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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정보사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수직적 협력보다는 수평적 협력이 강조

되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 창
조력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이다.

2. [출제의도]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이해하고 저장용량
을 파악한다.
하드디스크는 섹터 단위로 자료가 저장된다. 유니코
드(KSC-5700)에서 한글 1문자는 2Byte로 표현하므
로 2개 섹터(1024Byte)에는 최대 512개의 한글을 
저장할 수 있다. (1024Byte ÷ 2Byte = 512개)

3. [출제의도] 윈도XP에서 바탕화면보기, IP주소와 
DNS를 설정할 수 있다.
‘바탕화면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윈도 화면에 열려
있는 모든 창을 숨길 수 있으며, ‘내 네트워크 환경’ 
아이콘을 클릭하여 IP주소와 DNS를 설정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윈도XP에서 디스크정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디스크정리’ 기능은 하드디스크에서 오랫동안 사용
하지 않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여 디스크의 용량
을 확대할 때 사용한다. 임시 인터넷 파일, 휴지통, 
임시파일 등을 탐색하여 삭제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ㄴ은 ‘디스크 압축’에 대한 설명이며, 
ㄹ은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5. [출제의도] 운영체제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는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작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이다. 패키지 프로그램과 사용자 프로그램은 응용소프
트웨어로 분류된다.

6. [출제의도] 컴퓨터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원리를 이
해한다.
RGB코드에서 숫자 1자리는 16가지(016~F16)를 표현
할 수 있다. RGB코드는 숫자 6자리로 구성되므로 표
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16 x 16 x 16 x 16 x 16 x
16’ 개이고 2자리씩 묶으면 ‘  x  x  ’개이다.

7.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의 함수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가)에서 ‘=MID(B4, 8, 1)’은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
째에 있는 1개의 문자를 추출하는 수식이다. (나)에
서 OR함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참’이
면 결과 값이 ‘참’이며, AND함수는 모든 조건이 ‘참’
이어야 출력 값이 ‘참’이므로 (나)의 결과 값은 ‘합격’
으로 출력된다.

8. [출제의도] 정보통신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컴퓨터
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개인의 금융정보, 신상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
여 전송한다.

9. [출제의도] 논리회로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출입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입력된 지문과 홍채가 모
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해야 하므로 논리곱(AND)에 
해당된다.

10. [출제의도] 여러 가지 유형의 멀티미디어 표현방법
을 설명할 수 있다.
벡터 그래픽 방식은 명령어로 선이나 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비트맵 그래픽 방식은 픽셀이라는 작은 점
으로 그림을 구성한다.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확대
하면 모양이 변형된다.

11. [출제의도] 워드프로세서에서 조판부호, 이미지 보
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문단모양은 ‘들여쓰기’가 적용되어 있으며, 다단은 2
개로 지정되어 있다. 각 빈칸과 문단부호가 있어 
‘조판부호 보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정 단어의 
주석이 현재 단 밑에 배치되어 있어 각주임을 알 수 
있다. 화면에 그림이 표시되지 않고 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므로 [편집] - [그림] 메뉴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미주는 문서의 맨 마지막 쪽 맨 끝에 
설명이 표시된다.

12. [출제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
명할 수 있다.
DNS(Domain Name Server)는 사람이 알기 쉬운 도
메인 네임 주소(영문 주소)로 되어있는 주소를 IP주
소로 변환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우터
(Router)는 여러 네트워크 경로 중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3. [출제의도] 주기억장치의 특징과 용도를 안다.
ROM(Read Only Memory)은 주기억장치로 사용되
며 BIOS 등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ㄱ은 RAM에 
관한 설명이다.

14. [출제의도]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IMG SRC에는 이미지의 경로와 파일명을 써서 웹 문서
에 이미지를 표시한다.
TARGET="_BLANK"는 새로운 창을 띄워 링크 
결과를 보여주며, TARGET="_SELF"는 현재 창에 
결과를 나타내어 준다.

15.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건부서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조건부서식 창 안에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 30, 
40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30이상 40이하의 셀 값에 
대해서만 지정된 서식인 ‘굵게, 취소선’을 지정한다
는 의미이다.

16. [출제의도] 비주얼베이식 도구상자를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다.
여러 종류 중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는 ⑤ 옵
션도구이며, ③ 체크 버튼은 복수 개를 선택할 수 있
게 할 때 사용한다. ① 은 레이블, ② 는 텍스트 상자, 
④ 는 그룹의 범위를 테두리로 묶는 프레임이다.

17. [출제의도] 언어번역프로그램의 종류와 역할을 안다.
C, JAVA, 포트란 등은 컴파일러 방식으로 번역하여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고, 베이식은 
한 문장씩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으
로 번역하여 실행한다.

18. [출제의도] 미래사회의 컴퓨터 기술을 실생활에 적
용할 수 있다.
RFID(주파수 인식 시스템 : 전자태그)는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태그가 신호를 발생하고 안테나가 이를 
받아들여 시스템에서 분석한다.

19. [출제의도] 멀티미디어의 저장형태를 안다.
(가) 이미지 파일은 GIF, JPG, BMP (나) 동영상 파
일은 AVI, MOV (다) 소리 자료 파일은 WAV, MP3 
등이 있다. 

20. [출제의도] 반복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For Count=1 to 10 step 3 ~ Next count’명령문은 
‘ ~ ’부분을 반복하는 반복문인데 Count가 1부터 시
작하여 10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때 변화의 증감 
폭은 step 3이므로 3씩 증가한다. 즉 count가 1, 4, 
7, 10으로 변하면서 4번을 반복하는데 반복 부분인
‘sum=sum+count’는 count의 합계를 sum에 담는 식
이 되므로 결국 1+4+7+10=22가 sum에 담겨 반복
문을 빠져나와 출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