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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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ontents

 기본기 다지기

1부

실습용 데이터 파일을 사용하려면?  14

00   준비운동

1. 전문가의 조언 - GTQ 2급 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16

2. 전문가의 조언 - 작업 유형별 답안 작성 기준 22

3.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을 받기까지 한눈에 살펴볼까요?   30

4. 한눈에 보는 GTQ 2급 시험 절차  32

5. GTQ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시나공 Q&A 베스트 34

01   기본 작업

   Section 01 포토샵의 화면 구성 및 주요 패널 38

   Section 02 선택 도구 사용하기 54

   Section 03 패스 그리기 74

   Section 04 레이어 95

02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1. 입실 122

 2. 환경 설정 122

 3. 수험자 등록 124

 4. 문제지 수령 126

 5. 시험 시작 130

 6.   [문제1] Tool(도구) 활용 문제 풀이 131

 7. [문제2] 사진편집 기초 문제 풀이  162

 8. [문제3] 사진편집 문제 풀이 190

 9. [문제4] 이벤트 페이지 제작 문제 풀이 220

 10. GTQ 2급 시험 마무리 248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01회 252

실전 모의고사 02회 278

실전 모의고사 03회 304

실전 모의고사 04회 328

실전 모의고사 05회 349

실전 모의고사 06회 373

실전 모의고사 07회 384

실전 모의고사 08회 397

실전 모의고사 09회 408

실전 모의고사 10회 420

0

대표 기출유형

대표 기출유형 01회 PDF 제공

대표 기출유형 02회 PDF 제공

대표 기출유형 03회 PDF 제공

대표 기출유형 04회 PDF 제공

대표 기출유형 05회 PDF 제공

Contents 13

※   최신기출유형과 자세한 해설은 E-Mail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E-Mail 
서비스를 위한 회원가입 및 구입 도서 등록 방법은 7쪽을 참고하세요!

실전처럼 연습하기

2부

대표 기출유형

3 부 ‘C:\길벗GTQ2급’ 폴더에

“대표기출유형.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