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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험`번호

1.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의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컴퓨터의 전원을 켰을 때 하드웨어를 점검하고 부팅
과정을 수행하는 ROM BIOS가 이에 해당된다.

ㄴ. 문서 작성, 회계 처리, 동 상 편집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ㄷ. 프로세스를 중앙 처리 장치에 할당하여 실행하고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등 시스템 자원을 관리한다.

<`보 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그림은 ◯◯회사 네트워크 구성의 일부분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패킷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적합한 경로를 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ㄴ. B는 PC1~PC3에서 입력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경하는역할을 한다.

ㄷ. D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도록 환경을 설정한 후 C를 이용
하면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보 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다음은 HTML 문서와 이를 실행한 화면이다. 실행 화면과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가)의 프레임 이름은 A이다.
ㄴ. (나)의 HTML 문서는 3.html이다.
ㄷ. 화면과 같은 실행 결과가 나타나려면 3개의 HTML 문서가

필요하다.

<`보 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은 컴퓨터의 연산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행 순서]에 따라 연산을 수행할 때,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수행 순서]
단계 1: 10번지 명령어를 실행하면 주기억 장치 30번지의

값을 누산기에 가져온다.
단계 2: 11번지 명령어를 실행하면 주기억 장치 31번지의

값을 데이터 레지스터에 가져와서 누산기의 값과
더한 후, 그 결과 값을 누산기에 저장한다.

단계 3: 12번지 명령어를 실행하면 누산기 값을 주기억 장치
(다)에 저장한다.

ㄱ. 단계 1을 수행한 후 (가)에 저장되는 값은 6이다.
ㄴ. 단계 2를 수행한 후 (가)에 저장되는 값은 5이다.
ㄷ. 단계 2를 수행한 후 (나)에 저장되는 값은 6이다.
ㄹ. 단계 3을 수행한 후 (다)에 저장되는 값은 11이다.

<`보 기`>

<html><head><title>수행 평가 과제</title></head>
<frameset rows="30%, 70%"> 
<frame src="1.html" name="A"> 
<frameset cols="20%, 80%">
<frame src="2.html" name="B"> 
<frame src="3.html" name="C">

</frameset>  
</frames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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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은 컴퓨터 기억 장치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평균 접근 속도는 빨라진다.
ㄴ. ㉯에 저장된프로그램은㉮에적재되어야실행될수있다.
ㄷ. A는 중앙 처리 장치와 ㉮ 간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 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그림은 하드 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트랙이라 하며, 트랙의 자기 도가 높으면 하드
디스크의 저장 용량이 커진다.

ㄴ. B는섹터라하며, 데이터를읽고쓰는기본단위이다.
ㄷ. 실린더는 회전축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트랙들의

모임으로 헤드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보 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 순서도를 수행할 때 출력 값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2 ② 3 ③ 4 ④ 6 ⑤ 7

6. 다음 안내문에 나타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ㄴ. 인간중심적인고급언어로저급언어에비해이해하기쉽다.
ㄷ. 어셈블러라는언어번역기를사용하여번역한후실행한다.
ㄹ. 기계어와 1：1로 대응시켜 기호로 표현한 언어로 컴퓨터

기종 간에 호환성이 없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은 최근의 정보 사회 모습을 예언했던 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나노 로봇 ㄴ. 웨어러블 컴퓨터
ㄷ. 주문형 비디오(VOD) 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미래에는지금의 PC와는달리지갑크기의소형정보기기를
이용하여 당신이 듣고 말하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수시로
기록하여,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통신하고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또한, 특수한 기능을 가진 안경이나 신발, 옷, 장갑 형태의

컴퓨터를 몸에 착용하면 체온, 혈압, 운동량 등의 정보를
수시로 알 수 있을 것이다.

8. 다음과 같은 입력 패턴 A, B를 [조건]에 따라 원하는 출력 패턴
으로 합성하고자 한다. (가)에 들어갈 논리 연산자로 옳은 것은?

[3점]

① AND ② NOR ③ XOR
④ NAND ⑤ XNOR

[조건]
○ 은 패턴 값‘1’로, 은 패턴 값‘0’으로 변환하여

합성에 필요한 논리 연산을 한 후, ‘1’은 으로‘0’은
으로 표시한다.

○ 합성은 두 개의 입력 패턴 A, B를 겹쳐서 1：1로 대응되는
위치의 패턴 값끼리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이루어진다.

○ 입력 패턴 A, B와 출력 패턴의 회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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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례에서 수진이가 작업에 사용한 윈도XP 제어판 항목
으로 알맞은 것을 그림의 A~D에서 고른 것은? 

13. 다음은 [조건]에 따라 작성한 진리표이다. ㉮~㉱를 활용하여
만든 불 대수 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수진이는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던 중 화면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1024×768
픽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1600×1200 픽셀로 변경하 다.
그리고외부로부터의해킹및바이러스를예방하기위해방화벽,
자동 업데이트, 바이러스 백신을‘사용 중’으로 설정하 다.

12. 다음은 [조건]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구하는 순서도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조건]
○ 승차 거리(S)에 대한 각 구간별 적용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요금은 각 구간별 적용 요금을 합산하여 구한다. 
즉, ‘요금=기본 요금+단거리 요금+장거리 요금’이다. 
예를 들어순서도에서입력된승차거리(S)가 35km인경우, 
요금은10 km 이하의기본요금인 1,050원과 25 km의단거리
요금인 500원(25 km×20원)을 합산하여 1,550원이 된다.

 (가)  (나) 
① 30`×`10 (S`－`10)`×`20
② 30`×`10 (S`－`30)`×`10
③ 30`×`10 (S`－`30)`×`20
④ 30`×`20 (S`－`40)`×`10
⑤ 30`×`20 (S`－`40)`×`20

[조건]
A, B, C 세 개의 입력에서 1의 개수가
홀수이면 출력 Z는 1이 되고, 짝수이면
출력 Z는 0이 된다.

ㄱ. X+㉮=X ㄴ. X•㉯=0
ㄷ. X+㉰=1 ㄹ. X•㉱=X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조건]에 따라 두 문자‘2A’를 저장할 때, 저장된 16
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조건]
○ 각 문자에 해당되는 8비트의 ASCII 코드 값(8비트의 가장

왼쪽 비트는 0이다)을 왼쪽 문자부터 순서대로 저장한다. 
○ 문자의 ASCII 코드 값은 다음과 같다.

ㄱ. 첫 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8비트를 8진수로 변환하면
(62)8이다.

ㄴ. 첫 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8비트에 대한 2의 보수는
(00110010)2이다.

ㄷ. 두 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8비트는 (01000001)2이다.

<`보 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다음 (가), (나)의 사례와 같은 형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분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최근에 출시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정품을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 다.

(나) 30일 무료 체험판인 프로그램 작성용 에디터를 인터넷
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고 있다.

ㄱ. 번들 소프트웨어 ㄴ. 상용 소프트웨어
ㄷ. 셰어웨어(Shareware)

<`보 기`>

 (가)  (나)  (가)  (나) 
① ㄱ ㄷ ② ㄴ ㄱ
③ ㄴ ㄷ ④ ㄷ ㄱ
⑤ ㄷ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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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8. 다음은 공연장의 관람 역 배치도이다. [조건]에 따라 6과 2가
적힌 카드를 차례로 뽑았을 때 앉게 될 역으로 옳은 것은? 

19. 다음은 [조건]에 따라 작성된 스프레드시트(엑셀) 문서이다.
사용된 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조건]
○ 평균([G4:G8])은 3월~7월까지의 학생 상점의 평균이다.
○ 순위([H4:H8])는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구한

등수이다.
○ 비고([I4:I8])는 순위가 1~3이면“모범 학생”이고, 

그 외에는 공백이다.
○ 합계([B9:F9])는 월별 학생 상점의 합이다.
○ 누적 합계([B10:F10])는 합계의 누적이다.
○ [G4:I8]셀은 [G4:I4]셀에 수식을 각각 입력한 후
‘자동 채우기’를 실행한다.

○ [B9:F10]셀은 [B9:B10]셀에 수식을 각각 입력한 후
‘자동 채우기’를 실행한다.

ㄱ. [G4]셀은‘=AVERAGE($B$4:$F$8)’로 구할 수 있다.
ㄴ. [H4]셀은‘=RANK(G4,$G$4:$G$8)’로 구할 수 있다.
ㄷ. [I4]셀은‘=IF(H4>=3,“모범 학생”,“`”)’로 구할 수 있다.
ㄹ. [B10]셀은‘=SUM($B$9:B9)’로구할수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① 6 ② 9 ③ A ④ C ⑤ F

[조건]
○ 관람 역은 한 자리의 10진수가 표시된 카드 2장을 뽑아서

정한다.
○ 2장의 카드에 표시된 10진수를 4자리의 2진수로 각각

변환한다.
○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에서 변환된 2진수의 오른쪽

두 비트들을 뽑힌 카드 순서대로 연결하여 4자리 2진수가
되도록 한다. 예) 3과 4를 뽑았을 경우 2진수로 변환된
(0011)2과 (0100)2을 연결한 값은 (1100)2이 된다.

○ 연결한 값을 16진수로 변환한 값이 관람하게 될 역이다.

17. 다음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출력되는 A의 값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24 ② 25 ③ 26 ④ 28 ⑤ 216

① 5 ② 8 ③ 9 ④ 13 ⑤ 17

Private Sub Form_Activate( )
Dim sum1, sum2, n, a( ) As Variant
a( ) = Array(4,  - 3,  2,  6,  - 12,  5)
sum1 = 0
sum2 = 0
For n = 0 To 5

sum1 = sum1 + a(n)
If sum1 > sum2 Then

sum2 = sum1
Else 

If sum1 < 0 Then
sum1 = 0

End If
End If

Next n
Print sum2

End Sub

16. 다음 의㉮에대한내용으로적절한것을<보기>에서고른것은?

◯◯바이러스는 2003년발생초기, 윈도XP 환경에서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웹사이트 초기 화면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형태로 진화되는 추세를 보 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기

정보들도 유출될 소지가 높아 PC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ㄱ. 스팸 메일은 읽어보고 즉시 삭제한다.
ㄴ. 수시로 윈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다.
ㄷ.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ActiveX 컨트롤은 모두 설치한다.
ㄹ.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실행

시킨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알고리즘]
단계 1: A에 2를 대입하고, N에 16을 대입한다.
단계 2: N의 값이 1이면, A를 출력하고 종료한다.
단계 3: A에 A*A를 연산한 결과 값을 대입하고

N에 N \ 2를 연산한 결과 값을 대입한 후, 
단계 2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