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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통신 장치를 이
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호가 전달되는 순서는 랜카드, 허브, 라
우터이다.

2. [출제의도] 윈도의 시스템 관리도구 기능과 목적을 
묻는 문제이다.
디스크 조각 모음의 목적은 속도 향상이며, 임시파일
을 검색, 삭제하는 기능은 디스크 정리이다. 디스크
정리의 주된 목적은 용량 확보이다.

3. [출제의도] 인터넷 주소 체계의 이해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IPv4는 마침표로 구분된 4바이트로 구성되며, 각 자
리는 0 ~ 255로 표현한다. 
[오답풀이] ㄷ.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므로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값이 설정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자료 처리 과정의 이해에 대해 묻는 문
제이다.
(가)는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다)는 자료를 가공 처리하여 의미를 부여한 ‘정보’
이다. (가)를 (다)로 만들어주는 (나)의 과정이 처리
과정이다.

5. [출제의도] 논리 게이트의 이해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입ㆍ출력 조건에 따라 진리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 출력
A B 녹색등(G) 황색등(Y) 적색등(R)
0 0 1 0 0
0 1 0 1 0
1 0 0 1 0
1 1 0 0 1

따라서, 녹색등(G)은 NOR, 황색등(Y)은 XOR, 적색
등(R)은 AND회로가 된다.
[오답풀이] (가)는 NOR회로이며, (다)는 AND회로
로 AND게이트가 되어야 한다.

6. [출제의도] 기억 장치 종류별 용량과 처리 속도의 
이해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주기억 장치를 기준으로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
이 큰 것은 보조 기억 장치이다. 레지스터는 캐시메
모리에 비해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은 작다.

7. [출제의도] 광전송 매체 특징의 이해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데이터를 빛의 형태로 전송하므로 전기 신호의 영향
을 받지 않는 매체이다.

8. [출제의도] PCM 과정이 녹음기에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본화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
는 것으로 단위는 KHz이다. 양자화는 표본화로 얻은 
값을 정수 값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단위는 비트이다.

9. [출제의도] 조합 논리 회로의 특징과 논리 회로에서 
논리식의 간소화를 묻는 문제이다.
피드백 회로가 없는 조합 논리 회로로 메모리 기능
이 없으며, F=x(x'+y)=xx'+xy=xy가 된다. 
(가), (나)의 논리게이트를 바꾸면
F=x+x'y=(x+x')(x+y)=x+y가 된다. 

10. [출제의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상속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
하여 재사용하고 하위 클래스 고유의 속성과 메소드
를 추가해서 사용한다.

11. [출제의도] 통신망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
는 문제이다.
(가)는 성형 통신망, (나)는 버스형 통신망이다.
[오답풀이] ㄴ은 링형 통신망의 특징이다.

12. [출제의도] 윈도 사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윈도 탐색기의 ‘favorites’ 폴더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즐겨찾기를 사용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최신 정보통신 기술 용어를 알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와이-파이(Wi-Fi)는 전파를 이용하는 근거리 무선 
정보 전송 서비스 기술이다.
[오답풀이] ㄱ. IPTV는 TV와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양방향 서비스 기술이다. 

14. [출제의도] 프로그래밍 언어와 언어번역기의 특징
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직접 실행하므로 기계어이다. (나)는 인터프
리터 언어번역기를 사용하는 언어이다. (다)는 컴파
일러 언어번역기를 사용하는 언어이다. 
[오답풀이] ㄴ은 컴파일러 언어번역기를 의미하고, 
ㄷ은 인터프리터 언어번역기를 의미한다.

15. [출제의도] 연산 장치의 구성과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누산기로 주기억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저장하거나 가산기의 연산 결과를 저장한다.
(나)는 상태 레지스터로 가산기의 연산에서 발생하
는 상태 즉 부호, 자리올림, 오버플로 등을 저장한다. 
[오답풀이] ㄱ. 데이터를 연산하는 것은 가산기이다. 
ㄴ. 누산기에 저장되는 최종 값은 (1101)2이다.

16. [출제의도]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
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Active X 프로그램은 믿을 수 있는 기관
이 배포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7. [출제의도] CPU의 클럭 속도, 데이터 버스, 어드레
스 버스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어드레스 버스는 CPU의 처리속도와 무
관하다.

18. [출제의도] 진수의 변환 방법과 순서도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M=(17)8=(1111)2로 K=(1011)2 보다 크다. 따라
서, K를 십진수로 변환하면 (11)10이 된다.

19. [출제의도] 응용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각 페이지를 일컫
는 용어는 슬라이드이다.

20.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엑셀) 함수식의 이해 정
도를 묻는 문제이다.
엑셀의 함수는 ‘=함수명(인수,인수,...)’의 형태로 사
용된다. 셀 범위를 선택할 때 ‘,’을/를 사용하면 해당 
셀만 선택하게 되는 반면에 ‘:’을/를 사용하면 범위에 
포함된 모든 셀을 선택하게 된다. 자동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등수를 구할 경우, 해당 범위는 반드시 절
대참조 해야 한다.
[오답풀이] E3셀의 함수식은 '=SUM(B3:D4)', G5셀
은 '=RANK(F5,$F$3:$F$7)'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