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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자료 및 정보의 개념을 이해한다.
( )는 검사를 통한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으로 자료
에 해당한다. (나)는 자료를 토대로 가공 처리한 건
강 검진표이므로 정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ㄴ.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하게 된다.

2. [출제의도]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한
다.
축구, 야구 클래스는 스포츠 클래스를 상속받은 것이
다.
[오답풀이] 상속받은 속성과 메소드는 변경이 가능하
고, 같은 레벨의 클래스끼리는 속성이나 메소드를 상
속받지 않는다.

3. [출제의도] 도메인 네임, URL의 사용을 이해한다.
DNS 서버가 도메인 네임을 IP주소로 변경시켜 주므
로 문제가 생기면 웹 페이지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go는 정부 기관을 나타내고, co는 영리 
기관을 나타낸다.

4. [출제의도]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 분야를 적용한다.
‘착용한다’는 내용으로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음성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으로 음성 인식 
시스템을 알 수 있다.

5. [출제의도] 프로그래밍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단계 4는 모의 실행 단계이므로 ‘논리적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다.
[오답풀이] 단계 2는 순서도 작성 단계이고, 코딩ㆍ
입력 및 번역 단계는 단계 3이다.

6. [출제의도] 제어 장치의 구성과 흐름을 이해한다.
(가)는 명령해독기, (나)는 명령계수기이다.
ㄴ. 번지 레지스터이다.

7. [출제의도] HTML의 작성 및 구성을 이해하고 적용
한다.
A는 ‘짬뽕’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가장 마지막인 (라)
에 들어가야 한다. B는 2행과 3행을 병합하여 표시되
어야 하므로 2행에서 ‘자장면’을 출력한 다음인 (다)
에 들어가야 한다.

8. [출제의도]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을 이해하고 적용한
다.
열람실 이용자는 프로세스에 해당한다. 이용 시간이 
최대 4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을 이용하려고 해도 4
시간만 되면 다시 마지막 대기자가 되어 기다려야 한
다. 각 프로세스가 정해진 시간만큼만 CPU를 할당받
는 방식이므로 라운드로빈 스케줄링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ㄷ은 최소 작업 우선 스케줄링(SJF), ㄹ
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순서도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한다.
2를 입력할 경우 Mok=2/2=1, A=2 Mod 2=0이 되
어 A값인 0이 출력된다. Mok=0이 아니므로 N값에 
Mok인 1을 저장하여 N값이 1로 바뀌고 
Mok=1/2=0, A=1 Mod 2=1이 되어 A값인 1을 출
력한다. Mok=0이므로 프로그램을 끝낸다. 출력된 순

서는 01이지만 결과 값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현
하므로 십진수 2는 2진수로 10(2)이 된다.

10. [출제의도] 기억 장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저장과 삭제가 가능한 기억 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
인 플래시 메모리이고, 펌웨어는 전기적으로 데이터
를 기록할 수 있는 EEPROM에 저장된다.
[오답풀이] SRAM과 캐시 기억 장치는 모두 휘발성 
메모리이다.

11. [출제의도] 개체 관계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개체 관계도이다.
[오답풀이] 반복, 조건, 순차 제어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순서도이다.

12. [출제의도] 프로그램의 번역 및 실행 과정을 이해
한다.
(가)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컴파
일러가 된다.
[오답풀이]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여 바로 실
행시킨다.

13. [출제의도]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모두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램에 적재되
어 실행을 기다리는 ‘준비’ 상태와 같다. 또한 바통을 
떨어뜨리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 중단된 ‘대기’ 상
태이다.

14. [출제의도] 소리의 변환 과정을 이해한다.
표본화 단계에서 2초마다 한 번씩 샘플링하므로 주기
는 2초가 되고, 0부터 7까지 8단계를 사용해서 샘플
링한 숫자를 표현하므로 양자화 단계에는 3비트가 사
용된다.
[오답풀이] 양자화 단계에서 많은 비트를 사용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

15. [출제의도] 이미지 파일의 속성을 이해한다.
JPEG 파일은 비트맵 형식이다. 색상이 256색이라는 
것은 28=256이므로 8비트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 이 미 지 의 크 기 는 1 2 0 0 * 7 0 0 * 8 b i t 이 고 , 
8bit=1byte이므로 840,000byte이다.
[오답풀이] ㄷ은 벡터 형식이다.

16. [출제의도] 개체 관계도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상품코드’는 상품 릴레이션의 기본 키이므로 중복이 
불가능하고, ‘판매’는 관계이다.
[오답풀이] ㄱ. 판매 릴레이션의 속성은 외래 키를 
포함하여 3개이다.(개체관계도만 해당됨)
ㄴ. 회원 릴레이션의 ‘회원코드’는 기본키이다.

17. [출제의도] SQL문의 명령어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속성을 변경할 때는 ALTER를, 데이터를 입력할 때
는 INSERT를 사용한다.
[오답풀이] INSERT는 데이터 조작어(DML)이다.

18. [출제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암호키(3, 2)에 의해 숫자 2를 찾을 수 있으므로 2칸
씩 알파벳 문자를 뒤로 옮기면 된다. 
C → E, L → N, I → K, P → R이 된다.

19. [출제의도] 진수 변환 및 논리 게이트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155(8)은 2진수로 1101101이고, 7F(16)은 2진수로 
1111111이다. 두 숫자를 각 자리마다 논리곱하면 
1101101이 되어 1, 3, 4, 6, 7 자리에 불이 켜진다.

20. [출제의도] 정보화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스팸 메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발신자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주민 등록 번호와 
같은 정보는 유출되면 안 되는 개인 정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