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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연령별 이용자 현황에 대한 표와 표의 내

용을 데이터로 활용한 차트가 삽입되어 있고, 머리말
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본문에는 첫 번째 
줄에 들여쓰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논리 게이트를 고를 수 있다.
두 입력이 모두 0인 경우에만 출력이 1인 경우이므
로 아래와 같은 진리표를 얻을 수 있다. 

A B F
0 0 1
0 1 0
1 0 0
1 1 0

이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게이트는 NOR 이다.
3. [출제의도] 진법이 다른 숫자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철수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있는 숫자들을 10진수로 
변환하면 각각 4, 47, 33이 된다. 이를 영희가 가지
고 있는 17, 20, 32와 비교하여 항상 이기게 되는 
카드는 47, 33이 된다.

4. [출제의도] 윈도 XP의 제어판 기능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제시한 내용은 윈도 XP 사용자 로그인 암
호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용자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
거나 변경하는 곳은 사용자 계정이다.

5. [출제의도] 통신망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가) 부가가치통신망(VAN : Value Added Network)
(나) 광역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

6. [출제의도] 악성코드 예방 방법을 알 수 있다.
악성코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ActiveX를 설치할 때 신뢰할 만한 기관의 서명이 있
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고 윈도의 중요 보안 패치가 
제공되면 바로 적용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7.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의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H4] 셀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D4] 셀 내용 중에서 왼쪽 3글자가 ‘미래구’ 이어야 
하므로 LEFT(D4,3)="미래구"
[G4]의 값이 15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G4>=150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AND(LEFT(D4,3)="미래구", G4>=150)

8. [출제의도] 스프레드시트의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 AVERAGE 함수를 사용한 ㄷ
과 범위 내의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구
해 주는 COUNT 함수를 이용하여 구한 값인 6으로 
합계를 나누어 평균을 구한 ㄹ이 올바른 평균을 구
한 수식이 된다.
[오답풀이] 보기의 ㄱ은 합계를 6으로 나누어야 하
는데 8로 나누었으며 ㄴ은 [B6]셀의 값이 3이므로 
올바른 평균을 구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인터넷 옵션의 일반 설정을 안다.
인터넷 옵션의 일반 설정 중 목록 지우기를 선택하면 

최근 열어본 페이지의 목록이 지워지며 글꼴에서는 브
라우저에서 사용되는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누산기와 상태레지스터의 기능을 안다.
누산기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산한 결과를 일시적으
로 기억하고 있다가 가산기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며, 
상태레지스터는 연산 결과에 대한 상태를 기억한다.

11. [출제의도] RAM의 기능과 특징을 안다.
주기억장치 중의 하나인 RAM은 휘발성 기억장치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고, 실행중인 프로그램이나 데
이터를 기억하고 있다가 중앙처리장치와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

12. [출제의도] 불대수의 간략화를 이해할 수 있다.
①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ㄴ에 해당하는  
이 사용되었고 ②로 진행
되는 과정에서는 ㄹ에 해
당하는  이 
사용되었다.

13. [출제의도] 응용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응용소프트웨어이므로 운영체
제인 ㄴ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에 해당된다.

14. [출제의도] HTML의 태그를 적용할 수 있다.
A 부분은 테이블에서 2개의 칸이 합쳐져 있는 형태
이므로 colspan의 값이 2이고 B 부분은 CENTER 태
그의 적용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었다.
[오답풀이] ㄷ. 동영상 삽입 태그는 EMBED이다. 
ㄹ. 그림 삽입 태그는 IMG이다.

15. [출제의도] 이진수의 뺄셈 계산 과정을 이해한다.
2의 보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에서 2의 보수를 
이용하여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계산하기 위하여 
값을 1의 보수로 바꾼 후 1을 더하여야 하며, ㉡과 
같이 자리올림수가 발생했을 경우 자리올림수를 무
시하면 된다.

16. [출제의도] ‘If’ 문을 이용하여 조건에 따른 계산을 
할 수 있다.
주어진 수식에 따라 요금(16000)을 구한 후 ‘If’ 문
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Text4에 ‘경품제공’이라
고 출력하며 요금에서 추가로 1000을 빼주었기 때문
에 Text3에는 15000이 출력된다.

17. [출제의도] 컴퓨터 이용 분야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나) WiBro(Wireless Broadband)

18.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순서도 명령을 알 수 있다.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k에 배정되고 k가 0이 아닌 
경우 홀수 루틴인 r1로 이동하게 되고 k가 0인 경우 
짝수 루틴인 r2로 이동하게 되므로 (가)에는 k가 0과 
같지 않은지 확인하는 ‘k <> 0’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풀이] 조건을 거꾸로 생각하면 k와 0이 같은지 
확인하는 ‘k = 0’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프로그래밍언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객체지
향 언어에 속하는 C++, 자바(JAVA)를 선택한다.

20. [출제의도] 반복문을 통하여 최댓값을 얻을 수 있다.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의 값을 비교하여 배열 요소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4개의 배열 
요소를 갖는 arr 배열을 선언하고 0번 방에 6, 1번 
방에 7, 2번 방에 9, 3번 방에 2를 배정한 다음 반
복문을 통하여 가장 큰 값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고 
값을 출력하게 되면 9가 출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