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관리사
Internet Information Administrator

1. “인터넷정보관리사”란?

○ 인터넷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 검색․가공 및 활용능력을 

검정하는 자격

2. 도입목적 및 필요성

○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시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가까이 하고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신지식인 양성에 기여

○ 인터넷 이용 확산과 대중화 및 산업체에 필요인력 채용 기준 제시 

○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 검색, 가공, 활용 등에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양성 

3. 검정기준

등 급 구 분 검  정  기  준

2급

지식 ◦인터넷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평가

기능 ◦인터넷 활용에 대한 기본적 조작 기능 평가

1급

지식
◦2급 검정기준을 포함하고 , 고도의 인터넷 활용능력에 대한 

이해도 평가

기능 ◦인터넷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기능 평가

전문가

지식
◦2급,1급 검정기준을 포함하며, 고도의 정보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인터넷의 실무적 이해도 평가

기능
◦국내외 자료의 전략적 접근 기술
◦정보의 요구분석 기술
◦고부가가치 정보의 창출 기술 등



4. 시험과목별 문항수 및 합격기준

등급 과목 및 비율 차수 검정방법 문항수
수검

시간
만점

3급
∘정보통신윤리와 컴퓨터 개요
∘인터넷의 이해
∘인터넷의 활용

-

필기 
(객관식 사지선다)

20
60분

50

실기(정보검색) 10 50

2급
∘인터넷 일반개요
∘사용자 환경구축
∘인터넷 자원탐색

1차 필기 
(객관식 사지선다)

40 60분 100

2차 필기 
(객관식 사지선다)

80 100분 100

1급
∘인터넷의 이해
∘사용자 환경구축
∘인터넷 자원탐색

1차 

필기 
(객관식 사지선다)

40 50분 50

실기(단답형) 25 50분 50

2차 실기(정보검색) 25 100분 100

전문

가

∘인터넷 일반개념
∘인터넷 환경 및 Tools

∘정보검색 전략 및 정보화
∘정보자원 활용

1차 필기
(객관식/단답, 서술식)

44 120분 100

∘전문정보검색 2차 실기(전문정보검색) 3 5시간 100

5. 학점인정 기준

○ 전문가 : 6학점, 1급 : 4학점

6. 검정일정

○ 홈페이지(http://exam.ihd.or.kr) [검정안내] - [연간일정] 참조

7. 검정수수료 및 검정지역

등급 차수 검정수수료 검 정 지 역

3급 없음 19,000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전주,제주,수원,
천안(10개시)

2급
1차 15,000원 On-line 접속 가능한 모든 지역

2차 30,000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전주,제주,수원,
천안(10개시)

1급
1차 40,000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전주,제주,수원,

천안(10개시)2차 60,000원

전문가
1차 50,000원

서울
2차 100,000원



8. 응시자격

○ 학력, 연령, 경력별 제한 없음.

9. 기타안내

○ 접수 방법

- 해당 자격시험 접수기간 중 센터 홈페이지(http://exam.ihd.or.kr)로 접속 후,

On-Line으로 단체 및 개인별 접수

○ 입금 방법

- 홈페이지에 고지된 입금기간 내에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후 검정수수료 입금

○ 조회 방법

- 수검번호, 입금 여부, 시험장, 합격 여부 등 각종 조회는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exam.ihd.or.kr) 접속 후  조회

○ 자격증 발급

- 2급, 1급, 전문가 : 무료발급 및 발송(자격발급 수수료 및 발송료 면제)

- 3급 : 별도신청 후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