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Internet)’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답 4 

➀인터넷상의 모든 웹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집합

➁하이퍼텍스트 웹 문서 등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통신 규약

➂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➃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FTP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➀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로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하는 시스템

➁메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를 말한다.

➂텍스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

➃File Transaction Protocol의 약자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나 단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➀FTP ➁RSS ➂ISP ➃Podcast

URL에 개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➀인터넷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유한 주소

➁클라이언트/서버 모델과 웹의 HTTP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가 들어 있는 파일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

는 프로그램

➂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➃웹사이트에서 게시하는 자주 업데이트 되는 콘텐츠

다음중 올바른 인터넷 주소를 나타낸 것은? 

➀http://www.dreamitbook

➁http:www.dreamitbook.com

➂www://dreamitbook.com

➃http://www.dreamitbook.com



‘RSS’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답 3

➀RSS 관련 프로그램은 자동 수집이 불가능하다.

➁모든 웹사이트는 ‘RSS’를 지원한다.

➂원하는 주제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모아 특정 사이트의 방문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데

이터를 말한다.

➃미디어 배포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메인 http://www.dreamitbook.com에서 기관 또는 초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➀http ➁www ➂dreamitbook ➃com

동영상, 글, 음악, 그림, 프로그램, 파일, 글의 특정 위치 등을 지정하여 웹 사이트나 프로그램 등으로 이

동하는 기능은? 

➀HTML ➁하이퍼링크 ➂RSS ➃이메일

www(World Wide Web)의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➀인터넷에 연결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을 말한다.

➁웹(Web)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➂www는 인터넷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➃인터넷상의 모든 웹사이트들을 모아 놓은 집합이다.

Podcast의 콘텐츠의 유형은 무엇인가? 

➀정기적,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컨텐츠

➁HTTP를 사용하여 웹서버에 자료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➂오디오 또는 동영상

➃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음성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안전한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웹브라우저의 ‘주소표시줄’에 표시되는 기호는? 

➀자물쇠 ➁안전모 ➂금지표시(⦻) ➃열쇠



‘디지털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➀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한다.

➁인증서를 통해 서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➂디지털 서명과 함께 전자문서와 작성자의 신뢰성을 보증한다.

➃사전에 허락을 받으면 익명으로 접속할 수 있다.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➀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바라지 않거나 인증되지 않은 통신을 막는다. 

➁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➂네트워크 보안수준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말한다.

➃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 접속의 보안을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➀익명으로 접속하는 것을 제한 한다.

➁방화벽을 설치하여 인증되지 않은 외부의 접속을 차단한다.

➂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여 익명접속을 차단한다.

➃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용어와 용어의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➀해킹-호기심이나 지적욕구의 바탕 위에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네트워크를 탐험하는 행위

➁크래킹-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할 때 파괴적인 계획을 갖고 침입하는 행위

➂해커-정보 보안에 능통한 전문가

➃크래커-컴퓨터 지식을 이용하여 남의 정보 체계에 침입하는 사람

자녀보호(parental Control) 소프트웨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➀14세 미만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차단하는 프로그램

➁자녀에게 해가 될 만한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➂자녀의 컴퓨터 사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➃자녀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안전한 웹페이지는?

➀http://google.com

➁http://banking.nonghyup.com/nhbank.html

➂https://dreamitbook.com

➃http://security.gmail.com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자 못하도록 하는 내부 네트워크 방어도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➀방화벽 ➁백신 ➂스파이웨어 ➃자물쇠

악성코드의 정확한 의미는? 

➀시스템에 손상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부에서 실행된 소프트웨어

➁불법 복제되어 사용된다.

➂인터넷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성된 프로그램

➃정기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피드를 구독하는 방법

 

컴퓨터의 파일을 감염시키거나 손상시키며, 보통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상 컴퓨터에 대해서

만 활동하는 것은? 

➀바이러스 ➁웜 ➂트로이목마 ➃스파이웨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고 ‘http://icdl.co.kr’페이지로 이동하시오.

새로운 탭에 ‘http://www.google.com’와 ‘http://naver.com’ 페이지를 띄우시오.

빠른탭 기능을 이용하여 ‘http://icdl.co.kr’페이지로 전환하시오.

현재 열려있는 페이지를 ‘새로고침’ 하고, 웹페이지가 다운로드 되는 것을 중지시키기오.



웹 브라우저의 도움말 기능을 이용하여 ‘웹 피드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오.

현재 열려있는 페이지를 유일한 홈페이지로 설정하시오.

현재 열려있는 세 개의 웹페이지를 모두 기본 홈페이지로 설정하시오.

합니다.

홈페이지로 설정되어 있는 ‘http://naver.com’를 제거하시오.

‘http://dream-it.kr’페이지를 열고 홈페이지 탭에 추가하시오.

‘주소표시줄’을 사용하여 열어본 사이트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중에 임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어본 페이지, 쿠키, 임시인터넷 파일을 모두 제거하시오.

현재 열려있는 사이트의 쿠키를 차단하시오.

‘상태표시줄’을 숨기고 ‘즐겨찾기 모음’을 나타내시오.

‘http://icdl.co.kr’페이지로 이동하고, 자료실에서 시험정보자료실의 제목이 ‘ICDL Korea와 함께하는 오피

스2007-2010’인 글을 확인하시오.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시오.

‘http://www.google.com’로 이동하고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즐겨찾기에 추가하시오.



주소표시줄에 ‘http://daum.net’을 입력하여 웹페이지를 열고 ‘다음검색’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 안에 즐겨

찾기를 추가하시오.

현재 표시된 탭을 즐겨찾기에 추가하시오, 단, ‘유용한 사이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추가하시오.

즐겨찾기의 ‘다음검색’폴더를 삭제하고 새로운 폴더 ‘인터넷뱅킹’을 만드시오.

회원가입을 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가입을 완료하시오.

‘구글 검색 엔진(www.google.com)’을 이용하여 ‘나로우주센터’로 검색하고 첫 번째 항목으로 이동하시오.

위키백과(ko.wikipedia.org)를 이용하여 ‘석가탄신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불교’페이지로 이동하시오.

‘구글 검색 엔진(www.google.com)’의 고급검색을 이용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되 언

어는 한국어, ITQ, GTQ단어를 제외한 정보를 검색하시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C\ICDL\Module7’폴더에 ‘웹페

이지 보관 파일’형식으로 저장하시오.

위키백과(ko.wikipedia.org)에서 ‘웜’으로 검색하고 이름의 유래 내용을 메모장에 복사하시오.

위키백과(ko.wikipedia.org)에서 ‘빌 게이츠’로 검색하여 이미지를 파일명을 ‘빌 게이츠’로 

‘C\ICDL\Module7’폴더에 저장하시오.

현재 접속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인쇄하시오.



현재 접속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성정과정’만 선택하여 2부 인쇄하시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페이지에서 용지크기를 ‘Legal’, 용지의 방향을 ‘가로’

로 설정하고 인쇄 미리보기 하시오.

이메일의 용도를 모두 고르시오.

➀여러 사람들과 화상 채팅 및 회의가 가능하다.

➁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다.

➂메일을 작성할 때 한국어로만 작성 가능하다.

➃받는사람, 참조할 사람을 구분하여 동시에 메일 전송이 가능하다.

웹 메일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➀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발신자, 수신자 모두 인터넷에 동시에 접속해야한다.

➁메일발송에 있어서 통신비용이 발생한다.

➂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하기 위해 고안된 전자 우편 서비스를 부르는 용어이다.

➃웹 메일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메일, 다음한메일, 네이트메일 등이 있다.

다음 중 ‘가상공동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➀인터넷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공동체,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라고도 한다.

➁가상 공동체에 대해 토론하는 그룹이다.

➂특정 매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조직

➃가상현실 게임속의 아바타들의 모임

다음 중 ‘Vo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➀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음성 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

➁시외.국제전화 등 원거리 통화시 요금이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➂최적의 품질을 보장한다.

➃전화선만 이용가능하다.



다음 중 ‘I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➀인스턴스 메시지는 보내는 즉시 상대방의 화면에 표시된다.

➁상대방의 접속여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➂채팅이나 전화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➃인터넷을 통해 쪽지, 파일, 자료들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이나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이메일을 수신하는 것이 가능한가?

➀메일작성에 있어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다.

➁대량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버에서 제한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➂누구나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발송할 수 있다.

➃메일은 주소록에 주소를 등록해야만 보낼 수 있다.

‘피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➀메일을 발송해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뒤 인터넷 이용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사

기수법이다. 

➁개인정보를 낚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➂피싱 사기는 예방이 가능하다.

➃피싱 메일이나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디지털인증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➀인증서를 통해 서버시스템의 접속을 허가받을 수 있다.

➁디지털서명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효로 간주한다.

➂인증뿐만 아니라 컴퓨터 치료 및 바이러스 보호기능도 제공한다.

➃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과 송수신 과정에서 메시지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메일’을 작성할 때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답 3

➀파일을 첨부 할 때는 ‘바로가기’ 파일을 첨부하여 용량을 줄인다.

➁최대한 많은 플래시와 이미지로 메일을 예쁘게 꾸민다.

➂파일크기가 큰 첨부파일은 전송 전 수신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➃파일첨부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자 메일을 여러 사람에게 발송할 때 참조된 모든 사람의 전자메일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참조방법은? 

➀숨은참조 ➁전달 ➂숨은참조 ➃회신

전자메일 발송 시 지켜야 할 네트워크 에티겟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 3

➀제목을 작성할 때는 본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➁대용량 파일을 첨부할 경우는 수신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➂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고메시지를 보낸다.

➃본문 내용은 맞춤법 검사를 통해 오타를 줄인다.

[Gmail]

‘Microsoft Outlook 2010’을 실행하고 ‘Good morning! Mrs Kim’이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작성하고 가운

데 정렬하고 [Enter]key를 누르시오.

메일쓰기에서 ‘안녕하새요? 반갑습니다.’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맞춤법 검사를 하고 ‘10만원권.jpg’이미지

를 첨부하시오.

‘서식있는 텍스트’로 새로운 메일을 작성합니다. 받는사람은 ‘dreanitbook@gmail.com’, 숨은참조는 

‘gdhong@icdl.com’, 제목은 ‘안녕하세요.’, 내용은 ‘반갑습니다.’로 입력하고 메일을 발송하시오.

‘받은 편지함’에 있는 임의의 메일을 ‘gdhong@icdl.com’으로 전달하시오.

‘받은 편지함’에 있는 임의의 메일 중 첨부파일이 있는 메일을 열고 첨부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시오.

임의의 받은 메일을 3부 인쇄하시오.

[Outlook]

[보기]탭을 활성화 한 후 리본메뉴를 감추시오. 회신 시 원본메시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받은 편지함’에 [제목]열을 추가하시오.

‘받은 편지함’에서 ‘한국생산성본부’로 검색하시오. 검색된 첫 번째 메일을 확인하고 삭제하시오.

‘받은 편지함’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단, 정렬기준을 ‘제목’으로 설정하시오.

임시보관함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시오, 폴더의 이름은 ‘중요보관’으로 하시오.

이름을 ‘gdhong’으로 ‘gdhong@icdl.com’을 주소록에 주소를 등록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