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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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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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_2023기출문제집실기_컴활2급-책.indb   2 2022. 11. 11.   오후 12:14



준비운동

1. 2022년 기출유형별 기능 정리표 6

2.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7  

3. 동영상 강의 시청 방법 11

4. 수험생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 12

5. 채점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14

6. 실습용 데이터 파일을 사용하려면? 16

1장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18

1. 입실

2. 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 확인

3. 문제지 수령

4. 암호 입력하기

5. 문제 풀이

6. 퇴실 

합격수기_정태룡 62

2장  최신기출유형

기출유형 01회 64

기출유형 02회 77

기출유형 03회 88

기출유형 04회 99

기출유형 05회 111

기출유형 06회 121

기출유형 07회 130

기출유형 08회 140

기출유형 09회 150

기출유형 10회 160

합격수기_김성태 171

4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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