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자격(ITQ)시험

과  목 코드 문제유형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 명

인터넷 1152 B 분60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즉 각종 웹사이트 로그인 댓글 달기 게시 자료 업로드 등의 , , , , 
행위 또는 답안 내역을 보조기억장치 및 기타 통신수단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 , , , )
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는 자격기본법 제 에 의거 부정행위로 32
간주되어 본 시험 및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2 .

 내문서\ITQ 또는  라이브러리 문서\ \ITQ 폴더의 답안파일 인터넷 “ - .hwp” 파일을 열어 파일 이름
을 수험번호 성명 인터넷 로 답안폴더에 다시 저장한 후 답안 작성을 시작하여야 하며 답안“ - - .hwp” , 
문서 파일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예( : 홍길동 인터넷12345678- - .hwp).
(시험시 제공되는 답안파일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 처리됨0 )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위원 로 답안을 전송 , ‘ ’ PC
하십시오 수험자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이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에 저장된 내용이 전송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는 수험자가 변상해야 하며 수험자 유의사항, < >
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자 당사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요령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 ⇒ ⇒ ⇒ 

 시험 시작 전 시험과 무관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 파일공유 등( , ).

문제에 정답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답만을 작성란에 기재하고 정답 이라고 표시되어  ( ) , ( , URL)
있으면 정답과 함께 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 오답 처URL . , 
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번호에 따라 정답을 아래와 같이 답안파일에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

  문제유형 수험번호 성   명

  문제번호 답  안

  6 정답 대한민국 

번 문제는 번호에 따라 정답과 을 아래와 같이 답안파일에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은 정 4 URL (URL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을 기재하십시오URL ).

  
4

정답 정보기술자격 ITQ

URL  http://www.itq.or.kr/t_info/t_info_1.asp

번 문제의 경우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식 검색 예 지식 위키피디아 등 과 같이 개인  4 , ( : iN, )
사견이 들어 있는 사이트 첨부파일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번의 이미지 파일은 인터넷 답안지에 삽입한 후 반드시 지정된 이미지 크기로 변경하시기 바랍 9
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단위 등의 조건에 맞도록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Full name .



인터넷 윤리 점 각 점(60 , 30 )

문제에 대한 적절한 내용의 번호를 골라 답안지에 기재하시오 .※ 

문제[ 1] 스미싱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smishing) ? ③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①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링크 클릭하지 않기②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설치하지 않기③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하지 않기④ 

문제[ 2] 다음 중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스스로 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목적을 간단히 메모한 후 접속한다.②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를 파악하고 사용시간과 방문횟수를 기록한다.③ 

멜론 지니 등의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듣는다, .④ 

인터넷 검색 점(370 )

일반검색 각 점( 10 )● Ⅰ 

문제[ 3] 제 회 골든글로브 의 수상작을 보기 에서 찾아 해당 번호를 답안지에  77 (Golden Globe Awards) < >

적으시오 번호( ). 

문제 드라마 작품상3-1) (Best Motion Picture Drama)–  -------------------------- (   2   )

문제 주제가상3-2) (Best Original Song - Motion Picture) ------------------------- (   5   )

문제 장편애니메이션상3-3) (Best Motion Picture Animated) – ----------------------- (   4   )

보기< >

겨울왕국 ① Ⅱ     1917②  기생충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③ ④   로켓맨   ⑤ 

일반검색 각 점( 50 )● Ⅱ 

문제[ 4] 과도한 정보를 일컫는 용어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었거나 사소한 것

까지 알게 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것을 . 무엇 영문 이라 하는지 검색하시오 정답( ) ( , URL).

TMI(Too Much Information)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37009&cid=43667&categoryId=43667



문제[ 5] 올겨울은 때아닌 많은 겨울비가 내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년 월 중 기상청 홍성1 . 2020 1  

유인관서에서 관측한 최대 일강수량 단위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 을 ( :mm, )

검색하시오 정답( ).

월 일 일강수량56.7   (1 7 )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stn=177&yy=2020&obs=21&x=25&y=7

가로● ․ 세로 정보검색 각 점( 30 )

아래 각 문제의 설명을 읽고 가로 세로에 알맞은 단어를 답안에 기재하시오 정답 ( ).※ ㆍ

문제[ 6] 세로 ( ) 경복궁 교태전의 후원에 있는 아미산의 계단식 화단에 위로 

높직이 설치한 돌연못으로 노을이 내려앉은 연못 이라는 뜻을, ‘ ’  

가지고 있다 이 연못의 . 이름을 검색하시오.

낙하담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d8c5f661e8a42eb964fa85eccaa40d7

문제[ 7] 세로 염려가 되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조바심하며 자다 를 이르는( ) ‘ ’  

우리말을 검색하시오.

사로자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4cd4306d4634dceb1c2760d34622de3

문제[ 8] 가로 위험이나 곤란에 직면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평상시와 같은 태도를( )  

가짐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검색하시오.

담소자약[ ]談笑自若

https://hanja.dict.naver.com/word?q=%E8%AB%87%E7%AC%91%E8%87%AA%E8%8B%A5&cp_code=0&sound_id=0

실용검색 각 점( 50 )● 

문제[ 9] 길 찾기 서비스 포털 및 전문 검색사이트 를 이용하여 서귀포 ( ) 안성우체국에서 

사적 문화재 제 호487 를 도보로 가는 지도 경로를 찾아 전체화면(길 찾기 

검색화면 경로 포함, 을 캡처하여 답안 파일에 붙여 넣으시오 이미지 크기 ) (

150 mm x 100 mm).

문제[ 10]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은 매년 초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한 해를CICI Korea  

빛낸 인물 사물 단체에 한국이미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세 미만에게 주는 새싹상 외에는 , , 20

모두 변하지 않는 돌이름이 상이름에 들어가 있다 한국이미지상 수상자. ‘CICI Korea 2020 ’  

중에서 나윤선이 받은 상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정답( ).

부싯돌상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01/46802/

문제[ 11] 직장가입자 국민건강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를 각각 부담한다 50% . 관련기관에서 제공 

하는 모의계산기로 년에는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 신고소득월액이 원일 경우 2020 3,000,00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는 ( + ) 얼마 단위( : 원 인지 구하)

시오 정답( ).

원110,300

⑥ ⑦

⑧



정보 가공 점(70 )

제시된 주제에 따라 답안을 완성하시오 .※ 

문제[ 12] 삼국시대 최대 불교사원 터인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을 포함해 전북 서북부 문화재를 보관·

전시할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뿐.  

아니라 익산 왕궁리 유적 쌍릉 등지에서 나온 유물을 소장하고 상설전시실에서는 국보와, ,  

보물 문화재를 비롯해 천여 점을 선보인다 국립익산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다음의 3 . 

안내문 내용을 완성하시오.

답안( )

년 국립익산박물관 개관2020

국립익산박물관 (12-1) 

개관기념 특별전 포스터 

이미지

(12-2) 상설전시 미륵사지실에 있는 금동향로의 보물 문화재 지정번호

(12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 -3) 등재연도

(12 국립익산박물관 -4) 주소 도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