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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법의 탐구 능력을 
평가한다.

유출에 의한 2차 예방을 위해서는 ‘명의 도
용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고, ‘보이스 피싱’에 유의한
다. 또한 비밀번호는 외부인이 기억하기 어려운 특수
문자나 숫자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2. [출제의도] 윈도XP 작업 관리자 기능의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오답풀이] ㄱ.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46개이
다. ㄴ. 작업 끝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응용 프로
그램이 종료된다.

3. [출제의도] 윈도XP 검색 기능 사용법의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해운정보??.*’의 검색 결과는 ‘수산해운정보처리.doc’
와 ‘해운정보처리.psd’ 파일이다. *은 문자의 수에 제
한이 없고, ?는 문자수와 물음표의 수가 일치하는 파
일을 검색한다.

4. [출제의도] 홈페이지 주소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오답풀이] 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P 체계
는 32비트의 2진수로 구성된  IPv4 주소 체계이다.
ㄷ. IP 주소는 모두 숫자로 되어 있어 기억하거나 알
아보기가 어려워 3계층 또는 4계층으로 구성된 도메
인 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정보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보 간 융합이 쉽게 일어나며, 아무리 사용하여도 
고갈되지 않는다. 또한 쌓일수록 그 효과가 누증되며,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6. [출제의도] 정보 통신망 구성 형태의 이해 능력을 평
가한다.
메시(mesh)형 통신망의 특징은 모든 단말 컴퓨터가 
서로 접속되어 그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적게 
주어 신뢰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신망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백본망 구성에 이용된다.

7. [출제의도] 기억 장치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이해하
는지 평가한다.
주기억 장치 집적 회로에는 롬과 램이 있다. 롬은 읽
기 전용 기억 장치로 전원이 꺼지더라도 기억된 내용
이 지워지지 않는다. 램은 마음대로 읽거나 변경이 
가능하나 전원을 끄면 모든 내용이 지워진다.

8. [출제의도] 워드프로세서 문서 작성 기능의 적용 능
력을 평가한다.
[오답풀이] ㄱ. ‘글맵시’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ㄷ. ‘오른쪽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워드프로세서의 차트 만들기 기능의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오답풀이] ㄱ. ‘범례’는 출하량이다. 차트 제목은 ‘양
식 출하량’이고, 세로축은 ‘연도’이며, 가로축은 ‘출하

량’이다.
10. [출제의도] 정보 사회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평가

한다.
[오답풀이] ㄱ.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 집약적 생산 
체계가 도입되었다.

11. [출제의도] 수산물 유통 정보 검색의 탐구 능력을 
평가한다.
[오답풀이] ㄱ. 생산량이 많은 경우 가격이 낮게 책
정되고 있다. ㄹ. ‘자료 받기’와 ‘스크랩’ 버튼을 이용
하여 저장과 스크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수산물 이력 조회의 특징에 대하여 이
해하는지 평가한다.
[오답풀이] ① 이력 조회는 유통상의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해주는 제도이며, 어업 생산 기술을 발달시
키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13. [출제의도] 인터넷에 의한 정보 분산 방식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오답풀이] ㄱ. 전통적인 형태의 정보 전달 방법은 
인쇄물에 의한 정보 전달이다. ㄹ. 인터넷에 의한 정
보전달은 정보를 송ㆍ수신 할 수 있는 통신망이 갖추
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14. [출제의도] 수산 정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가로열쇠] 1) VHF, 2) GPS, 3) FA, [세로열쇠] 
4)ETA 이므로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면 
VTS(해상 교통 관리 시스템)가 된다.

15. [출제의도] 항해 상황과 관련하여 PTMS의 탐구 능
력을 평가한다.
PTMS는 항만 교통 정보 시스템으로 정보 서비스, 
항행 원조 서비스, 교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
상 교통량이 많은 항만이나 항만 진입로 부근의 집중
적 교통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6. [출제의도] EDI 특징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EDI는 당사자 간 상호 약정에 의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구조화된 표준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문서를 
송ㆍ수신한다.

17. [출제의도] INMARSAT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평가
한다.
INMARSAT는 적도상에 떠 있는 4개의 정지 궤도 위
성을 이용하여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 지구국 
사이에 전화, 팩시밀리, 데이터, 텔렉스 통신, 세계 해
상 조난 및 안전 제도를 제공하며, 1999년 민영화되
어 일정 사용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18. [출제의도] PORT-MIS에 대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PORT-MIS(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는 EDI를 사용
하여 입ㆍ출항 관련 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하여 업무
처리에 따른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한 시스템으로 입
ㆍ출항 정보, 화물 정보, 운송 정보, 출입국 관리 정
보 등을 다룬다.

19. [출제의도] 엑셀 함수의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오답풀이] ㄱ. E4셀 값은 ‘=SUM(B4:D4)’로 구할 
수 있다. ㄴ. F4셀 값은 ‘=AVERAGE(B4:D4)’로 구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엑셀 그래프의 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오답풀이] ㄴ. 차트 종류는 ‘꺾은 선형’이다. ㄹ. 범
례의 위치는 이동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