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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포 기술사회 멘토(슈퍼 똘말이 , 기본반 학습 교제 저자)

- 국내/해외 ERP 구축 프로젝트, 개발/PL/PM 담당

- Global ITSM R&R수립, PI/BPR 등 다수프로젝트 (14년) 

- ERP방법론, SAP, Oracle, QA/SA/감사, ERP개발/모듈 사내강사

- 한이음 ICT 멘토링 주멘토 등

- 인공지능 모델 구축 및 시스템 기획

- 국내/해외 대고객서비스(B2B) 기획/PM 

- R&D연구/기획, 이노베이션 시스템 총괄

- IT시스템 해외수출, 과학기술정책연구

- PI/BPR, IT컨설팅, 웹/앱서비스 등 프로젝트 수행 (16년)

- PreSales, UX기획, I/F Architecture

- 대학(원) ICT부문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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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

•최X균

•김X태

•김X원

114회

•김x영

•박X재

•박X만

•서X영

116회

•서X영

•주X환

•김X원

•심X광

•최X원

117회

•김X욱

•이X용

•문x라

•김X우

•현X영

118회

•나X근

•유X정

•권X형

•전X길

•이x호

111회 기본반
서브 멘토

113회 이춘식
PE 서브 멘토

멘토
활동

배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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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 학습!! , 기술사 시험에 필요한 모든 토픽을 학습!

The 학습!!, 주요 원리를 이해하고 한 단계 더 학습!

통 학습!!, 통찰력(Insight)의 깊이 있는 표현의 학습!

답안구조의 성숙도

원리의 학습

기술사 학습 지향점

The 학습

多 학습!

통 학습

통찰력의
깊이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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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토픽

표현

기술사

1~4주 (원리 및 계산 토픽)
- 도메인 : 원리토픽, 계산 토픽, 인공지능
- 답안 : 주요 템플릿, 개인별 강화 전략 수립&이행

5~17주(도메인 심화 과정)
- 도메인 : 소공, 경영, UML, DB, 보안 등
- 답안 : 품질 성숙도 향상 (필력, 가시성, 논리, 일관성)

1~17주 멘토와 함께 하는
토요일 토픽토론으로
지식과 표현의 내재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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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rack with Big&UP

전범위 올라운딩

도메인 + 현황토픽

최우슬 PE 외

빅업
일요반

학습자료, 학습 기법, 주요 이벤트

함께해요~~

핵심주제

토픽 토론

호연 PE 외

빅업
토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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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별 강의

지식 학습
핵심 이해
강의자료

2) 조별 토픽 토론(평일, 주말)

-개별 학습
-주 별 과제 수행
-주 별 답안 작성

맞춤형 멘토링
개인별 전략 수립
개선사항 도출

학습 방법 모니터링
계획 대비 실적 평가

지식 내재화
답안 완성 (품질개선)

도메인 반복
개선사항 적용
신규 트렌드 학습

원리토픽

심화토픽

1 WEEK

주 별 강의를 통한 토픽 별 핵심 이해!
개인별 합격 매커니즘 강화! 

3) 맞춤형 학습 관리4)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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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정보처리기술사합격!

+ Study Goal!

 토픽의 확장

 주요 토픽의 원리 이해

 답안 차별화를 통한 품질 개선

 최신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
내재화

 답안에 쓸 수 있는 있는 학습

 필력 향상 및 문제점 개선

++ Study Method!

 개인별 현황 진단 및 방향 수립

 개인별 계획 대비 실적 관리

 도메인 강의 (주 별 계획 참조)

 주간 모의고사

 온/오프라인 집중 멘토링 수행

 빅업 서바이벌 (답안 집중 개선)

 토픽 토론 (지식 내재화)

 단도리 학습 (집중 반복)

+++ Study Tool!!

 학습 자료 제공

– 학습 교제(정리 노트, 핵심200제)
– 강의 자료(도메인 별 정리자료, 

주요 도메인 핵심 노트) 
– 기술사 서브 노트
 모범 답안 제공(합격 기술사 자료)

 매주 트렌드 정리 자료(IT뉴스)

 주간 모의고사 키워드 노트

 최근 3~4년 기출 풀이,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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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6

8

10

12

일(수업) 월 화 수 목 금 토(수업)

토/일요반 학습시간 비교

일요반학습시간 토요반학습시간

 토/일요일반 학습 시간 비교

표본 :  빅러닝반, 빅&업반 데일리 스크럼 학습 시간

분석 결과 : 

- 일요 수업에 따라 금,토요일 학습 집중 시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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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요~!!!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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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성숙도(TMM) : 설명 가능한 수준의 개념,  한 토픽당 2~3개 이상의

키워드 , 토픽간 연계성

- 답안 성숙도(AMM) : 표현, 가시성, 이해,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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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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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 주별 -> 일별

마인드 맵

전략적 구성

스토리 텔링

전략적 모범 답안

서브 노트

출제 예상

선택과 집중

나만의 암기법

논리적 구성

토픽 토론

특강

주별 sel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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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itlf

https://cafe.naver.com/bigupit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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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nd.us/n/aaafw3w6E6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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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메인 별 학습 자료

- N사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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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

<슈퍼 똘말이>

<마인드 맵>

교재 + 토픽 + Insight

기술사 학습 모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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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내 기출

모의고사(아이리포,K사 등), 합숙 자료, 특강, 모범답안 등

- N사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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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목표 제시

2) 쓰고

3) 바로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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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 주간(전주 금요일 ~ 금주 수요일) 주요 IT뉴스 제공 하여, 현재 트렌드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함.
- 도메인 수업 전 주요 기사에 대한 리뷰 진행 => Insight 제공 및 주요 토픽 선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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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ctivity 진행시간 소요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비고

오전

조식 07:00 ~ 07:40 40

학습 08:00 ~ 08:50 50 강의실로 집결

서바이벌

자율학습 자율학습

모의고사 09:00 ~ 10:40 100 1교시형(네트워크)
1/2교시형(50/50) : 

소공,신기술
1교시형(1,2,3일차)

휴식 10:40 ~ 11:00 20

모의고사 11:00 ~ 12:40 100 2교시형(네트워크) 인공지능(최우슬) 2교시형(1,2,3일차)

오후

중식 12:40 ~ 13:40 60

학습 및 멘토링 13:40 ~ 15:20 100 소공(최우슬)

서바이벌

DB(최수X)

알고리즘&분석계
(기술사)

4일차
멘토링

휴식 15:20 ~ 15:40 20

학습 16:40 ~ 17:20 100 네트워크(전영X) TEST & IoT(최우슬)

오후 시험 및 전체
멘토링

17:20 ~ 17:50 30

저녁

석식 18:00 ~ 19:00 60

학습 19:00 ~ 20:00 100 신기술1(최우슬)
스페셜 서바이벌

서바이벌,오픈서바이
벌 자료
(황영X)

경영/컨설팅(최우슬)

휴식 20:40 ~ 21:00 20

해산(자율)자율 학습 및
멘토링

21:00 ~ 24:00 300
멘토링 및 자율학습

서바이벌 준비
멘토링 및 자율학습 멘토링 및 자율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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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

학습

독려^^

반복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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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목차 잡기

2. 셀프 테스트

3. 학습 내용 정리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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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지 사항 공유
- Daily Scrum
- 주요 IT Issue 공유
- 매주 신문 정리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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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자료
- 신문 정리 자료
- 셀프테스트
- 모범 답안
- 목차 연습
- 주간모의고사
- Key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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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모의고사> <Key note>

매주 주간 모의고사에 대한 Key note 제공
- 인트로, 목차, 핵심 키워드 등

29





30



31





목표 일정 요일 회차 도메인 강의 내용

기본
원리

2019-08-25 일 1 원리 토픽

- 오리엔테이션 (빅업반 Identity 공감 : 학습 방향/합격 전략 등)
- 원리 토픽 이해: DB 모델링, 정규화, 컴퓨터 구조, 가상화, 플랫폼, 아키텍처,   
암호화, 빅데이터 등
- 개인 별 현황 파악 및 방향성 도출

2019-09-01 일 2 계산토픽 - 대가산정, EVM, CPM, 연관관계, CRC, CIDR, 스케줄링 (디스크,CPU) 등

2019-09-08 일 3 인공지능
- 인공지능 개요, 머신러닝, 딥러닝, 주요 알고리즘, 법/제도 등
- 답안 특강

2019-09-15 일 추석 휴강

2019-09-22 일 4

쓰다듬고 싶
은 답안 만들
기! (feat. 
Survival)

- 1,2 교시형 답안 구조 및 문제 별 템플릿 구성
- 각 1,2 교시형 3라운드 씩 진행

전 주차 멘토링 진행
1) 답안 멘토링
2) 멘탈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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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차 멘토링 진행
1) 답안 멘토링
2) 멘탈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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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일정 요일 회차 도메인 강의 내용

도메인
심화

2019-09-29 일 5 SW공학
SW공학 개요, SDLC, 개발방법론, 아키텍처, FW, SW
생산성, 거버넌스, SW품질

2019-10-06 일 6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내/외부분석 기법, 분석도구, 마케팅 기법, 주요
지표 측정

2019-10-13 일 7
UML/디자인패턴/Web

Test
UML개요, 1,0 / 2.0, 디자인패턴 23개

2019-10-19 토 8 CA/OS
CA/OS 개요, 주요 이론, 구조, 기억장치, 프로세스, 스케
줄링, 동기화, 가상기억장치 등

2019-10-20 일 모의고사

2019-10-27 일 9 테스트 & 블록체인
테스트 개요, 기본원리, 테스트 모델, 생명주기, 테스트 프
로세스, 기타 테스트 기법
블록체인 특강

2019-11-03 일 10 DB
DB기본, DBMS, 모델링, 정규화, 성능향상 기법, 트리, 
법/제도, 데이터관리 등

2019-11-10 일 11
쓰다듬고 싶은 답안 만들기! 

(feat. Survival)
- 1,2 교시형 답안 구조 및 문제 별 템플릿 구성
- 각 1,2 교시형 3라운드 씩 진행



목표 일정 요일 회차 도메인 강의 내용

도메인
심화

2019-11-17 일 12 보안
-보안개요, 보안기법/알고리즘, 인증/접근통제, 공격/
방어기법, 최신 보안 등

2019-11-24 일 13
프로젝트관리 &  Agie

실무 지침

-PMP6th, 프로젝트 관리 개요, 프로세스 영역, 관계, 
주요측정 기법, 대가산정등 계산 문제
-Agile Approach, 실무 기반 핵심 내용

2019-12-01 일 14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본, 프로토콜, 라우팅, 통신망, 이동통신망, 차세대
네트워크, 응용기술, IoT, 5G, 자율차 포함

2019-12-08 일 15
데이터 마이닝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주요 기술, 핵심 솔루션, 알고리즘 개요, 주요
알고리즘(정렬, 탐색) 등

2019-12-14 토 - 모의고사

2019-12-15 일 - 휴강

2019-12-22 일 16
단도리 학습 : IT 현황

정리 , 반복
-1/2/3 일차 :  100/100분 시험, 1~15주차 핵심 리뷰
-신기술 및 주요 도메인 빠르게 반복

2019-12-29 일 17 2019년 트렌드
-디지털타임즈, 전자신문, IT-Find, 주간기술동향 등
정리

전 주차 멘토링 진행
1) 답안 멘토링
2) 멘탈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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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수행 Activity

08:00 ~ 09:00 60 조별 토픽토론

09:00 ~ 09:50 50 주간 모의고사1

09:50 ~ 10:00 10 휴식

10:00 ~ 10:50 50 주간 모의고사2

09:50 ~ 10:00 10 휴식

11:00 ~ 11:20 20 주간 모의고사 리뷰

11:20 ~ 12:00 40 IT트렌드 리뷰

12:00 ~ 13:00 60 점심 식사

13:00 ~ 17:00 240 주 별 도메인 강의

17:00 ~ 17:30 30 주간 모의고사3

17:30 ~ 멘토링 및 토픽 토론

시간 분 수행 Activity

08:00 ~ 09:00 60 조별 토픽토론

09:00 ~ 10:40 100 주간 모의고사1

10:40 ~ 10:50 20 휴식

11:00 ~ 12:40 100 주간 모의고사2

12:40 ~ 13:00 20 주간 모의고사 리뷰

13:00 ~ 13:40 40 점심 식사

13:40 ~ 18:00 260
IT트렌드 리뷰
주별 도메인 강의

18:00 ~ 멘토링 및 토픽 토론

+ 1~4주차 진행 계획 + 5~17주차 진행 계획

- 수업 종료 후 조별 토픽토론 - 수업 종료 후 조별 토픽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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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은 멘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멘티가 하는 것입니다. 

멘토를 신뢰하고 의지하되, 자신의 학습 주관은 뚜렷하게 갖고 정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술사라는 꿈을 실현 하시게 될 것이고, 

저와 멘티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 그리 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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