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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Learning Hub plus Deloitte는 딜로이트를 통해 SAP 러닝 허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딜로이트만의 프로그램입니다. SAP 러닝 허브의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면서 사용기간 동안 SAP 러닝 허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준비되어 있는 오프라인 수업을 추가 비용없이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SAP 러닝 허브 plus Deloitte의 혜택에 관심있는 분들은 kreduhelp@deloitte.com 또는 02-6099-4421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수요 및 최신 SAP 기술 트랜드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의 주제는 매년 추가/변경 될 수 있습니다. 

mailto:kreduhelp@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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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Learning Hub(SAP 러닝 허브)는 SAP 솔루션 학습 컨텐츠가 담겨있는 학습 플랫폼으로, e-Book, e-Learning, Learning Room, Learning Journey, Live Session 등을 
통해 SAP 솔루션의 최신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SAP 러닝 허브를 구매하면, 1년동안 제한없이 SAP 교육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X 7일,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플랫폼 

 Self-study 디지털 학습 지원 

 다양한 형식 및 언어로 제공되는 최신 버전의 학습 컨텐츠 

 솔루션 별, 역할 별 필요한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 Learning Journey 가이드  

 학습자 중심, 전문가 주도의 Social Learning 및 Peer Collaboration 

 SAP Certification 응시 자격 부여 (응시할 Certification에서 요구되는 e-learning 학습 증빙 필수) 

 사전 구성된 SAP 소프트웨어 시스템 실습을 위한 SAP Live Access 구매 자격 부여  

 단순화된 Subscription 가격 정책 

 
 
 
  

 

Interactive & Visual Map을 통해 SAP 

솔루션 수준 향상에 대한 권장 학습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학습자는 자신

의 목표, 사전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학습 로드맵을 참고하여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별, 역할 

별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과정을 가이

드합니다. 

 

SAP 전문가가 주도하는 온라인 포럼

을 통해 학습자는 실시간 세션, 영상 

튜토리얼, 모범 사례 문서, 퀴즈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조언을 얻

을 수 있습니다. SAP 솔루션 인증 시

험을 위한 학습 자료도 Learning 

Roo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닝룸

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필요한 학습

을 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교재, 모범사례, 가이드, 영상 

튜토리얼 및 녹화된 전문가 교육, 델

타 교육 및 실제 시뮬레이션 등을 24

시간X7일 동안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 평가 및 멘토링, 리더

십 및 Excel 숙련도와 같은 분야에서 

Soft Skill을 기르기 위한 200여 개의 

e-book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사전 구성된 Live 교육 시스템인 SAP 

Live Access에서 학습자들은 Demo 환

경 실습을 할 수 있고, 신규 및 기존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러닝허브 

프로페셔널 에디션 사용자는 필요한 

실습 시스템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

고, 러닝허브 솔루션 에디션 사용자는 

SAP Live Access 10시간을 무료로 이

용 가능합니다.  
 

※ 모든 교육과정에 Live Access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실습을 위한 새로운 과정이 업데이트됩니다. 

Learning Journey 가이드 SAP Learning Rooms 활용 Self-study 디지털 학습자료  Live Access를 통한 실습 

https://videos.cdn.sap.com/vod/2018/introduction-to-sap-learning-hub.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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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Learning Hub는 2가지의 Edition이 있습니다. SAP 러닝 허브를 구매하는 경우, 학습자의 SAP 교육 컨텐츠 활용에 따라 필요한 Edition을 선택해야합니다. 

    

 

SAP 러닝 허브 Edition 선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kreduhelp@deloitte.com 또는 02-6099-4421로 연락 주시면, 필요하신 부분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SAP Learning Hub 

Professional edition 
 

 SAP 솔루션에 대한 모든 학습 컨텐츠, 모든 학습 

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P 솔루션 학습을 위한 모든 Learning Journey 

가이드를 확인하고,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SAP Live Access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

어집니다. 

 SAP 러닝 허브의 Private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1년 사용료 약 365만원(VAT별도) 

※ 가격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AP Learning Hub 

Solution edition 
 

 8개의 학습 영역 중, 학습자가 집중하고 싶은 영역 

1개를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 영역의 Learning Journey 가이드와 학습 컨

텐츠, 학습 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P Live Access 환경을 10시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집니다. 

 SAP Global Certification 시험을 2회 응시할 수 있

는 Certification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사용료 약 199만원(VAT별도) 
※ 가격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에디션 구매 문의하기 솔루션 에디션 구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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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러닝허브 Solution Edition을 선택하는 학습자는,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선택해야합니다. ①SAP S/4HANA Cloud, ②Digital Platforms, ③Procurement and Networks, 
④Analytics, ⑤Customer Experience, ⑥IoT and Digital Supply Chain, ⑦People Engagement, ⑧Finance의 8가지 영역 중 1개의 영역을 선택해야 최종 구매가 완료됩니다. 

 

 
 

SAP 러닝 허브 솔루션 에디션의 학습 영역 선택 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kreduhelp@deloitte.com 또는 02-6099-4421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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