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 학생은

순이 철수 영희

미경 길동

그림은 윈도 에서 나타난 메시지이다 이와 관련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의 규격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화면의해상도 배경화면및화면보호기를설정할수있다

그림은 디스크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실행 화면의 일부이다

가 다 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파일이나 폴더의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

디스크를 검색한 다음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흩어져 있는파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파일 읽기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가 나 다

그림은 워드프로세서 글 에서 표 를 셀 블록으로 지정해

차트 만들기로 차트를 작성한 문서이다 작성된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점

보 기

차트를 삭제해도 표 는 삭제되지 않는다

표 에서 글자 색상을 변경하면 차트의 글자 색상이 변경

된다

차트에서 자료입력 기능을이용하여차트의내용을변경할

수 있다

차트에서 김철수를 김영수로 변경하면 표 에서도

변경된다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직업탐구영역(컴퓨터일반)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 선택란에서부터, ‘ 1 ’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3 .

모두 점입니다2 .

성명 수험번호



직업탐구 영역 (컴퓨터일반)

다음은 안내문의 내용을 순서도로 작성한 것이다 가 와

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나

세 미만인가 세 이상인가

세 미만인가 보호자를 동반했는가

세 이상인가 세 미만인가

세 이상인가 보호자를 동반했는가

보호자를 동반했는가 세 미만인가

다음과 같은 조건 에서 과 문서를

서로 링크하려고 한다 가 와 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점

가 나

다음 논리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옳은 것은 점

′

′

그림은 조건 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나누는

대화이다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오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나이를 입력받아 성년 또는 미성년을 판별한다

○ 성년의 나이는 만 세 이상이다

구문 오류 논리 오류 컴파일 오류

언어 선택 오류 운영체제 오류

그림은 컴퓨터 메인보드를 나타낸 것이다 와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점

보 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컴퓨터가 만들어 낸 소리를 스피커로 출력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

한다



직업탐구 영역(컴퓨터일반)

다음은 컴퓨터 이용 분야에 대한 설명이다 가 다 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컴퓨팅하는 기술이다

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도출하여 축적한 지식을 이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다 제품의 설계 생산 출하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

하여 자동화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 기

공장자동화 유비쿼터스 전문가시스템

가 나 다

그림에서 를 실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개인 정보의 침해 소지를 낮추어 준다

스크립트 오류에 대한 사항을 알려 준다

온라인 광고업체의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웹 페이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웹 브라우저 실행시 특정 페이지가 시작 페이지로 등록된다

그림은 유니코드의 일부이다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점

보 기

그래픽 자료를 표현한다

비트로 문자를 표현한다

다양한 언어의 문자를 표현한다

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은 윈도 의 작업 관리자 창과 작업 표시줄을 나타낸

것이다 가 마 중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은

가 나 다 라 마

다음 조건 을 이용하여 가의 자료에서 나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 적용된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점

조건

학급은 반이다

컴퓨터 일반 점수는 점 이상이다

′

′ ′

그림은 중앙처리장치에서 명령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점

보 기

누산기의 결과를 주기억장치에 저장한다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명령어를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가산기를 이용하여 누산기와 데이터 레지스터의 내용을

더한다



직업탐구 영역 (컴퓨터일반)

다음 조건 을 이용하여 개의 상자에 들어 있는 음료수 총

개수를 진수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점

그림은 하드웨어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장치에 관련된

제어판 아이콘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스프레드시트 엑셀 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 순서 로 제품

할인액 표를 작성하였다 셀 수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할인액 금액 할인율 점

작업 순서

○ 셀에 수식을 입력한다

○ 셀에서 셀까지 자동 채우기를 실행한다

보 기

다음은 실행 화면에서 을 클릭하면

에서 입력받은 출장일수를 이용하여 출장비를 계산한 후

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은위프로그램의 실행화면 과같이 에 을입력

하여 을클릭하면나타나는오류메시지이다 에

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으로 옳은 것은 점

프로그램의오류내용을 수정한후 실행 화면 과 같이 에

을 입력하여 을 클릭하였을 때 에 출력

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