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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농업의 지식 산업화 중 정밀 과학 기술 
농업의 실현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LED 색상별 파장을 이용하는 농업은 정밀과학 기
술 농업과 관계가 깊다.

2. [출제의도] 자료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처리과
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물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글이나 그림, 음성, 숫자, 
기호 등을 말한다.

3. [출제의도] 제어와 계측을 이용한 온실환경 제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온실의 내부의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 습도 등을 측
정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4. [출제의도] 농업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료를  
종류별로 분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농장의 성격 자료는 농장의 유형, 위치, 역사, 자원, 
가족, 수단, 생산계획 등이 포함되고, 물리적 자료에
는 재무, 생산, 현장, 노무, 기계, 작목, 토양, 시장 
기록 등이 포함되며, 환경 자료에는 제도, 정책, 인간
관계, 교육, 기술, 기상, 기호, 지역사회, 법제 등이 
포함된다.

5. [출제의도] 워드프로세스에서 , ,  키를 
이용하여 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키는 표 전체의 크기를 조절하고,  키는 줄 단
위 크기를 조절하나 전체 크기는 변화가 없다. 또한 
 키는 셀 한 개의 크기만 조절한다. 주변에 다른 
셀의 크기와 관련이 되면 크기를 조절 할 수 없다.

6. [출제의도] 컴퓨터의 이상 증상을 파악하여 하드웨
어의 기능과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
제이다.

7. [출제의도] 언어번역기의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별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파
악하는 문제이다.
언어번역기는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는 컴파
일러와 줄 단위로 번역하는 인터프리터의 두 가지가 
있다.

8. [출제의도] 컴퓨터 통신망의 종류를 알고 각 통신망
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메시형 통신망은 통신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길어 
통신망 구성비용이 많이 드나, 통신 회선에 장애가 
생겼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전송을 할 수 
있어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함수
를 알고 적용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총점은 =sum(범위), 석차는 =rank(비교값, 비교범
위, 조건), 개수는 : =count(범위) 형태로 작성한다.

10. [출제의도] 지능형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
를 묻는 문제이다.
지식베이스는 별도의 파일로 관리되며, 전문가 시스
템 개발 도구로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나 인공 지
능 언어보다 지식관리 언어를 많이 이용한다.

11. [출제의도] 농산물 유통 정보를 알고 항목별로 분

류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 정보에서 정보의 종류는 기상 정보(생
산 기획, 판매 전략, 지역별 기상, 등), 산지 정보(작
황, 생산량 예측, 종자 수요 정보), 시장 정보(산지별 
반입량,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정보), 수출입 정보
(수출입 통계, 해외 무역 및 생산 동향, 해외 상품 
정보), 소비 정보(구매량, 소비성향, 일반 경재 통계)
로 나눌 수 있다.

12. [출제의도] HTML문서의 태그를 이해하고 웹 문서
를 작성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씨 크기는 <font size=1> 형태로 뒤의 숫자는 클
수록 글씨 크기가 크며, 선의 굵기는 <hr color=색
상 size=굵기>의 형태로 색상과 굵기를 나타낸다.
다른 문서와 연결 시에는 <a href=“주소”> 대상 의 
형태로 작성한다.

13. [출제의도] 그림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고 각 방법에 
따른 장ㆍ단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비트맵 방식은 픽셀을 조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고, 
확장자는 jpg, gif, bmp 등이 있다.

14. [출제의도] 워드프로세스의 용어와 편집 기능을 알
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5. [출제의도] 컴퓨터 통신에 사용되는 통신선의 종류
를 알고 각 통신선의 장ㆍ단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동축케이블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모두 
전송하며 10Mbps 이상의 정보 전송량을 가지며, 중앙
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구리망 때문에 외부의 전기적 간섭을 적게 받고, 전력 
손실이 적어 고속 통신 선로에 많이 이용한다.

16. [출제의도]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용어를 알고 기능
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7. [출제의도] 유리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알
고 환경제어 요소를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유리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에는 내부 환경 센서로 CO2 
센서, 온습도센서, 광센서 등이 있으며, 외부 환경 센
서로는 풍향 센서, 풍속 센서, 강우 센서, 일사 센서 
등이 있다.

18. [출제의도] 농업정보체계의 필요성을 알고 항목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차별화를 통한 가격 외적 경쟁력 강화에는 차별화, 
부가가치의 증대, 서비스의 증대 등이 있다.

19. 농업용 기계의 특성을 알고 제어 회로 시스템의 특
성을 적용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폐회로 제어 시스템은 제어 시스템의 목표값과 일치
하는지를 항상 비교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이에 
비례하는 동작 신호를 보내 오차를 수정하는 귀환 
경로를 갖고 있다.

20.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
는 문제이다.
[오답풀이] ③ 농산물 전자 거래소의 개념은 대량 
구매자와 대량 공급자 간의 거래가 온라인상으로 발
생할 수 있도록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