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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정 답] ④

   [출제의도] 악성코드 예방 방법의 이해

[해 설]

스마트폰의 문자를 이용해서 악성코드로 사용자의 정보를 빼 가는 방법을 스미싱

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면 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ㄹ. 발신인이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공개된 wifi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사용법이다.    

2. [정 답] ③

   [출제의도] 그래픽데이터 표현의 이해

[해 설]

학생 A는 비트맵 방식, 학생 B는 벡터 방식의 그래픽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ㄱ. 벡터 방식, ㄴ. 사진은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한다. ㄷ. CAD는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므로 벡터 방식을 사용한다. ㄹ. 비트맵 방식

3. [정 답] ③

   [출제의도] RFID에 대한 이해

[해 설]

설명은 RFID(전자태그)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 태그는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유비쿼터스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현재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에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ㄷ은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4. [정 답] ⑤

   [출제의도] 동영상 원리의 이해

[해 설]

실험의 내용은 사람 눈의 잔상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구현하는 조에트로프에 대한 

것이다.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두 잔상을 이용한다.

5. [정 답] ①

   [출제의도] 운영 체제의 작업 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

[해 설]

(가) 각 부장이 일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은 컴퓨터에서도 작업을 분산하여 처리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작업을 모아서 금요일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기록하는 것은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ㄴ과 ㄷ은 두 시스템을 바꾸어서 잘못 설명하고 있다.

6. [정 답] ②

   [출제의도] 알고리즘의 이해

[해 설]

단계별로 저장되는 값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반 출력 단계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는 2와 5이다.

7. [정 답] ⑤



   [출제의도] 논리 게이트의 이해

[해 설]

게임 설명에 따라 진리표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이 같은 답변을 하면 쟁반이 내려오지 않고 서로 다른 답을 할 때 쟁반이 

내려온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게이트는 XOR이다.

8. [정 답] ⑤

   [출제의도] 동영상 표현의 이해

[해 설]

• 색상 표현 : 현재 24비트이므로 32비트로 변경하면 용량이 늘어난다.

• 초당 프레임 수 : 현재 24프레임/초 이므로 30으로 변경하면 용량이 늘어난다.

• 재생 시간 : 현재 40초이므로 45초로 늘리면 용량이 늘어난다.

• 압축률 : 현재 1:100이므로 1:50으로 압축률을 낮추면 용량이 늘어난다.

• 해상도 : 현재 1280*720이므로 640*360으로 해상도를 낮추면 용량이 줄어

든다.

9. [정 답] ①

   [출제의도]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이해

[해 설]

중앙의 스위치에 모든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스타형이다. 이것을 모든 

서버들이 연결되도록 연결하면 그물형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10. [정 답] ③

   [출제의도] html 태그의 이해

[해 설]

ㄱ. 밑줄을 표현하려면 <u> 태그를 사용해야 한다.

ㄴ. type의  속성값을 password로 하면 입력하는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ㄷ. <form> 태그에서 <textarea> 태그를 사용하면 여러 줄의 문장을 입력할 수 

있다.

ㄹ. 삭제하여 초기화 하려면 reset을 이용해야 한다.



11. [정 답] ③

   [출제의도] 개체 관계도의 이해

[해 설]

ㄱ. 고객과 사진은 모두 개체이다.

ㄴ. 관계가 1:n이므로 고객은 사진을 여러 장 출력할 수 있다.

ㄷ. 속성에 밑줄이 있는 것이 기본 키이다.

ㄹ. 출력일, 수량은 관계를 나타내는 ‘출력’의 속성이다.

12. [정 답] ①

   [출제의도] SQL문의 이해

[해 설]

ㄱ. 새로운 것을 입력하는 것은 insert를 사용한다.

ㄴ.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것은 delete이다. drop은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데이터베

이스 자체를 삭제할 때 사용한다.

ㄷ.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은 update이다.

ㄹ.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조작어(DML)에 해당한다. DDL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생성하고 삭제하거나 속성을 규정하는 명령이 있다.

13. [정 답] ④

   [출제의도] 기억 장치 계층 구조의 이해

[해 설]

ㄱ. 가상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하드디스크(HDD)이다.

ㄴ. 캐시 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

한 장치이다.

ㄷ. 데이터에 대한 접근 속도는 레지스터>캐시 기억 장치>주기억 장치>보조 기억 

장치의 순서이다.

ㄹ. 보조 기억 장치를 실행하려면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로딩’이라고 한다.

14. [정 답] ②

   [출제의도] 스케줄링의 이해

[해 설]

10ms 시간으로 시간을 분할하여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할당된 시간만큼만 실행

하도록 하는 스케줄링 방법은 라운드로빈(RR)이다. 라운드로빈 방식은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어도 할당된 시간이 다 되면 그 프로세스로부터 CPU를 강제로 빼앗아 

다음 프로세스에 할당하므로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에 해당한다.

ㄴ. 프로세스는 A->B->C->A->B->A 의 순서로 진행된다.



ㄷ.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에 CPU를 할당하는 것은 SJF(Shortest Job First)

방식이다.

15. [정 답] ⑤

   [출제의도] 순서도의 이해

[해 설]

(가)는 순차제어, (나)는 선택제어, (다)는 반복제어이다.

16. [정 답] ②

   [출제의도] 저작권의 이해

[해 설]

(가) 단순하게 웹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모양과 색채도 보호 대상이 된다. 

(다) 구입한 것은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구입했다고 마음대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고호는 1890년에 사망했으므로 현재 시점은 사후 70년을 훨씬 지났다. 따라

서 저작권이 풀린 상태가 된다.

17. [정 답] ④

   [출제의도] 알고리즘의 이해

[해 설]

홀수의 합을 구하려면 A의 초기값이 1이므로 2씩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에는 

A=A+2가 들어간다.

순서도의 진행에 따른 A값과 B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ㄱ. B=B+A부분은 표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총 10회 수행된다.

ㄷ. A값은 21이 되면서 A>20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므로 최종값이 21이다.

18. [정 답] ⑤

   [출제의도] 전자우편의 이해

[해 설]

①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메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② DDoS공격으로 수신측 서버가 다운되면 수신서버에서 메일을 받을 수 없다.

③ 수신자의 전자우편 저장 허용공간이 초과되면 더 이상 메일을 받을 수 없다.

④ 전자우편주소를 잘못입력하면 엉뚱한 곳으로 전달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

⑤ 서로 다른 전자우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자우편의 전달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19. [정 답] ③

   [출제의도] 연산 장치의 이해

[해 설]

연산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미 누산기에 데이터가 있으므로 더해야 할 또 다른 수인 5를 데이터레지스터에 

가져와야 한다.(ㄷ)

다음은 가산기에서 두 수를 더한다(ㄹ).

더한 결과는 누산기에 저장된다(ㄱ).

마지막으로 누산기에 저장된 결과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다(ㄴ).

20. [정 답] ④

   [출제의도] html의 이해

[해 설]

ㄱ. 프레임 문서를 포함하여 이미 A.html, B.html, C.html이 있으므로 4개가 필요

하다.

ㄴ. 가로 영역의 병합은 colspan, 세로 영역의 병합은 rowspan을 사용한다.

ㄷ. (나)의 경우 표를 이용한 문서이므로 분할 된 영역은 실제로 분할 된 것이 아

니라 표의 선으로 영역이 구분된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html 문서가 필요없

다.

ㄹ. 두 문서 모두 %를 사용해서 비율로 영역의 크기를 지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