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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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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와 

(주)도서출판 길벗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한 서점에서 바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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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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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컴퓨터 일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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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PDF

C O N T E N T S

※  핵심요약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핵심요약 PDF 사용을 위한 회원 가입 및 구입 

도서 등록 절차는 9쪽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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