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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인터프리터 방식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언어번역기인 인터프리터방식의 특징은 명령문 
단위로 번역하여 바로 실행되며,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문법적 오류
를 찾아 수정하기 쉽다.

2. [출제의도] 변수의 개념 이해하기

[해설] 변수는 이름과 자료형을 갖으며, 연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값을 넣어 두는 메모리 영역이다. 
상수와는 달리 프로그램 중간에 그 값들은 변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순서도를 파악하여 제어구조 이해하기

[해설] 철수가 직업박람회장에 가는 과정을 분석하면 
직업박람회장에 한 사전 조사를 한 후, 지하철을 
이용한 후 도보로, 버스를 이용한 후 도보로, 자전거를 
이용한 후 도보로, 또는 도보로 직업박람회장에 
도착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조건의 연산 결과 값 구하기

[해설] For문을 이용하면 변수 i값은 10, 13, 16, 19 가 
되고, 연산식 i%4(i mod 4)에 의하여 2, 1, 0, 3번째 문자
(cbad)가 각 각 출력된다.

5. [출제의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이해하기

[해설] 베이식은 초보자를 위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우기 쉽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번역 과정을 거치는 
특징을 갖는다. 

6. [출제의도] 연산식을 이용하여 결과 값 구하기

[해설] 절  값 함수(abs()) 와 조건문을 이용하여 
연산의 결과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c 값은 
abs() 함수를  이용하면 음수 값이 양수가 되므로  
2 * (-2) = -4 가 되고, a 값은 -4 + 10 = 6이 
된다. b값은 c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아 6이 되므로, 결과 값은 ‘6 6 -4’ 
이다.

7. [출제의도] 반복문을 이용하여 배수의 개수 구하기

[해설] For문을 이용하여 임의의 숫자(n)를 입력받고, 
입력된 숫자(n)에 한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i는 초기값 n부터 n씩 증가할 때
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8. [출제의도]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논리 연산식 구하기

[해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벤다이어그램의 빗금 친 
영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A∩( Bc∩C)이다. 
여기서 ∩는 ‘And’, c 는 ‘Not’을 의미한다. 

9. [출제의도] 상수의 개념 이해하기

[해설] 상수는 수식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값을 의미하므로 연산과정에서 다른 값으로 

치가 불가능하다. 

10. [출제의도]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수식 이해하기

[해설]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모든 키 값은 ASCII 코드로 
인식된다. 키보드 숫자 ‘0’ 에 응하는 코드 값은 ‘48’ 
이므로, 숫자 ‘4’, ‘0’, ‘2’를 세 자리 숫자 ‘402’로 변환하는 
수식은  (52-48)*100 + (48-48)*10 + (50-48)이다.

11. [출제의도] 알고리즘의 개념 이해하기

[해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출제의도] 조건의 연산 결과 값 구하기

[해설] 반복문을 이용하여 20 이하의 수 중에서 2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sum은 2+4+6
+8+10+12+14+16+18+20=110이 된다.

13. [출제의도] 프로그램의 제어구조 이해하기

[해설] 순서도에서 입력된 코드 값 A~D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기하여 처리하는 제어문은 switch～case문 
(Select Case문)이다.

14. [출제의도] 암호화ㆍ 복호화 이해하기

[해설] 암호화 된 문자 ‘FDH’를 복호화 하는 것으로, 문자 
‘F’는  Pi = (5 - 3) MOD 26 이므로 Pi는 2이고, 
이에 응하는 문자는 ‘C’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값을 
구하면 'CAE'가 된다. 

15. [출제의도]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해하기

[해설] 입력된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r에 저장하여 
출력하고 입력된 값에서 10으로 나눈 몫을 다시 n에 
넣는다. n은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값은 버리고 정수만 취한다. 이 연산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몫이 0이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16. [출제의도] 반복문과 제어문을 이용한 변수의 값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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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For문의 i값은 1부터 2씩 증가하고, i값이 7일 때,  
mul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 105를 갖게 된다. 

17. [출제의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이해하기

[해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절차보다는 객체 단위에  
중점을 두며 캡슐화, 상속성, 추상화의 특징을 가지고 
사건(event)에 한 반응(driven)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표적인 언어로는 C++, Java가 있다.

18. [출제의도] 반복문의 연산식 작성하기

[해설] 두 수 x, y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x와 y의 곱의 결과인 z는 공배수이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t값이 0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여기에서 x는 최 공약수가 되고, 최 공약수로 
나누면 최소공배수가 된다.

19. [출제의도] 실행되는 총 횟수 구하기

[해설] 다중 반복문에서 sum = sum + i가 실행되는 횟수는 
i=1일 때 1번, i=2일 때 2번, i=3일 때 3번, i=4일 때 
4번으로 총 10회 이다.

20. [출제의도] 반복문을 연산식으로 표현하기

[해설] 동일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전 연산의 
결과를 mid값에 저장하여 다음 연산식에 반복적으로 
반영하여 결과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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