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 1위 IT 수험서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인터파크 : 컴퓨터활용능력 분야 시나공 베스트 1위(20년 9월 기준)

가격 11,000원

시나공 기출문제집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스마트한 시나공
수험생 지원센터

1. 시나공 카페(sinagong.gilbut.co.kr)에 로그인하세요!

2. 상단 메뉴 중 [프리미엄 존] → [실기특강]을 클릭하세요!

3. 실기특강 목록에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를 클릭한 

후 원하는 강좌의 <강의보기>를 클릭하여 시청하세요.

※ ‘실기특강’ 서비스는 시나공 카페 회원 중 구입 도서를 

등록한 분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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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좌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동영상 강좌 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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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gilbut.co.kr에서 더 많은 동영상을 만나세요!

시나공 IT 자격증
동영상 강좌
독학의 의지가 약해질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리자!

합격을 위한 최종점검!

실기 시험 대비 온라인 특강 서비스
(주)도서출판 길벗에서는 실기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특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sinagong.gilbut.co.kr

* 지금 바로 시나공 카페에 접속해보세요 ! 자격증 시험 뉴스, 최신기출문제, 
질의응답, 도서 부록자료 등 합격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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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자유지대

‘시나공’  독자 카페
http://sinago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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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자료가 등록되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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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 번에 합격을 위한 
특별 서비스 3개 더!!

불합격 방지용 안전장치

기억상자
틀린 문제만 모아 오답 노트를 만들고, 까먹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하

고 싶다고요? 학습한 내용을 안전하게 머릿속에 담아 시험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

기출문제 CBT
실제 시험장이 궁금하세요?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제 시험 보듯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덤입니다.

합격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동영상 강의로!

무료 동영상
혼자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고민하지 말고 QR코드를 스캔

하세요!

이 책은 IT 자격증 전문가와 수험생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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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워드프로세서 필기 : 40,000원
실기 : 40,000원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선택)

필기 : 55,000원
실기 : 60,000원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 40,000원
실기 : 55,000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 40,000원
실기 : 30,000원

GTQ(1급/2급 선택) 1급/2급 : 각 20,000원

정보처리기사 필기 : 65,000원
        실기 : 85,000원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 : 50,000원
실기 : 85,000원

무료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실기특강

 • ITQ OA MASTER(2010/2016)

 • ITQ 엑셀(2010/2016)

 • ITQ 한글(2010/2016)

 • ITQ 파워포인트(2010/2016)

• GTQ 포토샵(1, 2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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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자

불합격 방지용
안전장치

강윤석, 김용갑

김우경, 김종일

길벗알앤디 지음

무료 동영상

합격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동영상 강의로!

기출 CBT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

최신기출문제 + 전문가의 조언 + 핵심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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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기출문제집 - 시나공 시리즈 21   
초판 발행·2020년 12월 21일

발행인·이종원

발행처·(주)도서출판 길벗

출판사 등록일·1990년 12월 24일

주소·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서교동)

주문 전화·02)332-0931   팩스·02)323-0586

홈페이지·www.gilbut.co.kr   이메일·gilbut@gilbut.co.kr

기획 및 책임 편집·강윤석(kys@gilbut.co.kr), 김미정(kongkong@gilbut.co.kr), 임은정(eunjeong@gilbut.co.kr)

디자인·윤석남 제작·이준호, 손일순, 이진혁 영업마케팅·임태호, 전선하, 차명환

웹마케팅·조승모, 임지인 영업관리·김명자 독자지원·송혜란, 윤정아

편집진행 및 교정·길벗알앤디(강윤석ㆍ김용갑ㆍ김우경ㆍ김종일ㆍ김선길) 일러스트·윤석남

전산편집·예다움 CTP 출력 및 인쇄·북토리 제본·신정제본

ⓒ 길벗알앤디,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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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521-393-0   13000

(길벗 도서번호 030803)

가격 11,000원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길벗출판사

길벗 | IT실용, IT/일반 수험서, IT전문서, 경제실용서, 취미실용서, 건강실용서, 자녀교육서

더퀘스트 | 인문교양서, 비즈니스서

길벗이지톡 | 어학단행본, 어학수험서

길벗스쿨 | 국어학습서, 수학학습서, 유아학습서, 어학학습서, 어린이교양서, 교과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gilbutzigy

커뮤니티·http://cafe.naver.com/gilbu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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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 전문가의 조언

0 1회 2020년  7월 시행 기출문제 12

02회 2020년  2월 시행 기출문제 28

03회 2019년  8월 시행 기출문제 44

04회 2019년  3월 시행 기출문제 59

05회 2018년  9월 시행 기출문제 73

06회 2018년  3월 시행 기출문제 87

07회 2017년  9월 시행 기출문제 102

08회 2017년  3월 시행 기출문제 117

09회 2016년  10월 시행 기출문제 131

10회 2016년  6월 시행 기출문제 145

1 1회 2016년  3월 시행 기출문제 160

12회 2015년  10월 시행 기출문제 174

13회 2015년  6월 시행 기출문제 188

14회 2015년  3월 시행 기출문제 203

15회 2014년  10월 시행 기출문제 218

핵심요약

1과목 컴퓨터 일반 PDF

2과목 스프레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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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 1위 IT 수험서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인터파크 : 컴퓨터활용능력 분야 시나공 베스트 1위(20년 9월 기준)

가격 11,000원

시나공 기출문제집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스마트한 시나공
수험생 지원센터

1. 시나공 카페(sinagong.gilbut.co.kr)에 로그인하세요!

2. 상단 메뉴 중 [프리미엄 존] → [실기특강]을 클릭하세요!

3. 실기특강 목록에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를 클릭한 

후 원하는 강좌의 <강의보기>를 클릭하여 시청하세요.

※ ‘실기특강’ 서비스는 시나공 카페 회원 중 구입 도서를 

등록한 분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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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좌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동영상 강좌 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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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gilbut.co.kr에서 더 많은 동영상을 만나세요!

시나공 IT 자격증
동영상 강좌
독학의 의지가 약해질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리자!

합격을 위한 최종점검!

실기 시험 대비 온라인 특강 서비스
(주)도서출판 길벗에서는 실기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특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sinagong.gilbut.co.kr

* 지금 바로 시나공 카페에 접속해보세요 ! 자격증 시험 뉴스, 최신기출문제, 
질의응답, 도서 부록자료 등 합격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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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자유지대

‘시나공’  독자 카페
http://sinago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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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자료가 등록되면,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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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 번에 합격을 위한 
특별 서비스 3개 더!!

불합격 방지용 안전장치

기억상자
틀린 문제만 모아 오답 노트를 만들고, 까먹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하

고 싶다고요? 학습한 내용을 안전하게 머릿속에 담아 시험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

기출문제 CBT
실제 시험장이 궁금하세요?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제 시험 보듯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덤입니다.

합격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동영상 강의로!

무료 동영상
혼자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고민하지 말고 QR코드를 스캔

하세요!

이 책은 IT 자격증 전문가와 수험생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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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워드프로세서 필기 : 40,000원
실기 : 40,000원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선택)

필기 : 55,000원
실기 : 60,000원

정보처리기능사 필기 : 40,000원
실기 : 55,000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 40,000원
실기 : 30,000원

GTQ(1급/2급 선택) 1급/2급 : 각 20,000원

정보처리기사 필기 : 65,000원
        실기 : 85,000원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 : 50,000원
실기 : 85,000원

무료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실기특강

 • ITQ OA MASTER(2010/2016)

 • ITQ 엑셀(2010/2016)

 • ITQ 한글(2010/2016)

 • ITQ 파워포인트(2010/2016)

• GTQ 포토샵(1, 2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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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자

불합격 방지용
안전장치

강윤석, 김용갑

김우경, 김종일

길벗알앤디 지음

무료 동영상

합격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동영상 강의로!

기출 CBT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

최신기출문제 + 전문가의 조언 +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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