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직무기초능력평가 필기문항 예시

건축 전문

1)

다음 중 고력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한 조임력으로 너트의 풀림이 생기지 않는다
② 응력방향이 바뀌어도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③ 고력볼트의 전단응력과 판의 지압응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유효면적당 응력이 크며, 피로강도가 작다
①

2)

다음 균형철근보에서 중립축거리( )로 적당한 것은?
(단,       단위   )






① 300mm
② 325mm
③ 355mm
④ 375mm

3)

다음 중 과소철근상태인 철근콘크리트보의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인장측 철근이 먼저 항복변형률에 도달한다
② 중립축이 압축측으로 상향 이동한다
③ 연성파괴가 발생한다
④ 압축측 콘크리트가 먼저 극한변형률에 도달한다
①

4)

다음 원형 도형의 도심 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으로 적당한 것은?

① 
 
② 
③ 
 
④ 

5)

다음 그림에서 양면모살 용접 길이로 적당한 값은?

① 120 mm
② 145 mm
③ 180 mm
④ 216 mm

조경 전문

1)

마리나(marina)의 입지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공기가 맑고 경관이 수려한 곳
② 쾌적한 뱃놀이를 즐기기 위해 파도의 높이가 1m 이내인 곳
③ 일반 항구로부터 격리되어 붐비지 않는 곳
④ 해상의 기상변화가 다양한 곳
①

2)

다음 조경시설물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 중 규준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평 규준틀은 벽돌 쌓기, 블록 쌓기 등 조적 공사의 수평 보기에 사용된다.
② 규준틀은 통나무 또는 각목을 사용한다.
③ 규준틀은 공사 착수에 있어 대지에 건축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한다.
④ 수평 규준틀은 규준틀 설치 평면 배치도를 작성하여 개소당 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3)

조경적산의 수량계산시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운반거리는 ( A )m
이내의 거리를 말하며, 별도 계상되는 경사면의 소운반거리는 수직높이 1m를
수평거리 ( B )m의 비율로 본다. A, B는?

① A=15, B=6
② A=20, B=6
③ A=15, B=3
④ A=20, B=3

4)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잔디떼심기를 할 때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비탈면을 고르게 정지 작업하고 돌, 나무뿌리 등을 제거한다.
② 비탈어깨나 비탈 끝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③ 떼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어긋나게 식재한다.
④ 경사길이가 길고, 45°~ 70°의 급경사 성토비탈면에 적용한다.
①

5)

도시개발에서 자연보호와 종보호를 위한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랫동안 동일한 환경 속에서 유지되었던 생태계는 후차적으로 보호한다.
② 도시개발에서 새로운 비오톱의 조성보다 기존의 비오톱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③ 도시개발에서 기존의 오픈스페이스와 생태계는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④ 도시 전체에서 비오톱 연결망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기존의 오픈스페이스가
연결되도록 한다.
①

지질 전문

1)

지각 물질이 취성변형작용(brittle deformation)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곡(rift)이 형성된다.
② 단층각력암(fault breccia)이 형성된다.
③ 지층의 단열(fracture)을 보여준다.
④ 지각의 하부(지하 15km 이상)에서 주로 일어난다.
①

2)

한반도의 광물자원의 부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품질이 좋은 우라늄의 매장이 풍부한 편이다.
② 산출되는 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편이다.
③ 금광산은 대보화강암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④ 석회암은 강원도 남부와 충북 북서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①

3)

퇴적층의 입자 특성 중 투수율과 공극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입자의 표면조직
② 입자의 배열(packing)
③ 입자의 구형도
④ 입자의 광물조성
①

압축률과 유효응력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포화대수층의 한 평면에서 상부의 암석과 물의 중량에 의해 아래 방향으로
대수층의 입자에 가해지며 이를 전응력이라 한다.
② 피압대수층에서 양수로 인해 압력수두가 감소하면 대수층에 작용하는 유효
응력 또한 감소하여 공극률이 증가한다.
③ 대수층의 압축률은 대수층의 두께와 유효응력 변화에 반비례한다.
④ 대수층의 압축률의 음의 부호는 대수층의 유효응력 증가에 따라 작아짐을
의미한다.

4)

5)

경사면에서 각 Φ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였다. 이때 마찰계수는?

① sinΦ
② cosΦ
③ tanΦ
④ cotanΦ

전산 전문

1)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선형 모형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적합하다
② 반복적인 개발 및 테스트로 강인성이 향상된다
③ 한 사이클에 추가 못한 기능은 다음 단계에 추가가 불가능하다.
④ 위험 분석과 관리가 중요하다
①

2)

다음 중 일반적인 Computer-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설계 엔티티 관리를 위한 자료사전
② 개발자의 인건비, 경상비, 회계처리
③ 오류발견을 지원하는 디버거
④ 프로그램의 새 버전을 생성하기 위한 자동번역기
①

3)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텍스트의 일반적인 서식작성 지침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두 줄 간격을 사용하며, 여유가 없다면 문단 사이에
빈 줄을 삽입한다.
② 왼쪽맞춤을 사용하여 오른쪽에 들쭉날쭉한 형태의 여백이 생기도록 한다.
③ 줄이 바뀌면 긴 단어의 경우 단어에 하이픈이 들어가도록 한다.
④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짧은 문장이
될 때 약어를 사용한다.
①

4)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중 조직체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DB를 정의한
것으로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접근권한, 보안정책, 무결성 규
칙등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도 하는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외부 스키마
② 내부 스키마
③ 개념 스키마
④ 내용 스키마
①

5)

우편번호‘973’으로 시작하는 사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은?

성명, 전화번호
FROM 사원연락처
WHERE 우편번호 LIKE = '973%';
② SELECT 성명, 전화번호
WHERE 우편번호 = '973%';
FROM 사원연락처
③ SELECT 성명, 전화번호
FROM 사원연락처
WHERE 우편번호 SAME = '973%';
④ SELECT 성명, 전화번호
WHERE 우편번호 FIRST = '973%';
① SEL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