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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지리적표시등록제의 활용 효과의 이해하기

[해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
품을 지역별로 특화한 사업으로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
서, 지역별 집중화를 통하여 브랜드화할 수 있고 차
별화를 통하여 가격 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무선네트워크의 통신기기와 형태 알기

[해설]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변ㆍ복조하는 장
치를 모뎀이라고 하고 모뎀과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
하여 무선으로 홈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노트북, 
PC, 프린터 등은 유무선공유기(또는 AP (Access 
Point))를 경유하여 네트워크가 동작하며 이러한 네
트워크를 스타형이라고 한다.

3. [출제의도] 웹서비스와 HTML 이해하기

[해설] html로 작성된 웹페이지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그림이며 사용자가 다양한 순서로 접근이 가능하다. 
html문서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HTTP이며 동영상, 
소리, 그림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MIME 프로토콜
로 전송한다. 스크립트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정보처리속도와 저장 단위 이해하기

[해설] 컴퓨터 속도의 단위는 ns(2-9초), ps(2-12초), 
fs(2-15초), as(2-18초)이고, 기억용량의 단위는 
MB(220Byte), GB(230), TB(240), PB(250)이다.

5. [출제의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 이해하기

[해설] 전자거래상의 개인인증을 위한 전자인감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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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상의 신용결재를 할 때 반드시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6. [출제의도] 정보처리절차를 통한 정보특성 이해하기

[해설] Affis에서는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1
일 정산 가격을 취합하여 기간별/일자별/품목별/지역
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통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때 적시성, 비소모성, 누적효과
성을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희소가
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출제의도] 웹문서 작성을 위한 태그 활용하기

[해설] html 태그의 <ol>태그는 순서 있는 목록(1,2..)
를 나타내고, <ul>태그는 순서 없는 목록(•)을 나타
낸다. <u>태그는 밑줄을 그을 때 사용한다.

8. [출제의도] 한글 문서의 출력 작업 활용하기

[해설] 인쇄범위, 인쇄매수, 인쇄 방식 등에 의해 인쇄 
매수가 결정된다. ‘1, 4-6’은 4쪽이고, 전체 3부를 
출력하며, ‘2쪽씩 모아 찍기’하면 인쇄 용지를 반으로 
절약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홍보 방법 이해하기

[해설] 설문결과 비율이 높은 인터넷 검색 분야에 홍보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0. [출제의도] 산지유통시설의 정보시스템 활용 이해하기

[해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경영지원시
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각종 
의사결정 및 수익 증 를 기 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인터넷 작동에 관여하는 서버 이해하기

[해설]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이 www.yahoo.co.kr인 서버에 ping 테스트를 하
면 DNS서버가 도메인네임을 203.212.171.217의 IP
주소로 변환하여 그 주소의 웹서버에 패킷을 전송하
여 응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데이터 형식의 특성 알기

[해설] 레코드를 추가할 때 자동 증가되는 고유한 숫자의 
내용에는 일련번호, 1비트값을 갖는 체크표시의 내용
에는 예/아니오 형식이 적합하다.

13. [출제의도] 정보 통신 방식의 유형 적용하기

[해설] 그림은 단방향 통신과 전이중 통신을 의미하며 단
방향 통신에는 TV, GPS 등이 있으며 전이중 통신에
는 전화, 인터넷 통신 등이 있다.  팩스, 무전기 등은 
반이중 통신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농업전문가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해설] 농업전문가시스템의 사용자인터페이스는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구성요소이다.

15. [출제의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성 알기

[해설] 제4세  언어는 단기간에, 누구나 쉽게, 아이콘을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표

적으로 SQL을 들 수 있다.

16. [출제의도] 계측방법의 종류와 특성 이해하기

[해설] 직접비교법은 측정 표준과 상을 직접 비교하는 
계측 방법이고, 간접비교법은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계측하는 방법이다.

17. [출제의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방법 이해하기

[해설] 이 농가는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상품화하
고 6-10월에 판매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운영하면 연중 일정한 매출
을 올릴 수 있다. 출하시기에 맞춘 홍보메일은 출하
시기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연중 매출을 기

하기 어렵다.

18. [출제의도] 시설농업에 이용되는 환경 조절 장치 알기

[해설] 시설농업에서는 환경조절장치로 사용되는 서모스
탯으로 난방기를 제어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스프레드 시트 작성 방법 활용하기

[해설] 엑셀의 날짜자료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시간자료는 콜론(:)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접두어 ‘′’을 이용하여 수식을 입력하면 수
식이 계산되지 않고 그 로 보여진다.

20. [출제의도] 미곡종합처리장의 단위기계 알기

[해설] 그림은 미곡처리장의 색체선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며 CCD센서를 이용하여 열변질미, 착색미, 기타 
이물질을 식별ㆍ 제거하여 양질의 쌀을 선별한다. 

[정보기술기초]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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