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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운영체제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아이콘이나 메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GUI방식이며, DOS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UI방식이다.[오답풀이] ㄹ. OS/2, Mac OS는 (가)와 같은 GUI방식이다.

2. [출제의도] HTML 태그를 홈페이지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HTML 태그에 관한 문제로 (가)에 사용된 <HR> 태그는 </HR>과 같은 마감 태그가 없으며, (다)는 마우스 모양을 보고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의 절대주소와 상대주소를 구분한다.
(가) [C1] 셀의 수식 ‘=SUM(A1:B1)’를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상대주소는 변경되어야 하므로 [D1] 셀에 ‘=SUM(B1:C1)’이 복사되어 결과 값은 ‘50’이 출력된다.(나) [C1] 셀의 수식 ‘=SUM($A$1:B1)’를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절대주소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D1] 셀에 ‘=SUM($A$1:C1)’이 복사되어 결과 값은 ‘60’이 출력된다.

4. [출제의도] 글 2002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그네’는 글맵시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 】’는 문자표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전각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하였다.[오답풀이] ‘삼백리’는 ‘글자 모양’에서 장평을 200%적용하였다.

5. [출제의도] 미래의 컴퓨터 이용기술을 예측한다.
유비쿼터스는 ‘편재한다’ 또는 ‘어디든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세계에서는 OA기기뿐만 아니라 정보가전, 휴대 단말기, 자동 판매기 등의 모든 사물에도 IP가 필요하게 되어 IP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IPv6를 모색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윈도XP를 이용하여 인터넷 설정을 할 수 있다.
윈도 XP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대화상자이다. ‘인터넷프로토콜(TCP/IP)’를 더블 클릭하여 프로토콜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인터넷프로토콜(TCP/IP)’를 선택하고 [속성] 단추를 눌러서 IP와 DNS를 설정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네트워크 연결을 이해하고 인터넷 사용방법을 추론할 수 있다.
공유기는 케이블 모뎀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여러 대
의 컴퓨터가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개인 컴퓨터는 공유기를 거쳐 인터넷에 접속되므로 공유기가 고장 나거나 모뎀 연결선에 문제가 발생 하면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8. [출제의도] 기억장치의 특징을 안다.
기억장치의 계층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처리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캐시기억장치 → 주기억장치 → 보조기억장치이다. 캐시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는 내부기억장치라고 하며 보조기억장치는 외부기억장치라고 한다.

9. [출제의도] 논리회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1100과 1000의 논리연산결과를 진리표로 그려보면 사용된 논리회로가 논리합(OR 게이트)임을 알 수 있다.

A B OR (A+B)
1 1 1
1 0 1
0 0 0
0 0 0

10. [출제의도] 2진수 연산 방법을 이해한다.
2진수의 뺄셈은 1의 보수법과 2의 보수법이 있다. 

제시된 그림을 보고 2진수에서 2의 보수에 의한 뺄셈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문제이다.[오답풀이] ㄱ. 2의 보수로 표현하려면 0을 1로, 1을 0으로 변경한 다음 1을 더한다. ㄷ. 두 수를 더한 결과 값에 자리올림수가 있으면 버린다.
11. [출제의도] 비주얼베이직에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장소로서 저장될 데이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수를 선언한다. Dim 변수명 as 데이터 형식상품명은 문자이므로 데이터 형식은 ‘String’이며, 수량은 숫자이므로 데이터 형은 ‘Long’, ‘Integ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수의 변환 방법을 이해한다.

(가)～(다)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를 10진수로 변환하
면    → 13,    → 15,   → 17이다. 

13. [출제의도] 자료의 표현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진수의 자료 표현 원리를 묻는 문제로서, 3가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므로 만들 수 있는 팥빙
수의 종류는 (=8)가지이다.

14. [출제의도] 응용프로그램의 용도를 안다.
프레젠테이션은 소리,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을 추가하여 발표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파워포인트, 프리랜스 등이 있다.

15. [출제의도] 연산장치의 자료 처리과정을 이해한다.
연산장치는 누산기, 가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누산기의 기능은 연산할 데이터와 연산할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오답풀이] ㄱ은 가산기, ㄷ은 상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이다.

16. [출제의도] 인터넷 주소 체계를 이해한다.
인터넷 주소는 “프로토콜://도메인이름/경로명/문서명” 으로 구성된다.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은 계층구조를 가지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계층이다.

17. [출제의도] 일괄처리 시스템의 원리를 안다.
일괄처리 시스템은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며 급여계산, 연말정산 등이 있다.

18. [출제의도] 인터넷 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셰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제한 기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정품 등록 이전까지는 일부 기능 제한 등 제약이 있다.

19. [출제의도] 순서도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활용한다.
순서도는 알고리즘 문제 처리 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오답풀이] ㄷ. 프로그램 모의실행 단계이다. ㄹ.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단계이다.

20. [출제의도] 비주얼베이직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제시된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여 비만지수를 계산하면, 60-(170-110) = 0 이다. Select Case문에서 Case Is > -10에 해당되므로 결과 값은 ‘C 단계’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