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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적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출판 기획 전문 집단으로, 2003년부터 길벗출판사의 IT 수

험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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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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이후 시행된 기출문제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는 

E-Mail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E-Mail 서비스를 위한 회원 가입 및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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