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IT경진대회 (고령자 - 1․2부문)
<응시자 유의 사항>

① 문제는 “인터넷 활용”과 “정보검색을 활용한 문서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인터넷 활용” 문제는 문제지의 지시사항에 따라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해당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검색을 활용한 문서작성”은 정보검색에서 얻어진 정답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되, 최종 제출문서는 A4용지 1페이지 세로 서식 문서로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합니다.
- 정보검색의 정답은 최종 제출 문서 작성에 사용되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④ 문서의 저장 파일명은 “수험번호_성명”으로 합니다. 예) S101_홍길동.hwp
- 파일 저장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⑤ 시험 중 안전한 파일의 저장을 위하여 저장은 수시로 합니다.
⑥ 경진대회 시간은 60분이며 심사위원장의 종료소리와 함께 경진대회를 마칩니다.
<「정보검색을 활용한 문서작성」 답안 작성 조건>

① 편집용지
- 제출문서는 A4용지 1페이지 세로 서식 문서로 지시사항에 따라 첫 페이지에 작성합니다.
용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여백 20mm 20mm 10mm 10mm 10mm 10mm 0mm
② 글자 모양(기본설정) : ‘굴림’, ‘12pt’, ‘검정’, ‘장평 100%’, ‘자간 0%’로 사용합니다.
③ 문단 모양(기본설정)
- 문장의 여백, 들여쓰기, 내어쓰기 등은 문단모양 기능을 사용합니다.
(단, 첫줄 들여쓰기가 있을 경우 스페이스 두 칸을 띄웁니다)
- 문서의 줄간격은 160%, 사이 줄띄우기는 1줄만 띄우며 정렬방식은 양쪽정렬로 합니다.
- 표에서의 정렬은 주어진 모양과 같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로 합니다.
④ 각주 : 출력형태(‘굴림’, ‘10pt’, ‘장평 100%’, ‘자간 0%’) 또는 기본설정(‘바탕’, ‘9pt’,
‘장평 95%’, ‘자간 -5%’)으로 합니다.
⑤ 색상 : 색상은 주어진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합니다.
색상
빨강
파랑
노랑 흰색(하양) 검정
RGB
255,0,0
0,0,255 255,255,0 255,255,255 0,0,0
⑥ 기타조건 :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세부조건은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값(Default) 또는
주어진 모양대로 작성하며, 입력 내용의 대소문자는 구분합니다.
수험번호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성

명 :

1. 인터넷 활용
※ 다음 순서에 따라 캠핑장을 예약하십시오.
① “인터넷 활용”에서 “과제 수행하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② 창이 열리면 예약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는 홍길동씨의 정보로 캠핑장 예약을 시작합니다.
장소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동의를 하고 예약을 합니다.
캠핑장(시설대관)
숙박일자
대상
서비스 신청인원(명)

횡성군 달빛마을 캠핑장
2015년 10월 24일(1박)
일반이용자_전기사용자
4

③ “예약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단추를
눌러 과제를 종료합니다.

2. 정보검색을 활용한 문서작성
※ 문제를 읽고 정보검색을 하여 정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해당 정답을 활용하여 다음 페이지의 문서를 작성하십시오.
ㆍ이미지 검색은 문제지에서 제시한 동일한 것을 찾음
ㆍ이미지 검색을 못했을 경우 임의의 그림을 삽입할 수 있으나 검색점수는 0점
ㆍ문서작성의 ❚또는 ■에 맞는 문자(숫자) 수(數)대로 정답표기 방법(한글, 영문, 숫자 등)에
따라 정답을 작성

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농촌의 진가를 알리기 위해 해마다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첫 해 우수상을 받은
작품 중 오른쪽과 동일한 작품인 ‘농촌소경’의 사진을 검색
하여 가져오시오(이미지).
② 1960~70년대 군 생활을 한 아버지 세대의 추억을 반추하며 만든 작품인
‘군중낙원’은 2014년 국내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필리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제1호 태풍 에어리(AERE)가 발생한 해’에 이 영화제 포스터 원화로
사용된 사진의 작품명을 검색하시오(영문,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로).
③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발명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길러주기 위해 과학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2014년 개최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학생이
소속된 충북 소재 학교의 개교년도를 검색하시오(숫자).
④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로 ‘맨발의 기관차’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은 올림픽 마라톤 최초로 2관왕을 차지하였다. 2관왕을 차지한 두 대회의
마라톤 우승 기록 차이는 ❚분 5초이다. ❚은 무엇인지 검색하시오(숫자).

글자속성 : 궁서, 22pt, 진하게, 위 첨자,
장평(120%), 자간(-5%), 가운데 정렬

문단 첫글자 장식
글꼴 : 궁서, 검정
면색 : 노랑

인

머리말 : 굴림, 10pt,
가운데 정렬

활기찬 노후생활

장수

행복한

사진촬영대회

정보검색 ①

그림삽입, 크기 : 35㎜×30㎜
왼쪽바깥여백 : 1㎜, 나머지는 0㎜

간 수명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길
어진 은퇴(隱退) 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시
인, 소설가, 화가 등으로 늦깎이 데뷔를 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
니다. 통상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건강과 여유자금(餘裕資金)을
생각하지만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취미생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 낚시, 종이
접기, 등산 등의 다양한 분야 중 아직 마땅한 취미가 없다면 사진을 추천합니다. 사진
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발로 찍는다고 할 정도로 많이 걸어야 하는 운동이며
촬영하는 순간의 긴장과 흥분,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의 행복, 더불어 사진 여행으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도 있는 최적의 취미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수 사진촬영대회는 건강, 취미, 인간관계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정
보
검
색
②

제출 마감일전 7일 이내에 찍은 사진에 간단한 부연설명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송부하
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The ■■■■, Time, Action을 주제로❚❚❚❚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

정
보
검
색
③

며 올해에도 인생 2막의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글꼴 : 굴림, 15pt, 흰색
음영 색 : 빨강

◈ 사진촬영대회 개요

문단 번호 기능 :
1수준( (가) (나) ), 2수준( (ㄱ) (ㄴ) (ㄷ) (ㄹ))
왼쪽 여백 : 20pt(1수준), 35pt(2수준)
줄 간격 : 140%

(가) 공모요강
(ㄱ) 참가자격 : 만 65세 이상(국적 제한 없음)
(ㄴ) 접수방법 : 우편 접수(홈페이지 대회 배너 참고)
정보검색 ④
각주
(ㄷ) 출품규격 : 3,000 Pixel 이상(1인당 ❚점 이내)
(ㄹ) 접수마감 :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당일 우편 소인분까지)㉮
(나) 유의사항
(ㄱ) 합성/변형된 사진, 모방작 및 표절, 타 공모전 입상작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라도 입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ㄴ)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ˇ ˇ 대회 시상
ˇ ˇ 내역
※ 사진촬영
분야
전체
건강
취미
인간관계

구분
대상
우수상
입상
우수상
입상
우수상
입상

글꼴 : 굴림, 15pt, 강조점

인원(명)
1
2
15
2
15
2
15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상금
상금
상금
상금
상금
상금
상금

시상내용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표 내용 : 돋움, 11pt, 줄간격(160%)
셀 면색 : 노랑
선 모양 및 정렬 : 출력형태대로 작성

비고

㉮ 결과발표는 2015년 11월 14일(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공지 예정
각주구분선 : 2cm
쪽번호

丙

각주(출력 형태) : 굴림, 10pt, 장평(100%), 자간(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