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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소개

MOS Simulatio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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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형식의 MOS 배움터

실전 시험 문제 유형 99.9% 일치 

실전강사가 알려주는 완벽한 노하우

수록된 모의고사만 풀어도 합격 보장

시험결과를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문항별 오답 해설을 통해 틀린 문제 분석

동영상 해설을 활용한 풀이 방법 확인

MOS
Simulation

▩시험장만 가시면 긴장 되신다구요 ?

MOS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험 전에 실제 시험과 비슷한 방법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하거나 긴장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모르시겠다구요 ?

시험 본 결과를 전문가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틀린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약점을 보완하여

합격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에서 왜 틀렸는 지를 제시함으로

써 다시 틀리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풀이방법이 생각이 안나신다구요 ?

새로운 유형이나 풀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해설 기능을 이용하

여현재 문제의 풀이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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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수강신청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

과목선택

문제풀기

시험결과 확인

문항별 득점 및 오답 확인

과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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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소개

MOS Simulation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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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전체문항수 / 현재문제 번호

❷ 남은 시간

❸ 동영상 해설 보기

❹ 현재 시험 종료

❺ 현재 문제를 다시 풀기

❻ 현재 문제를 채점하고 다음 문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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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점수, 진행시간, 합격여부, 문제별 득점 현황, 틀린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약점분석 피드백 지원 기능MOS



MOS소개

MOS Simulatio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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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해설 기능

풀이 방법이 생각 나지 않을때 정확한 풀이 방법을 해설 동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OS



MOS소개

MOS Simulatio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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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S 클라우드기반 MOS 테스트 데모버전 제공

학생 A : 아직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B : 컴퓨터 작동 능력이 미숙해서 구매가 꺼려집니다.

학생 C : 가격이 싸서 믿음이 안갑니다.

학생 D : 실제 시험 유형과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학생 E : 실제 시험하고 푸는 방식이 비슷한가요 ?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모의고사 5문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별도의 설치 절차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MOS

Q & A



MOS Simulation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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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아래의 학교들이 저희 MOS Simulat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OS

72 99 66 84

58 80

27%
증가

21%
증가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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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 점수 및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

•문항별 득점 현황 및 오답 확인

동영상� 해설� 지원
•모의고사를 푸는 도중에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답을 동영상 해설로 확인 가능

기출문제� 유형과� 같은� 모의고사
•MOS 2003부터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모의고사 출제

검증된� 소프트웨어
•2012년 Microsoft Office 세계경진대회 MOS 한국 대표 선발전에 사용한 공식 프로그램

•2014년 Microsoft Office 세계경진대회 MOS 한국 대표 선발전에 사용한 공식 프로그램

Kwon
입력 텍스트
MOS 합격의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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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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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

한국공학기술연구원은 단순히 공학도들만이 아닌 모든 분야의 석학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연구

능력과 개발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므로서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중추적인 대들보 역할을 하며 또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전문교육인력 양성과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손  철  수

본   사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 �1�0�2�-�3�6

홈페이지 : www.ketri.re.kr

- 국가 R&D 사업 다수 수행

- 교육용 시스템 개발

- 임베디드 S/W 개발

- 대학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대학 지표 관리 시스템 개발

LINC 종합 지원 시스템 개발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급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Microsoft Office 세계경진대회 MOS 한국대표 선발전 시스템 구축

대학 모바일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발

온라인 글쓰기 클리닉 시스템 개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개발

KETRI DIGITAL SIGNAGE 시스템 개발

설립연도

대 표 자

주 소

사업분야

주요연혁



신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기업

전남�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 �1�0�2�-�3�6
TEL : 061-721-2484

E-Mail : ciz2000@k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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