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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스미싱의 피해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A 스미싱 피해를 당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통신 회사에 소액 결제 차단 신청을 해야 한다. 

2. [출제의도] 정보 해킹으로부터의 사내 망 보호에 대
한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방화벽은 패킷 필터링 방식으로 접근 제어를 하여 통
과시킬 패킷을 결정한다. 윈도7의 방화벽을 이용하면 
컴퓨터에도 방화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３. [출제의도] 수산물 관리 제도 중 수산물 이력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산물 이력제는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식
품 사고 발생 시 발생 단계 파악이 용이하다. 

4. [출제의도] 수산 정보의 특성에 대한 종류를 이해하
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산 정보는 내용 특성에 따라 통계 정보, 관측 정보,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로 구분하는데, 제시문에서는 
통계 정보와 관측 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문자열로 작성된 문서를 표로 변환하는 
작업을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탭이나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표로 만들
기 위해서는 표로 만들기 원하는 부분을 블록으로 설
정한 후 [입력] - [표] - [문자열을 표로] 메뉴를 순
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6. [출제의도] RFID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
다.
IR 방식의 하이패스는 적외선을, RFID 방식의 하이패
스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다. RFID 는 주파수(RF)
를 이용해 사용자(ID)를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일명 
전자 태그라 한다.

7. [출제의도] RFID 기술을 해운업에 적용하여 일반화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컨테이너 추적 시스템은 전자 식별 정보 네트워크 기
반으로 컨테이너의 반입, 반출 정보 및 양하 및 적하 
작업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여 전 세계 물류 
주체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관련 정보를 웹
을 이용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8. [출제의도] 양식장 위생 관리 기준으로의 HACCP 제
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양식장 위생 관리에 관한 기준이 되는 제도
를 찾는 문항으로 식품 위생과 관련한 예방적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은 HACCP 제도이다.

9. [출제의도] A3 해역에서 본사와 통신할 수 있는 이
유를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INMARSAT은 국제해사위성기구에서 주관하는 통신 
서비스로, INMARSAT 위성을 이용하여 태평양
(POR), 인도양(IOR), 대서양(AOR - E / AOR - W) 
등 전 지구의 해역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수산물의 포장 정보를 통해 내장의 개
념을 알고 예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산 식품 가공 산업에 있어 포장은 개장, 내장, 외장
으로 구분한다. 제시문은 개장된 물품을 상자 등과 
같은 용기에 넣는 내장의 예로 아이스크림을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포장하는 것이 내장의 예이다. 

11. [출제의도] 입항 보고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른 문
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Port - MIS는 웹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전국의 28개 
무역항에 대하여 모든 항만 운영 업무 및 민원 업무
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12. [출제의도] 선택한 대안인 Port-MIS로 입항 보고 
업무를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Port - MIS를 이용한 입․출항 수속 업무는 ‘신고 전 
사용자 등록 신청(ID, password 등록) - 선박 제원 
등록 여부 확인 - 입ㆍ출항 이력 조회-입항 보고(최
초, 변경)’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3. [출제의도] 컴퓨터의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대안
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하드 디스크가 200 MB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다. 이
럴 경우 더 크고 빠른 SSD로 교체를 해주면 성능이 
개선된다. 

14. [출제의도] VoIP 통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능
력을 평가한다.
동일한 종류의 VoIP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 간에 통신은 무료이다. 
인터넷 망 위에 전화를 위한 장비를 사용하므로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주어진 데이터[Sheet1]에 대해서 [Sheet2]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삽입] - [피벗 
테이블] 메뉴를 사용한다.

16. [출제의도] 유령 어업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최근 바다 환경 파괴에 대한 실상과 어업 
활동 피해의 악순환인 ‘유령 어업’에 대해 알고 대안
을 찾는 문항이다. 어구가 분실되더라도 자연 분해되
기 때문에 대안으로 적합하다. 

17. [출제의도] VTS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
다.
VTS는 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하여 항만 또는 
연안 해역의 선박 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
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 구역 내 통항 선박
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
보 교환 체제이다.

18. [출제의도] 수산 자원 관리 제도 중 TAC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총 허용 어획량 할당제에 해당하는 TAC로 
2015년 현재 11종에 대해 TAC가 시행되고 있다.  

19. [출제의도] 선입선출과 후입선출 방식을 구분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일반화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림의 방식은 선입선출(FIFO) 방식으로 먼저 들어
온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인데, 선택지 ㄷ은 가장 먼
저 입력된 것이 삭제된다. ㄹ은 먼저 보내온 문서를 
순서대로 인쇄하기 때문에 선입선출이다.

20. [출제의도] 수산물 생산량 통계 조사 방식의 종류
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전수 조사 방식으로 통계 조사원이 월 1회 
주기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전복, 가리비, 대하, 미더
덕,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어가․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