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능력검정 예상문제

Io T

사물인터넷 개요

[1.

1.

2.

]

다음 중 기술적 측면의 사물인터넷 활성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④)
① 소형화
② 고성능 저전력화
③ 저가격화
④ 비표준화
사물인터넷 개요

/ 1-2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 분야

]

다음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 분야 중에서「스마트한 가전, 생활용품,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 보안관련 제품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로 구성」되는 응용분야는 ? (②)
① 헬스케어
② 스마트 홈
③ 스마트 시티
④ 스마트유통
사물인터넷 개요

[1.

4.

사물인터넷 개념 및 등장배경

다음 중 사물인터넷의 개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④)
① 사물인터넷은 주위의 사물 하나 하나가 인터넷에 서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② 사물인터넷은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재 및
가상 사물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이다.
③ 사물인터넷은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지능화함으로써 그 사
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제품이 지능화되면 그 부가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

[1.

3.

/ 1-1

/ 1-3

사물인터넷 표준화

]

다음 사물인터넷 관련 표준화 기구 중에「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버를 모두
포함하는 End-to-End 공통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구는? (③)
①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②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③ oneM2M
④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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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개요

[1.

/ 1-4

사물인터넷 아키텍처

]

기능 아키텍처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
기능들로 이루어진 플랫폼
① 공통 서비스 엔티티
② 애플리케이션 엔티티
③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
④ 노드(Node)

5. oneM2M

사물인터넷 개요

[1.

/ 1-5

사물인터넷 보안

]

사물인터넷의 보안 공격의 대표적인 유형 중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④)

6.

사람 또는 사물에 부착된 센서나 소형 장치들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
해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시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된다. 악의적인 공격자는

대

량의 접속 신호를 한꺼번에 발생시킴으로써 센서나 소형장치의 요청을 처리하
는데 필요한 자원을 소모시키거나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가 생성되고 제공되는
것을 마비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① 비인가 접근
③ 프라이버시 침해
사물인터넷 플랫폼

[2.

7.

/ 2-1

② 데이터 위 변조
④ 서비스 거부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요 및 구조

]

다음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②)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사물 및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

)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

토콜로는 HTTP, MQTT, CoAP 등을 들 수 있다.

① 리소스

② 커넥티비티

③ 시멘틱서비스 ④ 서비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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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플랫폼

[2.

/ 2-2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

]

다음 중 아래와 같은 기술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은 무엇인가? (④)

8.

온톨로지 표현기술, 시맨틱 주석화 기술, 데이터 표현 기술, 검색기술

① 장치관리기술
③ 서비스 컴포지션 기술
사물인터넷 플랫폼

[2.

9.

/ 2-3

② 사물가상화 기술
④ 시맨틱 기술

사물인터넷 플랫폼 사례

]

다음 중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①)
oneM2M표준에서 제시하는 기본 기능에 사물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의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앱 거래기능이 추가된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주요기능들이 표준기반 사물인터넷 오픈소스 연합체인
OCEAN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사물인터넷 플랫폼
① 모비우스(Mobius)
② 씽플러스(Thing+)
③ 코머스(Comus)
④ 씽웍스(ThingWorx)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3.

10.

/ 3-1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개요

]

다음 중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②)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연결기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를 위해 128bit의 주소 체계로 3.4×10 개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주소를 가질
수 있는 프로토콜이 사물인터넷의 필수조건으로 등장
38

①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
②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③ WiFi (wireless fidelity)
④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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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네트워크

[3.

/ 3-2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

]

다음 중 소형, 저전력, 저비용, 저거리 무선통신을 지향하며 IEEE802.15.4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 사이의 통신에 필요한 특수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초기
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온 표준 기술은 ? (①)
① 지그비 (Zigbee)
② 지웨이브 (Z-Wave)
③ 블루투스 (Bluetooth)
④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11.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3.

12.

/ 3-3

사물인터넷 응용계층 프로토콜

]

다음 중 전송지연과 패킷손실률이 높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사양의 하드웨어로
동작되는 센서 디바이스의 RESTful 웹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경량 프로토콜로
개발된 것은? (②)

①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② CoAP (Constrained Applilcation Protocol)
③ MQTT (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④ XMPP (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4.

/ 4-1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사례

]

다음 중 마켓팅 분야에서 프로모션 정보를 알려주거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고객을 모아 매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매장 내에서의 길안내, 제품과
관련 정보 제공, 가격비교, 결제 및 포인트의 적립을 위해 사용되는 사물인터넷 디바
이스는 무엇인가? (②)
① 스마트밴드 (Smart Band)
②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기반의 비콘
③ 스마트글라스 (Smart Glass)
④ 게이트웨이 (Gatewa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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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디바이스

[4.

/ 4-2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H/W]

다음 중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소형화된 기계나 전기기계 소자를 만드는데 사용
되는 기술로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 등을 가공해 초고밀도 집적회로나 머리카락
보다도 가는 기어 장치, 혹은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은? (③)
① 엑츄에이터 (Actuator)
② 글로나스 (GLONASS)
③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④ 나노 (Nano)

14.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4.

/ 4-3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S/W]

다음 중 오픈소스 BSD 라이센스 운영체제로서, 센서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인영역네트워크,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계량기 등에서 사용되는 저전력 무선기기와
극히 자원이 제한된 기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운영체제는? (②)
① 리눅스 (Linux) ② TinyOS
③ 콘티키 (Contiki)
④ mbed OS

15.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모바일 융합기술

[5.

,

/ 5-1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

다음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중 고객들의 구매 결정, 해지, 소비율 등을 설명할 기준이
되는 명확한 가정이나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용하며, 군집화와 상반되는 것은? (②)
① 연관규칙 학습
② 분류
③ 감성분석
④ 회귀분석

16.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모바일 융합기술

[5.

,

/ 5-2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하는 자원의 레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용자
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컴파일 언어, 웹 프로그램, 제작 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등의 플랫폼을 임대 제공하는 서비스는? (②)
① IaaS
② PaaS
③ SaaS
④ Laa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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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모바일 융합기술

[5.

,

/ 5-3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

연결 중심의 사물인터넷 시대는 스마트 기기 중심의 모바일시대와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중 사물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주요변화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④)
① C-P-N-D중 지배적 영역 : OS → 웹
② 핵심특징 : 기기의 스마트화 → 연결화
③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제 구도 : 앱 경제 → 개방형 API
④ 중심이 되는 연결형태 : 가벼운 연결 → 무거운 연결

18.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모델

[6.

/ 6-1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개요

]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IT생태계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
알맞은 것은? (③)
생태계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① 생산성
② 혁신성
③ 강건성 ④ 신시장 창출 능력

19.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모델

[6.

/ 6-2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모델 설계

]

다음 중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의 9개의 블록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②)
특정한 고객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
① 핵심 활동 (Key Activities)
② 고객관계 (Customer Relationships)
③ 비용 구조 (Cost Structure)
④ 채널 (Channel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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