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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분야를 적용한다.
주차 시스템에 적용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이해한다.
[오답풀이] DMB는 이동하면서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VoIP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음성 통신
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2. [출제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바둑돌은 1, 3, 5, 7, … 19처럼 2만큼의 차이로 단계
별로 배치되고, 홀수 단계에는 검정색으로, 짝수 단계
에는 흰색으로 나타난다. 

3. [출제의도] 자료의 표현 형식을 이해하고 진법으로 
변환한다.
숫자 카드의 최대값은 (111)2이고, 최소값은 (000)2
이므로 차는 십진수로 7이다.

4. [출제의도] 이미지 자료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이미지 표현 7*8*1bit=56비트가 필요하며 1바이트는 
8비트이므로 이미지는 7바이트이다. 

5. [출제의도] 클래스와 상속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한
다.
객체지향 기법의 특성인 상속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
분한다.
[오답풀이] ㄷ. 택배드론은 방송드론의 상속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다형성이 아니라 상속성이다.

6. [출제의도]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태블릿 PC의 규격을 보고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
소와 기능을 구분한다.
[오답풀이] ㄴ. 보조 기억 장치는 비휘발성 저장 장
치이다. ㄹ.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억 장치이다.

7. [출제의도] 프로그래밍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MIN 함수에서 최소값을 반환한 후, IF 함수에서 “이
상 없음” 문자열이 출력된다. B3의 내용이 1로 바뀌
면 출력은 “부족”이 된다.
[오답풀이] ㄱ. 반복문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ㄷ. 
현재 입력으로 출력되는 결과물은 “이상 없음”이다. 

8. [출제의도] 개체 관계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개체 관계도를 보고 개체, 관계, 속성을 구분할 수 있
다.
[오답풀이] ㄷ. 고객과 여행은 1:N의 관계이다. ㄹ. 
여행은 4개의 속성을 갖는다. 

9. [출제의도] 최대공약수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
한다.
최대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해석
하고 이해할 수 있다. 2단계에서 A에는 10을 5로 나
눈 나머지인 0이 저장된다. 3단계에서 두 수를 교환
하면 A에는 5, B에는 0이 저장된다. 4단계에서 B가 
0이기 때문에 바로 6단계로 넘어가서 A에 저장된 5
가 출력된다.
[오답풀이] ㄱ. 출력되는 값은 5이다. ㄹ. A에 B보다 
작은 수를 입력해도 무한 반복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프로세스의 상태는 준비, 대기, 실행이 있다. (가)는 
준비 상태, (나)는 실행 상태, (다)는 대기 상태, 
(라)는 프로세스가 소멸된 것을 의미한다.

11. [출제의도] 네트워크 통신망의 구조를 이해한다.
네트워크 통신 장치인 허브, 라우터, 랜 카드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풀이] 진원 : A, B 실습실을 연결할 때는 DNS
서버가 아니라 허브가 필요하다.

12. [출제의도] SQL명령어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음식 테이블을 만들고 ALTER 명령어를 통하여 음식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ADD), INSERT 명령어로 데
이터를 입력, UPDATE 명령어를 통해 ‘S200’의 음식
명 ‘샐러드’를 ‘스파게티’로 변경하는 SQL문이다.

13. [출제의도] 프로그래밍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는 문제 분석 단계이고 ㉯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는 프로그램 작성 및 번
역 과정이다. ㉱는 모의 테스트 단계이다.
[오답풀이] ㉰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문법 오류
이다.

14. [출제의도] 자료의 표현 형식을 이해하고 진법으로 
변환한다.
ㄱ. (10000)2 → 16, ㄷ. (30)8 → 24, ㄹ. (1F)16 → 31
이므로 ㄷ. 24원은 7원 쿠폰 2개와 5원 쿠폰 2개로 
만들 수 있고, 31원은 7원 쿠폰 3개, 5원 쿠폰 2개로 
만들 수 있다.
[오답풀이] 16과 23은 5원과 7원의 쿠폰으로 만들 
수 없는 금액이다. 

15. [출제의도] 순서도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한다.
순서도는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ㄱ. (가) 부분은 총 5회 수행된다. ㄷ. 프
로그램이 종료될 때 A 값은 5이고, B의 값은 8이다. 

16. [출제의도] 진리표를 이해하고 논리 회로를 구성한
다.
입력 A, B가 모두 참이면 출력 Y는 1이 되고, 그렇
지 않으면 0이 되는 AND 논리식의 개념이다. 

17. [출제의도] 이미지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가)는 비트맵 표현 방식이고 (나)는 벡터 표현 방식
이다.
[오답풀이] ㄹ.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마치 
계단처럼 깨져 보이는 현상은 비트맵 표현 방식에서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을 이해하고 적용
한다.
라운드 로빈(RR) 스케줄링 방식을 비유한 놀이 시설 
이용 안내문이다.
[오답풀이] ㄴ. 우선순위 스케줄링 방식은 비선점형 
방식이다. ㄹ. 최소 작업 우선 스케줄링 방식은 비선
점형 방식이다.

19. [출제의도] 저작권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한다.
CCL은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ㄱ. CCL은 특허 표시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이다. ㄴ. CCL은 등록할 필요가 없고, 보호 기간
도 정해져 있지 않다.

20. [출제의도] HTML의 작성 및 구성을 이해하고 적
용한다.
‘rowspan’은 위, 아래를 병합하는 역할을 하고, 
‘colspan’은 좌, 우를 병합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