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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영역 프로그래밍(비주얼베이직 

언어)과목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① ④ ② ③ ⑤ ⑤ ④ ⑤ ① ③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① ③ ① ④ ④ ③ ② ⑤ ③ ②

[해설]

1. [정 답] ①

   [해 설]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기의 종류로는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있다.

    어셈블러는 저급언어인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언어 번역기이고,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할 때 사용하

는 언어 번역기인데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인터프리터도 고급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것은 컴파일러

와 같지만 원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 단위로 하나

씩 번역하여 바로 실행한다.

2. [정 답] ④

   [해 설]

    주차시간이 총 1시간 30분이고, 주차요금이 10분당 500원이므로 총 주차요금

은 4500원이다. 그런데 교통 카드 잔액이 3000원밖에 없으므로 교통 카드를 충

전한다. 따라서 자동차 A가 출구를 통과했을 때는 13000-4500=8500(원)이 남

아 있다.

3. [정 답] ②

   [해 설]



  주어진 퀴즈를 보면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는 참이고, 

“순서도와 의사코드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의 일종이다.”도 참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결과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한 가지이다.”는 거짓이다. 어떤 

문제든지 결과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 퀴

즈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문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다.”는 참

이다. 따라서 변수 A, C, D는 참이고, 변수 B만 거짓이다. 

  철수의 진행을 A가 참이므로 왼쪽, B+D도 참이므로 왼쪽, A․C는 거짓이므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출구는 ㄴ이다.

4. [정 답] ③

   [해 설]

    주어진 프로그램 f(a)=d(a)\10;에서 d(a)의 요소값이 35, 54, 59, 61, 47이므

로 10으로 나눈 몫이 3, 5, 5, 6, 4가 된다.  아래 두 번째 출력을 나타내는 for

문에서 제어변수 b는 0부터 f(a)-1이므로 다음과 같이 반복 출력된다.

  

바깥쪽 제어 변수 a 안쪽 제어변수 b값의 변화 출력되는 ■의 개수

0 0, 1, 2 3

1 0, 1, 2, 3, 4 5

2 0, 1, 2, 3, 4 5

3 0, 1, 2, 3, 4, 5 6

4 0, 1, 2, 3 4

5. [정 답] ⑤

   [해 설]

  밑줄 친 조건을 보면 “a가 80의 배수가 될 때마다”이므로 a가 80의 배수인가

를 판단하면 된다. 

  프로그램에서 배수를 판단할 때는 주어진 수를 구하고자하는 배수로 나누어 나

머지가 0이 되면 그 수의 배수로 판단한다. 이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로는 나

머지 연산자 ‘Mod’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a Mod 80 

= 0"이 된다.

6. [정 답] ⑤

   [해 설]

  주어진 배열을 보면 철수에 해당되는 0행은 0, 1, 1, 1이므로 철수 본인에 해

당되는 요소값만 0이고 나머지는 모두 1이므로 친구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영희



에 행당되는 1행도 1, 0, 1, 1이므로 영희 본인에 해당되는 요소값만 0이고 나머

지는 모두 1이므로 친구 관계이다. 그런데 기영에 해당되는 2행을 보면 1, 1, 0, 

0이므로 철수, 영희만 친구 관계이다. 순희에 해당되는 3행을 보면 1, 1, 0, 0이

므로 철수, 영희만 친구 관계이다. 

7. [정 답] ④

   [해 설]

  다중 For문의 제어변수에 따른 누적값을 차례대로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깥쪽 제어 변수 k 안쪽 제어변수 m 누적되는 a[k] 변수 s

0 1, 2 2, 2 2, 4

1 1 1 5

2 1, 2, 3 3, 3, 3 8 ,11, 14

8. [정 답] ⑤

   [해 설]

  주어진 OX 퀴즈를 보면 A에 해당되는 “기계어는 모든 컴퓨터 기종 간에 호환

된다.” 거짓이다. 기계어는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종 간에 호환되지 

않는다. B에 해당되는 퀴즈를 보면 “JAVA와 C++는 객체 지향 언어에 속한다.”

는 참이다. 또한 C에 해당되는 퀴즈를 “포트란, 파스칼, C 언어는 절차 중심 언

어에 속한다.”도 참이다. 따라서 주어진 순서도에서 S=0, S=S+2, S=S+4가 수행

되므로 출력되는 S는 6이 된다.

9. [정 답] ①

   [해 설]

  주어진 프로그램은 이진 검색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변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d=(a+b)\2 → (1+10)\2=5

  While(d<>m)의 조건식에서 m=8이므로 조건을 만족하므로 반복문 수행

  If 문의 조건식 d>m이 거짓이므로 

  a=d+1=6

  cnt=cnt+1=2

  d=(a+b)\2=(6+10)\2=8

 

 다시 반복 조건을 비교하면 d=m이므로 반복문을 빠져 나온다.



 따라서 출력되는 cnt값은 2이다.

10. [정 답] ③

    [해 설]

  소수를 구하는 알고리즘 중의 하나이다. 

  2가 쓰인 깃발에 표지판을 놓고 2의 배수가 쓰인 깃발을 제거하므로 4, 6, 8, 

10이 쓰인 깃발을 제거한다.

  다음 수인 3에 표지판을 놓고 3의 배수가 쓰인 깃발 9를 제거한다.

  4는 제거되었으므로 5에 표지판, 6은 제거되었으므로 7에 표지판, 그리고 8, 

9, 10은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깃발은 2, 3, 5, 7이 된다.

11. [정 답] ①

    [해 설]

   주어진 프로그램은 배열의 첨자를 이용하여 수의 삼각형을 만드는 것으로 

   a(k, m)=a(k-1, m-1)+a(k-1, m)에서 현재 요소값은 앞행 앞열의 요소값에 

앞행 현재열의 요소값을 더한 값이 된다. 

12. [정 답] ③

    [해 설]

  주어진 그림 (A)와 (B)에서 아이디는 입력된 상태이고, 아이디가 확인되어 비

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는 입력되지 않은 오류 메시지가 나온 상태

이다. 따라서 첫 번째 비교판단 조건인 “등록된 아이디인가?”에서 “예”를 선택하

고 “비밀번호가 맞는가?”에서 “아니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가?”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상태이다. 따라서 출력되는 것은 (다)이다.

13. [정 답] ①

    [해 설]

  수행 평가 과제에서 선수 이름은 문자형, 등수는 정수형, 달리기 기록은 실수형

이다.

 

14. [정 답] ④

    [해 설]

  주어진 프로그램은 순위를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값이 어느 순위에 해당

되는가를 구하는 것으로 입력된 값 70과 기존에 저장된 값을 비교하여 기존에 

저장된 값이 크면 순위를 저장하는 변수 r을 1씩 증가시킨 다음 배열 rk(4)에 저

장한 후 출력한다.  



15. [정 답] ④

    [해 설]

   날짜를 입력받아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A 식단을, 1이면 B 식단을, 2이면 

C 식단을, 3이면 D 식단을, 그 나머지는 D 식단을 출력한다. 따라서 7이면 5로 

나눈 나머지가 2이므로 C 식단이 제공된다. 그리고 월요일은 항상 동일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7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5로 나눈 나머지이므로 월

요일이 항상 같은 나머지 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매월 1일은 나머지가 항상 

1이므로 A 식단이 제공된다.

16. [정 답] ③

    [해 설]

  주어진 서브 프로시저 fun_P는 반환값이 없으며, 함수 프로시저 fun_G는 반환

값이 있으며, 그 반환값은 Integer형으므로 정수형이다. 또한 변수 Fr, Re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변수이다.

17. [정 답] ②

    [해 설]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Fr=0, Re=0,

  ① fun_P(7) 호출에서 

      k(0)=7, Re=1

  ② fun_P(5) 호출에서 

      k(1)=5, Re=2

  ③ a=fun_G( )에서 

     b=k(Fr)=k(0)이므로 b=7, Fr=1

     7이 반환되므로 a=7

  ④ fun_P(a) 호출에서 a=7

      k(2)=7, Re=3

  ⑤ fun_P(3) 호출에서

      k(3)=3, Re=4

  ⑥ a=1

  ⑦ 반복문에서 a가 1, 2, 3일 때 출력되므로 

      k(1), k(2), k(3)의 요소값이 출력되므로 5, 7 ,3이 출력된다.



18. [정 답] ⑤

    [해 설]

  모터가 동작되는 1의 논리식을 구하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버튼 A를 누르면 모터 Y가 회전하고, 또 모터 Y가 회전 상태

인 경우에는 A에 관계없이 계속 회전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구동모터 Y의 회전 

논리식은 A Or Y가 된다. 또한 버튼 B를 누르는 순간 구동모터 Y가 정지하므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Not B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버튼 A와 B가 동시에 눌려진 

경우에는 구동모터 Y가 정지되므로 반대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버튼 B가 누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조건을 조합하면 Y=(A Or Y) And Not B이다.

19. [정 답] ③

    [해 설]

   3행 3열 배열에서 a=2, b=1이므로 c(a, b)은 c(2, 1)에 k값 1이 처음 들어간

다.

     

0 1 2

0

1

2 1

 그런 후 k값이 3의 배수이면 행의 첨자 a를 1 감소하여 대입하고, k값이 3의 

배수가 아니면 행의 첨자 a를 1, 열의 첨자 b를 1 증가한 후 그 값을 3으로 나

눈 나머지가 값으로 배열의 위치를 정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소값이 

들어갈 위치가 정해진다.

0 1 2

0
다음

위치

1 현위치
현위치의 요소값이 3의 배수이면 다음 

위치는 행의 첨자를 하나 감소 시킨 위치

2  



0 1 2

0

1 현위치

2
다음

위치

현위치의 요소값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다음 

위치는 행과 열의 첨자를 하나 증가시킨 위치

 이때 행과 열의 첨자가 3이 되면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므로 0이 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다음 순으로 입력된다.

  

0 1 2

0

1

2 1
  

0 1 2

0 2

1

2 1

2 위로 
이동

  

0 1 2

0 2

1 3 3

2 1

2 앞으로 
이동

  

0 1 2

0 4 2 3의 배수이므로 
행첨자 1 감소

1 3

2 1

2
   

0 1 2

0 4 2

1 3 5 7 3의 배수이므로 
행첨자 1 감소

2 1 6

2

 

   

0 1 2

0 4 2

1 3 5 7

2 8 1 6 앞으로 
이동

2
  

0 1 2

0 4 9 2 위로
이동

1 3 5 7

2 8 1 6

2

이 결과를 보면 행과 열, 대각선의 합이 모두 15로 같다. 이와 같은 형태를 마방

진이라 하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은 마방진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20. [정 답] ②

    [해 설]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If문의 조건 “(Asc(c(a)>=65 And Asc(c(a)<=90)"은 영

문자 대문자에 해당되므로 변수 m은 영문자 대문자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이다. 

else 문 다음에 나오는 변수 n은 영문자 소문자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이다. 또

한 c(a)=Chr(Asc(c(a))-32)는 아스키코드값에서 32를 빼면 결국 소문자를 대문

자로 바꾸는 식이 된다. 따라서 출력하는 m, n은 3, 7이 되고, 배열 c는 영문자 

배열을 대문자로 바꾸어 출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