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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료검증안내

②인증시험안내



1. 수료검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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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수강

로드맵에 따라 인증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수강을 완료합니다. (figure 10)

①기초과목(Start with an Overview) + 필수 과목(Become Competent)

②아카데미 과정이 있는 경우, 아카데미 과정 수강 가능

수료 검증 절차 안내

예) S/4HANA FI 모듈을 수강하는 경우,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여 수강

①기초 과목(SAF00, S4F10) + 필수 과목(S4F12, S4F13, S4F15,S4F17)을수강

②아카데미 과정(TS4F01, TS4F02) 수강

01

Figure 10  Learning Journey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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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료증발급

①러닝허브 접속 > Home > Learning Content 클릭 (figure 11)

② Learning History > View All 클릭

수료 검증 절차 안내01

Figure 11 Getting a certificate of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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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료증발급

③수강 완료한 과정의 왼쪽 프린트 아이콘 (      ) 클릭 (figure 12)

④ “Status: Succeeded”로바뀌기 전까지 대기(figure 13)

수료 검증 절차 안내01

Figure 13  Waiting Status change

Figure 12  Click Print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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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료증발급

⑤ Certification 다운로드 하기 (figure 14)

수료 검증 절차 안내01

Gil dong Hong 

Figure 14  Learning Journey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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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료검증요청

수료 검증을 위해, 다운로드한 수료증을 SAP인증시험센터 메일로 발송합니다.

검증 요청에 대한 답변은 최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료 검증 절차 안내01

▪ 검증기한: 시험접수 마감일 까지

▪ 메일주소: certification.korea@sap.com

▪ 메일제목: 러닝허브 수료검증 요청

▪ 메일내용: 신청자 이름 / 시험명(시험코드) / 본인 S-ID (S00XXXXXXXX)

mailto:certification.korea@sap.com


2. 인증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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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 안내02

응시자격 러닝허브 수료 검증 이후 시험 신청 가능

수료검증
요청기간

수료검증요청기간 : 러닝허브유효기간 (*라이선스 1년)

러닝허브 유효기간 이후에는 검증이 불가하오니,

유효기간 내에 원하시는 시험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이선스 기간이 2020.02.10 ~ 2021.02.09인경우, 2021.02.09 이후에는검증 불가

* 라이선스 확인 방법:

➢ Webshop (training.sap.com) 로그인 – My Training 클릭 – Edition 기간 확인

응시기간

인증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검증 완료일로부터 1년이내응시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Learning Hub Solution Edition에 포함되어 있는 Cloud 시험 응시 권은 러닝허브 유효기간 내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예) 라이선스 기간이 2020.02.10 ~ 2021.02.09인경우, 2021.02.09 이후에는응시 불가

인증시험
신청방법

Saptraining.co.kr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시험(오프라인/온라인) 신청 및 결제

* Learning Hub Solution Edition에 포함되어 있는 Cloud 시험 응시 권의 경우,

홈페이지 신청에 아닌, 온라인 인증시험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AP 러닝허브 문의

1. 02) 2194 - 2490 (2660)
education.korea@sap.com

2. Global e-learning team - 24/7 Technical Issue 
e-learning@sap.com

* 이메일문의시문제화면의스크린샷을첨부하여 S-user ID와함께보내주시기바랍니다.

mailto:education.korea@sap.com
mailto:e-learning@sa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