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산 분야 문제(서비스디자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은 서비스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Shostack, 1984).
서비스 청사진을 이용해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 고객에게 보이고
서비스과정 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식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택배의
서비스 청사진이다. 청사진은 크게 고객에게 보이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는 “가시선”으로
나뉜다. 가시선 위쪽으로는 고객 및 종업원의 행동 과정과 그들간의 (외부) 상호작용이 도시된다.
물리적 증거는 서비스 과정 중에 사용자들이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나열한다. 가시선
아래쪽으로는 종업원의 후방활동과 기타 지원활동(다른 직원들의 지원 및 IT 기반 시스템 포함), 그리고
그들간의 내부 상호작용이 표시가 된다.
질문: 아래 청사진에는 IT시스템의 활용이 누락되어있다. 일반적인 택배서비스에 (1) IT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제시하고(어떤 대상이 무엇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IT 서비스 기능인지 설명),
(2) IT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서비스 청사진이 어떻게 변경되고 잠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전산학 분야 문제(문제해결 능력 및 프로그래밍 소양)
이름: ____________________

테트리스는 현 세대들에게 낯선 게임일 수도 있지만 퍼즐 게임의 원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을 기준으로 탄생 32주년을 맞았습니다.

2016년

게임 룰 (위키피디아 발췌): 네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테트로미노”는 무작위로 나타나 바닥과 블록
위에 떨어진다. 이 게임의 목표는 이 “테트로미노”를 움직이고 90도씩 회전하여, 수평선을 빈틈 없이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선이 만들어질 때 이 선은 없어지며 그 위의 블록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테
트리스 게임이 진행될수록 “테트로미노”는 더 빨리 떨어지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블록을 꼭대기까지
가득 메워, “테트로미노”가 더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된다.

7가지 테트로미노 종류

테트리스 게임화면
(긴 테트로미노가 이 모양 그대로 떨어지면 맨 아래 4줄이 사라짐)
여려분들은 테트리스 게임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주요 연산 별로 여러분의 방법 혹은

알고리즘을 수도코드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1) 테트리스를 구현할 때 적절한 데이터 구조는 무엇일까요?

메인 게임 화면과 테트로미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2) 떨어지고 있는 테트로미노는 주어진 시간마다 한 칸씩 떨어집니다.

문제 (1)에서 선택한 데이터

구조 상에서 한 칸 떨어진 테트로미노의 위치를 어떻게 갱신하여 나타낼 것인가요?
(3) 떨어지고 있는 테트로미노가 이미 쌓여있는 다른 테트로미노에 걸리거나 바닥에 닿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내는게 효율적일까요?

전산학 분야 문제(데이터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이름: ____________________

CIA World Fact Book (See partial data in the table below) provides information on the people, economy,
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magine a new Union of East and Southeast Asia (UESA) is formed and you are appointed as King of
UESA. You are allowed to make any decision but hopefully you will make decisions that are helpful for
the people in your kingdom.
You can assume you can access any addi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sample table or any other
country’s data you need to process the following decisions:
1) How would you store the data in the CIA Fact Book to be able to analyze it?
2) Describe the outline of a program (pseudo code) that would give some advantage (for example,
economic benefit) to people in South Korea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can access from the
CIA Fact Book.
3) Describe the outline of a program (pseudo code) that would give equal opportunity to every
person in this new Union who wants to travel inside the Union based on the CIA Fact Book.
Answers 2) and 3) should involve some logical processing of the information you extract and analyze
from the CIA World Fact Book. Feel free to make any assumption you need to answer the questions.

Country

Population
(million)

Area
(sq km)

Gross
Domestic
Product (GDP)

Exports: Goods
and Services

Transportation
(Airports)

…

South Korea
Philippines
Indonesia
Singapore
China
…

49

99,720

$1.849 trillion

44.2%

111

100

300,000

$741 billion

27.9%

247

255

1,904,569

$2.842 trillion

21.7%

673

6

697

$472 billion

184.3%

9

1,367

9,596,960

$19.39 trillion

22.7%

507

…

…

…

…

…

…
…
…
…
…
…

창의성/논리력 문제
이름: ____________________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IoT 등의
신기술은 향후 인류의 삶이 많은 영역에서 현재와 달라질 것을 예고한다.
(1)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또는 관련있는 기술영역 중 향후 20 년 동안 가장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은 어디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2)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또는 관련있는 기술영역 중 향후 20 년 동안 가장 변화가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은 어디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답변에 대한 논리적 이유를
제시하라.
(기술영역의 예: 스마트기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이러닝, 3D 프린팅, 핀테크, 로봇, 디지털 제조,
가상현실 등등 – 주어진 예에 국한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영역을 선택하여 위의 답안 작성이 가능함)

비전산 분야 문제(통계)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다음과 같은 분포를 하는 두 변수 X, Y가 있다. X는 제어가능한 공정변수이고 Y는 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는 품질변수이다.
120

Y - Observed

100
80
6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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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

18

20

22

24

26

28

X - Controlled

(1) 담당연구팀은 X의 값에 따른 Y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그림과 같은 직선(점선)을 가정하여 사용
하려 한다. (이를 선형회귀방정식이라고 한다) 이 직선은 X를 높일수록 Y가 커지는 (더 바람직한 방향)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일각에서는 각각의 X에 대해 이미 실험치를 얻었으니 (예를 들어
X=21때에 Y=102로 최대값이다) 그 각각의 값들을 사용해야 맞다는 반론이 있다. 이 두 방식은 서로
어떤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2) 담당연구팀의 방식이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계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
다. 정확히 어떤 값이 어떤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왜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가?

(3) 담당연구팀 자체 내에서도 현재 데이터를 볼 때 직선으로 기대값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곡선을 그려보면 더 맞게 보인다는 것이다. 어떤 방정식이 적절
한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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