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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03 114회 기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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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4회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문제를 보면 아! 탄성이 나오는 정말 범위가 넓고 400분 쓰기에 몰입하기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을 마치고 모두 한숨 돌리며 가족과 조금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미뤄났던 일에도 조금 더 집중하면서요.  

 

지난 113회 시험에도 아이리포 모의고사, 정의토토, 합숙에서 학습한 토픽들이 많이 출제되어 아이리포에서 총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114회 문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더 많은 합격자를 기대해 

보면서 주요 토픽을 한번 리뷰 해 보겠습니다. 아! 적중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아이리포 멘토님들 돗자리 깔고 수업하시나 봅니다. 

모의고사, 200제, 정의토토, 합숙에 출제되었거나 

지덤(www.jidum.com) 교재의 토픽을 확인하니 딱! 

95.2%입니다. 정의토토에서만 24.2%, 합숙에서 

21.0%입니다. 200제, 모의고사까지 하니 정말 다 커버되네요.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혹은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께 멘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선배 기술사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토픽들, 나올 것 같다고 추천해 주시는 토픽들에 항상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이리포 모의고사, 200제, 정의토토, 합숙 그리고 실력완성반 수업까지 꼼꼼히 

챙기셨다면 공격! 방어!가 모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두루두루 학습했던 토픽을 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1교시] 나온다고 했던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겨울 시험답게 1번 문제가 다중연결리스트(Multi-

linked list) 이네요. 우선순위 큐까지, 알고리즘 준비하신 분들은 쉽게 1번, 7번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2번. 

데이터베이스 카디널리티(database cardinality)는 지덤에 나오는 키워드이지요? 설마 했던 토픽이 나왔네요. 역시 

겨울시험입니다. 양자암호, 스마트더스트, 엣지컴퓨팅, 디지털 트윈, 재공학과 역공학, 사회공학, QA/QA 모두 

선택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이중 200제, 정의토토에 정리되었던 양자 암호(Quantum Cryptograph),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정리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왔을까? 아이리포 200제, 정의토토, 합숙! 

http://www.jid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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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 [관리 1교시] 양자 암호(Quantum Cryptography) 

 
정의토토 [관리 1교시] 엣지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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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시응 1교시] “컴시응 스럽다!”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CA/OS 토픽과 보안, 

네트워크, 그리고 살짝 신기술까지 컴시응 다운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정의토토 CA/OS 집중 시간에 

유광일기술사님께서 팍팍 짚어주신 스케줄링, TLB 문제와 김미경기술사님께서 찍어주신 멜트다운(melt 

down), 하광림기술사님께서 한번에 정리해주신 5G, 최창환기술사님의 강화학습! 까지 대단한 교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TPU, information hiding, PMI, Zero UI, Secure coding 대체로 선택 

가능한 문제였는데, 얼마나 차별화 해서 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토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토토 [컴시응 1교시] 선점형 스케줄링(Preemptive Scheduling) 

 
정의토토 [컴시응 1교시]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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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멜트다운은 관리 2 교시에도 출제되었네요. 인텔 CPU 에 적용된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에 대한 

기술의 버그를 악용한 보안 취약점으로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보안 문제였고, 평창올림픽에 시범 

적용되는 5G 기술은 기술성능 요구조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기술을 딱! 짚어주셨습니다 

200제, 정의토토 [컴시응 1교시] CPU 보안결함 중에서 멜트다운(Meltdown) 

[관리 2교시] CPU 아키텍처의 보안 취약점인 멜트다운(Meltdown)에 대하여 CPU 

마이크로 아키텍처 및 CPU 아키텍처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200제, 정의토토 [컴시응 1교시] 5G 기술성능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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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2,3,4 교시] 모의고사, 합숙에 출제되었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2 교시 1 번 

에 출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 

주간기술동향에도 나오면서 출제된 신기술 문제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살짝 

고민도 되네요.^^ 해외에서도 이슈가 된 망중립성도 출제되었고, ICT 기술이 산업과 융합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IEC61508 는 이번에 또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A*알고리즘도 합숙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네요. 주요 토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제, 합숙 200제, 합숙 

[관리2교시] 로봇과 비즈니스의 융합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 Robotics Process 

Automation)의 개념, 기반기술, 적용분야 및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프트웨어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가. 소프트웨어 안전과 소프트웨어 보안의 차이점 

나. IEC 61508에서 정의한 안전기능 요구사항 

도출과정 

다. IEC 61508과 의료기기, 항공기, 자동차 분야의 

기능안전 표준들 간 비교 

  
 이번 정보관리기술사 문제는 여전히 분석&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 문제(41%)가 다수 

출제되었고,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골고루 출제되었고 겨울시험인 만큼 알고리즘 

문제까지, 지덤을 기반으로 아이리포에서 학습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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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시응 2,3,4 교시] 기출문제를 꼼꼼히 보시고,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토픽을 잘 학습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역시 컴시응스러운 교시들이었습니다. 2 교시 하이퍼바이저 기반 가상화 기술과 보안을 융합한 

문제와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문제, 3 교시의 SDN(Software Defined Network)과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문제와 지능형 사물인터넷의 기술과 구현방식 문제, 4 교시의 캐시 

주소매핑, 교체 알고리즘 문제, 블록체인 응용분야 문제와 차량 통신기술 V2X 문제 등 나올만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모의고사, 200 제, 정의토토, 합숙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이었습니다.  

200제, 합숙 [컴시응4교시]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Block Chain)의 

유형과 산업별 적용분야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블록체인 유형 

  1) 퍼블릭 블록체인 

     - 누구나 열람/송금이 가능한 공개된 형태, 채굴과정을 통한 거래의 정당성 

인증 

     - 탈중앙화, 분권화 시스템 

  2) 컨소시엄 블록체인 

     - 미리 선정된 노드에 의해서 컨트롤 

     - N 개의 금융기관이 노드를 하나씩 운영, 각 기관의 동의가 일어나야 금융거래 

생성 

  3) 프라이빗 블록체인 

     -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으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짐 

     -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의 허락 필요 

  

200제, 정의토토 [컴시응 4교시]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차량 통신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의 종류와 통신표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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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출제된다고 했던 토픽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어쩌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00 분 답을 

쓰기엔 쉽지 않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토픽을 알고 있다, 학습했다는 것을 넘어서 관련된 

기술들을 융합해보고, 그 쓰임새를 생각해 보고, 어떤 한계가 있고, 개선방향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더욱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아이리포 멘토진 모두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바램을 모아봅니다. 

114 회 합격의 주인공은 나야 나~!! 

 

 

 

 

 

 

 

 

Contents connect communications!! 

 

아이리포에 오시면 더 많은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리포 IT지식창고 : https://www.ilifo.co.kr/boards/knowledge 

아이리포 지덤시리즈 : http://www.jidum.com 

아이리포 기술사/감리사 카페 : http://cafe.naver.com/itlf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10번지, DDMC 3층 아이리포 교육센터 

TEL: 02-303-9997 | MAIL: edu@ili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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