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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을 A, B, C, D, E, F라 하고, A를 제일 먼저 앉히기

로 하자.

A가 앉을 때 구별되는 자리는 그림과 같이 2가지이다.

이 각각에 대하여 A를 기준으로 나머지 5개의 자리는 모두 

구별되므로 이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5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5!=120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_120=240

  ④

그림과 같이 6개의 자리에 1부터 6까지의 번호를 붙이면 6

개의 자리는 모두 구별된다.

따라서 6명을 위 그림의 6개의 의자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

이 각각에 대하여 위 그림을 360ù 회전하는 동안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가 아래 그림과 같이 3번 생긴다.

A A

3 4

52

61

C D

EB

FA

A B

CF

DE

E F

AD

BC

1

남학생이 앉을 자리를 , 여학생이 앉을 자리를 라 

하자.

남학생 중 2명만 서로 이웃하게 앉도록 자리를 정하는 경우

는 그림과 같이 2가지이다.

이 각각에 대하여 남학생 3명을 3개의 자리에 앉히는 경우

의 수는

3!=6

이 각각에 대하여 여학생 3명을 나머지 3개의 자리에 앉히

는 경우의 수는

3!=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_6_6=72

  ④

2

01 여러 가지 순열

10④	 20④	 30④	 40 368	 50②

60①

본문	5~9쪽유제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
3 =240

네 자리의 자연수가 홀수이려면 일의 자리의 수는 홀수이

고, 천의 자리의 수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일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개의 홀

수 1, 3 중에서 한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2

이 각각에 대하여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택하는 경우

의 수는 1, 2, 3 중에서 한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3

이 각각에 대하여 백의 자리와 십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4P2  =42  

=1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_3_16=96

  ④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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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f 라 하자.

집합 Y의 원소 중에서 3의 배수는 6뿐이므로 함수 

f:X -ÚY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이려면 

f(a)=6인 a (a<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한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는 집합 Y의 5개

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

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5P4=54=625   …… ㉠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중에서 f(a)=6인 

a (a<X)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 f의 개수는 집합 Y의 원

소 중 6을 제외한 2, 4, 8, 10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

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4P4=44=256   …… ㉡

㉠, ㉡에서 f(a)=6인 a (a<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함수 f:X ÚY의 개수는

625-256=369

이 369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인 상수함

수는

f(x)=6

의 1개뿐이다.

따라서 구하는 함수의 개수는

369-1=368

  368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f 라 하자.

집합 Y의 원소 중에서 3의 배수는 6뿐이므로 함수 

f:X ÚY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 이상이고 f(a)=6인 

a (a<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한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

가 2 이상인 함수의 개수는

5P4-5C1_1P4  =54-5_14  

=625-5  

=620  …… ㉠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

가 2 이상이고 f(a)=6인 a (a<X)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는 집합 X={1, 2, 3, 4}에서 집합 

{2, 4, 8, 10}으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함수의 개수와 같으므로

4P4-4C1_1P4  =44-4_14  

=256-4  

=252  …… ㉡

㉠, ㉡에서 구하는 함수의 개수는

620-252=368

4 2개의 a를 한 문자 A로 생각하고, 5개의 문자 A, b, b, c,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2!2! =30

이 각각에 대하여 A의 자리에 a, a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

우의 수는

1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0_1=30

  ②

5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는

7!
4!3! =35

A지점에서 출발하여 C지점을 지나서 B지점까지 최단 거리

로 가는 경로의 수는

1_ 5!
2!3!=1_10

=10

따라서 A지점에서 출발하여 C지점을 지나지 않고 B지점까

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는

35-10=25

이 각각에 대하여 B지점에서 출발하여 C지점까지 최단 거

리로 가는 경로의 수는

5!
2!3! =10

따라서 구하는 경로의 수는

25_10=250

  ①

6

A, B, C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4명과 합친 5명

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1

10④	 2 ③	 3 ⑤	 4 79	 5 ③

6 ①	 7 ⑤	 8 ③

본문	10~11쪽연습Level 1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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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서로 다른 5가지 색 중에서 도형의 가운데에 있는 영역에 칠

할 1가지 색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5C1=5

이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4가지 색으로 4개의 사분원을 칠

하는 경우의 수는

(4-1)!=3!=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_6=30

  ③

2

A상자에 넣을 1개의 사탕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5

3개의 복숭아를 A, A, A, 2개의 귤을 B, B, 2개의 사과를  

C, C라 하자.

이때 7개의 과일을 먹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7개의 

문자 A, A, A, B, B, C,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와 같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
3!2!2! =210

  ①

6

5
Á
k=1

 f(k)=f(1)+f(2)+f(3)+f(4)+f(5)=5

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Ú f(k)(k=1, 2, 3, 4, 5)가 모두 1인 경우 

      함수 f는 f(x)=1인 상수함수이므로 함수 f의 개수는 

1이다.

Û      f(k)(k=1, 2, 3, 4, 5) 중 0이 1개, 1이 3개, 2가 1개

인 경우

      0, 1, 1, 1, 2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 왼쪽부터 차례로 

f(1), f(2), f(3), f(4), f(5)의 값으로 정하면 되므

로 함수 f의 개수는

  
5!
3! =20

Ü      f(k) (k=1, 2, 3, 4, 5) 중 0이 2개, 1이 1개, 2가 2개

인 경우

      0, 0, 1, 2, 2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 왼쪽부터 차례로 

f(1), f(2), f(3), f(4), f(5)의 값으로 정하면 되므

로 함수 f의 개수는

  
5!
2!2! =30

Ú, Û, Ü에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1+20+30=51

  ⑤

7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서로 다른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

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6P3

따라서 n=6, r=3이므로

n-r  =6-3=3

  ⑤

3

3개의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

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3P4=34=81  …… ㉠

그런데 주어진 10개의 숫자는 1이 3개, 2가 3개, 3이 4개이

므로 1과 2는 각각 최대 3개까지만 나열할 수 있다.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는 ㉠의 자연수 중에서 1111과 2222

를 제외하면 되므로 그 개수는

81-2=79

  79

4

(5-1)!=4!

=24

이 각각에 대하여 A의 양 옆에 앉는 B, C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는 경우의 수는

2!=2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4_2=48

  ④

5C1=5

이 각각에 대하여 3개의 상자 B, C, D에 나머지 4개의 사

탕을 넣는 경우의 수는

3P4=34=81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_81=40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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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를 두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려면 A는 

맨 왼쪽에, a는 맨 오른쪽에 나열해야 한다.

따라서 A, a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다.

B, b를 B, B로, C, c를 C, C로, D, d를 D, D로 생각하고 

6개의 문자 B, B, C, C, D,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
2!2!2! =90  yy ㉠

이제 ㉠에서 나열된 두 개의 B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B를 b

로 바꾸고, 두 개의 C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C를 c로 바꾸

고, 두 개의 D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D를 d로 바꾸면 조건 

(나)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_90=90

  ③

8

10 32	 2 ②	 3 ④	 4 60

본문	12쪽연습Level 2 기본

서로 다른 4장의 색종이 중 흰 면이 보이도록 할 1장을 택하

는 경우의 수는

4C1=4

이 각각에 대하여 이 색종이와 나머지 3장의 색종이를 이어 

붙일 때, 가운데에 놓일 색종이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4C1=4

이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3장의 색종이를 이어 붙이는 경우

의 수는 서로 다른 3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3-1)!=2!

=2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_4_2=32

  32

1

a가 3의 배수이면 f(a)도 3의 배수이므로 f(6)과 f(9)의 

값은 6 또는 9이다.

2

A

C
D

B

갑과 을이 C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려면 동시에 D지점을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갑이 A지점에서 출발하여 C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

로의 수와 을이 B지점에서 출발하여 C지점까지 최단 거리

로 가는 경로의 수는 각각

7!
4!3! =35

로 같고, 갑이 A지점에서 출발하여 D지점을 지나 C지점까

지 가는 경로의 수와 을이 B지점에서 출발하여 D지점을 지

나 C지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각각

6!
3!3! _1=20

3

Ú f(6)=6인 경우

   f(9)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2C1=2

이 각각에 대하여 f(5), f(7), f(8)의 값은 모두 5이

어야 하므로 f(5), f(7), f(8)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1P3=13=1

따라서 이 경우의 함수 f의 개수는

2_1=2

Û f(6)=9인 경우

f(9)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2C1=2

이 각각에 대하여 f(5), f(7), f(8)의 값은 각각 5, 6, 

7, 8 중 하나이어야 하므로 f(5), f(7), f(8)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4P3=43=64

따라서 이 경우의 함수 f의 개수는

2_64=128

Ú, Û에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2+128=13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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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으로 같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52-202  =(35+20)_(35-20)  

=55_15  

=825

  ④

주어진 조건에서

a1=4-1=3, 

a2=4-2=2, 

a3=4-3=1

이므로 집합 X의 원소 x 중에서

f(x)=1인 x의 개수는 3,

f(x)=2인 x의 개수는 2,

f(x)=3인 x의 개수는 1

이다.

따라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1, 1, 1, 2, 2, 3

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 맨 왼쪽에 있는 수부터 차례로 

f(1), f(2), y, f(6)의 값으로 정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

므로

6!
3!2! =60

  60

4

10 240	 2 ③	 3 904

본문	13쪽완성Level 3 실력

p
12+

p
4 = p

3 이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넓이가 
p
12

인 부채꼴과 넓이가 
p
4 인 부채꼴은 서로 이웃해야 한다.

조건 (가)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넓이가 
p
12 인 부채꼴

의 중심각의 크기를 h1이라 하면

;2!;_12_h1=
p
12 에서 

h1=
p
6

1

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넓이가 
p
4 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h2라 하면

;2!;_12_h2=
p
4 에서 

h2=
p
2

이때 
p
6 + p

2 =;3@;p이고, ;3@;p_3=2p이므로 조건 (나)에

서 원은 그림과 같이 6개의 부채꼴로 나뉜다. 

즉, n=6

원의 회전을 무시하고 이 6개의 부채꼴에 6가지 색을 각각 

1개씩 칠하는 경우의 수는

6!=720

이때 원을 한 바퀴 회전시키면 같은 모양이 3가지씩 나타나

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20
3 =240

  240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는 p이고, 조건 (나)에서 이

웃한 두 부채꼴의 넓이의 합은 모두 
p
3 이므로 원을 나누는 

모든 부채꼴의 개수는 

p
;3 Ò;

_2=6

두 조건 (가), (나)에서 그림과 같이 이 6개의 부채꼴은 3개

씩 서로 합동이며, 이웃하는 두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다

르다.

이때 넓이가 
p
4 인 3개의 부채꼴은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으

로 배열되어 있다.

6가지 색 중에서 넓이가 
p
4 인 3개의 부채꼴에 칠할 3개를 

8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l 확률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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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 24 (=23_3)의 배수이고 16 (=24)의 배수가 아니

려면

N=23_3_m (m은 홀수)

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나열된 6개의 수 중 2가 3개, 나머지 3개는 홀수이고 홀

수 중 적어도 한 개는 3인 경우

      6개의 자리 중 2가 들어갈 3개의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6C3=
6_5_4
3_2_1=20

      이 각각에 대하여 1, 3, 5 중에서 나머지 3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3P3=33=27   yy ㉠

      ㉠의 경우 중에서 3이 한 개도 없는 경우의 수는

  2P3=23=8

  따라서 이 경우의 여섯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20_(27-8)=380

Û   나열된 6개의 수 중 2가 1개, 4가 1개, 나머지 4개는 홀

수이고 홀수 중 적어도 한 개는 3인 경우

      6개의 자리 중 2가 들어갈 1개의 자리와 4가 들어갈 1개

의 자리를 차례로 정하는 경우의 수는

  6P2=6_5=30

      이 각각에 대하여 1, 3, 5 중에서 나머지 4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3P4=34=81   yy ㉡

  ㉡의 경우 중에서 3이 한 개도 없는 경우의 수는

  2P4=24=16

  따라서 이 경우의 여섯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30_(81-16)=1950

2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는

12!
6!6! =

12_11_10_9_8_7
6_5_4_3_2_1

=924

이 중에서 ●이 표시된 9개의 지점 중 어느 것도 지나지 않

는 경로의 수는 다음 그림의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

지 실선을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와 같다.

A

B

이 경로의 수는

6!
3!3! =

6_5_4
3_2_1

=20

따라서 구하는 경로의 수는

924-20=904

  904

3

택하는 경우의 수는

6C3=20

이 3가지 색을 3개의 부채꼴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3-1)!=2!=2

나머지 3가지 색을 넓이가 
p
12 인 3개의 부채꼴에 칠하는 경

우의 수는

3!=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0_2_6=240

Ú, Û에서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380+1950=2330

  ③

정답과 풀이		9

23EBS수능특강_확통해설(01-56).indd   9 22. 1. 4.   오후 2:43



정답과 풀이

4개의 접시에 떡을 각각 1개씩 담는 경우의 수는 1이다.

남아 있는 3(=7-4)개의 떡을 서로 다른 4개의 접시에 남

김없이 담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4H3=4+3-1C3

=6C3

= 6_5_4
3_2_1

=20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_20=20

  ①

1

02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10①	 20②	 30⑤	 40③	 50③

60⑤	 70②	 80②

본문	17~23쪽유제

Ú 축구공 2개를 한 학급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경우

  축구공을 받을 한 학급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이 학급에게 축구공 2개를 주는 경우의 수는 1이다.

  나머지 두 학급에게 농구공을 1개씩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1이다.

이 각각에 대하여 세 학급에게 나머지 3(=5-2)개의 

농구공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3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3=3+3-1C3

=5C3

=5C2

= 5_4
2_1

=10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3_10=30

Û   축구공 2개를 두 학급에게 각각 1개씩 나누어 주는 경우

축구공을 받을 두 학급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C2=3C1=3

2

이 두 학급에게 서로 다른 축구공 2개를 한 개씩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2!=2

나머지 한 학급에게 농구공 1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1이다.

이 각각에 대하여 세 학급에게 나머지 4(=5-1)개의 

농구공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4=3+4-1C4

=6C4

=6C2

= 6_5
2_1

=15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3_2_15=90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0+90=120

  ②

다항식 (a+b+c+d)3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는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4H3=4+3-1C3

=6C3

= 6_5_4
3_2_1

=20

  ⑤

3

조건 (가)에서

a=a'-1, b=b'-1, c=c'-1

로 놓으면 a', b', c'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따라서 조건 (나)에서

a+b+c=(a'-1)+(b'-1)+(c'-1)=3

즉, a'+b'+c'=6  yy ㉠

㉠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서로 다

른 3개에서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6=3+6-1C6

=8C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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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x2+ 1
7x }

à`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7Cr(49x
2)7-r{ 1

7x }
r

=7Cr_714-3r_x14-3r (r=0, 1, 2, y, 7)

;[!;, 즉 x-1항은 14-3r=-1, 즉 r=5일 때이므로 ;[!;의 

계수는

7C5_7-1=7C2_;7!;

=7_6
2_1_;7!;

=3

  ③

5

{1+;[!;}(2x+1)6

=(2x+1)6+;[!;(2x+1)6

이므로 {1+;[!;}(2x+1)6의 전개식에서 x4의 계수는

(2x+1)6의 전개식에서 x4의 계수와 x5의 계수의 합과 같다.

(2x+1)6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6Cr(2x)
6-r1r

=6Cr_26-r_x6-r  (r=0, 1, 2, y, 6)

x4항은 6-r=4, 즉 r=2일 때이므로 x4의 계수는

6C2_24= 6_5
2_1 _16

=240

x5항은 6-r=5, 즉 r=1일 때이므로 x5의 계수는

6C1_25  =6_32  

=192

따라서 {1+;[!;}(2x+1)6의 전개식에서 x4의 계수는

240+192=432

  ⑤

6

n-1
Á
r=0

 2n-1Cr

=  2n-1C0+2n-1C1+2n-1C2+y+2n-1Cn-2+2n-1Cn-1

이때

2n-1C0=2n-1C2n-1,

2n-1C1=2n-1C2n-2,

2n-1C2=2n-1C2n-3,

⋮

2n-1Cn-1=2n-1Cn

이므로
n-1
Á
r=0

 2n-1Cr

=;2!;(2n-1C0+2n-1C1+2n-1C2+y+2n-1C2n-1)

=;2!;_22n-1

=22n-2

256=28이므로

22n-2=28에서

2n-2=8

따라서 n=5

  ②

7

a+b+c=d  yy ㉠

에서

a=a'+1, b=b'+1, c=c'+1 

(a', b', c'은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으면 ㉠에서

a'+b'+c'=d-3

따라서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d-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d-3  =3+(d-3)-1Cd-3  

=d-1C2

에서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d-1C2이다.

㉠에서 3ÉdÉ10이고

nCr+nCr+1=n+1Cr+1 (0ÉrÉn-1)

이므로 구하는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2C2+3C2+4C2+5C2+y+9C2

=(2C2+3C2)+4C2+5C2+y+9C2

=(3C3+3C2)+4C2+5C2+y+9C2

=(4C3+4C2)+5C2+y+9C2

=(5C3+5C2)+y+9C2

⋮

8

=8C2

= 8_7
2_1

=2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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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4=3+4-1C4

=6C4

=6C2

= 6_5
2_1

=15

  ③

2

두 조건 (가), (나)에서

a+b+c=6   yy ㉠

이때

a=a'+1, b=b'+1, c=c'+1 

(a', b', c'은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으면 ㉠에서

a'+b'+c'=3   yy ㉡

㉡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서로 다

른 3개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3=3+3-1C3

=5C3

=5C2

= 5_4
2_1

=10

이때 a', b', c'이 결정되면 a, b, c, d도 각각 유일하게 결

정되므로 구하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도 10이다.

  ①

3

5ÉnÉ15를 만족시키는 홀수 n은 5, 7, 9, 11, 13, 15의 6

개이다.

이 6개의 홀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여 크지 않

은 순서대로 x, y, z의 값으로 정하면 되므로 구하는 순서쌍

4

4H3=4+3-1C3

=6C3

= 6_5_4
3_2_1

=20

3H4=3+4-1C4

=6C4

=6C2

1

10④	 2 ③	 3 ①	 4 ②	 5 ③

6 ③	 7 ①	 8 ④

본문	24~25쪽연습Level 1 기초

=9C3+9C2

=10C3

= 10_9_8
3_2_1

=120

  ②

방정식

a+b+c=d  yy ㉠

에서

a=a'+1, b=b'+1, c=c'+1 

(a', b', c'은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으면 ㉠에서

a'+b'+c'=d-3

이때 0Éd-3É7이므로 

d'=7-(d-3)으로 놓으면 

0Éd'É7이고

a'+b'+c'+d'=7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7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

으므로

4H7  =4+7-1C7  

=10C7  

=10C3  

=120

= 6_5
2_1

=15

따라서 

4H3-3H4  =20-15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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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는

5P4  =54  

=625

이때 주어진 조건의 부정은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a, b (a<b)에 대하여 

f(a)¾f(b)이다.’

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서로 다른 5개에서 4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5H4=5+4-1C4

=8C4

= 8_7_6_5
4_3_2_1

=70

따라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625-70=555

  ③

5

{2x+ 1
2x }

6

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6Cr(2x)
6-r{ 1

2x }
r

=6Cr_26-2r_x6-2r (r=0, 1, 2, y, 6)

이때 x2항은 6-2r=2인 경우이므로

r=2

따라서 x2의 계수는

6C2_26-4= 6_5
2_1_22

=15_4

=60

  ③

6

{'x+ '2x }
8

{'x- '2x }
8

={x- 2
x2 }

8

의 전개식의 일반항은7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하여

9C0+9C2+9C4+9C6+9C8=29-1=28

이때 28=44=162=2561이므로

28=2P8=4P4=16P2=256P1

따라서 순서쌍 (m, n)은

(2, 8), (4, 4), (16, 2), (256, 1)

이고, 그 개수는 4이다.

  ④

8

10②	 2 ②	 3 ⑤	 4 ①

본문	26쪽연습Level 2 기본

조건 (가)에서 흰 공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4C1=4

흰 공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를 A라 하자.

세 상자 B, C, D에 각각 흰 공을 1개씩 넣은 후 남아 있는 

1개의 흰 공을 세 상자 B, C, D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1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1  =3+1-1C1  

=3C1  

=3

조건 (나)에서 검은 공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는 1이

고, 조건 (다)에서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한 개의 공이 들어 

있으므로 상자 A에는 검은 공을 넣어야 한다.

세 상자 B, C, D에서 검은 공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1

의 개수는

6H3=6+3-1C3

=8C3

= 8_7_6
3_2_1

=56

  ②

8Crx
8-r{- 2

x2 }
r

=8Cr_(-2)r_x8-3r (r=0, 1, 2, y, 8)

따라서 ;[!;항은 8-3r=-1, 즉 r=3일 때이므로 ;[!;의 계

수는

8C3_(-2)3= 8_7_6
3_2_1_(-8)

=-44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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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다항식 (x+4'2)6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6Crx
6-r (4'2)r (r=0, 1, 2, y, 6)

(4'2)r 의 값이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r=0 또는 r=4

일 때이다.

r=0일 때, x6의 계수는

6C0_(4'2)0  =1_1  

=1

r=4일 때, x2의 계수는

6C4 _(4'2)4  =6C2_(4'2)4  

=15_2  

=30

4

두 조건 (가), (나)에서

f(4)=4

이때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f(1), f(2), f(3)의 순서쌍

(f(1), f(2), f(3))의 개수는 1, 2, 3, 4 중에서 3개를 택

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4H3=4+3-1C3

=6C3

= 6_5_4
3_2_1

=20

이 각각에 대하여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f(5), f(6)의 순

서쌍 (f(5), f(6))의 개수는 4, 5, 6 중에서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3P2  =32  

=9

따라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20_9=180

  ⑤

3

a=a'+1, b=b'+1, c=c'+1, d=d'+1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으면 조건 (가)에서

a'+b'+c'+d'=12

위 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서

로 다른 4개에서 12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

로

4H12=4+12-1C12

=15C12  

=15C3

= 15_14_13
3_2_1

=455

따라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

는 455이다.

이제 조건 (가)를 만족시키면서 a, b, c, d가 모두 짝수인 

순서쌍 (a, b, c, d)의 개수를 구하자.

a=2x+2, b=2y+2, c=2z+2, d=2w+2  

  (x, y, z, w는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으면 조건 (가)에서

x+y+z+w=4

위 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 z, w)의 개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4H4=4+4-1C4

=7C4  

=7C3

= 7_6_5
3_2_1

=35

2

3C1=3

검은 공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를 B라 하자.

세 상자 A, C, D에 검은 공을 1개씩 넣은 후 남아 있는 3

개의 검은 공을 세 상자 A, C, D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

는 서로 다른 3개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

므로

3H3  =3+3-1C3  

=5C2  

=10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_3)_(3_10)=360

  ②

따라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면서 a, b, c, d가 모두 짝수인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35이다.

그러므로 두 조건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455-35=420

  ②

14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l 확률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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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④	 2 695	 3 ⑤

본문	27쪽완성Level 3 실력

(x2+1)5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5Cr(x
2)5-r1r=5Cr_x10-2r (r=0, 1, 2, y, 5)

이고, (x3+2)n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nCs(x
3)n-s2s=nCs_2s_x3n-3s (s=0, 1, 2, y, n)

이므로

(x2+1)5

=1+5C4_x2+5C3_x4+5C2_x6+y+x10

(x3+2)n

=2n+nCn-1_2n-1_x3+nCn-2_2n-2_x6+y+x3n

따라서 (x2+1)5(x3+2)n의 전개식에서 x4항은

(5C3_x4)_2n=10_2n_x4

이고, x4의 계수는 160이므로

10_2n=160

에서

n=4

따라서 주어진 다항식 (x2+1)5(x3+2)4의 전개식에서 x6

항은

1_(4C2_22_x6)+(5C2_x6)_24

=6_4_x6+10_16_x6

=24x6+160x6

=184x6

이므로 x6의 계수는 184이다.

  ④

1

g(x)=|f(x)|라 하면 g는 집합 X에서 집합 {1, 2, 3}으

로의 함수이다.

조건 (가)에서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x2이면 g(x1)Ég(x2)   yy ㉠

이어야 하고, 

조건 (나)에서

g(x)=3인 x (x<X)가 존재해야 한다.   yy ㉡

㉠을 만족시키는 함수 g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6=3+6-1C6

=8C6

=8C2

= 8_7
2_1

=28

이 28개의 함수 중에서 ㉡을 만족시키지 않는 함수 g의 개

수는 서로 다른 2개에서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

으므로

3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를 A, B, C, D로 놓자.

각 주머니에 넣는 구슬의 개수를 각각 a, b, c, d라 하고,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은 구슬의 개수를 e라 하면 

a, b, c, d는 0 이상 7 이하의 정수이고, e는 자연수이다.

2

따라서 다항식 (x+4'2)6의 전개식에서 유리수인 계수의 총

합은

1+30=31

  ①

이때 a+b+c+d+e=10이어야 하므로

e=e'+1 (e'은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으면

a+b+c+d+e'=9  yy ㉠

㉠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

쌍 (a, b, c, d, e')의 개수는 서로 다른 5개에서 9개를 택

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5H9=5+9-1C9

=13C9  

=13C4

= 13_12_11_10
4_3_2_1

=715

이 중에서 a, b, c, d 중 하나가 9인 순서쌍의 개수는

4C1=4

이고, a, b, c, d 중 하나는 8이고 a, b, c, d, e' 중 8인 것

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 하나는 1인 순서쌍의 개수는

4C1_4C1  =4_4  

=1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15-4-16=695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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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2, 3, 5, 7}, B={5, 6, 7, 8}

이므로

A'B={2, 3, 5, 6, 7, 8}

이때 두 사건 A'B와 C�``이 서로 배반사건이려면

(A'B)

'

C�` =∅

이어야 한다.

즉, (A'B),C,S이어야 하므로 집합 C는 집합 A'B

를 포함하는 집합 S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구하는 사건 C의 개수는

28-6  =22  

=4

  ②

1

03 확률의 뜻과 활용

10②	 20 240	 30②	 40④	 50②

60①

본문	31~37쪽유제

이 시행의 표본공간을 S라 하면

S={1, 2, 3, 4, 5, 6, 7, 8, 9, 10}

이고,

A={4, 8}, B={1, 2, 5, 10}

두 사건 A와 C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A

'

C=∅

즉, C,A�` ={1, 2, 3, 5, 6, 7, 9, 10}

또 두 사건 B�` 과 C가 서로 배반사건이 아니므로 

B�` 

'

C+∅

즉, 사건 C는 B�` ={3, 4, 6, 7, 8, 9}의 원소 중 적어도 하

나의 원소를 가져야 한다.

이때 집합 A�` 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8이고, 이 중에서 집합 

A�` 

'

B�` ={3, 6, 7, 9}의 원소를 하나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는 집합 B={1, 2, 5, 10}의 부분집합의 개수

인 24과 같다.

따라서 구하는 사건 C의 개수는

28-24  =256-16  

=240

  240

2

2H6=2+6-1C6

=7C6

=7C1

=7

㉠, ㉡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g의 개수는

28-7=21

한편,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g(x)=k라 하면 

f(x)=-k 또는 f(x)=k이므로 21개의 각 함수 g에 대하

여 함수 f의 개수는

2P6  =26  

=64

따라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21_64=1344

  ⑤

두꺼운 분량을 벗어난 가장 완벽한 기출문제집
쉬운 문항은 간략하고 빠르게, 

고난도 문항은 상세하고 심도 있게

수능 기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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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는 경우의 수는

9C3=
9_8_7
3_2_1

=84

이때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1개를 꺼내는 경우

의 수는

2C1_3C1_4C1  =2_3_4  

=2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8@4$;=;7@;

  ②

3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2=36

두 함수 y=ax2, y=6x-b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

서 만나려면 이차방정식 ax2-6x+b=0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D>0이어야 하므로

D
4 =9-ab>0 

ab<9

이때 ab<9를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 (a, b)는

(1, 1), (1, 2), (1, 3), (1, 4), (1, 5), (1, 6), 

(2, 1), (2, 2), (2, 3), (2, 4), (3, 1), (3, 2), 

(4, 1), (4, 2), (5, 1), (6, 1)

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1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6^;=;9$;

  ④

4

7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7C3=
7_6_5
3_2_1

=35

Ú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3장,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0장 택하는 사건을 A라 하면

P(A)= 4C3

35

=;3¢5;

5

Û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2장,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를 

1장 택하는 사건을 B라 하면 

P(B)= 4C2_3C1

35

= 6_3
35

=;3!5*;

Ú, Û에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A'B)=P(A)+P(B)

=;3¢5;+;3!5*;

=;3@5@;

  ②

10①	 2 ④	 3 ①	 4 ③	 5 ①

6 ④	 7 ⑤	 8 ④

본문	38~39쪽연습Level 1 기초

12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의 학생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12C4=
12_11_10_9
4_3_2_1

=495

이때 택한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은 당구 동아리 학생인 사건

을 A라 하면 A의 여사건 A�` 은 농구 동아리와 탁구 동아리 

학생 중에서만 4명을 택하는 사건이고, 이 경우의 수는

9C4=
9_8_7_6
4_3_2_1

=126

그러므로

P(A�` )=;4!9@5^;

=;5!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A)=1-P(A�` )

=1-;5!5$;

=;5$5!;

  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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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A'B)�` 이므로

P(A�` 

'

B�` )  =P((A'B)�` )  

=1-P(A'B)

이때 P(A�` 

'

B�` )=;6!;이므로

1-P(A'B)=;6!;

에서

P(A'B)=1-;6!;=;6%;

한편,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P(A)+P(B)=P(A'B)=;6%;

이때 P(A�` )=;8%;이므로

P(A)=1-P(A�` )

=1-;8%;

=;8#;

따라서

P(B)=;6%;-P(A)

=;6%;-;8#;

=;2!4!;

  ①

1

표본공간 S의 모든 사건의 개수는

25=32

S의 사건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사건을 B라 하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사건이려면

A

'

B=∅

이어야 하는데, A={1, 5}이므로

B,{2, 3, 4}이어야 한다.

즉,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 B의 개수는

23=8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2;=;4!;

  ④

2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
3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6C3=
6_5_4
3_2_1

=20

이때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

는

4C2=
4_3
2_1=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0;=;1£0;

  ③

4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3=216

세 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2b=a+c

이므로 b가

1, 2, 3, 4, 5, 6

일 때, a+c는 각각

2, 4, 6, 8, 10, 12

이어야 하고, 이 경우의 수는

1+3+5+5+3+1=18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Á1¥6;=;1Á2;

  ①

5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25=32

이때 앞면이 연속하여 3번 나오는 사건을 A, 연속하여 4번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내면

6

짝수를 모두 짝수 번째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_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_4!
7! =;3Á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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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999-99=900

택한 수의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의 수 중에 적어

도 하나가 홀수인 사건을 A라 하면 A의 여사건 A�` 은 택한 

수의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의 수가 모두 홀수가 

아닌 사건이다.

이 경우의 수는

4_5_5=100

이므로

P(A�` )=;9!0)0);=;9!;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A)=1-P(A�` )

=1-;9!;

=;9*;

  ⑤

7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5!

두 학생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사건을 E라 하면 사건 E

의 여사건 E� ̀은 A와 B가 이웃하는 사건이다.

이때 두 학생 A와 B가 이웃하도록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

우는 경우의 수는

8

Ú   A=  {HHHTT, HHHTH, THHHT, TTHHH, 

HTHHH}

이므로 

P(A)=;3°2;

Û B={HHHHT, THHHH}

이므로 

P(B)=;3ª2;=;1Á6;

Ú, Û에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A'B)=P(A)+P(B)

=;3°2;+;1Á6;

=;3¦2;

  ④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3=216

a+b가 c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Ú c=1인 경우

a+b의 값은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므로 이 경우의 수는 

2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함수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4P4=44=256

f(2)Éf(3)을 만족시키도록 f(2)와 f(3)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4H2=4+2-1C2=5C2

= 5_4
2_1

=10

이 각각에 대하여 f(1)과 f(4)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42=16

그러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10_16=16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5^6);=;8%;

  ⑤

1

10⑤	 2 ⑤	 3 106	 4 ③	 5 ④

6 131	 7 ②	 8 ④	

본문	40~41쪽연습Level 2 기본

4!_2!

이므로

P(E�` )= 4!_2!
5!

=;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E)=1-P(E�` )

=1-;5@;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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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같은 9개의 원을 3개는 빨간 색으로, 4개는 파란 색

으로, 2개는 노란 색으로 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9!
3!_4!_2! =1260

색칠한 그림이 좌우 대칭이 되려면 왼쪽에서 다섯 번째 원

은 빨간 색으로 칠하고 그 왼쪽의 4개의 원을 1개는 빨간 색

으로, 2개는 파란 색으로, 1개는 노란 색으로 칠한 후 나머

지 오른쪽의 4개의 원은 이와 대칭으로 칠하면 되므로 이 경

우의 수는

4!
2! =12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2!6@0;=;10!5;

이므로

p+q  =105+1  

=106

  106

3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 A, B의 순서쌍 (A, B)

의 개수를 구해 보자.

Ú n(A

'

B)=0인 경우

네 수 1, 2, 3, 4 중에서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를 택하

고 나머지 원소를 집합 B의 원소로 하면 된다. 

이때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n(A)=3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4C3=4

Û n(A

'

B)=1인 경우

네 수 1, 2, 3, 4 중에서 집합 A

'

B의 원소가 될 수를 

1개 택하고, 나머지 세 수 중에서 집합 A-B의 원소가 

될 수를 택한 후 나머지 원소를 집합 B-A의 원소로 하

면 된다. 

이때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n(A-B)=2 또는 

n(A-B)=3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4C1_(3C2+3C3)  =4_(3+1)  

=16

Ü n(A

'

B)=2인 경우

네 수 1, 2, 3, 4 중에서 집합 A

'

B의 원소가 될 수를 

2개 택하고, 나머지 두 수 중에서 집합 A-B의 원소가 

될 수를 택한 후 나머지 원소를 집합 B-A의 원소로 하

면 된다. 

이때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n(A-B)=2이어야 하

므로 이 경우의 수는

4C2_2C2  =6_1  

=6

Ý n(A

'

B)=3인 경우

네 수 1, 2, 3, 4 중에서 집합 A

'

B의 원소가 될 수를 

3개 택하고,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나머지 한 수는 

집합 A-B의 원소로 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4C3=4

Ú ~ Ý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는

4+16+6+4=30

이때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 경우의 수는 Ú에 의하여 4

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3¢0;=;1ª5;

  ③

4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120
5

6_6=36

Û c=2인 경우

a+b의 값이 짝수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2¤;;=18

Ü c=3인 경우

a+b의 값이 3 또는 6 또는 9 또는 12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2+5+4+1=12

Ý c=4인 경우

a+b의 값이 4 또는 8 또는 12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3+5+1=9

Þ c=5인 경우

a+b의 값이 5 또는 10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4+3=7

ß c=6인 경우

a+b의 값이 6 또는 12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5+1=6

Ú ~ ß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36+18+12+9+7+6=88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1¥6;=;2!7!;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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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10C4=
10_9_8_7
4_3_2_1

=210

이 시행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최댓값이 8인 사건

을 A, 최솟값이 4인 사건을 B라 하자.

Ú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최댓값이 8인 경우

8이 적혀 있는 카드와 8보다 작은 수가 적혀 있는 7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이 경

우의 수는

7C3=
7_6_5
3_2_1

=35

그러므로 

P(A)=;2£1°0;=;6!;

Û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솟값이 4인 경우

4가 적혀 있는 카드와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이 경

우의 수는

6C3=
6_5_4
3_2_1

=20

그러므로 

P(B)=;2ª1¼0;=;2ª1;

Ü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최댓값이 8이고 최솟값이 4인 

경우

4가 적혀 있는 카드, 8이 적혀 있는 카드와 4보다 크고 8

보다 작은 수가 적혀 있는 3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3C2=3

그러므로 

P(A '

B)=;21#0;=;7Á0;

Ú, Û, Ü에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A'B)=P(A)+P(B)-P(A '

B)

6

이때 A가 B보다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사건을 L,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사건을 R라 하자.

Ú   A가 B보다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두 문

자 A, B를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

으므로

5!
2! =60

그러므로 

P(L)=;1¤2¼0;=;2!;

Û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두 

문자 B, C를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

으므로 

5!
2! =60

그러므로 

P(R)=;1¤2¼0;=;2!;

Ü   A가 B보다 왼쪽에 있고,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세 문자 A, B, C를 모두 같은 것

으로 보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5!
3! =20

그러므로 

P(L '

R)=;1ª2¼0;=;6!;

Ú, Û, Ü에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L'R)=P(L)+P(R)-P(L '

R)

=;2!;+;2!;-;6!;

=;6%;

  ④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120

이때 A가 B보다 왼쪽에 있거나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도

록 나열하는 사건을 E라 하면, 사건 E의 여사건 E�` 은 A

가 B보다 오른쪽에 있고 C가 B보다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

는 사건이다.

이 경우의 수는

5!
3! =20

이므로

`P(E�` )=;1ª2¼0;=;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E)=1-P(E�` )

=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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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7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8

10⑤	 2 13	 3 ⑤

본문	42쪽완성Level 3 실력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2=36

Ú a=1 또는 a=2인 경우

a=1일 때 

함수 y=a`sin`x+5의 최솟값은 4, 최댓값은 6이고, 

a=2일 때 

함수 y=a`sin`x+5의 최솟값은 3, 최댓값은 7이므로 

함수 y=a`sin`x+5의 그래프와 직선 y=2b가 만나려면

2b=4 또는 2b=6, 즉 

b=2 또는 b=3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2=4

Û a=3 또는 a=4인 경우

a=3일 때

함수 y=a`sin`x+5의 최솟값은 2, 최댓값은 8이고, 

a=4일 때 

함수 y=a`sin`x+5의 최솟값은 1, 최댓값은 9이므로 

함수 y=a`sin`x+5의 그래프와 직선 y=2b가 만나려면

1

흰 공 4개와 검은 공 n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

을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n+4C2=
(n+4)(n+3)

2
이 시행에서 꺼낸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은 사건을 A라 하

면 A의 여사건 A�` 은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꺼내는 사

건이다.

이때 흰 공 4개와 검은 공 n개로 구성된 (n+4)개의 공 중

에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4C1_nC1=4n

이므로

P(A�` )= 4n
(n+4)(n+3)

2

= 8n
n2+7n+12

한편, P(A)=;7#;에서

P(A�` )=1-P(A)

=1-;7#;

=;7$;

이므로

8n
n2+7n+12

=;7$;

n2-7n+12=0

(n-3)(n-4)=0

n=3 또는 n=4

따라서 구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3+4=7

  ②

7

=;6!;+;2ª1;-;7Á0;

=;1ª0¤5;

따라서 

p+q  =105+26  

=131

  131

7C2=
7_6
2

=21

이 시행에서 꺼낸 두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가 1이 아닌 

사건을 A라 하면 A의 여사건 A�` 은 꺼낸 두 공에 적혀 있

는 두 수의 차가 1인 사건이다.

이때 꺼낸 두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차가 1인 경우는 꺼낸 

두 공에 적혀 있는 두 수가 1과 2 또는 2와 3 또는 5와 6 또

는 6과 7 또는 7과 8인 5가지 경우뿐이므로

P(A�` )=;2°1;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A)=1-P(A�` )

=1-;2°1;

=;2!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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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

할 때, 택한 세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는 홀수 3개를 택하거

나 홀수 1개, 짝수 2개를 택하는 경우이다. 

홀수 3개를 택하는 사건을 A라 하고, 홀수 1개, 짝수 2개를 

택하는 사건을 B라 하자.

Ú n=2m (m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1부터 2m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

는 경우의 수는

2mC3

이때 홀수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mC3이므로

P(A)= mC3

2mC3

=

m(m-1)(m-2)
6

2m(2m-1)(2m-2)
6

= m-2
4(2m-1)

또 홀수 1개, 짝수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mC1_mC2

이므로

P(B)= mC1_mC2

2mC3

=
m_m(m-1)

2
2m(2m-1)(2m-2)

6

= 3m
4(2m-1)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A'B)=P(A)+P(B)

= m-2
4(2m-1)+

3m
4(2m-1)

=;2!;

2

2b=2 또는 2b=4 또는 2b=6 또는 2b=8, 즉

b=1 또는 b=2 또는 b=3 또는 b=4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4=8

Ü a=5 또는 a=6인 경우

a=5일 때 

함수 y=a`sin`x+5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0이고, 

a=6일 때 

함수 y=a`sin`x+5의 최솟값은 -1, 최댓값은 11이므로

2b=2 또는 2b=4 또는 2b=6 또는 2b=8 또는 

2b=10, 즉 

b=1 또는 b=2 또는 b=3 또는 b=4 또는 b=5이어

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5=10

Ú, Û, Ü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4+8+10=22

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3@6@;=;1!8!;

  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Û`=36

함수 y=a`sin`x+5의 그래프와 직선 y=2b가 만나는 경

우는 x에 대한 방정식 a`sin`x+5=2b, 즉 

a`sin`x=2b-5가 실근을 갖는 경우이고, 

이것은 |2b-5|Éa인 경우이다.

Ú b=1 또는 b=4인 경우

   a¾3이므로 

   a=3 또는 a=4 또는 a=5 또는 a=6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4=8

Û b=2 또는 b=3인 경우

       a¾1이므로

       a=1 또는 a=2 또는 a=3 또는 a=4 또는 a=5 또는 

a=6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6=12

Ü b=5인 경우

   a¾5이므로 

   a=5 또는 a=6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1_2=2

Ý b=6인 경우

   a¾7이므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Ú ~ Ý 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8+12+2=22

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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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변 AB 위의 4개의 점에 각각 1, 2, 3, 4의 번

호를 매기고, 변 CD 위의 5개의 점에 각각 5, 6, 7, 8, 9의 

번호를 매기자.

두 집합 X={1, 2, 3, 4}, Y={5, 6, 7, 8, 9}라 하면 변 

CD 위의 5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임의로 택

하여 변 AB위의 네 점과 일대일로 이어서 임의로 4개의 

선분을 그리는 경우의 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일대

일함수의 개수와 같다.

이때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일대일함수를 f라 하면 함수 

f의 개수는 

5P4  =5_4_3_2  

=120

주어진 시행에서 네 선분에 의하여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0

인 사건을 E, 1인 사건을 F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E'F)�` )이다.

Ú   네 선분에 의하여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0인 경우는 함

수 f가

f(1)<f(2)<f(3)<f(4)

를 만족시키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5C4=5C1=5

그러므로

P(E)=;12%0;=;2Á4;

Û   네 선분에 의하여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1인 경우는 다

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A

1

2

3

4

5

6

7

8

9

B

D

C

3

그러므로 n이 3 이상의 짝수일 때,

f(n)=;2!;

Û n=2m+1 (m은 자연수)일 때

1부터 2m+1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2m+1C3

이때 홀수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m+1C3

이므로 

P(A)= m+1C3

2m+1C3

=

m(m+1)(m-1)
6

2m(2m+1)(2m-1)
6

= (m+1)(m-1)
2(2m+1)(2m-1)

또 홀수 1개, 짝수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m+1C1_mC2

이므로

P(B)= m+1C1_mC2

2m+1C3

=
(m+1)_m(m-1)

2
2m(2m+1)(2m-1)

6

= 3(m+1)(m-1)
2(2m+1)(2m-1)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A'B)

=P(A)+P(B)

= (m+1)(m-1)
2(2m+1)(2m-1)+

3(m+1)(m-1)
2(2m+1)(2m-1)

= 2m2-2
4m2-1

그러므로 n이 3 이상의 홀수일 때,

f(n)= 2m2-2
4m2-1

=
2_{ n-1

2
}Û`-2

4_{ n-1
2 }Û`-1

= (n-1)2-4
2(n-1)Û`-2

Ú, Û에 의하여
10
Á
n=3

 f(n)

=0+;2!;+;5@;+;2!;+;3!5^;+;2!;+;2!1);+;2!;

=;;Á3¼;;

따라서

p+q  =3+10=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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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f(1)<f(3)<f(4)인 경우

f(1)=6, f(2)=5인 경우 f(3), f(4)의 값을 택하

는 경우의 수는

3C2=3

f(1)=7, f(2)=5 또는 f(1)=7, f(2)=6인 경

우 f(3)=8, f(4)=9이어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2_1=2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2=5

㉡ f(1)<f(3)<f(2)<f(4)인 경우

f(2)=7, f(3)=6인 경우 f(1)=5이고 f(4)의 값

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2C1=2

f(2)=8, f(3)=6인 경우 f(1)=5, f(4)=9이어

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1

f(2)=8, f(3)=7인 경우 f(4)=9이고 f(1)의 값

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2C1=2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2+1+2=5

㉢   f(1)<f(2)<f(4)<f(3)인 경우

f(3)=9, f(4)=8인 경우 f(1), f(2)의 값을 택하

는 경우의 수는

3C2=3

f(3)=9, f(4)=7 또는 f(3)=8, f(4)=7인 경

우 f(1)=5, f(2)=6이어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2_1=2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2=5

㉣   f(3)<f(2)<f(1)<f(4)인 경우

이 경우 f(1)=7, f(2)=6, f(3)=5 또는  

f(1)=8, f(2)=7, f(3)=6이면 세 선분이 한 점

에서 만난다.

이때 f(4)의 값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각각 2, 1이므

로 이 경우의 수는

2+1=3

㉤   f(1)<f(4)<f(3)<f(2)인 경우

이 경우 f(2)=9, f(3)=8, f(4)=7 또는  

f(2)=8, f(3)=7, f(4)=6이면 세 선분이 한 점

에서 만난다.

이때 f(1)의 값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각각 2, 1이므

로 이 경우의 수는

2+1=3

㉥   f(4)<f(3)<f(2)<f(1)인 경우

이 경우 f(1)=8, f(2)=7, f(3)=6, f(4)=5 

또는 f(1)=9, f(2)=8, f(3)=7, f(4)=6이면 

네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2

㉠ ~ ㉥에 의하여 네 선분에 의하여 생기는 교점의 개수

가 1인 경우의 수는

5+5+5+3+3+2=23

그러므로

P(F)=;1ª2£0;

Ú, Û에 의하여 두 사건 E, F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확

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P(E'F)=P(E)+P(F)

=;2Á4;+;1ª2£0;

=;3¦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E'F)�` )=1-P(E'F)

=1-;3¦0;

=;3@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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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등학교의 3학년 3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하는 경우

의 수는 26

이 고등학교의 3학년 3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물리학Ⅱ를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A, 경제를 선택한 학생

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이때

P(A)=;2!6$;=;1¦3;

이고, 사건 A

'

B는 물리학Ⅱ와 경제를 동시에 선택한 학

생을 택하는 사건이므로

P(A '

B)=;2¤6;=;1£3;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A)=
P(A '

B)
P(A)

=
;1£3;

;1¦3;
=;7#;

이므로

p+q=7+3=10

  10

1

04 조건부확률

10 10	 20④	 3 ①	 4 ③	 5 ②

6 ⑤	

본문	45~51쪽유제

주머니에서 첫 번째 꺼낸 1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1인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2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

이 짝수인 사건을 B라 하자.

Ú   주머니에서 첫 번째 꺼낸 1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1일 확률은

  P(A)=;5#;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는 주머니에 1이 적혀 있는 공이 4

개, 2가 적혀 있는 공이 2개 들어 있고,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는 1이 적혀 있는 공을 2

개 꺼내는 경우 또는 2가 적혀 있는 공을 2개 꺼내는 경

우이므로

  P(B|A)= 4C2+2C2

6C2

 =;1¦5;

  그러므로

  P(A '

B)=P(A)P(B|A)

=;5#;_;1¦5;

=;2¦5;

Û   주머니에서 첫 번째 꺼낸 1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2일 확률은

  P(A�` )=;5@;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는 주머니에 1이 적혀 있는 공이 3

개, 2가 적혀 있는 공이 3개 들어 있고,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는 1이 적혀 있는 공을 2

개 꺼내는 경우 또는 2가 적혀 있는 공을 2개 꺼내는 경

우이므로

3

꺼낸 두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4인 사건을 A, 꺼낸 

두 공의 색이 같은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꺼낸 두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4인 경우는 1이 적혀 

있는 공과 3이 적혀 있는 공을 1개씩 꺼내는 경우 또는 2가 

적혀 있는 공을 2개 꺼내는 경우이므로

P(A)= 2C1_2C1

7C2
+ 2C2

7C2

=;2°1;

이때 꺼낸 두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4이면서 두 공의 

색이 같은 경우는 1이 적혀 있는 빨간 공과 3이 적혀 있는 

빨간 공을 꺼내는 경우 또는 1이 적혀 있는 파란 공과 3이 

2

적혀 있는 파란 공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P(A '

B)= 1+1
7C2

=;2ª1;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A)=
P(A '

B)
P(A)

=
;2ª1;

;2°1;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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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A�` )= 3C2+3C2

6C2

=;5@;

  그러므로

  P(A�` 

'

B)  =P(A�` )P(B|A�` )  

=;5@;_;5@;  

=;2¢5;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B)=P(A '

B)+P(A�` 

'

B)

=;2¦5;+;2¢5;

=;2!5!;

  ①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두 사건 A와 B�` 도 서로 

독립이므로

P(A '

B�` )=;8!;

에서

P(A)P(B�` )=;8!;

즉, P(A){1-P(B)}=;8!;  yy ㉠

한편,

P(A'B)=P(A '

B�` )+P(B)

이므로

P(B)=P(A'B)-P(A '

B�` )

=;3@;-;8!;

=;2!4#;

㉠에서

P(A)_{ 1-;2!4#;}=;8!;

따라서

P(A)=;8!;_;1@1$;

=;1£1;

  ③

4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

률은 ;3!;이다.

5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1일 확률은 ;5$;이다.

4번의 시행에서 숫자 1이 적혀 있는 공을 꺼내는 횟수를 n

이라 하면 숫자 2가 적혀 있는 공을 꺼내는 횟수는 4-n이다.

이때 받는 사탕의 개수는 n이고 초콜릿의 개수는 2(4-n)

이므로 사탕의 개수가 초콜릿의 개수보다 크려면

n>2(4-n)

이어야 한다.

즉, n>;3*;이어야 하므로 

n=3 또는 n=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4C3{;5$;}Ü`{;5!;}Ú`+4C4{;5$;}Ý`=;6%2!5@;

  ⑤

6

10②	 2 ③	 3 ③	 4 ④	 5 ②

6 ⑤	 7 ④	 8 ⑤

본문	52~53쪽연습Level 1 기초

P(A�` |B)=
P(A�` 

'

B)
P(B)

이므로

P(A�` 

'

B)=P(B)P(A�` |B)

P(A�` 

'

B)=;4#;_;3@;

P(A�` 

'

B)=;2!;

1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횟수

가 홀수인 경우는 1번 또는 3번 또는 5번 나오는 경우이므

로 구하는 확률은

p=6C1{;3!;}Ú` {;3@;}Þ`+6C3{;3!;}Ü` {;3@;}Ü`+6C5{;3!;}Þ` {;3@;}Ú``

= 364
36

따라서

p_36=36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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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아리의 회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회원

이 남자인 사건을 A, 현재 레슨을 받고 있는 회원인 사건을 

B라 하자. 이때 A의 여사건 A�` 은 이 동아리의 회원 중에

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회원이 여자인 사건이다.

P(A)=;5@;, P(B|A)=;1¦0;이므로

P(A '

B)=P(A)P(B|A)

=;5@;_;1¦0;

=;2¦5;

P(A�` )=;5#;, P(B|A�` )=;5#;이므로

P(A�` 

'

B)=P(A�` )P(B|A�` )

=;5#;_;5#;

=;2»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P(A '

B)+P(A�` 

'

B)

=;2¦5;+;2»5;=;2!5^;

  ③

3

학생 A가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E, 학생 B가 꺼낸 공

이 검은 공인 사건을 F라 하자. 이때 E의 여사건 E�` 은 학

생 A가 꺼낸 공이 검은 공인 사건이다.

4

집합 S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6=64

집합 S의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사건을 A, 택한 한 부분집합에 6이 

속하는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집합 S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집합의 개

수는

6C1+6C3+6C5  =6+20+6  

=32

2

이때

B=(A

'

B)'(A�` 

'

B)

이고

(A

'

B)

'

(A�` 

'

B)=∅

이므로

P(B)=P(A '

B)+P(A�` 

'

B)

따라서

P(A '

B)=P(B)-P(A�` 

'

B)

=;4#;-;2!;

=;4!;

  ②

B=(A

'

B)'(A�` 

'

B),

(A

'

B)

'

(A�` 

'

B)=∅에서

P(B)=P(A '

B)+P(A�` 

'

B)이므로

P(A|B)+P(A�` |B)= P(A '

B)
P(B) + P(A�` 

'

B)
P(B)

P(A|B)+P(A�` |B)= P(A '

B)+P(A�` 

'

B)
P(B)

P(A|B)+P(A�` |B)= P(B)
P(B)

P(A|B)+P(A�` |B)=1

따라서

P(A|B)=1-P(A�` |B)

=1-;3@;

=;3!;

이므로

P(A '

B)=P(B)P(A|B)

=;4#;_;3!;

=;4!;

이므로

P(A)=;6#4@;=;2!;

집합 S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이고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5C0+5C2+5C4  =1+10+5  

=16

이므로

P(A '

B)=;6!4^;=;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A)=
P(A '

B)
P(A)

=
;4!;

;2!;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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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학생 A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은

  P(E)=;9$;

      이 경우 학생 B가 공을 꺼낼 때는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 있으므로 학생 B가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P(F|E)=;8%;

  그러므로

  P(E '

F)=;9$;_;8%;

  =;1°8;

Û 학생 A가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P(E�` )=;9%;

      이 경우 학생 B가 공을 꺼낼 때는 주머니에 흰 공 4개,

검은 공 4개가 들어 있으므로 학생 B가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P(F|E�` )=;2!;

  그러므로

  P(E�` 

'

F)=;9%;_;2!;

 =;1°8;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F)=P(E '

F)+P(E�` 

'

F)

P(F)=;1°8;+;1°8;

=;9%;

  ④

주머니 A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색인 사건을 E, 

주머니 B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인 사건을 F

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E '

F)이다.

이때

P(E)= 3C1_4C1

7C2

=;7$;

P(F)= 5C2+3C2

8C2

=;2!8#;

이고, 두 사건 E와 F가 서로 독립이므로

5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만 3번 나오면 점 A에 도착

하고, 뒷면만 3번 나오면 점 D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점 A 또는 점 D에 도착할 확률은

3C3{;2!;}Ü`{;2!;}â`+3C0{;2!;}â`{;2!;}Ü`=;8!;+;8!;

=;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4!;=;4#;

  ⑤

6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

낼 확률은 ;5@;이다.

주어진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Ú 흰 공을 한 번도 꺼내지 않을 확률은

  5C0{;5@;}â`{;5#;}Þ`= 243
55

Û 흰 공을 한 번만 꺼낼 확률은

  5C1{;5@;}Ú`{;5#;}Ý`= 810
55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1- 243
55 - 810

55 = 2072
55

이므로

p=2072

  ④

7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은 ;3!;, 5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3@;이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n번 나왔다

고 하면 (4-n)번은 5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점 P의 좌표는

2n-(4-n)=3n-4

8

P(E '

F)=P(E)P(F)

=;7$;_;2!8#;

=;4!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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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6 이하인 사건을 A, 동

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6 이하인 경우는 동전의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고 주사위에서 5 이하의 눈이 나오

는 경우 또는 동전의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주사위에

서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P(A)=;4#;_;6%;+;4!;_;2!;

=;4#;

이때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고 얻은 점수가 6 이

하인 경우는 동전을 던져서 한 번은 앞면, 한 번은 뒷면이 

3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 수는 n+110이고, 이 중 40`%가 

봄을 택했으므로 봄을 택한 학생 수는

(n+110)_;1¢0¼0;=;5@;n+44   yy ㉠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2학년 학

생일 때, 이 학생이 봄을 택한 학생일 확률이 ;4!;이므로 2학

년 학생 중 봄을 택한 학생 수는

;4!;n   yy ㉡ 

㉠, ㉡에 의하여 1학년 학생 중 봄을 택한 학생 수는

{;5@;n+44 }-;4!;n=;2£0;n+44

이때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봄

을 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1학년 학생일 확률이 ;2!0#;이

므로

;2£0;n+44

;5@;n+44
=;2!0#;

따라서 n=140

  ⑤

2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f(1)+f(3)=4를 만족

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f(1)=1, f(3)=3 또는 f(1)=3, f(3)=1 또는

f(1)=f(3)=2인 경우이므로

3_5P3  =3_53=375

이때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함수가 f(2)=4를 

만족시키는 함수인 사건을 A라 하고, 일대일대응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Ú   함수 f 중에서 f(2)=4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f(1)=1, f(3)=3 또는 f(1)=3, f(3)=1인 경우

  2_5P2  =2_52  

=50

  이고, f(1)=f(3)=2인 경우

  5P2  =52=25

  이므로 75이다. 

  그러므로

  P(A)=;3¦7°5;=;5!;

Û   함수 f 중에서 f(2)=4를 만족시키는 일대일대응의 개

수는 f(1)=1, f(3)=3 또는 f(1)=3, f(3)=1이어

야 하므로

  2_2P2=2_2!=4

  그러므로 

  P(A '

B)=;37$5;

1

10②	 2 ⑤	 3 ③	 4 ④	 5 ③

6 ③	 7 ④	 8 ①

본문	54~55쪽연습Level 2 기본

3n-4>0인 경우는 

n=2 또는 n=3 또는 n=4

인 경우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4C2{;3!;}Û`{;3@;}Û`+4C3{;3!;}Ü`{;3@;}Ú`+4C4{;3!;}Ý`{;3@;}â

= 24+8+1
81

=;2!7!;

  ⑤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P(B|A)=
P(A '

B)
P(A)

=
;37$5;

;5!;
=;7¢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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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y=x2+ax+b가 x축과 만나려면

a2-4b¾0

이어야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

건을 E, 곡선 y=x2+ax+b가 x축과 만나는 사건을 F라 

하자.

Ú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P(E)=;3!;

      집합 A={1, 2, 3}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2-4b¾0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는

  (2, 1), (3, 1), (3, 2)

  이므로

  P(F|E)= 3
3P2

  =;2!;

  그러므로

  P(E '

F)=P(E)P(F|E)

  =;3!;_;2!;

  =;6!;

Û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P(E�` )=;3@;

      집합 B={-1, 0, 1, 2}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2-4b¾0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는 

4

집합 {1, 2, 3, 4, 5, 6}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6=64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6C3=20

이므로

P(A)=;6@4);=;1°6;

ㄱ. 원소의 최댓값이 4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3=8

이므로

P(B4)=;6¥4;=;8!;

이때 원소의 개수가 3이고 원소의 최댓값이 4인 부분집

합의 개수는 3C2=3이므로

P(A '

B4)=;6£4;

즉, P(A '

B4)+P(A)P(B4)이므로 두 사건 A와 B4

는 서로 종속이다.

ㄴ. 원소의 최댓값이 5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4=16

이므로

P(B5)=;6!4^;=;4!;

이때 원소의 개수가 3이고 원소의 최댓값이 5인 부분집

합의 개수는 4C2=6이므로

5

  (-1, 0), (0, -1), (1, -1), (1, 0), (2, -1), 

  (2, 0), (2, 1)

  이므로

  P(F|E�` )= 7
4P2

=;1¦2;

  그러므로

  P(E�` 

'

F)=P(E�` )P(F|E�` )

=;3@;_;1¦2;

=;1¦8;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F)=P(E '

F)+P(E�` 

'

F)

=;6!;+;1¦8;

=;9%;

  ④

나오고 주사위에서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또는 동전의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주사위에서 3 이하의 눈이 나오

는 경우이므로

P(A '

B)=;2!;_;6%;+;4!;_;2!;

=;2!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A)=
P(A '

B)
P(A)

=
;2!4#;;

;4#;
=;1!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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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2일 확률은 ;5#;이

고, 3일 확률은 ;5@;이다.

2가 적혀 있는 카드를 꺼내는 횟수를 n이라 하면 

2n+3(4-n)¾10에서 nÉ2이므로 받은 공의 개수가 10 

이상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3이 적혀 있는 카드만 4번 꺼낼 확률은

  4C0{;5#;}â`{;5@;}Ý`=;6Á2¤5;

Û   2가 적혀 있는 카드를 1번, 3이 적혀 있는 카드를 3번 꺼

낼 확률은

  4C1{;5#;}Ú`{;5@;}Ü`=;6»2¤5;

Ü   2가 적혀 있는 카드를 2번, 3이 적혀 있는 카드를 2번 꺼

낼 확률은

  4C2{;5#;}Û`{;5@;}Û`=;6@2!5^;

Ú, Û, Ü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6Á2¤5;+;6»2¤5;+;6@2!5^;=;6#2@5*;

  ④

7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5개의 수의 합이 10인 경

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1, 1, 1, 2, 5 또는 1, 1, 1, 3, 4

또는 1, 1, 2, 2, 4 또는 1, 1, 2, 3, 3

또는 1, 2, 2, 2, 3 또는 2, 2, 2, 2, 2

이고, 각 경우의 수는

5!
3! , 

5!
3! , 

5!
2!2! , 

5!
2!2! , 

5!
3! , 

5!
5!

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 5!3! +
5!
3! +

5!
2!2!+

5!
2!2!+

5!
3! +

5!
5! }_{;5!;}

Þ`

= 121
55

  ①

i (i=1, 2, 3, 4, 5)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xi라 하

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방정식 

x1+x2+x3+x4+x5=10을 만족시키는 5 이하의 자연수 

x1, x2, x3, x4, x5의 순서쌍 (x1, x2, x3, x4, x5)의 개수와 

같다.

이때 yi=xi-1이라 하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방정식 y1+y2+y3+y4+y5=5를 만족시키는 4 이하의 음

8

Ú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

      이 경우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3일 확률은

  3C3{;2!;}Ü`=;8!;

      그러므로 이 경우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가 3 이상일 

확률은

  ;3!;_;8!;=;2Á4;

Û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3@;

      이 경우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3 또는 4일 확률은

  4C3{;2!;}Ý`+4C4{;2!;}Ý`=;1°6;

      그러므로 이 경우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가 3 이상일 

확률은

  ;3@;_;1°6;=;2°4;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2Á4;+;2°4;=;4!;

  ③

6

P(A '

B5)=;6¤4;=;3£2;

즉, P(A '

B5)+P(A)P(B5)이므로 두 사건 A와 B5

는 서로 종속이다.

ㄷ. 원소의 최댓값이 6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5=32

이므로

P(B6)=;6#4@;=;2!;

이때 원소의 개수가 3이고 원소의 최댓값이 6인 부분집

합의 개수는 5C2=10이므로

P(A '

B6)=;6!4);=;3°2;

즉, P(A '

B6)=P(A)P(B6)이므로 두 사건 A와 B6

은 서로 독립이다.

이상에서 사건 A와 서로 종속인 것은 ㄱ, ㄴ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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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①	 2 124	 3 419

본문	56쪽완성Level 3 실력

[시행 1], [시행 2], [시행 3]을 모두 마친 후 세 번째 칸에 

적은 수가 7 이상인 사건을 A, 두 번째 칸에 적은 수가 홀

수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먼저 P(A)의 값을 구해 보자.

Ú   첫 번째 칸에 적은 수가 1인 경우

      첫 번째 시행에서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져서 모두 같

은 면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의 5 또는 6의 

눈이 나오고, 세 번째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와야 세 

번째 칸에 적은 수가 7 이상이 되므로 이 경우의 확률은

  ;4!;_;3!;_;2!;=;2Á4;

Û   첫 번째 칸에 적은 수가 2인 경우

      먼저 첫 번째 시행에서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져서 모

두 같은 면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때 두 번째 시행에

서 주사위의 3 또는 4 또는 5의 눈이 나오면 세 번째 시

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와야 세 번째 칸에 적은 수가 7

이상이 되고, 두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의 6의 눈이 나오

면 세 번째 시행과 관계없이 세 번째 칸에 적은 수가 7 

이상이 되므로 이 경우의 확률은

  ;4#;_{;2!;_;2!;+;6!;_1}=;1°6;

Ú , Û에 의하여

P(A)=;2Á4;+;1°6;

=;4!8&;

한편, 첫 번째 칸에 적은 수가 1이면 두 번째 칸에 적은 수

가 항상 짝수이므로 두 번째 칸에 적은 수가 홀수이려면 첫 

번째 칸에 적은 수가 2이어야 한다. 

1

이때 세 번째 칸에 적은 수가 7 이상인 경우는 두 번째 시행

에서 주사위의 3 또는 5의 눈이 나오고 세 번째 시행에서 동

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P(A '

B)=;4#;_;3!;_;2!;

=;8!;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A)=
P(A '

B)
P(A)

=
;8!;

;4!8&;
=;1¤7;

  ①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짝수인 사건을 

A, 주머니에 있는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솟값이 3인 사

건을 B라 하자. 

이때 A의 여사건 A�̀  은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

는 수가 홀수인 사건이다.

Ú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짝수인 경우 

  ㉠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2일 확률은 

  ;7!;

  이때 주머니에 있는 두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솟값이 

3일 확률은

  4C1

6C2
=;1¢5;

  ㉡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4 이상의 짝

수일 확률은 

  ;7@;

  이때 주머니에 있는 두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솟값이 

3일 확률은

  3C1

6C2
=;5!;

  ㉠, ㉡에 의하여

  P(A '

B)=;7!;_;1¢5;+;7@;_;5!;

=;2ª1;

Û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홀수인 경우 

  ㉠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1일 확률은

  ;7!;

2

이 아닌 정수 y1, y2, y3, y4, y5의 순서쌍 (y1, y2, y3, y4, y5)

의 개수와 같으므로 

5H5-5  =9C5-5  

=126-5=121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21_{;5!;}Þ`= 1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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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n=2일 때

  P(A)=;2!;, P(B)=1, P(A '

B)=;2!;에서

      P(A)P(B)=P(A '

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다.

Û n=3일 때

  P(A)=;3!;, P(B)=1, P(A '

B)=;3!;에서

      P(A)P(B)=P(A '

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다.

Ü n=4일 때

    P(A)=;2!;, P(B)=;4#;, P(A '

B)=;4!;에서

      P(A)P(B)+P(A '

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 아니다.

Ý n=5일 때

  P(A)=;5@;, P(B)=;5#;, P(A '

B)=;5!;에서

3

  이때 주머니에 있는 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솟값이 

3일 확률은

  4C2

6C3
=;1£0;

  ㉡   상자에서 처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5 이상의 홀

수일 확률은 

;7@;

이때 주머니에 있는 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솟값이 

3일 확률은

3C2

6C3
=;2£0;

 ㉠, ㉡에 의하여

 P(A�` 

'

B)=;7!;_;1£0;+;7@;_;2£0;

 =;3£5;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확률은

P(B)=P(A '

B)+P(A�` 

'

B)

=;2ª1;+;3£5;

=;1Á0»5;

따라서 p=105, q=19이므로

p+q  =105+19  

=124

  124

      P(A)P(B)+P(A '

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 아니다.

Þ n이 6 이상의 짝수일 때

  P(A)=;2!;, P(B)=;n$;, P(A '

B)=;n@;에서

      P(A)P(B)=P(A '

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다.

ß n이 6 이상의 홀수일 때

  P(A)= n-1
2n , P(B)=;n$;, P(A '

B)=;n@;에서

      P(A)P(B)=P(A '

B)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은 없으

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Ú ~ ß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2, 3, 6, 8, 10, y
이므로 a1=2, a2=3이고

ak=2k (k¾3)

따라서
20
Á
k=1

 ak=
20
Á
k=1

 2k-1

=20_21-1

=419

  419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수능특강 연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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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ÉXÉ2)=P(X=1)+P(X=2)

= 5-1
10 + 5-2

10

=;1¢0;+;1£0;

=;1¦0;

  ④

1

05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10④	 20④	 30③	 40①	 50④

60③	 70⑤	 80⑤

본문	59~67쪽유제

1, 2, 3, 4, 5, 6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차례로

1, 2, 2, 3, 2, 4 

이므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2 3 4 합계

P(X=x) ;6!; ;2!; ;6!; ;6!; 1

따라서

P(X<3)=P(X=1)+P(X=2)

=;6!;+;2!;=;3@;

  ④

2

이산확률변수 X가 갖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

므로

a_2-1+a_2-2+a_2-3=;2A;+;4A;+;8A;

=;8&;a=1

에서 a=;7*;

따라서

E(X)=1_P(X=1)+2_P(X=2)+3_P(X=3)

=;2A;+2_;4A;+3_;8A;

=;;Á8Á;;a

3

이산확률변수 X가 갖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

므로

;3!;+;4!;+;4!;+a=1에서

a=;6!;

따라서 확률변수 XÛ`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2 0 1 4 9 합계

P(X2=x) ;3!; ;4!; ;4!; ;6!; 1

따라서

E(XÛ`)=0_;3!;+1_;4!;+4_;4!;+9_;6!;

= 0+3+12+18
12

=;;Á4Á;;

  ①

4

=;;Á8Á;;_;7*;

=;;Á7Á;;

  ③

E(X)=a_;6!;+0_;3!;+b_;2!;

=;6!;a+;2!;b=;6%;

에서

a+3b=5   yy ㉠

E(XÛ`)=aÛ`_;6!;+0Û`_;3!;+bÛ`_;2!;

=;6!;aÛ`+;2!;bÛ`

이고

E(XÛ`)=V(X)+{E(X)}Û`

=;3%6#;+{;6%;}Û`

=;;Á6£;;

이므로

;6!;aÛ`+;2!;bÛ`=;;Á6£;;

aÛ`+3bÛ`=13   yy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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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X+3)=15에서 

2E(X)+3=15이므로

E(X)=6

이때 E(XÛ`)=55이므로

V(X)  =E(XÛ`)-{E(X)}Û`  

=55-6Û`  

=19

따라서

V(2X+3)  =4V(X)  

=4_19  

=76

  ③

6

한 개의 주사위를 1번 던질 때, 3의 배수인 눈이 나올 확률은

;6@;=;3!;

이므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 30, ;3!;}을 따른다.

따라서 

E(X)=30_;3!;

=10

  ⑤

7

P(X=x)=40Cx 
340-x

440

=40Cx 
340-x

440-x+x

=40Cx{;4!;}
x

{;4#;}
40-x

 (x=0, 1, 2, y, 40)

이므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 40, ;4!;}을 따른다.

따라서

r(X)=®É40_;4!;_;4#;= '§302
이므로

r(2X)=2r(X)

=2_ '§302 ='¶30

  ⑤

8㉠에서 a=5-3b이므로 이것을 ㉡에 대입하면

(5-3b)Û`+3bÛ`=13

2bÛ`-5b+2=0

(2b-1)(b-2)=0

b는 정수이므로 

b=2

a=5-3_2=-1

따라서 a+b=(-1)+2=1

  ④

두 정수 a, b 중에서 aÛ`+3bÛ`=13을 만족시키는 것은

a=1, b=2 또는 a=1, b=-2 또는 

a=-1, b=2 또는 a=-1, b=-2

의 4가지 경우이다.

이 중에서 a+3b=5를 만족시키는 것은 

a=-1, b=2인 경우뿐이므로

a+b=(-1)+2=1

10⑤	 2 ⑤	 3 ③	 4 ④	 5 2

본문	68쪽연습Level 1 기초

이산확률변수 X가 갖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

므로

;1Á0;+;5!;+;1£Ã0;+a=1

에서 a=;5@;

따라서 E(X)=0_;1Á0;+1_;5!;+2_;1£Ã0;+3_;5@;=2

  ⑤

1

P(X=x)= a
'Äx+1+'x 의 분모를 유리화하면

P(X=x)= a
'Äx+1+'x

=
a('¶x+1-'x)

('Äx+1+'x)('Äx+1-'x)
=a('Äx+1-'x)

이산확률변수 X가 갖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

므로
8

Á
x=4

 P(X=x)

=a
8

Á
x=4

 ('Äx+1-'§x)

=a{('5-'4)+('6-'5)+('7-'6)  

 +('8-'7)+('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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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확률변수 X에 대하여

V(X)=E(XÛ`)-{E(X)}Û`이므로

E(XÛ`)=V(X)+{E(X)}Û`

이때

V(X)={r(X)}Û`

=3Û`=9

따라서

E(XÛ`)  =V(X)+{E(X)}Û`  

=9+2Û`=13

  ③

3

=a('9-'4)
=a(3-2)=1

에서 a=1

따라서

a+P(X=a+3)  =1+P(X=4)  

=1+('5-'4)  

='5-1

  ⑤

10⑤	 2 ②	 3 156	 4 ③	 5 ④

6 ④	 7 ⑤	 8 ⑤

본문	69~70쪽연습Level 2 기본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0, 1, 2이다.

Ú   X=0일 때, 파란 공만 3개 꺼내는 경우이므로

  P(X=0)= 4C3

6C3

=;2¢0;=;5!;

Û   X=1일 때, 빨간 공 1개, 파란 공 2개를 꺼내는 경우이

므로

  P(X=1)= 2C1_4C2

6C3

=2_6
20 =;5#;

Ü   X=2일 때,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를 꺼내는 경우이

므로

  P(X=2)= 2C2_4C1

6C3

=1_4
20 =;5!;

Ú, Û, Ü에 의하여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X 0 1 2 합계

P(X=x) ;5!; ;5#; ;5!; 1

4

V(X)  =E(XÛ`)-{E(X)}Û`이므로

5p(1-p)=;5(;-(5p)Û`

20pÛ`+5p-;5(;=0

100pÛ`+25p-9=0

(5p-1)(20p+9)=0

p>0이므로 p=;5!;

따라서 10p=10_;5!;=2

  2

5

P(Y=2x)

=a_P(X=x)+ a
(x+1)(x+2)  (x=0, 1, 2, 3)

에서
3

Á
x=0

 P(Y=2x)

=a 
3

Á
x=0

 P(X=x)+
3

Á
x=0

 a
(x+1)(x+2)    yy ㉠

1

E(X)=0_;5!;+1_;5#;+2_;5!;=1

E(XÛ`)=0Û`_;5!;+1Û`_;5#;+2Û`_;5!;=;5&;

V(X)=E(XÛ`)-{E(X)}Û`

=;5&;-1Û`=;5@;

따라서

E(10X+5)  =10E(X)+5  

=10_1+5  

=15

V(10X+5)=100V(X)

=100_;5@;=40

이므로

E(10X+5)+V(10X+5)  =15+40=5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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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0, 1, 2이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

률은 ;6@;=;3!;이므로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하여 세 번 나올 

확률은

P(X=2)=;3!;_;3!;_;3!;

=;2Á7;

3의 배수의 눈이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나오거나 두 번째와 

세 번째만 나올 확률은

P(X=1)=;3!;_;3!;_;3@;+;3@;_;3!;_;3!;

=;2¢7;

따라서

P(X=0)=1-P(X=2)-P(X=1)

=1-;2Á7;-;2¢7;

=;2@7@;

이므로

E(X)=0_;2@7@;+1_;2¢7;+2_;2Á7;

=;2¤7;=;9@;

  ②

2

이때 확률질량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3

Á
x=0

 P(Y=2x)=
3

Á
x=0

 P(X=x)=1

이고
3

Á
x=0

 a
(x+1)(x+2)

=a{ 1
1_2 +

1
2_3 +

1
3_4 +

1
4_5 }

=a[{;1!;-;2!;}+{;2!;-;3!;}+{;3!;-;4!;}+{;4!;-;5!;}]

=a{ 1-;5!;}

=;5$;a

이므로 ㉠에서

1=a_1+;5$;a

;5(;a=1

따라서 a=;9%;

  ⑤

주머니 A에 들어 있는 5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주머니 B에 넣은 후 주머니 B에 들어 있는 5

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주머니 A

에 넣는 경우의 수는

5C4_5C2=5_10=50

Ú X=0인 경우

주머니 A에서 흰 공 3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낸 후 주머

니 B에서 검은 공 2개를 꺼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3C3_2C1)_2C2=(1_2)_1=2

이므로 

P(X=0)=;5ª0;

Û X=1인 경우

주머니 A에서 흰 공 3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낸 후 주머

니 B에서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내거나 주머니 

A에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를 꺼낸 후 주머니 B에

서 검은 공 2개를 꺼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3C3_2C1)_(3C1_2C1)+(3C2_2C2)_3C2

=(1_2)_(3_2)+(3_1)_3

=12+9=21

이므로 

P(X=1)=;5@0!;

Ü X=3인 경우

주머니 A에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를 꺼낸 후 주머

니 B에서 흰 공 2개를 꺼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3C2_2C2)_2C2=(3_1)_1=3

이므로 

P(X=3)=;5£0;

Ý X=2인 경우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므로

P(X=2)=1-P(X=0)-P(X=1)-P(X=3)

=1-;5ª0;-;5@0!;-;5£0;

=;5@0$;

Ú ~ Ý에서

E(X)=0_;5ª0;+1_;5@0!;+2_;5@0$;+3_;5£0;

=;5&0*;=;2#5(;

이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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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이 0, 1, 2, 3일 때의 확률을 각각 구

하면 다음과 같다.

P(X=0)= k
14

P(X=1)= 1+k
14

P(X=2)= 2+k
14

P(X=3)= 3+k
14

이때

P(X=0)+P(X=1)+P(X=2)+P(X=3)=1

이므로

k
14 +

1+k
14 + 2+k

14 + 3+k
14 =1

에서 k=2

그러므로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X 0 1 2 3 합계

P(X=x) ;7!; ;1£4; ;7@; ;1°4; 1

E(X)=0_;7!;+1_;1£4;+2_;7@;+3_;1°4;

=;;Á7£;;

4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1, 2, 3, 4이다.

Ú X=1일 때, 첫 번째에 검은 공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P(X=1)=;5@;

Û   X=2일 때, 첫 번째에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에 검은 

공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P(X=2)=;5#;_;4@;

=;1£0;

Ü   X=3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흰 공을 꺼내고 세 번

째에 검은 공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P(X=3)=;5#;_;4@;_;3@;

  =;5!;

Ý   X=4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흰 공을 꺼내

고 네 번째에 검은 공을 꺼내는 경우이므로

  P(X=4)=;5#;_;4@;_;3!;_;2@;

  =;1Á0;

Ú ~ Ý에 의하여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2 3 4 합계

P(X=x) ;5@; ;1£0; ;5!; ;1Á0; 1

E(X)=1_;5@;+2_;1£0;+3_;5!;+4_;1Á0;

=2

E(XÛ`)=1Û`_;5@;+2Û`_;1£0;+3Û`_;5!;+4Û`_;1Á0;

=5

5

E(100X)=100E(X)

=100_;2#5(;

=156

  156

X=2일 확률을 다음과 같이 직접 구할 수도 있다.

주머니 A에서 흰 공 3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낸 후 주머니 

B에서 흰 공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3C3_2C1)_3C2   =(1_2)_3  

=6

주머니 A에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를 꺼낸 후 주머니 

B에서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3C2_2C2)_(2C1_3C1)  =(3_1)_(2_3)  

=18

따라서 

P(X=2)= 6+18
50 =;2!5@;

E(XÛ`)=0Û`_;7!;+1Û`_;1£4;+2Û`_;7@;+3Û`_;1°4;

=;;£7ª;;

따라서

V(X)=E(XÛ`)-{E(X)}Û`

=;;£7ª;;-{;;Á7£;;}Û`

=;4%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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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소수가 되려면 한 개

의 주사위의 눈의 수는 1이고,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는 소

수이어야 하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소수일 확률은

7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이

-1, 1, 3, 5, …, 39

이므로

Y=X+1
2

로 놓으면 확률변수 Y는 이항분포 B{ 20, ;4!;}을 따른다.

따라서

E(Y)=20_;4!;=5

이므로

E(X+1)  =E(2Y)  

=2E(Y)  

=2_5  

=10

  ⑤

8

10②	 2 ②	 3 503

본문	71쪽완성Level 3 실력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2, 3, 4, 5이다.

Ú X=2인 경우

S1+a2¾5, 즉 a1+a2¾5이어야 하므로 a1, a2의 순서

쌍 (a1, a2)는

(2, 3), (3, 2), (3, 3)

의 3개이고, 각 순서쌍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_2=2Û`이므로

1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에서 확률의 성질에 의하여

p1+p2+p3+p4=1

이고, 확률변수 Y의 확률분포에서 확률의 성질에 의하여

a(p1+p2+p3+p4)+4b=1이므로

a+4b=1   yy ㉠

한편, E(Y)=5이므로

2(ap1+b)+5(ap2+b)+8(ap3+b)+11(ap4+b)=5

a(2p1+5p2+8p3+11p4)+26b=5   yy ㉡

이때 E(X)=;3%;이므로

2p1+5p2+8p3+11p4=(3_1-1)p1+(3_2-1)p2

 +(3_3-1)p3+(3_4-1)p4

=E(3X-1)

=3E(X)-1

=3_;3%;-1

=4

이고, ㉡에서

4a+26b=5   yy ㉢

㉠, ㉢에서

a=;5#;, b=;1Á0;

따라서 

a+b=;5#;+;1Á0;=;1¦0;

  ④

6

V(X)  =E(XÛ`)-{E(X)}Û`  

=5-2Û`=1

이때 

E(3X+1)  =3E(X)+1  

=3_2+1=7

V(3X+1)  =9V(X)  

=9_1=9

따라서

E(3X+1)+V(3X+1)  =7+9  

=16

  ④

;6!;_;6#;+;6#;_;6!;=;6!;

따라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 240, ;6!;}을 따르므로

V(X)=240_;6!;_;6%;

=;;Á;3);¼;;

즉,

V(3X)=9V(X)

=9_;;Á;3);¼;;

=300

  ⑤

40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l 확률과 통계

23EBS수능특강_확통해설(01-56).indd   40 22. 1. 4.   오후 2:43



P(X=2)= 3_22

62

=;3!;

Û X=3인 경우

S1+a2<5, 즉 a1+a2<5이고 a1+a2+a3¾5이어야 

하므로 a1, a2, a3의 순서쌍 (a1, a2, a3)은

(1, 1, 3),

(1, 2, 2), (1, 2, 3), (2, 1, 2), (2, 1, 3),

(1, 3, 1), (1, 3, 2), (1, 3, 3), 

(2, 2, 1), (2, 2, 2), (2, 2, 3),

(3, 1, 1), (3, 1, 2), (3, 1, 3)

의 14개이고, 각 순서쌍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_2_2=23이므로

P(X=3)= 14_23

63

=;2!7$;

Ü X=5인 경우

a1=a2=a3=a4=1이고, a5=1, 2, 3인 경우이므로 a1, 

a2, a3, a4, a5의 순서쌍 (a1, a2, a3, a4, a5)의 개수는 3

이고, 각 순서쌍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_2_2_2_2=2Þ`이므로

P(X=5)= 3_25

65

=;8Á1;

Ý X=4인 경우

P(X=4)=1-{P(X=2)+P(X=3)+P(X=5)}

=1-{;3!;+;2!7$;+;8Á1;}

=1-;8&1);

=;8!1!;

Ú ~ Ý에 의하여

E(X)=2_;3!;+3_;2!7$;+4_;8!1!;+5_;8Á1;

=;;ª8ª1»;

  ②

상자를 한 번 던질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 있는 수가 1, 

2, 3일 확률은 모두 ;3!;로 같다.

따라서 X=4인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독립시행의 확

률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일대일함수 f 의 개수는 5P4이고,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1, 2, 3, 4, 5이다.

Ú   2 f(3)<f(4)인 경우 

f(3), f(4)의 값을 순서쌍 ( f(3), f(4))로 나타내면

(1, 3), (1, 4), (1, 5), (2, 5)

의 4가지이다. 

이때 f(4)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3, 4, 5이다.

f(4)=3일 확률은

1_3P2

5P4
=;2Á0;

f(4)=4일 확률은

1_3P2

5P4
=;2Á0;

f(4)=5일 확률은

2_3P2

5P4
=;1Á0;

Û 2 f(3)¾ f(4)인 경우 

f(3), f(4)의 값을 순서쌍 ( f(3), f(4))로 나타내면

(1, 2), (2, 1), (2, 3), (2, 4), 

(3, 1), (3, 2), (3, 4), (3, 5),

(4, 1), (4, 2), (4, 3), (4, 5),

(5, 1), (5, 2), (5, 3), (5, 4)

이때 f(3)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 5이다. 

f(3)=1일 확률은

1_3P2

5P4
=;2Á0;

f(3)=2일 확률은

3_3P2

5P4
=;2£0;

2

Ú   첫 번째 시행부터 세 번째 시행까지는 모두 1이 나오고, 

네 번째 시행에서는 2 또는 3이 나올 확률은

  3C3{;3!;}Ü`_;3@;=;8ª1;

Û   첫 번째 시행부터 세 번째 시행까지는 1이 두 번, 2가 한 

번 나오고, 네 번째 시행에서는 1, 2, 3 중 어느 한 수가 

나올 확률은

  3C2{;3!;}Û`{;3!;}Ú`_1=;9!;

Ú, Û에서

P(X=4)=;8ª1;+;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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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a, b, c에 대

하여 a_b_c의 값이 4로 나누어떨어지는 사건을 A라 하

면 사건 A의 여사건 A�` 은 a_b_c의 값이 4로 나누어떨

어지지 않아야 한다.

Ú a, b, c가 모두 홀수일 확률

;2!;_;2!;_;2!;=;8!;

Û   a, b, c 중에서 1개는 2 또는 6이고, 나머지 2개는 홀수

일 확률

3C1{;3!;}Ú`{;2!;}Û`=3_;3!;_;4!;

=;4!;

Ú, Û에 의하여

P(A�` )=;8!;+;4!;

=;8#;

이므로

P(A)=1-P(A�` )

=1-;8#;

=;8%;

따라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 400, ;8%;}를 따르므로

E(X)=400_;8%;=250

즉,

E(2X+3)  =2E(X)+3  

=2_250+3  

=503

  503

3f(3)=3일 확률은

4_3P2

5P4
=;5!;

f(3)=4일 확률은

4_3P2

5P4
=;5!;

f(3)=5일 확률은

4_3P2

5P4
=;5!;

Ú, Û에 의하여

P(X=1)=;2Á0;,

P(X=2)=;2£0;,

P(X=3)=;2Á0;+;5!;=;4!;,

P(X=4)=;2Á0;+;5!;=;4!;,

P(X=5)=;1Á0;+;5!;=;1£0;

이므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X 1 2 3 4 5 합계

P(X=x) ;2Á0; ;2£0; ;4!; ;4!; ;1£0; 1

E(X)=1_;2Á0;+2_;2£0;+3_;4!;+4_;4!;+5_;1£0;

=;;Á5¥;;

E(XÛ`)=1Û`_;2Á0;+2Û`_;2£0;+3Û`_;4!;+4Û`_;4!;+5Û`_;1£0;

=;;¦5ª;;

V(X)=E(XÛ`)-{E(X)}Û`

=;;¦5ª;;-{;;Á5¥;;}Û`

=;2#5^;

따라서

r(X)=;5^;

이므로

r(20X-3)  =20r(X)  

=20_;5^;  

=2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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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y=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는 1이므로

;2!;_4_a=1

에서

a=;2!;

따라서

P(|X|É1)  =P(-1ÉXÉ1)  

=2_P(0ÉXÉ1)  

=2_;2!;_1_{;2!;+;4!;}  

=;4#;

이므로

a_P(|X|É1)=;2!;_;4#;=;8#;

  ③

1

06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분포

10③	 20⑤	 30④	 40③	 50②

60①	 70⑤	 80④

본문	75~81쪽유제

;2!;a

O 1 2

a

x

y

y=f(x)

함수 y=f(x)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므로

;2!;_1_a+;2!;_1_{ a+;2!;a }

=;2!;a+;4#;a

=;4%;a=1

에서 a=;5$;

따라서

2

정규분포 N(m, rÛ`)을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y=f(x)의 그래프는 직선 x=m에 대하여 대칭이고, 

P(XÉ15)=P(X¾21)이므로

m= 15+21
2

=18

따라서

m_P(XÉm)  =18_P(XÉ18)  

=18_;2!;  

=9

  ④

3

P(m-2rÉXÉm+1.5r)
=P(m-2rÉXÉm)+P(mÉXÉm+1.5r)
=P(mÉXÉm+2r)+P(mÉXÉm+1.5r)
=0.4772+0.4332

=0.9104

  ③

4

Z= X-20
2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P(|X-20|É2)

=P(18ÉXÉ22)

=P{ 18-20
2 ÉZÉ 22-20

2 }

=P(-1ÉZÉ1)

=2P(0ÉZÉ1)

=2_0.3413

=0.6826

  ②

5

P{;2!;ÉXÉ2 }=1-P{ 0ÉXÉ;2!;}

=1-;2!;_;2!;_;5@;

=1-;1Á0;

=;1»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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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X는 이항분포 B{100, ;2!;}을 따르므로

E(X)=100_;2!;

=50

V(X)=100_;2!;_;2!;

=25

이때 100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50, 5Û`)을 따르고, Z=X-50
5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40ÉXÉ60)

=P{ 40-50
5 ÉZÉ 60-50

5 }

=P(-2ÉZÉ2)

=2P(0ÉZÉ2)

=2_0.4772

=0.9544

  ⑤

7

450번의 조사 결과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한다고 응답한 

사원 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이항분포 B{450, ;3!;}을 

따르므로

8

10①	 2 ③	 3 4	 4 ④	 5 ⑤

본문	82쪽연습Level 1 기초

함수 y=f(x)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므로

;2!;_2_2a=2a=1

a=;2!;

즉, f(x)=;2!;x이므로

P(0ÉXÉa)=P{ 0ÉXÉ;2!;}

=;2!;_;2!;_;4!;

=;1Á6;

  ①

1

평균이 m인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y=f(x)의 그래

프는 직선 x=m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고, 

P(XÉ8)=P(X¾20)이므로

2

E(X)=450_;3!;

=150

V(X)=450_;3!;_;3@;

=100

이때 450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150, 10Û`)을 따르고, Z=X-150
10 으로 놓으

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XÉ165)

=P{ ZÉ 165-150
10 }

=P(ZÉ1.5)

=0.5+P(0ÉZÉ1.5)

=0.5+0.4332

=0.9332

  ④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귤 한 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

면 X는 정규분포 N(76, 3Û`)을 따르고, Z=X-76
3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73ÉXÉ74.5)

=P{ 73-76
3 ÉZÉ 74.5-76

3 }

=P(-1ÉZÉ-0.5)

=P(0.5ÉZÉ1)

=P(0ÉZÉ1)-P(0ÉZÉ0.5)

=0.3413-0.1915

=0.1498

  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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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Z라 하면

P(10ÉXÉ13)=P(7ÉYÉ9)에서

P{ 10-10
3 ÉZÉ 13-10

3 }=P{ 7-9
'a ÉZÉ 9-9

'a }

P(0ÉZÉ1)=P{-2
'a ÉZÉ0}

P(-1ÉZÉ0)=P{-2
'a ÉZÉ0}

따라서 -1=-2
'a 이므로

'a=2

즉, a=4

  4

3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144, ;2!;}을 따르므로

E(X)=144_;2!;

=72

V(X)=144_;2!;_;2!;

=36

이때 144는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72, 6Û`)을 따르고, Z= X-72
6 로 놓으면 확

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63ÉXÉa)

=P{ 63-72
6 ÉZÉ a-72

6 }

=P{-1.5ÉZÉ a-72
6 }

=0.8664

이때

P(-1.5ÉZÉ0)=P(0ÉZÉ1.5)=0.4332

이므로

P{0ÉZÉ a-72
6 }=0.4332

즉, 
a-72

6 =1.5이므로

a=81

  ⑤

5

10④	 2 ①	 3 ④	 4 ④	 5 ②

6 19	 7 ④

본문	83~84쪽연습Level 2 기본

확률밀도함수 y=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1, 

x=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고, 함수 

f(x)=a|x|+b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P(-1ÉXÉ2)

=P(-1ÉXÉ0)+P(0ÉXÉ2)

=;2!;_1_{(a+b)+b}+;2!;_2_{b+(2a+b)}

=;2!;(a+2b)+(2a+2b) 

=;2%;a+3b=1

1

이 회사의 입사시험 점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

분포 N(200, 20Û`)을 따르고, Z= X-200
20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4!0@0*;=0.32이고, 응시생의 점수의 최솟값을 a라 하면

P(X¾a)=P{Z¾ a-200
20 }

=0.32

즉,

P{0ÉZÉ a-200
20 }=0.5-0.32

=0.18

이므로

a-200
20 =0.47

a-200=9.4

따라서 a=209.4

  ④

4

m= 8+20
2 =14 

x=14

a+4a

y=f(x)

x

따라서 P(aÉXÉa+4)의 값

이 최대일 때

a+(a+4)
2 =14

2a=24

즉, a=12이므로

a+m=2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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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에서 만든 흰색 솜사탕 한 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 

빨간색 솜사탕 한 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Y라 하면 X, Y는 

각각 정규분포 N(200, 10Û`), N(220, aÛ`)을 따른다.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Z라 하면

p1=P(X¾220)

=P{Z¾ 220-200
10 }

=P(Z¾2)

p2=P(Y¾230)

=P{Z¾ 230-220
a }

=P{Z¾ 10
a }

이고, p1Ép2이므로

2¾ 10
a  에서

a¾5

따라서 양수 a의 최솟값은 5이다.

  ④

3

V(2X-1)=4V(X)=4rÛ`
이므로

V(2X-1)=V(Y)

에서 4rÛ`=4Û`

rÛ`=4이므로 

r=2

또한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Z라 하면

P(X¾a)=P{Z¾ a-25
2 }

P(YÉ32)=P{ZÉ 32-30
4 }

=P{ZÉ;2!;}

이므로

4

조건 (가)의 f(6+x)=f(6-x)에서 함수 y=f(x)의 그

래프는 직선 x=6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E(X1)=6

조건 (가)의 g(x)=f(x+2)에서 함수 y=g(x)의 그래프

는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

행이동한 것이므로

E(X2)  =E(X1)-2  

=4

r(X1)=r(X2)

조건 (나)에서

E(X1)  =E(2X3-6)  

=2E(X3)-6

이므로

E(X3)=;2!;{E(X1)+6}

=;2!;(6+6)

=6

r(X1)<r(X3)이므로 함수 y=h(x)의 그래프는 직선 

x=6에 대하여 대칭이고 함수 y=f(x)의 그래프보다 중앙 

부분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펴져 있다.

2

;2%;a+3b=1에서

5a+6b=2   yy ㉠

또한 P(-1ÉXÉ0)=;5@;에서

;2!;(a+2b)=;5@;

이므로

a+2b=;5$;   yy ㉡

㉠, ㉡에서 

a=-;5!;, b=;2!;

따라서

P(5aÉXÉ2b)

=P(-1ÉXÉ1)

=P(-1ÉXÉ0)+P(0ÉXÉ1)

=2P(-1ÉXÉ0)

=2_;5@;

=;5$;

  ④

따라서 세 함수 y=f(x), y=g(x), y=h(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y=f(x)

y=h(x)
y=g(x)

x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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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프장을 이용한 팀의 18홀 이용 시간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260, 20Û`)을 따르고, 

Z= X-260
20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이 골프장을 이용한 팀 중 임의로 선택한 한 팀이 패

널티를 받지 않을 확률은

P(XÉ270)=P{ZÉ 270-260
20 }

=P{ZÉ;2!;}

=0.5+P(0ÉZÉ0.5)

=0.5+0.1915

=0.6915

  ②

5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3600, ;1Á0;}을 따르므로

E(X)=3600_;1Á0;

=360

V(X)=3600_;1Á0;_;1»0;

=324

이때 3600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

로 정규분포 N(360, 18Û̀ )을 따르고, Z=X-360
18 으로 놓

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324ÉXÉ360)

=P{ 324-360
18 ÉZÉ 360-360

18 }

=P(-2ÉZÉ0)

=P(0ÉZÉ2)

P(378-aÉXÉ378+a)

=P{ 378-a-360
18 ÉZÉ 378+a-360

18 }

=P{ 18-a
18 ÉZÉ 18+a

18 }

=P{1- a
18ÉZÉ1+ a

18 }

6

n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홀수일 확률은

{;2!;}
n

이므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 240, {;2!;}
n 

}을 따르고

 E(X)=240_{;2!;}
n 

 V(X)=240_{;2!;}
n 

_[1-{;2!;}
n 

]

또한 r(X)=;;Á4°;;에서 

V(X)=;;ª1ª6°;;이므로

240_{;2!;}
n

_[1-{;2!;}
n

]=;;ª1ª6°;;

16_{;2!;}
n

_[1-{;2!;}
n

]=;1!6%;

이때 {;2!;}
n

=x로 놓으면

16x(1-x)=;1!6%;

256xÛ`-256x+15=0

(16x-1)(16x-15)=0

x=;1Á6; 또는 x=;1!6%;

이때 n은 자연수이므로

{;2!;}
4

=;1Á6;에서

n=4

또한 240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15, ;;ª1ª6°;;}를 따르고, Z=X-15

;;Á4°;;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7

이고, a는 자연수이므로

P(0ÉZÉ2)<P{1- a
18ÉZÉ1+ a

18 }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a
18<0, 1+ a

18>2

이어야 한다.

a
18>1에서

a>18

따라서 자연수 a의 최솟값은 19이다.

  19

a-25
2 +;2!;=0

a-25=-1

따라서 a=24

  ④

정답과 풀이		47

23EBS수능특강_확통해설(01-56).indd   47 22. 1. 4.   오후 2:43



정답과 풀이

A영화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영화 파일 

1개의 크기를 확률변수 X, B영화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

운로드 할 수 있는 영화 파일 1개의 크기를 확률변수 Y라 

하면 두 확률변수 X, Y는 각각 정규분포 N(1.2, 0.2Û`), 

N(1, 0.6Û`)을 따른다.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Z라 하면

A영화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추가 요금이 부과될 확률은

P(X¾1.4)=P{ Z¾ 1.4-1.2
0.2 }

=P(Z¾1)

=0.5-P(0ÉZÉ1)

=0.5-0.34

=0.16

B영화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추가 요금이 부과될 확률을 k라 

하면

k=P(Y¾a)

=P{ Z¾ a-1
0.6 }

또한 재민이가 임의로 A, B 두 영화다운로드 사이트 중 한 

군데에서 다운로드 한 1개의 영화 파일이 기본요금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 영화 파일일 때, 이 영화 파일이 B영화다운

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파일일 확률이 ;4#7!;이므로

;2!;P(Y¾a)

;2!;P(X¾1.4)+;2!;P(Y¾a)
= k

0.16+k =;4#7!;

47k=4.96+31k

16k=4.96

k=0.31

따라서 P{ Z¾ a-1
0.6 }=0.31이므로

0.5-P{ 0ÉZÉ a-1
0.6 }=0.31

2

조건 (가)에서

f(0)=f(2)=0

이고, 조건 (나)에서

f(x)=;2!; f(4-x)

이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의 2ÉxÉ4인 부분은 

0ÉxÉ2인 부분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

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함숫값을 ;2!;배 한 것이다.

따라서 확률밀도함수 y=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이때 확률밀도함수 y=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므로

;2!;_2_(-a)+;2!;_2_{-;2A;}=-;2#;a=1

에서 

a=-;3@;

따라서 0ÉxÉ2일 때, 

f(x)=-;3@;|x-1|+;3@;이므로

O 1 2 3 4 x

y

y=f(x)-a

-;2A;

1

10⑤	 2 ③	 3 ②

본문	85쪽완성Level 3 실력

따라서

P{XÉ 84
n }=P{XÉ21}

=P»ZÉ 21-15

;;Á4°;; ¼

=P(ZÉ1.6)

=0.5+P(0ÉZÉ1.6)

=0.5+0.4452

=0.9452

  ④

P{;2#;ÉXÉ;2%;}

=P{;2#;ÉXÉ2 }+P{ 2ÉXÉ;2%;}

=;2!;_;2!;_;3!;+;2!;_;2!;_{;2!;_;3!;}

=;1Á2;+;2Á4;

=;8!;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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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

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8C4=
8_7_6_5
4_3_2_1

=70

Ú b=2일 때

(a, b)=(1, 2)이므로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

수는

1_6C2=1_ 6_5
2_1

=15

Û b=3일 때

(a, b)=(1, 3), (2, 3)이므로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2_5C2  =2_ 5_4
2_1   

=20

Ü b=4일 때

(a, b)=(1, 4), (2, 4)이므로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2_4C2=2_ 4_3
2

=12

Ý b=5일 때

(a, b)=(1, 5)이므로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

수는

1_3C2  =1_3  

=3

따라서 한 번의 시행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15+20+12+3
70 =;7%0);=;7%;

이므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 490, ;7%;}를 따른다.

이때

E(X)=490_;7%;

=350

3

V(X)=490_;7%;_;7@;

=100

이고, 490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350, 10Û`)을 따르고, Z=X-350
10 으로 놓으

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348ÉXÉ362)

=P{ 348-350
10 ÉZÉ 362-350

10 }

=P(-0.2ÉZÉ1.2)

=P(-0.2ÉZÉ0)+P(0ÉZÉ1.2)

=P(0ÉZÉ0.2)+P(0ÉZÉ1.2)

=0.0793+0.3849

=0.4642

  ②

P{ 0ÉZÉ a-1
0.6 }=0.19

즉, 
a-1
0.6 =0.5이므로 

a=1.3

  ③

수능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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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라 

하면 XÕ=;2#;인 경우는 (0, 3), (3, 0), (1, 2), (2, 1)일 

때이므로

P{ XÕ=;2#;}

=;8!;_;8!;+;8!;_;8!;+;4!;_;2!;+;2!;_;4!;

=;6Á4;+;6Á4;+;8!;+;8!;

=;3»2;

  ④

1

07 통계적 추정

10④	 20③	 30②	 40④	 50③

60①	 70③	 80 100

본문	89~95쪽유제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3인 표본을 (X1, X2, X3)

이라 하면 XÕ=3인 경우는 (1, 3, 5), (1, 5, 3), (3, 1, 5), 

(3, 5, 1), (5, 1, 3), (5, 3, 1), (3, 3, 3)일 때이므로

P(XÕ=3)

=6_;2!;_;8!;_;8#;+;8!;_;8!;_;8!;

=;6»4;+;51!2;

=;5¦1£2;

  ③

2

E(X)=-1_;4!;+0_;2!;+1_;4!;=0,

E(XÛ`)=(-1)Û`_;4!;+0Û`_;2!;+1Û`_;4!;=;2!;

이므로

r(X)="ÃE(XÛ`)-{E(X)}Û`

=®É;2!;-0Û`

= '22

3

이때 표본의 크기가 4이므로

r(XÕ)= r(X)
'4 =

'2
2
2 = '24

  ②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표에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므로

;8!;+a+b=1

a+b=;8&;   yy ㉠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라 하

면 XÕ=2인 경우는 (1, 3), (2, 2), (3, 1)일 때이므로

P(XÕ=2)=;8!;b+a2+;8!;b

=a2+;4!;b

=;3¦2;

32a2+8b-7=0   yy ㉡

㉠, ㉡에서

32a2+8{ -a+;8&;}-7=0

32a2-8a=0

a(4a-1)=0

이때 a+0이므로 

a=;4!;

a=;4!;을 ㉠에 대입하면 

b=;8%;

따라서

E(XÕ)=E(X)

=1_;8!;+2_;4!;+3_;8%;

=;2%;

  ④

4

이 업체에서 제작한 배드민턴전용 운동화 1켤레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320, 102)을 따른다.

이때 크기가 9인 표본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E(XÕ)=E(X)=320, 

V(XÕ)= 102

9 ={;;Á3¼;;}Û`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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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320, { ;;Á3¼;; }Û̀ }을 따르고, 

Z=XÕ-320

;;Á3¼;;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315ÉXÕÉ330)

=P»
315-320

;;Á3¼;;
ÉZÉ 330-320

;;Á3¼;;
¼

=P(-1.5ÉZÉ3)

=P(-1.5ÉZÉ0)+P(0ÉZÉ3)

=P(0ÉZÉ1.5)+P(0ÉZÉ3)

=0.4332+0.4987

=0.9319

  ③

E(XÕ)=E(X)=m,

V(XÕ)= 22

25 ={;5@;}Û`

이므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 m, {;5@;}Û` }을 따르고, 

Z=XÕ-m

;5@;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 |XÕ-m|É;5!;}

=P{-;5!;ÉXÕ-mÉ;5!;}

=P»
-;5!;

;;5@;
ÉXÕ-m

;5@;
É
;5!;

;;5@;
¼

=P{-;2!;ÉZÉ;2!;}

=2P(0ÉZÉ0.5)

=2_0.1915

=0.3830

  ①

6

이 회사에서 생산한 형광등 중 임의추출한 100개의 수명의 

표본평균이 4800시간, 표본표준편차가 100시간이므로

xÕ=4800, s=100, n=100

7

이라 하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은

4800-2.58_ 100
'Ä100ÉmÉ4800+2.58_ 100

'Ä100
4800-2.58_10ÉmÉ4800+2.58_10

따라서 4774.2ÉmÉ4825.8

  ③

이 축구리그에서 한 경기에서 축구 선수 1명의 이동거리는 

표준편차가 2`k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축구리그의 선

수 중 n명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한 경기에서 이동거리의 표

본평균이 8.1`km이므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8.1-1.96_ 2
'nÉmÉ8.1+1.96_ 2

'n
즉,

a=8.1-1.96_ 2
'n , b=8.1+1.96_ 2

'n
이므로

b-a=2_1.96_ 2
'n

= 7.84
'n

=0.784

'n=10

따라서 n=100

  100

8

10④	 2 ③	 3 ⑤	 4 64

본문	96쪽연습Level 1 기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표준편차가 10이고 이 모집

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이 

XÕ이므로

r(XÕ)= 10
'§25=2

따라서

V(2XÕ)=4_V(XÕ)

=4_{r(XÕ)}Û`

=4_2Û`

=16

  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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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나타낸 표에서 확률의 총합은 1

이므로

a+b+;4!;=1

a+b=;4#;   yy ㉠

또한

E(XÕ+1)=E(XÕ)+1

=;2#;

에서 E(XÕ)=;2!;이므로 

E(X)=;2!;

따라서

E(X)=-2a+b+;2!;

=;2!;

2a-b=0   yy ㉡

㉠, ㉡에서 

a=;4!;, b=;2!;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라 하

면 XÕ=-;2!;인 경우는 (-2, 1), (1, -2)이므로

P{ XÕ=-;2!;}=;4!;_;2!;+;2!;_;4!;

=;4!;

  ③

2

이 카드회사 고객센터의 ARS응답 대기 시간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3, {;2#;}Û`}을 따른다.

이때 크기가 100인 표본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E(XÕ)=E(X)=3,

V(XÕ)=
{;2#;}Û`

100 =;40(0;

이므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3, {;2£0;}Û`}을 따르고, 

Z=XÕ-3

;2£0;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

r=4이므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Õ-1.96_ 4
'nÉmÉxÕ+1.96_ 4

'n
이므로

1.96_ 4
'n=0.98

'n=8

따라서 n=64

  64

4

10①	 2 ④	 3 ③	 4 ③	 5 4

6 10	 7 45	 8 ①

본문	97~98쪽연습Level 2 기본

표본평균 XÕ에 대한 확률분포를 나타낸 표에서 확률의 총합

은 1이므로

;1Á6;+;8#;+a=1

a=;1»6;

E(X)=E(XÕ)

=1_;1Á6;+;2#;_;8#;+2_;1»6;

=;1Á6;+;1»6;+;8(;

=;4&;

또한 V(X)=2V(XÕ)이고

E(XÕ Û̀ )=1Û`_;1Á6;+{;2#;}Û`_;8#;+2Û`_;1»6;

=;1Á6;+;3@2&;+;1#6^;

=;;Á3¼2Á;;

1

P(XÕÉ3.3)=P»ZÉ 3.3-3

;;2£0;;
¼

=P(ZÉ2)

=0.5+P(0ÉZÉ2)

=0.5+0.4772

=0.977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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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

혀 있는 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P(X=1)=;6#;=;2!;,

P(X=2)=;6@;=;3!;,

P(X=3)=;6!;

이고, 3번의 시행에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 있는 수를 각

각 X1, X2, X3이라 하면

XÕ=X1+X2+X3

3

이므로 XÕ<;2#;에서 

3

P(X=1)=a (a¾0)이라 하면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추

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이 XÕ=1인 경우는 (1, 1)이므로

P(XÕ=1)=aÛ`=;4!;

즉, a=;2!;

또한 P(X=-1)=b, P(X=0)=c로 놓으면

E(XÕ)=E(X)

=-1_b+0_c+1_;2!;

=-b+;2!;

=;4!;

이므로 

b=;4!;

또한 a+b+c=;2!;+;4!;+c=1이므로

c=;4!;

이때 XÕ=;2!;인 경우는 (0, 1), (1, 0)이므로

P{ XÕ=;2!;}=;4!;_;2!;_2

=;4!;

  ③

4

모집단이 정규분포 N(100, 32Û`)을 따르므로 이 모집단에

서 크기가 nÛ`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 XÕ에 

대하여

E(XÕ)=100, V(XÕ)= 322

n2

따라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100, { 32n }
Û`}을 따르

5

ㄱ. m=E(X1Õ)=E(X2Õ) (참)

ㄴ. V(n1 X1Õ)=n1
2 V(X1Õ)

=n1
2_ r2

n1
=n1r2

V(n2 X2Õ)=n2
2 V(X2Õ)

=n2
2_ r2

n2
=n2r2

이므로 n1+n2이면 V(n1 X1Õ)+V(n2 X2Õ) (거짓)

ㄷ. n1=4n2이므로

r(X1Õ)=
r
'§n1

= r
'§4n2

= r
2'§n2

=;2!;r(X2Õ)

따라서 2r(X1Õ)=r(X2Õ)이므로

r(2X1Õ)=r(X2Õ)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④

2

이므로

V(X)=2V(XÕ)

=2[;;Á3¼2Á;;-{;4&;}Û`]`

=;;Á1¼6Á;;-;;¢8»;;

=;1£6;

따라서

E(X)+V(X)=;4&;+;1£6;=;1#6!;

  ①

X1+X2+X3<;2(;

즉, (1, 1, 1), (1, 1, 2), (1, 2, 1), (2, 1, 1)이므로

P{ XÕ<;2#;}=;2!;_;2!;_;2!;+3_;2!;_;2!;_;3!;

=;8!;+;4!;

=;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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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모집단이 정규분포 N(30, r Û`)을 따르므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 XÕ에 대

하여

E(XÕ)=30, V(XÕ)= r2

25

따라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 30, { r5 }
Û` }을 따르고, 

Z= XÕ-30
r
5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ÕÉ28)=P»ZÉ 28-30
r
5

¼

=P{ ZÉ- 10
r }

=P{ Z¾ 10
r }

=0.5-P{ 0ÉZÉ 10
r }

이므로

0.5-P{ 0ÉZÉ 10
r }=0.1587

에서

P{ 0ÉZÉ 10
r }=0.3413

6

고, Z=XÕ-100

;;£nª;;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P(-nÛ`ÉXÕ-100ÉnÛ`)

=P»-
n2

;;£nª;;
ÉXÕ-100

;;£nª;;
É n2

;;£nª;;
¼

=P{- n3

32 ÉZÉ n3

32 }

=2P{ 0ÉZÉ n3

32 }

=0.9544

P{ 0ÉZÉ n3

32 }=0.4772에서

n3

32 =2

nÜ`=64

따라서 자연수 n의 값은 4이다.

  4

이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100인 표본평균의 값을 

x1Õ라 하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1Õ-1.96_ 10
'§100ÉmÉx1Õ+1.96_ 10

'§100
x1Õ-1.96ÉmÉx1Õ+1.96

이므로

a=x1Õ-1.96, b=x1Õ+1.96

즉, 

b-a=(x1Õ+1.96)-(x1Õ-1.96)

=2_1.96

또한 이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평균의 값

을 x2Õ라 하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2Õ-1.96_ 10
'n ÉmÉx2Õ+1.96_ 10

'n
이므로

c=x2Õ-1.96_ 10
'n , d=x2Õ+1.96_ 10

'n
즉, 

d-c={ x2Õ+1.96_ 10
'n }-{ x2Õ-1.96_ 10

'n }

=2_1.96_ 10
'n

이므로 b-a¾;3@;(d-c)에서

2_1.96¾;3@;_2_1.96_ 10
'n

'n¾;;ª3¼;;

따라서 n¾ 400
9 =44.4y이므로 자연수 n의 최솟값은 45

이다.

  45

7

V(2X+3)=4V(X)=16에서

V(X)=4

이므로 r=2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은 10이고,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8

따라서 
10
r =1이므로 

r=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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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⑤	 2 17	 3 ②

본문	99쪽완성Level 3 실력

주어진 시행을 2번 반복하여 주머니 B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차례대로 X1, X2라 하면

XÕ=
X1+X2

2
=2

이므로 

X1+X2=4

즉, X1=1, X2=3 또는 X1=2, X2=2

또는 X1=3, X2=1이다.

또한 주머니 A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6C3=
6_5_4
3_2_1

=20

이므로

P(X1=1)

=P(X2=1)

= 1C1_2C2+1C1_2C1_3C1+1C1_3C2

20 _;3!;

= 1+6+3
60

=;6!;

P(X1=2)

=P(X2=2)

= 1C1_2C1_3C1+2C1_3C2

20 _;3!;

+ 1C1_2C2+2C2_3C1

20 _;3@;

= 6+6
60 + (1+3)_2

60

= 1
3

1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rÛ̀ )을 따르므로 조건 (가)의 

P(X¾12)ÉP(XÉ18)에서

mÉ 12+18
2 =15   yy ㉠

조건 (가)의 P(XÉ18)ÉP(X¾8)에서

m¾ 18+8
2 =13   yy ㉡

㉠, ㉡에서

13ÉmÉ15   yy ㉢

또한 표본평균 XÕ는 정규분포 N{m, { r2 }
Û`}을 따르므로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Z라 하면

조건 (나)의 P(X¾20)<P(XÕÉ10)에서

P{ Z¾ 20-m
r }<P»�ZÉ 10-m

r
2

¼

P{ Z¾ 20-m
r }<P{ ZÉ 20-2m

r }

2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은

10-2.58_ 2
'¶36 ÉmÉ10+2.58_ 2

'¶36
10-0.86ÉmÉ10+0.86

따라서 구하는 신뢰구간은

9.14ÉmÉ10.86

  ①

따라서

P(X1=3)=P(X2=3)

=1-{;6!;+;3!;}

=;2!;

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P(XÕ=2)=;6!;_;2!;+;3!;_;3!;+;2!;_;6!;

=;1Á2;+;9!;+;1Á2;

=;1°8;

  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은 

후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는 시행은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

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는 시행과 확률분포가 같

다. 이때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1, 2, 3일 

확률은 각각 ;6!;, ;3!;, ;2!;이고, XÕ=2인 경우는 (1, 3), (2, 2), 

(3, 1)이므로

P(XÕ=2)=;6!;_;2!;+;3!;_;3!;+;2!;_;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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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추출한 n명의 등교 시

간의 표본평균의 값을 xÕ라 하면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Õ-1.96_ r
'nÉmÉxÕ+1.96_ r

'n
이므로

a=xÕ-1.96_ r
'n , b=xÕ+1.96_ r

'n
따라서

(b-a)'n
16 =

2_1.96_ r
'n_'n

16

=0.245r
이고,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추출한 100명의 등교 

시간의 표본평균 XÕ는 정규분포 N{m, { r
10 }

Û`}을 따르므

로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Z라 하면

P{ XÕÉm- (b-a)'n
16 }

=P(XÕÉm-0.245r)

3

20-m
r + 20-2m

r >0

40>3m

m<;;¢3¼;;=13.3y   yy ㉣

㉢, ㉣에서 

13Ém<13.3y
이고, m은 정수이므로 

m=13

P(XÕ¾15)=P»�Z¾ 15-13
r
2

¼

=P{ Z¾ 4
r }

=0.5-P{ 0ÉZÉ 4
r }

=0.1587

P{ 0ÉZÉ 4
r }=0.3413

즉, 
4
r =1이므로 

r=4

따라서 

m+r=13+4=17

  17

=P»�ZÉ (m-0.245r)-m
r
10

¼

=P(ZÉ-2.45)

=P(Z¾2.45)

=0.5-P(0ÉZÉ2.45)

=0.5-0.4929

=0.0071

  ②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FINAL 실전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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