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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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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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_2023퀵앤이지-컴활1급_부속(001~017)_ej4.indd   6 2022. 12. 13.   오후 1:42



Contents 7

데이터베이스 질의(Query)

 120 단순 조회 질의 – 기본 구문 422

 121 단순 조회 질의 – 정렬 424

 122 단순 조회 질의 – 그룹 지정 426

 123 주요 함수 428

 124 특수 연산자를 이용한 질의 430

 125 하위 질의 433

 126 다중 테이블 질의 434

 127 실행 질의 437

 128 기타 질의 440

 기출문제은행 443

폼과 컨트롤

 129 폼의 개념 450

 130 폼의 구성 요소 452

 131 자동 폼 생성 도구 455

 132 폼의 속성 - ‘형식’ 탭 457

 133 폼의 속성 - ‘데이터’ 탭 459

 134 컨트롤의 개요 460

 135 하위 폼 463

 136 컨트롤의 주요 속성 465

 137 폼 작성 기타 467

 기출문제은행 471

보고서(Report) 작성

 138 보고서 작성의 기본 476

 139 보고서의 구성 478

 140 페이지 설정하기 480

 141 보고서의 주요 속성 482

 142 보고서의 정렬 및 그룹화 484

 143 보고서의 종류 486

 144 보고서 작성 기타 490

 기출문제은행 494

 

3

4

5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145 매크로 작성 500

 146 매크로 함수 503

 147 이벤트 프로시저 505

 148 ACCESS의 개체 507

 149 데이터 접근 개체 509

 기출문제은행 5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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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_2023퀵이지-컴활1급_3과5장(475~498)
	21_2023퀵이지-컴활1급_3과6장(499~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