해하기
• SAP 시스템유지보수해보기
• Remote FuctionCall과BAPIs 이해하기
• Cross-system 비즈니스프로세스의
중요성이해하기

• HTTP 기반통신과웹서비스, 
SAP Gateway 이해하기

S/4HANA 기술기본이해 Part 2SAP Activate 방법론이해

• S/4HANA 구현에영향을주는
요소이해하기

• SAP Activate 이해하기
• SAP Active 방법론특징, 
거버넌스및R&R 이해하기

• SAP Best Practice 탐험해보기
• SAP Activate 방법론과로드맵
활용해보기

사용자를위한 S/4HANA 분석앱

• SAP S/4HANA Analytics 로드맵
이해하기

• 쿼리브라우저사용해보기
• 다차원보고서사용해보기
• S/4HANA에서의스마트비즈니스
성과지표살펴보기

• Analysis Path Framework (APF) 
만들어보기

• 맞춤분석쿼리이해하기
• 뷰브라우저이해하기
• KPI 모델링앱으로Fiori 타일생성하기

Order to Cash 기본이해

• S/4HANA 판매기본프로세스
설명

• 판매문서처리해보기
• 아웃바운드납품처리해보기
• 배송상품처리해보기
• 청구문서처리해보기
• 비즈니스파트너, 자재마스터, 
고객자재정보레코드, 가격
조건마스터데이터관리하기

Plan to Produce
기본이해

• S/4HANA 공급망계획
살펴보기

• 공급망에서사용하는마스터
데이터이해하기

• 내부생산에필요한마스터
데이터이해하기

• S/4HANA에서지원하는생산
실행유형살펴보기

• 생산오더실행해보기

Purchase to Pay 기본이해

• S/4HANA 구매/조달의기본
프로세스설명

• 구매/조달프로세스에서의조직
알아보기

• 구매오더만들어보기
• 입고전기처리해보기
• 송장입력해보기
• 비즈니스파트너, 자재마스터, 
구매정보레코드관리하기

• 자재평가분석해보기

관리회계의결산기본이해

• 간접비관리회계의일반적인
원가배부이해하기

• 내부오더의정산실행
수행하기

• 코스트센터의실적평가
수행하기

• 간접비관리회계의기결산
액티비티살펴보기

• 제품원가관리회계의
일바적인결산단계이해하기

• 제공품계산, 차이계산, 
생산오더정산수행하기

재무회계의결산기본이해

• 총계정원장마스터데이터조회하기
• 회사코드별설정확인하기
• 계정과목표조회해보기
• 총계정원장계정만들어보기
• 회계전표만들어보기
• 총계정원장결산작업수행해보기

S/4HANA 기술기본이해 Part 1

• SAP 시스템아키텍처이해하기
• SAP NetWeaver의역할이해하기
• SAP GUI 로그온및다양한SAP UX 경험하기
• SAP NetWeaver애플리케이션서버의기초
아키텍처이해하기

• AS ABAP 살펴보기
• AS JAVA 살펴보기
• SAP 소프트웨어포트폴리오와릴리즈전략
이해하기

S/4HANA Navigation

• S/4HANA의탄생이야기
• SAP Fiori UX  처음접해보기
• SAP GUI vs. SAP Fiori 
탐색하기

• 기업의구조와SAP 마스터
데이터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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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딜로이트가 만드는 긍정의 임팩트

혜택 1   SAP Learning Hub 프로페셔널에디션구매시, 4개과정선택수강

혜택 2   SAP Learning Hub 솔루션에디션구매시, 2개과정선택수강

혜택 3   SAP Learning Hub프로페셔널에디션 15인이상구매시, On-Site 교육 5일제공
(아래제공되는교육과정외에필요한교육협의후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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