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Certification
SAP 인증 시험 바우쳐 종류별 차이점
온라인 시험
(Certification in the Cloud)
바우쳐
종류

KSUG 회원들은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문의] 본 버튼 클릭 후 연동되는 페이지에서 진행

오프라인 시험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시험을 예약하고,

응시자가 지정일 오프라인 시험 센터를 방문하여

독립된(자택, 회의실 등)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것

시험을 보는 것
장소
일정

응시
횟수

응시
비용

응시
환경

• 장소 – 온라인 (자택 또는 회의실 등 독립된 공간)

• 장소 – 오프라인 시험센터

• 일정 - 365일 24시간 중 선택 가능

• 일정 – 정해진 일정 (아래 참조)

6회/연
단, 동일한 버전으로 3회까지 응시 가능

1회

USD 549

55만원

(한화 약 68만 8천원, VAT별도)

(VAT별도)

1. Cloud 시험 바우쳐 구매 신청
2. 응시 자격 검증 절차 진행
3. 시험 예약 사이트에서 원하는 응시일 선택 후 시험 부킹
4.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여 시험 응시

1. 오프라인 시험 일정 확인 후 시험 신청
2. 응시 자격 검증 절차 진행

3. 시험 센터 방문하여 시험 응시

SAP Certification
인증 시험 응시 자격 요건
1. 오프라인 시험 일정

<시험 신청 방법>

시험 명

응시일

마감일

2020년 08월 21일 SAP 인증시험

2020/8/21

2020/8/9

2020년 09월 12일 SAP 인증시험

2020/9/12

2020/8/30

2020년 09월 25일 SAP 인증시험

2020/9/25

2020/9/13

2020년 10월 16일 SAP 인증시험

2020/10/16

2020/10/4

2020년 11월 07일 SAP 인증시험

2020/11/7

2020/10/25

2020년 11월 27일 SAP 인증시험

2020/11/27

2020/11/15

2020년 12월 18일 SAP 인증시험

2020/12/18

2020/12/6

2. 응시 자격 검증 방법 및 자격 기준
응시 자격 검증 방법

시험 응시 자격 기준

아래 사항 기재하여 kreduhelp@deloitte.com 으로 메일 발송
1. 바우처명 : ex) 온라인 시험 or 오프라인 시험
2. 응시 자격증명 : 바로 확인 하기
3. 응시자격검증방법 : 교육 검증 or 경력 검증
4. 시험 응시일
5. 응시생 명
6. 이메일
7. 연락처

<자격 검증 신청 방법>
아래 사항 기재하여 kreduhelp@deloitte.com 으로 메일 발송
1. 오프라인 교육 : 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 과정 명, 교육 기간

오프라인 교육

교육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료율 80% 이상

온라인 교육

교육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료율 80% 이상

Learning Hub 교육 수료 검증 완료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교육 수료율 80% 이상

경력 검증

경력 검증 완료 이후 신청 가능 (검증 번호 유효 기간: 6개월)

2. 온라인 교육 : 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 과정 명, 교육 기간

3. Learning Hub 교육 : Learning Hub 사이트에서 수료증 발급 후 메일
4. 경력 검증 : SAP 교육센터 경력 검증 사이트에서 경력 검증 후 신청
• Learning Hub 수료증 발급 가이드
• 경력 검증 방법 및 프로세스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