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자격(KAIT․CP) 검정시험
(The Official Approval Test for KAIT Certified Professional)

◉ 시험종목 : 제2002회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 시험일자 : 2020. 11. 21.(토) 14:00 ~ 15:00(60분)

◉ 응시자 기재사항 및 감독위원 확인

수 검 번 호 IIT - 2002 - 감독위원 확인

성       명

1.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시험은 0점 처리됩니다.

2. 시험 중 휴대용 전화기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은 실격처리 되고,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응시자는 응시시작 30분 후부터 퇴실이 가능합니다.

4. 시험시행 후 결과는 홈페이지(www.ihd.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 및 가답안 공개 : 2020. 11. 24.(화)

2) 합격자 발표 : 2020. 12. 11.(금)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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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웹 서버 프로그램이다.

ㄴ. 이전에 방문한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ㄷ. 일반적으로 문자 전용 검색 프로그램이다.

ㄹ. 하이퍼텍스트를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

2.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마크업 언어로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① CSS

② SVG

③ HTTPS

④ JavaScript

정답: 1

3. 네트워크 데이터 캐시의 기능과 보안을 위한

방화벽 기능을 하는 서버는?

① 게이트웨이

② 데이터 서버

③ 프록시 서버

④ 빅 데이터 서버

정답: 3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웹 브라우저는?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

- 구글의 오픈소스 크로뮴 기반

① 구글 크롬

② 인터넷 익스플로러

③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④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정답: 3

5. 다음 중 그래픽 기반의 웹 브라우저를 고른 것은?

ㄱ. 링스    ㄴ. 삼바   ㄷ. 웨일    ㄹ. 첼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

6. 다음 제시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는?

- 웹 페이지에 지정된 색 무시

- 웹 페이지에 지정된 글꼴 무시

① 색(O)

② 글꼴(N)

③ 언어(L)

④ 접근성(E)

정답: 4

7. 인터넷 옵션의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

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① 폴더 이동

② 페이지 보관 일수(K)

③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E)

④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W)

정답: 3

8. 다음 사례의 설명으로 적절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능키는?

표준 탐색 키인 Home, End, Page Up, Page Down 및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하고 웹 페이지 내에서 

이동하고자 한다.

① F5

② F7

③ F11

④ F12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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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저장 방

방법은?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MIME 인코딩 파일에 저장한다.

① 텍스트 파일(*.txt)

② 웹 페이지 보관 파일(*.mht)

③ 모든 웹 페이지(*.htm, *.html)

④ 웹 페이지 중 HTML만(*.htm, *.html)

정답: 2

10. 다음중웹 3.0 시대와관련한키워드를고른것은?

ㄱ. 참여         ㄴ. 개방화

ㄷ. 개인화       ㄹ. 지능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는?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이용되는 프로토콜이다.

① 25

② 53

③ 70

④ 79

정답: 1

12. OSI 7계층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는 계층은?

① 물리

② 세션

③ 응용

④ 표현

정답: 1

13. HT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웹 표준기관은 IANA이다.

② HTML4가 가장 최신 규격이다.

③ WWW을 통해 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한다.

④ HTML 문서는 동적인 웹 문서 제작에 최적화

되어 있다.

정답: 3

14. 다음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운영 기법과 유사한

사례를 고른 것은?

- 데이터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계산 처리를 즉시 

처리한다.

ㄱ. 예금 업무 ㄴ. 예약 업무

ㄷ. 전기 요금 납부         ㄹ. 월말 급여 정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처리 

프로그램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① 감시 프로그램

② 서비스 프로그램

③ 언어번역 프로그램

④ 문제 처리 프로그램

정답: 1

16. 다음 중 운영체제의역할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자원 스케줄링을 담당한다.

ㄴ.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한다.

ㄷ.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ㄹ.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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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의 인터넷 방송 서비스 형태 중 주문형

비디오를 뜻하는 것은?

① MOD

② AOD

③ LOD

④ VOD

정답: 4

18. 폼 태그 중 두 줄 이상의 텍스트 입력란을

만들어 주는 태그는?

① <FORM>

② <INPUT>

③ <SELECT>

④ <TEXTAREA>

정답: 4

19. 검색엔진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색인에서 제외해 버리는 단어로서, 검색어로

사용될 때 무시되는 단어는?

① Noise Word

② Garbage Word

③ Smart Word

④ Near Word

정답: 1

2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은?

- 무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

- 최대 256색상까지 표현할 수 있음.

① BMP

② EPS

③ GIF

④ JPEG

정답: 3

21.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고혈압을 치료하거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혈

관을 수축시키고,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물

질인 안지오텐신 II의 작용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

장시키고, 체내 수분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어

준다.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고혈압약, 고지

혈증 치료제 등에 복합되어 사용된다.

정답: 텔미사르탄 ;;; telmisartan

22.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

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

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

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이다.

정답: 선거관리위원회 ;;; 選擧管理委員會

23.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미디어의 내용물을 뜻한다. 심상민은

“그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학습이든 뉴스든 오

락이든 간에 기획이나 창작, 혹은 가공이나 개발

을 누가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추후에 저작

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으로 정의

했다.

정답: 콘텐츠 ;;; contents

24.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가별로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평가

제도로 ICAO는 2005년부터 법령․.조직․항공교통

관제․공항시설․사고조사 등 8개 분야, 총 9,608개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ICAO 안전평가 규정에 따라 미흡사항 정밀검증 및

개선계획 협의․조정을 거쳐 평가종료 9개월 후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된다.

정답: 항공안전종합평가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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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남동안,

보르네오 남안 등으로 둘러싸인 해역으로 카리마타․

마카사르․순다․롬복 등의 해협에 의하여, 남중국해․

술라웨시해 및 인도양과 연결된다. 순다 해붕의 일

부로서 수심이 얕으며, 중앙은 50∼60m 안팎이고, 서

부는 수십 m밖에 안 된다. 해저는 대부분이 진흙이

다. 캉게안․카리문자바․바웨안 등 작은 섬이 흩

어져 있다.

정답: 자바해 ;;; Java Sea

26.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

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다.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

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

에서 이미 지정된 ‘( )(제131호)’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정답: 씨름

27.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대중가요의 한 장르로 영어로 '빠르게 걷다', '바쁜

걸음으로 뛰다' 등을 뜻한다. 연주 용어로 굳어진

것은 1914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템포의 래그

타임곡이나 재즈 템포의 4분의 4박자 곡으로 추는

사교댄스의 스텝 또는 그 연주 리듬이 유행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에서는 사교댄스 용어로만

남아 있을 뿐 연주용어로는 쓰지 않는다.

정답: 트로트 ;;; trot

28.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캠페인은 한국e스포츠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4자간 MOU를 통해 사행성 불법 행위 근절 및 건전

e스포츠 관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 e스포츠의

공정성,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 불법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 사항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건전한 e스포츠 관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정답: 클린e스포츠

29. ■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천년란이라고도 하며, 여러해살이풀로

뿌리는 짧고 두껍다. 잎은 좁고 긴 모양이며 뱀가죽

같이 생긴 것도 있다. 잎에서 질기고 탄력이 있는

흰 섬유를 빼내어 쓴다. 건조에 강하고 고온성이어서

겨울에도 15℃ 이상에서 재배한다. 번식은 6∼9월에

포기나누기 등으로 한다.

정답: 산세비에리아 ;;; bowstring hemp

30.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검색하여 답하시오.

( )은/는 건물 내부의 조명 등에서 발생한

열을 열교환기나 히트 펌프 등과 같은 장치로 회

수하여 이것을 다른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냉․난방이 동시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물에서 사

용한다.

정답: 열회수 방식 ;;; heat recovery system,

heat reclaim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