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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 – 03 아이리포 예감적중 

 

아이리포 지식창고 

(주)씨에스리 조경미 기술사 

(kmicho@cslee.co.kr) 

 

 

 지난 8월12일, 113회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분씩 4교시를 온전히 시험지와 답안지에 몰두한 경험은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시험보시는 멘티들 뿐만 아니라 함께 시험을 준비해온 멘토들에게도 떨리고 

조마조마했던 하루였습니다. 

 

 

1교시가 끝나는 10시 40분을 기점으로 멘토들의 

반응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적중했다! 둘째, 

평이하다! 셋째, 그러니까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이리포 

기술사반에서 학습한 내용과 200제, 정의토토, 합숙, 

모의고사(월간/주간) 등으로 68% 가량 커버가 

가능했고, 유추 가능한 문제까지 포함하면 87%가량이 

접근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들이기에 

평이했고, 그러기에 반드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멘토들이 예상한 주된 합격 포인트입니다.  

  

해당 회차의 난이도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1교시를 볼 때, 정보관리 1교시는 MCTS, FIDO, TOR, CPS, 

SDDC 등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했고, 컴퓨터시스템응용 1교시도 MR, 4D프린팅, Web Mining, 로봇, O4O, 

디지털 홀로그램, SDDC 등 익숙한 토픽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컴퓨터시스템응용의 경우 Concolic 

Execution, Modbus, FeRAM 등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접근 가능한 토픽들이 많이 정보관리보다 조금은 

113회 출제분석 by 아이리포 

200제  

적중 키워드 

MCTS, FIDO2.0, 로지스틱 회귀분석, TOR네트워크, CPS, SDDC, 망중립성, 소프

트웨어 영향평가, Agile, CBD, 인터럽트, Https, 퍼셉트론, 랜섬웨어, PPDM, 망

분리,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오픈데이터, MR, 4D프린팅, Web 

Mining, Robot, O4O, SDDC, WPAN, SQL injection, 보안기술, SCADA, 자율주

행, 4차산업혁명, 정적테스트, AMI, 클러스터링, Smart Farm 등 

정의토토/합숙/ 

모의고사 

적중 키워드 

로지스틱회귀분석, 로짓변환, CPS, SDDC, 퍼셉트론, 블록체인, 빅데이터분석, 오

픈데이터, MR, 4D 프린팅, Web Mining, Robot, O4O, SDDC, 자율주행 등 

주간모의고사 및  

유추 가능 키워드 

MCTS, FIDO2.0, 크라임웨어, SPA, HCE, Tailoring, 함수형언어, CWE, 디지털 

홀로그램, FO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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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선택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113회는 아이리포 200제, 정의토토, 합숙, 모의고사에서 적중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리포 

기술사회 멘토들의 집단지성 200제, 각 멘토들의 전문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학습으로 진행된 

정의토토, 합숙, 모의고사가 바로 적중율을 높이게 되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제 수업에서도 각 전문분야의 멘토들이 분야별 집중적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이야기 하며 학습했고, 

정의토토, 합숙을 통해 익힌 문제들과 아이리포 멘토들의 차별화된 답안 멘토링으로 분명히! 아이리포 멘티들의 

답안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멘토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가열차게 나누며 113회 분석과 114회 

준비를 위해 이미 돌격하고 있었습니다.^  ̂

 

 

  

 그럼 200제, 정의토토, 합숙, (주간/월간) 모의고사 등을 통한 아이리포만의 차별화된 답안 포인트를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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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1교시 5번)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에서의 로짓 변환(Logit Transformation)  

-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알고 있었지만, 로짓변환에 대해 물어본 것이기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로짓 변환은 승산비를 log를 이용해서 0~1사이 확률로 변환하는 기법으로, 최종으로 로지스틱 함수를 얻어 

분석에 이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리포 정의토토에서 이OOPE의 깊고 정확한 학습을 기반으로 한 

예측으로 적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7점 이상 고득점 키워드) 종속변수의 결과값이 0~1, 확률, log활용, 승산비, logit(p) = log (p/(1-p)) 등 

 

 

2. (정보관리 1교시 12번, 컴퓨터시스템응용 1교시 13번)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 많은 멘토들이 이미 나온다고 출제예상하고 있는 문제이고, 주간/월간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했지만, 200제를 

통해 정확하게, 마지막 113회 대비 합숙까지!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소름이 돋는 적중률 인 것 같습니다.  

SDDC는 쓸 키워드가 워낙 많고, 많은 분들이 준비했던 토픽이라 얼마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차별화 했느냐가 

7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7점 이상 고득점 키워드) SDN, SDS, SDX, NFV, 가상화, 플랫폼기술, 오픈스택, 클라우드스택, 프로비져닝, X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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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 신기술 181번 

 

113회대비 합숙 1일차 (1교시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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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시스템응용 1교시 7번) 4D 프린팅 

- 3D 프린팅, 3D 바이오프린팅 등과 함께 출제 예상되던 문제입니다. 200제로 선정되었고, 합숙과 정의토토에서 

다루어져서 더욱 잘 쓸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 (7점 이상 고득점 키워드) 스마트소재, 형상기억합금, 형상기억 폴리모섬유, 자가변환, 자가조립, 시간, 온도, 

습도, 바람, 수소이온농도, 외부자극 등 

113회 대비 정의토토 5일차 

 

113회대비 합숙 1일차 (1교시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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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 신기술 184번 

 

 

 

 

4. (컴퓨터시스템응용 1교시 12번) O4O 와 (정보관리 4교시 5번) 오픈데이터 

- O4O는 아이리포 빅러닝반 주간모의고사부터 아이리포 IT수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연관하여 언급했고, 합숙 

5일차에 출제되었던 O4O가 정말 출제되었네요.^  ̂  

- 또한 오픈데이터는 LOD, 팀버러스리의 5Star 와 함께 출제된다고 계속 예상되던 문제인데, 이번에 정의토토 

하면서 smart data, fast data, dark data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면서 함께 정리했던 키워드인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2교시형으로 출제되어 잘 응용해서 작성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 (O4O 7점 이상 고득점 키워드) online for offline, 차별화된 경험, 비즈니스 플랫폼, 아마존고 등 

- (오픈데이터 7점 이상 고득점 키워드) LOD, 팀 버너스리 5Star, URI, RDF, Ontology, OWL, SparQL, CKAN, 

DKAN, Socrata, 초연결,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브로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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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200제 신기술 165번 

 

LOD 113회 대비 정의토토 1일차 

 

O4O 113회대비 합숙5일차 (1교시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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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관리 2교시 6번) 퍼셉트론(perceptron),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 X-OR연산 

-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의 역사, 강한/약한/초 인공지능, 특이점, 여러 가지 신경망 알고리즘 

등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신경망학습의 기원 퍼셉트론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신기가 있으신 것 같은 아이리포 멘토님들의 역량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문제도 

정의토토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짚었고,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의 유형과 활용, X-OR연산문제를 해결한 방법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2교시형으로 출제 되었습니다. 

- (7점 이상 고득점 키워드) TLU, 헵규칙, 비선형 분리, 다층 퍼셉트론, 경사하강법, 항등함수, 경사함수, 계단함수, 

시그모이드함수, ReLU 등 

퍼셉트론 

 

활성화함수 

 

퍼셉트론의 한계(X-OR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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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퍼셉트론(X-OR 문제 해결) 

 

 이 외에도 MCTS는 alpha-beta pruning까지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깊이를 설명드렸던 것 같고, 자율주행 센서, 

통신기술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200제, 정의토토, 합숙에서 쭉 이어갔던 토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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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합숙 마지막날 이춘식기술사님의 찍기 특강은 어땠을까요? 4D, O4O, 지능형로봇, MCTS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출제된 검색에도 대응이 가능한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형태소분석, 

TTS/STT, Text Mining, TF-IDF, 등등 마지막 합숙까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대박이었네요!! 

지능형 로봇 

 

M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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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처리 NLP 

 

 아이리포 기술사회 멘토들의 집단지성 200제, 차별화된 전문성 기반으로 심도 있는 정의토토, 합숙 및 

모의고사는 아이리포만의 차별화된 핵심 강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기술사 합격은 원리와 응용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멘토진의 차별화된 수업을 기반으로, 200 제, 정의토토, 합숙,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기본 핵심 토픽과 

최신 응용 트렌드를 익히고 꾸준한 답안 연습만이 합격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번 113 회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차별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멘토들은 정확한 토픽 이해와 꾸준한 반복학습, 

그리고 자신감!을 핵심으로 꼽습니다. 물론 저도 완전 동의하구요. 정확히 학습하시고,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high 

quality의 답안 연습을 통해 자신감으로 무장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마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할 수 없는 이시기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되, 그 고민의 끝까지 갈 

때까지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마시고 계속 학습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113회 필기 합격에 이은 면접에도 

혹은 다음 114회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13회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14회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아이리포 기술사회와 함께 합격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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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cafe.naver.com/itlf/23639  113회 따끈따끈 시험문제 (정보관리 1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40  113회 따끈따끈 시험문제 (컴퓨터시스템응용 1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41  113회 따끈따근 시험문제 (정보관리 2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42  113회 따끈따근 시험문제 (컴퓨터시스템응용 2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43  113회 따끈따근 시험문제 (컴퓨터시스템응용 3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44  113회 따끈따근 시험문제 (정보관리 3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45  113회 따끈따근 시험문제 (정보관리 4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46  113회 따끈따근 시험문제 (컴퓨터시스템응용 4교시) 

http://cafe.naver.com/itlf/23651  최우슬기술사 113회 문제분석 

아이리포 IT수다 

https://www.youtube.com/watch?v=-zapJxbuUYU  IT수다 최우슬기술사편 

https://www.youtube.com/watch?v=VVyOuQ06Ztk IT수다 정두현기술사편 

https://www.youtube.com/watch?v=eFHpGQQv4Vo IT수다 조경미기술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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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