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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P™ Testing Information 

DDPP™ 시험 정보 

 

Demand Driven Planner Professional (DDPP)는 Demand Driven 교육, 훈련, 자격 및 인증을 위한 

세계적인 권위 기관인 Demand Driven Institute 에서 인증하는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DDPP ™는 

DDMRP (Demand Driven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Demand Driven 

개념을 적용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에게 DDPP™ 자격이 부여됩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자격증이 부여되고, 각 개인은 DDPP 전문가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프로파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자격증과 배지가 발행됩니다. 

Testing Instructions

시험 지침  

시험 볼 준비가 되었으면 아래의 자세한 지침에 따라 시험에 접속하십시오. 등록하는 절차에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별도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시험은 즉시 가능합니다. 

주의 : 온라인 시험을 위한 브라우저로 크롬(Chrome), 익스플로러(IE) 및 파이어폭스(Firefox)가 

지원되며, 사파리(Safari)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PSI 사용자 계정 생성.  * 표시된 모든 필드를 채우고  “제출(Submit)” 박스를 클릭합니다. 

https://www.demanddriveninstitute.com/ddmrp
https://home.psiexams.com/#/sig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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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 email 주소가 곧 사용자 ID 입니다.  이미 PSI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로그인하여 3 번째 

단계를 진행 하십시요 

3. 계정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정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확인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4.  “시험 일정” 박스 클릭합니다. 

5. “조직 선택”을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서 Demand Driven Institute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응시할 시험을 선택합니다. 

주의 : 페이지 하단의 시험 지침은 무시하십시요. 이 지침은 DDI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PSI 에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계속”을 클릭하세요.  

6. 빨간 박스 안에 Email ID 를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시험을 치를 국가를 선택합니다. 주의: 모든 시험비용은 미화 USD 로 청구됩니다. “계속” 

클릭합니다. 

8. *표시된 모든 필드를 채웁니다. 만일 쿠폰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박스에 코드를 입력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9. 이제 시험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  “시작”을 클릭합니다.  지금 당장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등록 및 지불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다시 로그인하여 언제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Exam Preparation 

시험 준비 

 

이 시험을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개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Demand Driven Planner Professional 

(DDPP)™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Demand Driven Planner (DDP)™ Program 참가 –DDPP 시험준비 공식 세션.   Demand 

Driven Planner (DDP)™ program은 DDMRP를 적용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계획수립, 

구매, 공급 체인 담당자를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DDMRP 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권위 기관인 Demand Driven Institute 에 의해 설계된 Demand Driven Planner 

Program 은 심층적인 DDMRP 훈련을 위한 13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cas.psionline.com/cas/login?service
https://www.demanddriveninstitute.com/demand-driven-planner-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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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TAKE) – 샘플 테스트를 해보고 샘플 시험에 대하여 올바른 해답을 얻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요.  여기에 접속하려면 Demand Driven Planner (DDP)™ Program 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DDP 콘텐츠 접속 요청. 

3. Demand Driven Planner (DDP)™ Program 최신 버전 시청.  DDP 온라인 프로그램 또는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했다면, 녹화된 비디오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DDP 비디오 

접속 요청 

4. 셀프 스터디 – 시험을 치르기 전에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여 개인적으로 셀프 스터디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참조자료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됩니다: 

a. Demand Driven Planner™ Program 의 공식적인 교재인 Demand Driven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Ptak and Smith, Industrial Press, 2016) 읽기  

b. Precisely Wrong - Why Conventional Planning Fails and How to Fix It (Ptak 

and Smith, Industrial Press, 2017)의 1-5 장 읽기  

c. Demand Driven Institute 웹사이트에 있는 DDMRP 에 대한 다양한 다운로드 

정보 읽기 및 연구    

    d.   Demand Driven Institute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DDMRP 관련 비디오 시청  

 

Exam Information & Content 

시험 정보 & 내용 

DDPP ™ 시험은 블룸의 텍사노미(Bloom’s Taxonomy)  (적용, 분석 및 평가)의 고급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험 응시자는 특정 시나리오 및 아래 범주와 관련된 문제 은행에서 선택된 50 

개의 객관식 질문에 대하여 180 분(3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DDPP 시험은 6 개 범주로 되어 있고, 각 범주는 질문에 사용될 아래와 같은 서브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DDMRP Positioning DDMRP 포지셔닝 

a. Positioning Factors 포지셔닝 팩터 

b. Decoupled Lead Time 디커플드 리드타임 

c. Advanced Positioning 진보된 포지셔닝 

https://www.demanddriveninstitute.com/demand-driven-planner-ddp
https://www.demanddriveninstitute.com/demand-driven-planner-ddp
https://www.demanddriveninstitute.com/demand-driven-planner-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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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ffer Profiles and Levels 버퍼 프로파일 및 레벨  

a. Buffer Profile and Part Inputs 버퍼 프로파일과 품목 입력 정보 

b. Buffer Calculation 버퍼 계산 

c. Buffer Projections 버퍼 예측 

3. Dynamic Adjustments 다이내믹 버퍼조정 

a. Recalculated Adjustments 재계산에 의한 조정 

b. Planned Adjustments 계획된 조정 

c. Other Adjustments 기타 다른 조정 

4. Demand Driven Planning 디멘드 드리븐 계획수립 

a. Net Flow Equation 넷 플로우 공식 

b. Decoupled Explosion 디커플드 전개 

c. Prioritized Share 우선 순위 공유 

5. Demand Driven Execution 디멘드 드리븐 실행 

a. Buffer Status Alerts 버퍼 상태 경고 

b. Synchronization Alerts 동기화 경고 

6. DDMRP Analytics DDMRP 분석 

a. Buffer Variance Analysis 버퍼 차이 분석 

b. DDS&OP Projections DDS&OP 예측 

DPP™ 시험은 노트 및 참조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 북 시험입니다.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엑셀 등 스프레드 시트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기능은 시험 메커니즘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 파트너인 PSI 를 통해 제공됩니다. 시험 센터는 비즈니스, 정부, 고등 교육 및 인증 

및 자격 인증 기관을 포함하여, 거의 1,000 개의 전세계 조직이 활용하는 가장 진보된 온라인 

테스트 기술을 사용합니다. 시험 센터는 하루 24 시간, 일주일에 7 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은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비용은 $250(US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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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가능한 언어:  

 영어 – 현재 사용 가능  

 스페인어 – 현재 사용가능 

 프랑스어 – 현재 사용가능 

 독일어(Q2,2018) 

 이태리어(Q2,2018) 

 터키어(Q2,2018) 

 한국어(Q2,2018)  

 

The DDPP Badge and Certificate DDPP  

배지 및 자격증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완료하면 전자 배지 및 자격 증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전자 배지는 독립 법인인 BadgeCert 에 의해 관리됩니다.  

 DDPP 자격증서는 Demand Driven Institute 에서 발급되며 인쇄 할 수 있는 배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지와 자격증서는 3 년간 유효합니다. 배지 및 자격증서 갱신에 대해서는 DDPP 자격증 

유지관리 섹션을 참조해 주십시오. 

전자 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Endorsement Badge page  방문해 주십시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들

1. 쿠폰 코드가 왜 작동하지 않습니까? 바우처 코드를 "Testing Event Invitation Code"라는 

PSI 홈 화면 입력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필드입니다. 시험 비용 지불 

섹션에서 쿠폰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https://badgecert.com/
https://www.demanddriveninstitute.com/ba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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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을 감독합니까? 아니오, 이 시험은 본질적으로 감독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도중에 얻은 통찰력과 정보의 공유와 관련된 진술에 동의해야 합니다. 

 

3. 첫 시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번쨰 시험에서 실패하면 무료로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으나, 7 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섹션별로 분류된 점수가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시도에 사용할 새로운 쿠폰 코드를 DDI Admin 에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쿠폰 

코드를 얻으려면, 반드시 DDI Admin 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4. 시험 중에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시험은 오픈 북입니다. 또한 계산이 쉽도록 

스프레드 시트(엑셀 등)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기능은 시험 

메커니즘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시험 중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 도중 연결이 끊어지면, 복원되는 즉시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아마도 시험을 완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시험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온라인 등록 플랫폼의 

채팅창을 통해 PSI 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PSI 무료 전화 

+1 800 211 9267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am@demanddriveninstitute.com 으로 

DDI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