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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편집에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자격증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저에게 적합한 교재인 것 같습니다. 여

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을 우선 추천합니다.            :  리브로 권덕성

★  워드와 정보처리기능사도 시나공으로 공부해서 한 번에 붙고, 컴퓨터활용능력까지 시나공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나공을 통해 다

들 자격증 하나씩 늘리는 게 어떠실지^^*             :  도서11번가 inte ***

★  자세한 설명이 너무 좋아요. 길벗의 또 다른 사용자는 꼭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두 한방에 붙으세요. ^^;                :  인터파크 정은주

★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안되는 것은 왜 안되었는지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

험장을 옮겨 놓았다’ 부분에서는 입실부터 퇴실까지 문제의 상황을 똑같이 주어서 너무 좋고, 이 책에서 분석한 대로 착실하게 

따라하다 보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YES24 jaminaj ***

★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세요. 독학하는 사람

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세요.              :  독자엽서 변정아

★  ‘시나공’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한 책! 설명이 정말 쉽게 잘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대로 그냥 

차근차근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알라딘 00 ***

★  이 책에 나온 대로만 따라하면 합격은 금방입니다. 설명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도 없었어요. 모의고사를 통해 연

습을 많이 해볼 수 있어 좋습니다.                   :  교보문고 qm***

★  자격증계의 지존!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다른 서평이나 리플을 보면 아시겠죠. 구태여 저까지 추천할 필요가 없는 강추할 만한 

교재입니다.                :  인터파크 마지현

 이 책은 IT 자격증 전문가와 수험생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Artist : Vincent van Gogh
Title : Starry night, Arles (Starry Night over the Rhone), 1888
Medium : oil on canvas
Dimensions : 72.5x92 cms
Locatoin : Musee d'Orsay, Paris

‘시나공’ 시리즈는

독자의 지지와 격려 속에 성장합니다 !

1등만이 드릴 수 있는 1등 혜택 !!
수험생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

✽ 지금 바로 시나공 카페에 접속해보세요 ! 자격증 시험 뉴스, 최신기출문제, 

질의응답, 도서 부록자료 등 합격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IT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자유지대

‘시나공’  독자 카페
http://sinagong.gilbut.co.kr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수험생 지원센터’

공부하다 답답하거나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속 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 시나공 카페 : sinagong.gilbut.co.kr  묻고 답하기

● 이메일 서비스 : qna@gilbut.co.kr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책

‘합격 다지기’ 이메일 서비스

시나공 카페 (sinagong.gilbut.co.kr) 회원으로 가입하면, ‘ 시나공 카페 

 프리미엄 존  시험대비자료 ’ 코너에서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학습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등록되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

니다.

● 최신기출문제 3회분 및 해설

스마트한 시나공
수험생 지원센터 sinagong.gilbut.co.kr

1

2

3

‘ 합격 전략  ’

동영상 강의 제공

한 번의 시험으로 A 등급 취득을 위해 문제별로 분석한 학습 전략 과 시

험의 전 과정을 따라하기 식으로 설명하는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

다 ! ’를 동영상 강의로 제공합니다.

4

길벗알앤디 지음

강윤석, 김용갑, 김우경, 김종일

시나공 Q&A 베스트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궁금증 완전해결!
10년간 쌓인 50만 회원들의 Q&A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

하여 1분 1초가 아쉬운 수험생들의 궁금증 100% 반영!

‘ITQ - 엑셀/파워포인트/한글’

동영상 강좌
독학의 의지가 약해질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리자!

 시나공 독자를 위한, 
시나공 동영상 강좌

■이용 방법 

 1. 시나공 카페(sinagong.gilbut.c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동영상 강좌] 클릭

 3.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 신청하기] 클릭

 4. 우측 상단의 [마이길벗] → [나의 동영상 강좌]로 이동

■시나공 동영상 강좌 리스트

※ 동영상 강좌 이용 문의

독자지원(02–332–0931),이메일(content@gilbut.co.kr)

☞  www.gilbut.co.kr에서 더 많은 동영상을 만나세요!

유료

워드프로세서
필기 : 40,000원

실기 : 30,000원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선택)

필기 : 45,000원

실기 : 50,000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 : 50,000원

실기 : 85,000원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 : 각 40,000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 40,000원

실기 : 30,000원

GTQ(1급/2급 선택) 1급/2급 : 각 20,000원

무료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실기특강

 • ITQ OA MASTER(2010)

 • ITQ 엑셀(2010)

 • ITQ 한글(2010)

 • ITQ 파워포인트(2010)

• GTQ 포토샵(1, 2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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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길벗알앤디 

강윤석, 김용갑, 김우경, 김종일

IT 서적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출판 기획 전문 집단으로, 2003년부터 길벗출판사의 IT 수험서인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시리즈를 기획부터 집필 및 편집까지 총괄하고 있다.

20여 년간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 연구, 집필에 몰두해 온 강윤석 실장을 중심으로 IT 자격증 시험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IT 수험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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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편집에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자격증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저에게 적합한 교재인 것 같습니다. 여

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을 우선 추천합니다.            :  리브로 권덕성

★  워드와 정보처리기능사도 시나공으로 공부해서 한 번에 붙고, 컴퓨터활용능력까지 시나공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나공을 통해 다

들 자격증 하나씩 늘리는 게 어떠실지^^*             :  도서11번가 inte ***

★  자세한 설명이 너무 좋아요. 길벗의 또 다른 사용자는 꼭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두 한방에 붙으세요. ^^;                :  인터파크 정은주

★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안되는 것은 왜 안되었는지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

험장을 옮겨 놓았다’ 부분에서는 입실부터 퇴실까지 문제의 상황을 똑같이 주어서 너무 좋고, 이 책에서 분석한 대로 착실하게 

따라하다 보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YES24 jaminaj ***

★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세요. 독학하는 사람

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세요.              :  독자엽서 변정아

★  ‘시나공’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한 책! 설명이 정말 쉽게 잘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대로 그냥 

차근차근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알라딘 00 ***

★  이 책에 나온 대로만 따라하면 합격은 금방입니다. 설명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도 없었어요. 모의고사를 통해 연

습을 많이 해볼 수 있어 좋습니다.                   :  교보문고 qm***

★  자격증계의 지존!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다른 서평이나 리플을 보면 아시겠죠. 구태여 저까지 추천할 필요가 없는 강추할 만한 

교재입니다.                :  인터파크 마지현

 이 책은 IT 자격증 전문가와 수험생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Artist : Vincent van Gogh
Title : Starry night, Arles (Starry Night over the Rhone), 1888
Medium : oil on canvas
Dimensions : 72.5x92 cms
Locatoin : Musee d'Orsay, Paris

‘시나공’ 시리즈는

독자의 지지와 격려 속에 성장합니다 !

1등만이 드릴 수 있는 1등 혜택 !!
수험생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

✽ 지금 바로 시나공 카페에 접속해보세요 ! 자격증 시험 뉴스, 최신기출문제, 

질의응답, 도서 부록자료 등 합격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IT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자유지대

‘시나공’  독자 카페
http://sinagong.gilbut.co.kr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수험생 지원센터’

공부하다 답답하거나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속 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 시나공 카페 : sinagong.gilbut.co.kr  묻고 답하기

● 이메일 서비스 : qna@gilbut.co.kr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책

‘합격 다지기’ 이메일 서비스

시나공 카페 (sinagong.gilbut.co.kr) 회원으로 가입하면, ‘ 시나공 카페 

 프리미엄 존  시험대비자료 ’ 코너에서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학습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등록되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

니다.

● 최신기출문제 3회분 및 해설

스마트한 시나공
수험생 지원센터 sinagong.gilbut.co.kr

1

2

3

‘ 합격 전략  ’

동영상 강의 제공

한 번의 시험으로 A 등급 취득을 위해 문제별로 분석한 학습 전략 과 시

험의 전 과정을 따라하기 식으로 설명하는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

다 ! ’를 동영상 강의로 제공합니다.

4

길벗알앤디 지음

강윤석, 김용갑, 김우경, 김종일

시나공 Q&A 베스트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궁금증 완전해결!
10년간 쌓인 50만 회원들의 Q&A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

하여 1분 1초가 아쉬운 수험생들의 궁금증 100% 반영!

‘ITQ - 엑셀/파워포인트/한글’

동영상 강좌
독학의 의지가 약해질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리자!

 시나공 독자를 위한, 
시나공 동영상 강좌

■이용 방법 

 1. 시나공 카페(sinagong.gilbut.c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동영상 강좌] 클릭

 3.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 신청하기] 클릭

 4. 우측 상단의 [마이길벗] → [나의 동영상 강좌]로 이동

■시나공 동영상 강좌 리스트

※ 동영상 강좌 이용 문의

독자지원(02–332–0931),이메일(content@gilbut.co.kr)

☞  www.gilbut.co.kr에서 더 많은 동영상을 만나세요!

유료

워드프로세서
필기 : 40,000원

실기 : 30,000원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선택)

필기 : 45,000원

실기 : 50,000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 : 50,000원

실기 : 85,000원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 : 각 40,000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 40,000원

실기 : 30,000원

GTQ(1급/2급 선택) 1급/2급 : 각 20,000원

무료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실기특강

 • ITQ OA MASTER(2010)

 • ITQ 엑셀(2010)

 • ITQ 한글(2010)

 • ITQ 파워포인트(2010)

• GTQ 포토샵(1, 2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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