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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가
를 묻는 문제이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뉴스이다.
[오답풀이]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인 에니악(ENIAC)
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하였다.

2. [출제의도] 불 대수를 이해하고 논리식을 간소화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진리표의 출력은 Y = A'B' + AB' + AB이다. 
이를 간소화하면 Y = B'(A '+ A) + AB = B' + AB = 
(B' + A)(B' + B) = B' + A = A + B'이다.

3. [출제의도] 기억장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
는 문제이다.
CPU의 레지스터는 기억기능을 가진다. 주기억장치는 
DRAM으로 구성된다.

4. [출제의도] 인코더 회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어진 [동작조건]과 [진리표]는 인코더 회로를 응용
한 것이다. 인코더는 입력에 따라 출력이 결정되는 
조합 논리 회로로 다른 진수를 2진수로 변환한다.
[오답풀이] 보기의 ㄴ, ㄷ은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5. [출제의도] 진수의 변환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6진수 1자리 수는 2진수 4자리와 대응된다. 학생들
의 항공권 번호는 표와 같다. 뒤쪽 창측에 앉을 학생
의 항공권 번호 하위 4비트가 0101이 되어야 한다.

성명 김하영 이현우 정유리 나지환
16진수 35 A6 45 2F
2진수 00110101 10100110 01000101 00101111

6. [출제의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천사항을 알고 있
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
에서 파일을 공유하거나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7. [출제의도] 컴퓨터의 특징을 알고 분류할 수 있는가
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전용 컴퓨터, (나)는 슈퍼 컴퓨터, (다)는 디
지털 컴퓨터를 설명하고 있다.

8. [출제의도] 데이터 전송 방식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동기, (나)는 비동기 전송 방식이다. 동기 전
송은 미리 정해진 수만큼의 문자를 일시에 전송하며, 
전송 효율이 높아 고속 통신망에 많이 사용한다.

9. [출제의도] 제어장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기억 레지스터이다. (나)는 명령 해독기로 명
령 코드를 해독하여 필요한 신호를 발생시킨다. (다)
는 명령 계수기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저장된 번
지를 기억한다.

10. [출제의도] 프로그램 작성 시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프로그램 작성 시에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 작업이 쉬워야 한다. 또한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1. [출제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구분하
며, 기계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는 언어 번역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절차 지향 언어 보다 객체 지향 
언어가 프로그램 개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2. [출제의도] 윈도 사용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가
를 묻는 문제이다.
장치 관리자에서는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드라이버 업데이트 및 장치 제거 
등 컴퓨터에 설치된 장치의 관리가 가능하다.
[오답풀이] ㄱ은 백신 프로그램, ㄷ은 작업 관리자의 
[성능]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운영 체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운영 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며, 종류에는 윈도, 
리눅스, 유닉스 등이 있다.
[오답풀이] 윈도XP는 개인용 컴퓨터(PC)에 설치 가
능하다.

14. [출제의도] 워드프로세서(글 2007)의 기능을 알
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꼴과 글자 크기는 [글자 모양] 메뉴에서, 표의 셀 
배경색 설정은 표의 [셀 테두리/배경] 메뉴에서 지정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엑셀)의 함수식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함수는 SUM(B3:D3)이고, (나)의 함수는
AVERAGE(B3:D3)이다.

16. [출제의도] 최신 이동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
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신 이동 전화 통신 기술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가)는 Wi-Fi, (나)는 3G 통신 환경
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모두 무선 3G 인터
넷 사용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나)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인터
넷을 사용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근거리 통신망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는 CSMA/CD 방식과 토큰 링 
방식이 있다. 제시된 그림은 CSMA/CD 방식을 사용
한다. ㄱ, ㄴ은 토큰 링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18. [출제의도]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인 TCP/IP 프로
토콜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TCP, (다)는 IP 계층이다. IP 계층은 최적의 
전송 경로를 찾아 주는 역할을 하며, IPv4에서 IP 주
소는 0 ~ 255 범위의 숫자로 구성된다. (라)의 IP 주
소에 사용된 265는 사용 불가능하다.

19. [출제의도] 다양한 입ㆍ출력장치를 이해하고 구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QR코드와 바코드이다. (가)는 (나)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다)와 (라)
는 출력 장치이며, (라)는 서명 정보를 입력하고 보
여주는 입ㆍ출력 겸용 장치이다.

20. [출제의도] HTML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
는 문제이다.
(가)의 제목은 <Hn> 또는 <Font size> 태그를 이
용할 수 있으며, (나)의 순서 없는 목록은 <UL> 태
그, (다)의 표는 <TABLE> 태그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다. <HR>은 수평선을 그리는 태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