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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목적
국제 표준 평가(Global Standard Assessment) 환경 제공을 통한 국내외 TOPCIT 자격증 평가 개발 및 운영 표준화 및
IBT 환경 제공을 통한 자격증 평가 접근 용이성 확보

IITP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이해

• IBT 시스템 도입을 통한 최상의 자격검증 환경
및 서비스 제공

• Global 표준 평가 시스템 및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해외 자격 검증 운영 현실화

• 문항 개발 및 문항 Pool 운영 최적화 및
표준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전략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

• 해외 자격 검증을 위한 Global Standard 평가
시스템 확보

•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언제(Anytime), 
어디서든(Anywhere),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Any 
Device) 응시 가능한 응시 환경 구축

• 다양한 문항 개발 및 운영 가능한 환경 구축

SAP 제안 솔루션

SAP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by Questionmark

Global Standard Assessment 환경

 미국 정부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에
Test & Assessment 솔루션 및 서비스에 정식
등록된 Global Standard Assessment 솔루션
*GSA contract number 

GS-35F-0380Y

다양하고 구조화된 문항 제작

 22개의 다양한 형태로 문항제작 가능

 문항 Pool 관리를 통한 구조화된 평가 설계
및 운영 가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 평가 환경

 브라우저 잠금(Lock-down) 기능을 통한 타
어플리케이션 구동 방지 및 화면 캡쳐 방지 기능

 온라인 평가 감독을 통한 부정행위 방지

강력한 분석을 통한 Reporting 

 개인별 평가 결과(Score Reporting)은 물론
문항 사용률, 난이도. 문항 신뢰도 등 문항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분석 Repor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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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평가솔루션개요

문항 제작
(Question Authoring)

SAP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by Questionmark

객관식
• 진위형(True & False)

• 선다형(Single or Multiple Choice)

• 연결형(Matching)

• 배열형(Numeric, Ranking)

• 퍼즐(Puzzle, Drag & Drop)

주관식
• 단답형(Text Match)

• 괄호형, 완성형(Fill in the Blanks)

• 논술형(Essay)

• 파일 업로드형

문항 풀 생성
(Question Pool)

문항 선택을 위한 Rule 생성
• 진단 혹은 평가별 문항 수 선택

• 문항 풀 내 무작위 선택(Randomize)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문항 순서 무작위화

• Meta Tag를 활용한 사전 설정된 난이도에
따른 무작위화

평가 및 설문 대상자 관리 및 진행
(Examinee & Assessment Deploy.)

평가 및 설문 대상자 관리
• 평가 및 설문 대상자 생성/삭제

• 평가 대상자 그룹핑을 통한 단체 평가

평가 및 설문 진행
• 개인 PC 및 Mobile 진행 가능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Admin 모니터링 및 화면 캡쳐 방지 가능

평가 및 설문 결과 분석 및 Report
(Result Analysis & Reporting)

평가 개발 및 운영을 윈한 분석 Report 
• 각 문항 사용률, 평가 대상자 점수 분석을 통한
난이도, 문항 신뢰도 등 평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Report 제공

개인별 평가 결과 Report 
• 전체 점수, 그룹별 평균 점수, Benchmark 점수

• 문항별 오답 및 정답 여부

• 문항별 오답률 및 정답률

22개 문항 유형 제공

문항난이도분석 Report

문항신뢰도분석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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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방법

응시자 IBT 시스템
접속 및 응시

채점

온라인 평가 감독

객관형 문항

주관형 문항

실습형 문항
(txt, exe, zip 
형태 업로드)

자동 채점

실습 파일
다운로드 후
컴파일링

결과 리포트

개인, 그룹, 기업별
리포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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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1. 객관형

객관형_단답식
• 정의: 여러보기중 1개의답을선택지에서택하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항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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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1. 객관형

객관형_다답식 1
• 정의: 여러보기중 1개이상의답을선택지에서택하는문항

(1개만선택도가능)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객관형_다답식 2
• 정의: 여러보기중 1개이상의답을선택지에서택하는문항

(1개만선택도가능)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선택지별부분점수가능(예: 선택지당 1점, 선택지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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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1. 객관형

객관형목록선택식 1
• 정의: 한개의질문에대한보기목록중하나를선택하여답하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객관형목록선택식 2
• 정의: 여러개의질문에대한보기목록중하나를선택하여답하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질문당부분점수부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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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1. 객관형

객관형참/거짓선택식 1
• 정의: 질문에따른참/거짓을선택하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객관형참/거짓선택식 2
• 정의: 질문에따른가능여부를답하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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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1. 객관형

객관형순서식
• 정의: 보기의순서를맞추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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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2. 주관형

주관형단답식 1
• 정의: 문항에제시된빈칸채우기단답식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 특징: 대소문자구분설정가능, 필수단어포함기능설정가능, 중복
답안인식설정가능(예: 두뇌, 뇌혹은머리중하나를입력하면정답
인식)

주관형단답식 2
• 정의: 문항에대한답을간단한단어위주텍스트로입력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가능(채점후점수반영)

• 특징: 대소문자구분설정가능, 필수단어포함기능설정가능, 중복
답안인식설정가능(예: 귀,  고막중하나를입력하면정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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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2. 주관형

주관형서술식
• 정의: 문항에대한답을텍스트로입력하여서술하는형태의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가능(채점후점수반영)

• 특징: 답안제출후평가자가평가후점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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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2. 주관형

주관형파일업로드식
• 정의: 제시된문항에대한답을 txt 파일혹은별도의

파일로작성후업로드하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가능(채점후점수반영)

• 특징: 업로드파일형식지정가능(text, ex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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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문항 3. 기타

사진형
• 정의: 사전에업로드된사진의주요부분에표시하는문항

• 점수: 정수단위로점수부여가능(예: 문항당 1점, 문항당 3점)

• 부분점수: 별도부분점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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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평가솔루션특징 Cloud 서비스지원

유럽 및 미국에서 회계
감사 통과/공인된
데이터 센터

최첨단 데이터 센터 빠른 디플로이먼트

24x7 모니터링 99.9+% 가동시간
대량의 데이터, 
까다로운 전달 체계에
맞춤 측정 가능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

일괄공급(턴키) 서비스
– 하드웨어 구매 및
보수 불필요

* SAP Assessment Management Cloud 및 On-Premis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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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평가솔루션특징 모든 Device 지원

2. Uses device drivers to format assessment for device/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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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to-sizes content and controls on the fly

1. Senses device/browser 3. Sends assessment to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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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시스템구성도

SAP Assessment Management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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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사내 IT 컨설턴트 및
개발/운영인력 내부 역량 진단

•직무 및 직급별 역량진단 분석

•개인별 진단 리포트 제공을 통한
Career Development Plan 수립

•개인 및 부서별 진단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 유형, 레벨, 형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100 Users

솔루션도입사례

회사명

도입 형태

도입 규모

도입 효과

• On-premise

• SAP 자격 검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350,000명 이상
컨설턴트의 자격 관리

•직무 기반의, 멀티 레벨 자격증

•전 세계를 아울러 통합적 및
복합적인 전달 체계

• 20 개 이상의 언어 지원

• 100,000 Users

• On-premise

•전교생 중간 및 기말고사 IBT 
진행

•학과 수업 사전 및 사후 평가
진행을 통한 지식 향상 정도
측정/분석

•모의 토익 및 모의 자격증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 향상
제고(Planning)

• 5,000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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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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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개요

• 문항 Inventory 및 구조화 관리
• 22개 유형의 문항 제공 (메트릭스,
이미지, 퍼즐, 존 클릭 등)

• 문항개발 시 전용 SW 및 웹
브라우저 기반 개발 모두 지원

• 평가지 Inventory 및 구조화 관리
(평가지와 문항의 분리)

• 문항/평가 개발 시 배포유형 확인
가능

1. 온라인 평가/설문 문항 개발

• 조직 및 그룹별 사용자 관리
• 그룹/개인별 자유로운 평가/ 설문
할당

• 평가기간, 접근회수, 개별 평가 시
관리자 공지 등 기능 제공

• 대상자 그룹에 따른 파라미터 기반
공지 메일 발송

2. 평가/설문 배포

• 리포트 관리, 분석관리, 결과
관리의 주요 기능 제공

• 평가/설문/개인별 리포트 및
다양한 리포트 파일양식 제공

• 17개 유형의 분석용
차트/그래프/요약 리포트 제공

• 외부 평가결과 취합
(업로드/다운로드) 제공

3. 평가/설문 분석 및 리포트

[Authoring Manager] [Enterprise Manager] [Report Manager]

SAP Assessment Management 온라인 설문/분석 시스템의 기능별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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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온라인평가문항개발 1

평가/설문 문항 관리 (Authoring Manager)

1. 평가/설문/설문서/리소
스 항목별 폴더 뷰

2. 평가/설문 문항개발
편집 메뉴

3. 문항(Question) 관리
구조화 폴더(Topic) 트리

4. 폴더(Topic)별 포함된
평가/설문
문항(Question)

5. 개별 문항(Question) 
배포 화면 미리 보기 뷰

6. 웹 기반 문항 개발 동시
지원 : 문항 개발자
PC에 설치되는
Authoring Manager 외
웹 브라우저를 통한
문항 개발 동시 지원

61

2

3

4

5

Web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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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온라인평가문항개발 2

평가/설문 문항 개발 (Authoring Manager)

1

2

3

4

1. 22가지 유형의 온라인
평가/설문 문항 지원

2. 문항 지문 입력 시
그림/동영상/스타일
조정 지원

3. 문항 보기 입력 시 보기
Shuffle 기능 지원

4. 문항 보기 입력 시
그림/동영상/스타일
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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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온라인평가문항개발 3

평가/설문 문항 개발 (Authoring Manager)

1. 평가지/설문지(Assessm
ent) 관리 구조화 폴더
트리

2. 폴더(Topic)별 포함된
평가지/설문지(Assessm
ent)

3. 평가지/설문지(Assessm
ent)에 포함된 전체
문항(Question) 미리
보기 뷰 (평가지/설문지
전체 보기 뷰)

4. 웹 기반 문항 개발 동시
지원 : 문항 개발자
PC에 설치되는
Authoring Manager 외
웹 브라우저를 통한
문항 개발 동시 지원

1 2

3

4
Web 지원



23CUSTOMER© 2018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솔루션기능상세 평가배포및관리 1

평가지/설문 배포 관리 매인 메뉴 (Enterprise Manager)

1

2

3

4

5

!

!

1. 평가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배포(Schedule), 
평가 대상자 등록 및
조직/그룹 할당

2. 평가 조직/그룹 선정 및
평가 배포(Schedule), 
평가 대상자 조직/그룹
등록

3. 평가 배포 Schedule
관리 – 스케줄 진행
현황 관리 지원

4. 평가 대상자 메일
Broadcast 지원

5. 조직/그룹별 평가/설문
배포 (예-
KOREA_GROUP 선정) –
Schedule 메뉴 클릭



24CUSTOMER© 2018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솔루션기능상세 평가배포및관리 2

평가지/설문 배포 관리 매인 메뉴 (Enterprise Manager)

1. 선정 그룹에 평가/설문
할당 – 다중 설문/평가
할당 지원

2. 평가 Schedule : 
시도회수 제한 지원, 
평가기간 선정 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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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평가배포및관리 3

평가지/설문 배포 관리 (Enterprise Manager)

1

2

1. 파라미터 방식의 메일링
지원

2. 발송 메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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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평가분석리포트 1

평가지/설문 분석 및 리포트 (Report Manager)

1. 주요 분석형 리포트
제공

2. 사용자 정의 리포트
Template 생성 기능
제공

3. 리포트 유형별 비교
예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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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평가분석리포트 2

리포트 – 사용자 정의 리포트 (Report Manager)

1. 리포트 유형별 사용자
정의 리포트 Template
생성 기능 지원

2. Survey형 사용자 정의
Template 생성 및 확인
예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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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평가분석리포트 3

리포트 – 사용자 정의 리포트 (Report Manager)

1. 제공된 온라인 설문
유형

2. 리포트 결과 – 리포트
Publish 기능 지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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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평가분석리포트 4

문항 신뢰도 리포트

1. 문항 신뢰도 리포트



30CUSTOMER© 2018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솔루션기능상세 평가분석리포트 5

개인별 평가 결과 리포트

1

2 3

1. Report 관리 화면
2. 전체 사용자 Report 
개요

3. 개인별 Coach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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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능상세 평가분석리포트 5

개인별 평가 결과 상세 리포트



Thank you.

SAP Education Korea
02-2194-2660education.korea@sap.comhttps://saptrain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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