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④ 2 ① 3 ⑤ 4 ③ 5 ③
6 ① 7 ② 8 ④ 9 ②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② 15 ③
16 ② 17 ④ 18 ③ 19 ⑤ 20 ④

1. [출제의도] 해킹의 피해 사례를 통해 개념 이해하기

[해설] 정보사회의 역기능 중 해킹은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가로채기, 흐름차단, 변조와 같은 행위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피해를 주고 있다. 

2. [출제의도] 수치 데이터 표현법 이해하기

[해설] 2의 보수 표현법에서 1111 1111 1111 0101은
-11이고, 언팩 10진 데이터 표현법에서 1111 0011 
1100 0111은 +37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진리표 해석과 논리 회로 이해하기

[해설] 진리표에서 A형을 판별할 수 있는 논리회로는 
X=1, Y=0에서 1의 값을 나머지 입력값에는 0을 출력
하는 회로 이므로 이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A형
=XY'이다.

4. [출제의도] 보급 방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이해하기

[해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성능 테스트를 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베타 버전이라 한다.

5. [출제의도] 저작권 침해 사례 이해하기

[해설] 소프트웨어의 사용량과 판매량의 격차가 발생하
는 원인은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6. [출제의도]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논리식 이해하기

[해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빗금 친 영역은 X∩Y∩Z∁ 
이다. 이를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XYZ'이다.

7. [출제의도] ASCII-8 코드 이해하기

[해설] ASCII-8 코드는 ASCII 코드를 데이터 통신 목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ASCII 코드 앞에 
1비트의 패리티(홀수 또는 짝수) 비트를 추가하여 
만든다. 그러므로 데이터 통신 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논리 회로의 입력 신호 결정하기

[해설] 자판기에는 9종의 서로 다른 음료가 있다. 이를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입력신호가 
최소한 4bit(24 = 16개) 이상 있어야 한다.

9. [출제의도] 2의 보수에 의한 뺄셈 방법 이해하기

[해설] 2의 보수에 의한 뺄셈 시 자리올림수가 발생하면 
이를 무시(버림)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2의 보수로 
변환하고 음수(-)로 표현한다.

10. [출제의도] 회로도 분석하기

[해설] 주어진 회로도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F=X'Y'+XY 
이며 이것은 XNOR 회로와 같다.

11. [출제의도] 와이브로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의미 

이해하기

[해설] 와이브로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에 따라 관련 
기술에 한 특허로 많은 기술료 수입이 예상된다.

12. [출제의도] 진법 변환 이해하기

[해설] (55)8+(15)16=(66)10 이다.

13. [출제의도] 정보사회 역기능 이해하기

[해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정보의 증가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듯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정보의 홍수라고 
한다.

14. [출제의도] 진법 변환 이해하기

[해설] (가)~(마)의 위치를 2진수로 표현하면 0001, 
0110, 1000, 1011, 1110이며 이를 각 각 10진수로 
변환하면 1, 6, 8, 11, 14이다. 짝수이며, 3의 배수인 
수는 6이다.

15. [출제의도] 보조 기억 장치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비휘발성, 경제성, 읽고 쓰기 가능, 데이터의 반영구
적 보관은 보조기억장치의 특징이다. 보조 기억 장치
로는 하드디스크, CD, DVD, 플래시 메모리, USB 메
모리 등이 있다.

16. [출제의도] 동영상 데이터 이해하기

[해설] 동영상은 정지된 영상이 모여 만들어지며, 동영상 
압축 방법을 코덱(Codec)이라 하고 파일의 형식을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컨버터(Converter)라 한다.

17. [출제의도] 불 수 기본 관계식 이해하기

[해설] 불 의 기본 관계식은 A+1=1, AㆍA'=0, Aㆍ0=0, 
A+A'=1 이다.

18. [출제의도] 운영체제의 역할 및 종류 이해하기

[해설] 운영체제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자원 할당 등의 
역할과 다양한 검색 기능, 보안 기능과 같은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로는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등이 있다.

19. [출제의도] 논리 회로 설계하기

[해설] 2명 이상의 심사 위원이 찬성하면 합격(1),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0)으로 판정하는 회로의 진리표는

A   B   C 판정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0
0
0
1
0
1
1
1

 

    이며, 논리식은 F = AB+BC+AC 이다. 그러므로 
AND 게이트 3개와 OR 게이트 1개로 구성된다. 

20. [출제의도]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종류 이

해하기

[해설]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이루어진다. 
컴퓨터의 머신 사이클은 인출, 해석, 실행, 저장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농업이해]

카페 샘아창(http://cafe.daum.net/jsbios)과 영아창

(http://cafe.naver.com/jsbios)은 학습자료 공유문화

의 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일반]


	2008년 5월 고3(경기도교육청) 직탐영역 정답 및 해설
	2008년 5월 고3(경기도교육청) 전영역 문제 및 해설
	3학년




 
 
    
   HistoryItem_V1
   InsertBlanks
        
     Where: before current page
     Number of pages: 1
     same as current
      

        
     1
     1
     1
     722
     424
    
            
       CurrentAVDoc
          

     SameAsCur
     BeforeCur
      

        
     QITE_QuiteImposingPlus2
     Quite Imposing Plus 2 2.0
     Quite Imposing Plus 2
     1
      

   1
  

 HistoryList_V1
 qi2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