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회핵심집중반
정보처리기술사단기합격전략



두음신공 핵집반 멘토
핵심에집중!!!

108회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수석감리원
아이리포전담멘토

SW아키텍트
신기술발굴(Facebook, T Store, Open API)

IITP, NIPA,중소기업진흥원평가위원.  



핵집반 주요 특징

합격답안
체계적인멘토링을통한합격답안완성!!!

두음신공
빠른암기제공, 사이클론학습법이용

학습자료

이미준비된자료로신기술만추가

핵심집중
중요한내용에집중하여단기간에많은토픽숙지

자동반복
2번의사이클을통한자동반복!!! 수업시간에수회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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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시험에득점할수있는키워드에집중

1개념학습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핵심적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2두음신공

공부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빠른 암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토토학습
토픽 토론을 통한 자동반복
멘토와 함께 쉽게 암기법을
숙지합니다.

주중 토토 진행

4핵심멘토링

득점이 되는 답안이 어떤것인지
고득점 답안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핵심집중반선택이유
기술사 단기합격 !!!

저와 함께한 이들 빠른 합격을 이뤘습니다.

류신기술사
한기훈기술사

두음신공과 원리이해
답안완성으로 빠른 합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빠른 합격보장

이해가 안되는 건
핵심부족 핵심에 집중

핵심콕!!!

답안을 써야 합니다.

빨리 쓰기위해서는 필수

빠른암기

누구나 다 잊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남습니다.. 

망각의 속도를 넘어라

두음신공

멘토와토토

시간의 부족
반복수업으로
자동 2회 반복진행

수업활용



두가지핵심전략
60점전략, 67점전략

?
59점,58점으로 합격을 좌절하셨다면
고득점전략으로 접근 하셔야 합격합니다. 

67점 합격전략

핵심적 사고와 고득점 답안 중심으로
가이드 합니다.

의견제시

기본반을 바로 마치고 오신분이라면
60점 전략이 적절합니다. 

60점 합격전략

개념 이해, 긍정적인 분석
논리적 답안구성

두음신공과 빠른 답안 완성

개긍논시

자신에 맞는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확실한 합격 방안을 찾습니다.



빠른 합격- 핵심집중반
기술사 단기 합격반

고득점을 받아봐야 합니다.

아는 문제는 고득점 받도록
연습합니다.

아는 건 확실히 19점답안을
만들면
실전에서는 20점 넘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핵심을 콕찔러 주는 강의
잊혀지지 않는 강의

서바이벌 칼끝전략 핵심특강



• 일정 120회대비일정

주차 날짜 도메인 특화

1 09/21 소공

두음신공/

1교시집중2 09/28 경영/보안

3 10/05 DB/네트워크

4 10/12 CA/OS

5 10/19 개념 서바이벌

두음신공
/2교시집중

6 10/26 신기술

7 11/02 논술 서바이벌

120회 합격!!!

P1



• 일정 120회대비일정

120회합격!!!
계속달린다!!!

2번반복
실제로 10번반복

주차 날짜 도메인 특화

8 11/09 소공

두음신공/

1교시집중
9 11/16 경영/보안

10 11/23 DB/네트워크

11 11/30 CA/OS

12 12/07 개념 서바이벌

두음신공
/2교시집중

13 12/21 신기술

14 12/28 논술 서바이벌

P2



• 일정 매주상세일정

합격위해한걸음씩!!

시간 내용 비고

8:30~9:00 시험준비

초반
50분씩 시험

9:00~10:40 1교시

11:00~12:40 2교시

~13:40 점심시간

13:40~17:00 강의

17:00~18:00 토토및 멘토링

18:00~ 자율토토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집중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