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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형수 유 1

-nÛ`+9n-18=-(n-3)(n-6)

이므로 자연수 n이 2ÉnÉ11일 때 -nÛ`+9n-18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Ú -nÛ`+9n-18<0일 때 

  즉, 2Én<3 또는 6<nÉ11이고 n이 홀수이어야 하므로 n은  

7, 9, 11이다.

Û -nÛ`+9n-18>0일 때

 즉, 3<n<6이고 n이 짝수이어야 하므로 n은 4이다.

Ú, Û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4+7+9+11=31

 ①

01
Ü '¶16+Ü '2_ Þ '2_Þ '¶16`

Ü '2` =
Ü '¶16`
Ü '2` +Þ '2_Þ '¶16 =Ü¾Ð:Á2¤:+Þ 'Ä2_16

=Ü "Å2Ü`+Þ "Å2Þ`=2+2=4

 ②

02
xÝ`=64에서 

xÝ`-64=0, (xÛ`+8)(xÛ`-8)=0

x가 실수이면 xÛ`+8>0이므로

xÛ`=8, x=Ñ2'2
a>b이므로 a=2'2, b=-2'2
tÜ`=-64에서 

tÜ`+64=0, (t+4)(tÛ`-4t+16)=0

t가 실수이면 tÛ`-4t+16=(t-2)Û`+12>0이므로

t=-4

따라서 c=-4이므로

(a-b)Û`+c=(2'2+2'2 )Û`-4=32-4=28

 28

03 
x3=(Ü '4+Ü '¶16 )3

=(Ü '4 )3+(Ü '¶16 )3+3_Ü '4 _Ü '¶16 (Ü '4 +Ü '¶16 )
=4+16+3_Ü 'Ä4_16_x

=20+3_Ü '¶64 _x

=20+12x

따라서 x3-12x=20

 20

04 
Ú  a가 양수이므로 b가 짝수일 때, a의 b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º '§a, 

-º '§a 의 2개이다.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는

 (2, 2), (2, 4), (2, 6), (3, 2), (3, 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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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6, 4), (6, 6)

 이므로 그 개수는 15이다.

Û   -a가 음수이므로 b가 홀수일 때, -a의 b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은 º 'Ä-a 의 한 개이다.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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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5, 5), (6, 3), (6, 5)

 이므로 그 개수는 10이다.

Ú, Û에서 m=15, n=10이므로

m+n=15+10=25

 25

필 형수 유 2

(2'3_4)'3-2=(2'3_22)'3-2=(2'3+2)'3-2=2('3+2)('3-2)

=23-4=2-1=;2!;

 ②

05
{;4!;}

-;8!;
_{;8!;}

-;4!;
=4

;8!;
_8

;4!;
=2

;4!;
_2

;4#;
=2

;4!;+;4#;
=2

 ③

06
2x+2-x 
2x-2-x 

 
=2에서 좌변의 분모, 분자에 각각 2x을 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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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1
4x-1 

=2, 4x+1=2_4x-2, 4x=3

8x-8-x 
2x+2-x 

 
의 분모, 분자에 각각 2x을 곱하면 

8x-8-x 
2x+2-x 

 
= 16x-4-x 

4x+1 =
(4x)Û`- 1 

4x

4x+1 =
3Û`-;3!;
3+1 =:Á6£:

 ① 

07
(2a)2b=22b_a2b=22b_(ab)2=22b_42=8에서

22b=;2!;=2-1이므로 b=-;2!;

ab=a
-;2!;

=4에서 a=4-2=;1Á6;

따라서 (8a)8b={;2!;}
-4

=16

 ① 

08 
조건 (가)에서 2x=3-y=k (k>0)이라 하면

2x=k에서 2=k
;[!;
, 3-y=k에서 3=k

-;]!;
이므로

2_3=k
;[!;
_k

-;]!;
=k

;[!;-;]!;

조건 (나)에서 ;[!;-;]!;=-2이므로

k-2=6, kÛ`=;6!;, k=
'6`
6 

따라서 
9 y

16x
 
=

(3 y)Û`
(2x)Ý`

=(2x)-4_(3-y)-2= 1
k4  

_ 1
k2  

= 1
k6  

=216

 216

필 형수 유 3

36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9, 12, 18, 36

이고,

 f(1), f(4), f(9), f(36)은 홀수, 

 f(2), f(3), f(6), f(12), f(18)은 짝수이다.

따라서 
9
Á
k=1

{(-1)f(aû)_log`ak}

=-log`1+log`2+log`3-log`4+log`6-log`9

 +log`12+log`18-log`36

=log` 2_3_6_12_18 
1_4_9_36  

=log`6

=log`2+log`3

 ①

09
log3`4-2 log3`6=log3`4-log3`6Û`=log3`;3¢6;=log3`3

-2=-2

 ①

10 
log2 (a+4b)=4에서 a+4b=24=16

log2`a+log2`b=4에서 log2`ab=4이므로 ab=24=16

따라서 a2+16b2 =(a+4b)2-8ab=162-8_16=128

 128

11 
다른 근을 a라 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log2`3=log2`24  yy`㉠

a_log2`3=k yy`㉡

㉠에서 

a=log2`24-log2`3=log2`:ª3¢:=log2`8=3

㉡에 a=3을 대입하면

k=3`log2`3=log2`3
3=log2`27

따라서 2k=27

 27

12 
loga`b+loga`c=loga`bc=1에서 bc=a이므로

c= a
b 

  yy`㉠

logb`c+logb`a=logb`ca=2에서 ca=b2이므로

c= b Û`
a  yy`㉡

㉠, ㉡에서 

a
b 

= bÛ`
a 이므로 a2=b3, b=a

;3@;

㉠에 b=a
;3@; 
을 대입하면

c= a

a
;3@;

=a
;3!;

이므로 a=cÜ`, b=a
;3@;
=(cÜ`)

;3@;
=cÛ`

따라서 logc`a+logc`b=logc`cÜ`+logc`cÛ`=3+2=5

 ⑤ 

필 형수 유 4

두 점 (2, log¢`a), (3, logª`b)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므로 원점

과 두 점을 각각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한다.

즉, 
log¢`a

2 =
logª`b

3  에서 ;4!;`logª`a=;3!;`logª`b이므로

logª`a=;3$;`logª`b

따라서 loga`b=
logª`b
logª`a

=
logª`b

;3$;`logª`b
=;4#;

 ③

13
{;2!;}

logª`3

_9log£`6=3logª`;2!;_6log£`9=3-1_6Û`=1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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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ogx`2+

1
log3`x 

+
log`5
log`x 

=logx`2+logx`3+logx`5

=logx (2_3_5)

=logx`30

이므로 logx`30=;2!;에서 x
;2!;
=30

따라서 x=302=900

 900

15 
주어진 상용로그표에서 log`2.14=0.3304이므로

log`214 =log (2.14_100)=log`2.14+2=0.3304+2=2.3304

log`x+log`214=4.7386에서

log`x=4.7386-log`214=4.7386-2.3304=2.4082=0.4082+2

=log`2.56+log`100=log (2.56_100)  

=log`256

따라서 x=256

 256

16 
사각형 ABCD는 사다리꼴이므로 이 사각형의 넓이는

;2!;_(log5`3+log5`9)_log3`25=;2!;_log5`27_log3`25

=;2!;_ log`27 
log`5 

_
log`25 
log`3 

=;2!;_ 3`log`3 
log`5 

_
2`log`5  
log`3 

=3

 3

필 형수 유 5

 f(x)=-24-3x+k=-{;8!;}
x-;3$;

+k이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는 함수 y={;8!;}
x

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

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함수 y=f(x)의 그래프는 제 2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하

므로 f(0)É0이어야 한다.

x

y

y=k

y=f(x)

O

 f(0)=-2Ý`+kÉ0에서 kÉ16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댓값은 16이다.

 ④

17 
함수 y=2x-1-4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그래

프가 나타내는 함수를 y=f(x)라 하면

 f(x)=2x-m-1-4

함수 y=f(x)의 그래프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f(0)¾0이

어야 한다.

 f(0)=2-m-1-4¾0에서 2-m-1¾4

-m-1¾2, mÉ-3

따라서 실수 m의 최댓값은 -3이다.

 ③ 

18 
두 함수 y={;2!;}

x

-5, y=|{;2!;}
x

-5|의 그래프는 각각 그림과 같다.

y

xO

-5

-4

y=(  )Å̀ `-51
2

  y

xO

5

4

y=È(  )Å̀ `-5È1
2

1ÉnÉ4일 때 an=2

5ÉnÉ10일 때 an=1

따라서 
10
Á
k=1

ak=2_4+1_6=14

 14

19 
함수 y=f(x)의 그래프는 함수 y=4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

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f(x)=4x-2이다.

또 함수 y=g(x)의 그래프는 함수 y=4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

칭이동한 것이므로 g(x)=4-x이다.

PQÓ=2이고 점 P와 점 R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QRÓ=5이면 PRÓ=3이고 t=;2#;이다.

두 점 S, T의 x좌표가 모두 ;2#;이므로 S{;2#;, 4;2#;-2}, T{;2#;, 4-;2#;}

따라서 선분 ST의 길이는

STÓ=4
;2#;-2

-4
-;2#;

=4
-;2!;

-4
-;2#;

=2-1-2-3=;2!;-;8!;=;8#;

 ③ 

필 형수 유 6

{;2!;} 
f(x)g(x)

¾{;8!;}
g(x)

에서 {;2!;} 
f(x)g(x)

¾{;2!;}
3g(x)

 f(x)g(x)É3g(x), g(x){ f(x)-3}É0

Ú g(x)<0인 경우

 f(x)-3¾0에서 f(x)¾3

   그림에서 g(x)<0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는 x<3이고, 

f(x)¾3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는 xÉ1 또는 x¾5이므

로 x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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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g(x)=0인 경우

 g(x){ f(x)-3}=0É0이므로 x=3

Ü g(x)>0인 경우

 f(x)-3É0에서 f(x)É3 

   그림에서 g(x)>0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는 x>3이고, 

f(x)É3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는 1ÉxÉ5이므로  

3<xÉ5

Ú, Û, Ü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는 

xÉ1 또는 3ÉxÉ5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는 1, 3, 4, 5이므로 구하는 합은 

1+3+4+5=13

 ④

20 
x-y=2에서 y=x-2이므로

y+1=x-1  yy`㉠

㉠을 4x+4y+1=40에 대입하면

4x+4x-1=40, 4x+ 4x

4 =40

;4%;_4x=40, 4x=40_;5$;=32

x=log4`32=log2Û``2
5=;2%;

y=x-2=;2%;-2=;2!;

따라서 a=;2%;, b=;2!;이므로 

ab=;2%;_;2!;=;4%;

 ⑤ 

21 
2x=t라 하면 t>0이고, 

(2x+2)2+2x+a>0에서

(t+2)2+t+a>0

t2+5t+4+a>0

t에 대한 이차함수 f(t)=t2+5t+4+a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t=-;2%;이고, t>0인 부분에서 f(t)>0이려면 f(0)¾0이어야 한다.

 f(0)=4+a¾0에서 a¾-4

따라서 실수 a의 최솟값은 -4이다.

 ④ 

22 
2x=t라 하면 이차방정식 2t2-16t+9=0의 두 근은 2a, 2b이므로 이

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a+2b=8, 2a2b=;2(;

따라서 
4a+4b

2a+2b
=

(2a+2b)2-2_2a2b 
2a+2b

=
8Û`-2_;2(;

8 =:°8°:

 ③ 

필 형수 유 7

P(p, log�`p), Q(q, log�`q)`(p>q)라 하면

선분 PQ의 중점이 원 C의 중심 {;4%;, 0}이므로

p+q 
2 =;4%;에서 p+q=;2%;

log�`p+log�`q
2  =0에서 log�`pq=0, pq=aâ`=1 

p, q를 두 실근으로 갖는 t에 대한 이차방정식

t2-;2%;t+1=0에서 2t2-5t+2=0, (2t-1)(t-2)=0 

t=;2!; 또는 t=2, 즉 p=2, q=;2!;

따라서 두 점 P, Q의 좌표는 P(2, log�`2), Q{;2!;, -log�`2}이다.

선분 PQ가 원 C의 지름이므로

PQÓ 
2
={2-;2!;}

2

+{log�`2-(-log�`2)}2={ '¶132 }
2

(log�`4)2=1 

이때 a>1이므로 log�`4=1에서 a=4

 ③

23 
y=log3 (5x-45)=log3`5(x-9)

=log3 (x-9)+log3`5

이므로 함수 y=log3 (5x-45)의 그래프는 함수 y=log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y축의 방향으로 log3`5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m=9, n=log3`5이므로 

mn=9log£`5=5log£`9=52=25

 25

24 
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y=1이 만날 때,

loga (-x)=1에서 x=-a, logb`x=1에서 x=b

P1Q1 Ó=2이므로 a+b=2 yy`㉠

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y=2가 만날 때,

loga (-x)=2에서 x=-a2, logb`x=2에서 x=b2

P2Q2 Ó=3이므로 a2+b2=3  yy`㉡

㉠, ㉡에서 

ab=
(a+b)2-(a2+b2) 

2 =;2!;

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y=3이 만날 때,

loga (-x)=3에서 x=-a3, logb`x=3에서 x=b3

따라서 선분 P3Q3의 길이는

P3Q3 Ó=a3+b3=(a+b)3-3ab(a+b)=23-3_;2!;_2=5

 ④ 

25 
두 점 P, Q는 직선 y=mx 위의 점이고 OPÓ=2 PQÓ이므로 

P(2a, 2am), Q(3a, 3am) {a>;2!;}로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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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 P, Q는 함수 y=log2`x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log2`2a=2am, log2`3a=3am

위의 두 식에서 3`log2`2a=2`log2`3a이므로

3(1+log2`a)=2(log2`3+log2`a)

log2`a=2`log2`3-3=log2`9-log2`8=log2`;8(;

즉, a=;8(;이므로

m=
logª`2a 

2a =
logª`;4(; 

;4(;
=;9$;`log2 {;2#;}

2

=log2 {;2#;}
;9*;

따라서 2m={;2#;}
;9*;

 ④ 

다른 풀이

위의 풀이 과정에서 a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다.

log2`2a=2am, log2`3a=3am에서

2a=22am, 3a=23am이므로

3a=23am=(22am)
;2#;
=(2a)

;2#;

3a=(2a)
;2#;
의 양변을 제곱하면

9aÛ`=8aÜ`, a Û`(8a-9)=0

a>;2!;이므로 a=;8(;

필 형수 유 8

A(k, logª`k), B(k, -logª (8-k))이고, ABÓ=2이므로

|logª`k+logª (8-k)|=2

|logª`k(8-k)|=2

logª`k(8-k)=-2 또는  logª`k(8-k)=2

Ú	logª`k(8-k)=-2일 때 

 k(8-k)=2-2=;4!;, 4kÛ`-32k+1=0

 0<k<8이므로 k=
8-3'7`

2 
 또는  k=

8+3'7`
2 

Û	logª`k(8-k)=2일 때

 k(8-k)=2Û`=4, kÛ`-8k+4=0

 0<k<8이므로 k=4-2'3 또는  k=4+2'3
Ú, Û에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 8-3'7`
2 

}{ 8+3'7`
2 

}(4-2'3 )(4+2'3 )=;4!;_4=1

 ②

26 
진수의 조건에서 x>0, x+4, x<4이므로 0<x<4이어야 한다.

log`x+log (x-4)2=log (12-3x)에서

log`x(x-4)2=log (12-3x)

x(x-4)2=12-3x, (x-4)(x2-4x+3)=0

(x-1)(x-3)(x-4)=0

0<x<4이므로 x=1 또는 x=3

따라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4이다.

 4

27 
Ú ;3{;>1, 즉 x>3일 때

 x2+12É8x, x2-8x+12É0

 (x-2)(x-6)É0, 2ÉxÉ6

 x>3이므로 3<xÉ6

Û 0<;3{;<1, 즉 0<x<3일 때

 x2+12¾8x, x2-8x+12¾0

 (x-2)(x-6)¾0, xÉ2 또는 x¾6

 0<x<3이므로 0<xÉ2

Ú, Û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는

0<xÉ2 또는 3<xÉ6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는 1, 2, 4, 5, 6이고, 그 개수는 

5이다.

 5

28 
연습일수가 P1일 때의 반응시간이 T1이므로

log`T1=K-;4!;`log`P1  yy`㉠

연습일수가 P2일 때의 반응시간이 T2이므로

log`T2=K-;4!;`log`P2  yy`㉡

㉠-㉡을 하면

log`T1-log`T2=-;4!;(log`P1-log`P2)

P2=10P1이므로

log`
TÁ
Tª  =-;4!;(log`P1-log`10P1)=-;4!;`log`

PÁ
10PÁ 

=-;4!;`log`;1Á0;=-;4!;_(-1)=;4!;

따라서 
TÁ
Tª  =10

;4!;

 ④ 

필 형수 유 9

함수 y=2x+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가 나타내는 함수의 식은

y=2x-m+2   yy`㉠

함수 y=log2`8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

프가 나타내는 함수의 식은

y=log2`8(x-2)  yy`㉡

문제의 조건에서 함수 ㉡의 그래프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의 식은 ㉠이다.

㉡에서 

y=3+log2 (x-2), y-3=log2 (x-2)

x-2=2 y-3, x=2 y-3+2

x와 y를 서로 바꾸면 y=2x-3+2

이 함수가 ㉠과 같아야 하므로 m=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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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y=ax-1에서 ax=y+1, x=loga (y+1)

x와 y를 서로 바꾸면 y=loga (x+1)

따라서 함수 y=ax-1의 역함수는 y=loga (x+1)이다.

a>1이므로 두 함수 y=ax-1, y=loga (x+1)은 모두 증가함수이

고, 서로 역함수 관계이므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직선 y=x 위

에 있다.

P(t, t) (t>0)이라 하면 OPÓ="ÃtÛ`+tÛ`=t'2
t'2=8'2 에서 t=8 

점 P(8, 8)이 함수 y=ax-1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a¡`-1=8, a¡`=9

따라서 aÝ`=(a¡`)
;2!;
=9

;2!;
=3

 3 

30 
A(2, a2), B(2, loga`2)이고 두 함수 y=ax, y=loga`x의 그래프는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PAÓ=PDÓ=a2-2, PBÓ=PCÓ=2-loga`2

삼각형 PCB의 넓이가 ;9*;이므로

;2!;(2-loga`2)
2=;9*;

이때 2-loga`2>0이므로 

2-loga`2=;3$;에서 loga`2=;3@;

a
;3@;
=2, a=2

;2#;
=2'2

따라서 삼각형 PDA의 넓이는

;2!;(a2-2)2=;2!;_(8-2)2=18

 18

31 
 f(x)=loga`x+b에 대하여 함수 y=f(x)의 그래프가 점 (1, 2)를 지

나므로

 f(1)=2에서 loga`1+b=2, b=2

함수 y=g(x)의 그래프도 점 (1, 2)를 지나고 함수 g(x)는 함수 f(x)

의 역함수이므로

g(1)=2에서 f(2)=1

이때 f(x)=loga`x+2이므로

 f(2)=1에서 loga`2+2=1

loga`2=-1

a-1=2, a=;2!;

따라서 a+b=;2!;+2=;2%;

 ④ 

필 형수 유 10

함수 f(x)=2 log;2!; (x+k)는 감소함수이므로 닫힌구간 [0, 12]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f(0), 최솟값은 f(12)이다.

 f(0)=2 log;2!; k=-4이므로 log;2!; k=-2, k={;2!;}
-2

=4 

 f(12)=2 log;2!; (12+4)=-2 logª`16=-8이므로 m=-8

따라서 k+m=4+(-8)=-4

 ④

32 
함수 f(x)=log3 (2x+a)는 증가함수이므로 함수 f(x)의 최솟값은 

 f(0)=log3`a이다.

log3`a=-1이므로 a=3-1=;3!;

따라서 f(x)=log3 {2x+;3!;}이므로 함수 f(x)의 최댓값은

 f(a)=f {;3!;}=log3`1=0

 ① 

33 
Ú a>1일 때

 함수 f(x)는 증가함수이므로

 1ÉxÉ2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f(2)이다.

  f(2)=a2+2a2=3a2=1이므로

 a2=;3!;, a=
'3`
3  

 이 경우는 a>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Û 0<a<1일 때

 함수 f(x)는 감소함수이므로

 1ÉxÉ2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f(1)이다.

  f(1)=a+2a2=1이므로

 2a2+a-1=0, (2a-1)(a+1)=0

 a=;2!;

Ú, Û에서

 f(x)={;2!;}
x

+;2!;

따라서 1ÉxÉ2에서 함수 f(x)의 최솟값은 f(2)이므로

 f(2)={;2!;}
2

+;2!;=;4#;

 ④ 

34 
함수 f(x)=2_{;4!;}

x

+1은 감소함수이고 

 f(-1)=9, f(0)=3이므로

-1ÉxÉ0에서 3É	f(x)É9

함수 g(x)=log;3!;`x는 감소함수이므로 함수 (g½f )(x)=g( f(x))의 

최댓값 M과 최솟값 m은

M=g(3)=log;3!;`3=-1

m=g(9)=log;3!;`9=log3ÑÚ``3Û`=-2

따라서 M-m=-1-(-2)=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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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형수 유 1

부채꼴 OAB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삼각형 BOH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므로 

OBÓ=r, OHÓ=BHÓ=r`sin`45ù= '2`
2   r

삼각형 BOH의 둘레의 길이가 6(1+'2 )이므로

r+
'2`
2   r+

'2`
2   r=6(1+'2 )

(1+'2 )r=6(1+'2 ), r=6

부채꼴 OAB의 중심각의 크기 45ù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4Ò;이므로 

부채꼴 OAB의 호 AB의 길이는

6×;4Ò;=;2#;p 

 ③ 

01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_ABÓ=;2!;_4=2

부채꼴 AOP의 중심각의 크기를 h1이라 하면 부채꼴 AOP의 넓이가 

;4#;p이므로

;2!;_2Û`_h1=;4#;p, h1=;8#;p

부채꼴 BOP의 중심각의 크기를 h2라 하면

h2=p-h1=p-;8#;p=;8%;p

따라서 부채꼴 BOP의 호 BP의 길이는

2_;8%;p=;4%;p

 ③

02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HB에서  

A H

B

O

AHÓ=2, BHÓ= 3'¶10`
5 

이므로 

ABÓ=ÚÞAHÓ Û`-BH Ó Û`

=¾Ð22-{ 3'¶10`
5 }

2

=
'¶10`
5  

두 직각삼각형 AHB, AOH는 서로 닮음이므로

ABÓ`:`AHÓ=AHÓ̀ :`AOÓ에서

AOÓ= AHÓ 
2

ABÓ
= 4
'¶10`
5  

=2'¶10

한편, 주어진 원뿔의 전개도는 그 O

h

A

H 2

21120

A'

림과 같다. 

이때 원뿔의 옆면인 부채꼴 OAA'

의 호 AA'의 길이가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므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h라 하면

2'¶10×h=4p

h= 4p
2'¶10` 

=
'¶10`
5  p

부채꼴 OAA'의 넓이는 

;2!;×(2'¶10 )2×
'¶10`
5  p=4'¶10 p

이므로 원뿔의 겉넓이는 

4p+4'¶10 p=(4+4'¶10 )p
따라서 p=4, q=4이므로  

p+q=4+4=8

 8

03
∠MAT=60ù=;3Ò;이고 ∠OAT=;2Ò;이므로 

∠OAM=∠OAT-∠MAT=;2Ò;-;3Ò;=;6Ò;

두 삼각형 OAM과 OBM은 서로 합동이므로

∠OMA=∠OMB=;2Ò;이고

∠BOM=∠AOM=;2Ò;-∠OAM=;2Ò;-;6Ò;=;3Ò;

이므로 ∠COD=∠BOM=;3Ò;

또 중심이 O인 원의 반지름이 OCÓ이므로 

OCÓ=OAÓ= OMÓ
cos`;3Ò;

= 2

;2!;
=4

따라서 부채꼴 ODC의 넓이는

;2!;×42×;3Ò;=;3*;p

 ③ 

필 형수 유 2

sin2`h+cos2`h=1에서 { '¶21`
7  }

2

+cos2`h=1

cos2`h=1-;4@9!;=;4@9*;

;2Ò;<h<p이므로 cos`h=-
2'7`
7  

따라서 tan`h= sin`h 
cos`h =

'¶21`
7  

- 2'7`
7   

=-
'3`
2  

 ① 

삼각함수02
필 형수 유 1 ③	 01 ③	 02 8	 03 ③

필 형수 유 2 ①	 04 ⑤	 05 ④	 06 ④

필 형수 유 3 ⑤	 07 ⑤	 08 ④	 09 13

필 형수 유 4 ③	 10 ⑤	 11 ④	 12 ①

필 형수 유 5 ②	 13 ⑤	 14 ④	 15 ③

필 형수 유 6 ④	 16 ②	 17 ④	 18 ⑤	

	 19 ③

필 형수 유 7 ③	 20 60	 21 60	 22 ③

필 형수 유 8 21	 23 172	 24 ②	 25 6

본문 1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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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OPÓ="Ãa2+42="Ãa2+16

sin`h=;r$;= 4 
"Ãa2+16` 

=;3!;에서 

r=12, a2=128

cos`h=;rA;이므로

r`cosÛ``h=r_{;rA;}
2

=
aÛ``
r =:Á1ª2¥:=:£3ª:

 ⑤ 

05
p<h<;2#;p인 h에 대하여 sin`h<0, cos`h<0이므로

"Ã(2`cos`h+sin`h)2 =|2`cos`h+sin`h|=-2`cos`h-sin`h

|2`cos`h|=-2`cos`h

그러므로

"Ã(2`cos`h+sin`h)2+|2`cos`h|+sin`h

=-2`cos`h-sin`h-2`cos`h+sin`h

=-4`cos`h  yy ㉠

sin`h-'3`cos`h=0에서 tan`h='3이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y

xO 1-1

-1P

1

-1
2

-13
2

h

점 P{-;2!;, - '3`
2  }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h이므로

cos`h=-;2!;

따라서 ㉠에서

-4`cos`h=-4×{-;2!;}=2

 ④ 

다른 풀이   

p<h<;2#;p이고 sin`h-'3`cos`h=0에서 tan`h='3이므로 h=;3$;p

따라서 sin`h=sin`;3$;p=-
'3`
2  , cos`h=cos`;3$;p=-;2!;이므로

"Ã(2`cos`h+sin`h)2+|2`cos`h|+sin`h

=¾Ð[2_{-;2!;}+{- '3`
2  }]

2

+|2_{-;2!;}|+{- '3`
2  }

=1+
'3`
2  +1-

'3`
2  =2

06
세 점 A(-2, '3 ), B(-1, 0), C(1, 0)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

행이동한 점을 각각 A', B', C'이라 하면

A'(-1, '3 ), B'(0, 0), C'(2, 0) 
y

xB'(O) 2

2

-1-2

-2

A'

C'h

13이때 ∠A'B'C'=∠ABC=h이고 

A'B'Ó="Ã(-1)Û`+('3 )Û`=2

이므로

sin`h= '3`
2  , cos`h=-;2!;

따라서 4(sin Û``h-cos`h)=4[{ '3`
2  }

2

-{-;2!;}]=5

 ④

다른 풀이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AHÓ='3, BHÓ=1, ABÓ=2이므로 ∠ABH=60ù, 즉 h=120ù이다.

따라서 sin`h=sin`120ù= '3`
2  , cos`h=cos`120ù=-;2!;이므로

4(sin Û``h-cos`h)=4[{ '3`
2  }

2

-{-;2!;}]=5

필 형수 유 3

cos`:Á6£:p=cos {2p+;6Ò;}=cos`;6Ò;= '3`
2  

sin`;4#;p=sin {p-;4Ò;}=sin`;4Ò;= '2`
2  

따라서 cos`:Á6£:p+'6`sin`;4#;p= '3`
2  +'3 =

3'3`
2   

 ⑤ 

07
cos`;6%;p=cos {p-;6Ò;}=-cos`;6Ò;=-

'3`
2  

sin`;4%;p=sin {p+;4Ò;}=-sin`;4Ò;=-
'2`
2  

따라서

{3-2'2`cos`;6%;p}{3+2'3`sin`;4%;p}

=[3-2'2_{- '3`
2  }][3+2'3_{- '2`

2  }]

=(3+'6 )(3-'6 )
=3

 ⑤ 

08
y

y=cos`x y=k

xa b c
p

2pO

-1

1

5
2 p

그림과 같이 직선 y=k (0<k<1)과 곡선 y=cos`x가 만나는 점의  

x좌표 a, b, c에 대하여

a+b
2 

=p   yy ㉠, 
b+c

2 
=2p  yy ㉡

b=:Á6Á:p일 때, 

㉠에서 a=2p-:Á6Á:p=;6Ò;, ㉡에서 c=4p-:Á6Á:p=:Á6£:p

따라서 a+c=;6Ò;+:Á6£:p=;3&;p이므로

sin (a+c)=sin`;3&;p=sin {2p+;3Ò;}=sin`;3Ò;= '3`
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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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함수 f(x)=a`sin`3x+b의 주기는 ;3@;p이고, 함수 y=f(x)의 그래프

는 함수 y=a`sin`3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

이다.

조건 (가)에서 f(0)=b>1이므로 0ÉxÉ2p에서 함수 y=f(x)의 그

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x

y

y=b

y=a+b
y=f(x)

y=-a+b

a+b

-a+b

b

O 2p2
3 p

4
3 p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g(n)은 반드시 0, 3, 6, 7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조건 (다)에서 28은 3의 배수가 아니므로 g(1), g(2), g(3), g(4), 

g(5) 중 적어도 하나는 7의 값을 갖는다.

또 그래프의 개형에서 두 개 이상이 7의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g(1), 

g(2), g(3), g(4), g(5) 중 오직 하나만 7의 값을 갖는다. g(mÁ)=7

이라 하자.

21=28-7은 6의 배수가 아니므로 g(1), g(2), g(3), g(4), g(5)에

서 g(mÁ)을 제외한 4개 중에서 3의 값을 갖는 것은 홀수 개이다. 만약 

3개가 3의 값을 갖는다면 조건 (다)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

만 3의 값을 갖는다. g(mª)=3이라 하자.

이제 g(1), g(2), g(3), g(4), g(5)에서 g(mÁ)과 g(mª)를 제외한 

3개는 0과 6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이것들의 합이 18=28-(7+3)

이므로 모두 6의 값을 갖는다.

즉, g(1), g(2), g(3), g(4), g(5)는 각각 3, 6, 6, 6, 7 중 하나의 값

을 갖는다.

조건 (가)에서 b>1이므로 g(1)+7

g(5)=7 또는 g(4)=7이면 g(1)=3이어야 하므로 조건 (나)에 모순

이다.

g(3)=7이면 역시 조건 (나)에 모순이다.

이상에서 g(2)=7, g(5)=3, g(1)=g(3)=g(4)=6이므로

b=2이고, a+b=5에서 a=3이다. 

따라서 a2+b2=32+22=13

 13

필 형수 유 4

 f(x)=cosÛ` {x-;4#;p}-cos {x-;4Ò;}+k에서

x-;4#;p=t라 하면 x=t+;4#;p, x-;4Ò;=t+;2Ò;이므로

 f {t+;4#;p}=cosÛ``t-cos {t+;2Ò;}+k

 =(1-sinÛ``t)-(-sin`t)+k

 =-sinÛ``t+sin`t+k+1

 =-{sin`t-;2!;}Û`+k+;4%;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1Ésin`tÉ1이므로 

함수 f {t+;4#;p}는 sin`t=;2!;일 때 최댓값 k+;4%; 를 가지므로 

k+;4%;=3에서 k=;4&;

또 함수 f {t+;4#;p}는 sin`t=-1일 때 최솟값 k-1을 가지므로

m=k-1=;4&;-1=;4#;

따라서 k+m=;4&;+;4#;=;2%;

 ③

10
함수 f(x)=a sin {x+;6Ò;}+b에서

-a+bÉ f(x)Éa+b이고, 함수 f(x)의 최솟값이 1이므로

-a+b=1   yy ㉠

 f {;6Ò;}=3+'3 에서 

a`sin`;3Ò;+b=3+'3

'3`
2   a+b=3+'3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2, b=3 

따라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a+b=2+3=5

 ⑤

11
a`cos {;1°2;p-ax}=a`cos`[;2Ò;-{ax+;1É2;}]=a`sin {ax+;1É2;}

이므로

 f(x)=3a`sin {ax+;1É2;}+a`cos {;1°2;p-ax}+b

=4a`sin {ax+;1É2;}+b

함수 f(x)의 주기가 4p이므로 

2p
a 

=4p에서 a=;2!;

-4a+bÉ f(x)É4a+b이고, 함수 f(x)의 최솟값이 1이므로

-4a+b=1  yy ㉠

a=;2!; 을 ㉠에 대입하면 b=3

따라서 f(x)=2`sin {;2!;x+;1É2;}+3이므로

 f {;6Ò;}=2`sin {;1É2;+;1É2;}+3=2×;2!;+3=4

 ④ 

12 
sin {;2Ò;-x}=cos`x, cos {;2Ò;-x}=sin`x이므로

y=sin2 {;2Ò;-x}+2k`cos {;2Ò;-x}+3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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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2`x+2k`sin`x+3k-1

=1-sin2`x+2k`sin`x+3k-1

=-(sin`x-k)2+k2+3k

0ÉxÉ2p일 때, sin`x=t라 하면 -1ÉtÉ1이고

y=-(t-k)2+k2+3k

이때 f(t)=-(t-k)2+k2+3k라 하자.

Ú k<-1일 때

  f(t)의 최댓값은 f(-1)=-3이므로 

t=-1

y=f(t)

t=k t=1

 -(-1-k)2+k2+3k=-3

 -1+k=-3

 k=-2

Û -1Ék<1일 때

  f(t)의 최댓값은 f(k)=-3이므로 

y=f(t)

t=-1 t=k t=1

 k2+3k=-3

 k2+3k+3=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32-4×3=-3<0

 이므로 -1Ék<1에서 실수 k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Ü k¾1일 때

  f(t)의 최댓값은 f(1)=-3이므로 y=f(t)

t=-1 t=kt=1

 -(1-k)Û`+kÛ`+3k=-3

 -1+5k=-3

 k=-;5@;

 그런데 k=-;5@; 는 k¾1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Ú, Û, Ü에서 k=-2이므로 

 f(t)=-(t+2)2-2 (-1ÉtÉ1)

함수 f(t)는 t=1에서 최솟값 m을 가지므로 

m=f(1)=-11

따라서 k+m=-2+(-11)=-13

 ① 

필 형수 유 5

cos {;2Ò;+x}=-sin`x이므로

4`sin2`x-4`cos {;2Ò;+x}-3=0에서 4`sin2`x+4`sin`x-3=0

(2`sin`x-1)(2`sin`x+3)=0  yy ㉠

0Éx<4p일 때, 2`sin`x+3>0이므로 ㉠에서

2`sin`x-1=0, sin`x=;2!;

0Éx<4p일 때, 방정식 

5
6 p
p 2p 3p 4p

17
6 p

13
6 p

p
6

1
2y=

y
y=sin`x

O

1

-1

x

sin`x=;2!;의 해는 

x=;6Ò; 또는 x=;6%;p 또는 

x=:Á6£:p 또는 x=:Á6¦:p

따라서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은 

;6Ò;+;6%;p+:Á6£:p+:Á6¦:p=6p

 ② 

13
0Éx<2p일 때, 함수  y

y=
y=sin`x

O

1

-1

xa b 2p
p

1
2

p
2

y=sin`x의 그래프와 직선 

y=;2!;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 b라 하면

a+b 
2 =;2Ò;

그러므로 방정식 sin`x=;2!;의 모든 해의 합은

a=a+b=p

0Éx<2p일 때, 함수  y

y=cos`x

O

1

-1

xc d 2p
p

y=13
2y=cos`x의 그래프와 직선 

y=
'3`
2  이 만나는 점의 x좌표

를 c, d라 하면

c+d 
2  =p

그러므로 방정식 cos`x=
'3`
2  의 모든 해의 합은

b=c+d=2p

따라서 
b
a =

2p
p =2

 ⑤ 

14
sin Û``h-3`cosÛ``h=0에서 sin Û``h=3`cosÛ``h
sinÛ``h
cosÛ``h	

=3, 즉 tanÛ``h=3

0<h<;2Ò;일 때, tan`h>0이므로 tan`h='3

따라서 h=;3Ò;이므로

cos {2h-;2Ò;}=cos {;3@;p-;2Ò;}=cos`;6Ò;= '3`
2  

 ④

다른 풀이   

sin Û``h-3`cosÛ``h=0에서 sin Û``h-3(1-sinÛ``h)=0

4`sin Û``h=3, sin Û``h=;4#;

0<h<;2Ò;일 때, sin`h>0이므로 sin`h= '3`
2  

따라서 h=;3Ò;이므로

cos {2h-;2Ò;}=cos {;3@;p-;2Ò;}=cos`;6Ò;= '3`
2  

15
{sin (2x)+cos (2x)}2-sin (2x)-1=0에서 

sin2 (2x)+cos2 (2x)+2`sin (2x)`cos (2x)-sin (2x)-1=0

sin2 (2x)+cos2 (2x)=1이므로

2`sin (2x)`cos (2x)-sin (2x)=0

sin (2x){2`cos (2x)-1}=0

sin (2x)=0 또는 cos (2x)=;2!;

정답과 풀이  11



0Éx<p에서 0É2x<2p이므로

sin (2x)=0을 풀면

2x=0 또는 2x=p에서 x=0 또는 x=;2Ò;

cos (2x)=;2!; 을 풀면

2x=;3Ò; 또는 2x=;3%;p에서 x=;6Ò; 또는 x=;6%;p

따라서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은

0+;2Ò;+;6Ò;+;6%;p=;2#;p

 ③ 

필 형수 유 6

이차방정식 6x Û`+(4`cos`h)x+sin`h=0이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D<0이어야 하므로

D
4 =4`cosÛ``h-6`sin`h<0, 2(1-sinÛ``h)-3`sin`h<0

2`sinÛ``h+3`sin`h-2>0, (2`sin`h-1)(sin`h+2)>0  yy ㉠

0Éh<2p일 때, sin`h+2>0이므로 ㉠에서

2`sin`h-1>0, sin`h>;2!;

0Éh<2p일 때, 부등식  y
y=sin`h

h
p

2pO

-1

1

p
6

5
6 p

y= 1
2sin`h>;2!;의 해는

;6Ò;<h<;6%;p

따라서 a=;6Ò;, b=;6%;p이므로

3a+b=3_;6Ò;+;6%;p=;3$;p

 ④

16
2`sin`x+'2 É0에서 sin`xÉ-

'2`
2  

0Éx<2p일 때, 부등식  y
y=sin`x

xp 2pO

-1

1
5
4 p

7
4 p

y=-122
2

sin`xÉ-
'2`
2  의 해는

;4%;pÉxÉ;4&;p

따라서 a=;4%;p, b=;4&;p이

므로

cos {b-a-;6Ò;}=cos {;4&;p-;4%;p-;6Ò;}=cos`;3Ò;=;2!;

 ②

17
2`sin2`x-7`cos (p-x)<5에서

2(1-cos2`x)-7(-cos`x)<5

2`cos2`x-7`cos`x+3>0

(2`cos`x-1)(cos`x-3)>0  yy ㉠

0Éx<2p일 때, cos`x-3<0이므로 ㉠에서

2`cos`x-1<0, cos`x<;2!;

0Éx<2p일 때, 부등식  

5
3 p

2pp
3

y=cos`x

y

O

1

-1

x

1
2y=

cos`x<;2!;의 해는

;3Ò;<x<;3%;p

따라서 a=;3Ò;, b=;3%;p이므로

b-a=;3%;p-;3Ò;=;3$;p

 ④ 

18
cos2`h+4`sin`hÉ2(a-2)에서

(1-sin2`h)+4`sin`hÉ2(a-2), sin2`h-4`sin`h+2a-5¾0

sin`h=t라 하면 -1ÉtÉ1

이고 주어진 부등식은 

t2-4t+2a-5¾0 y=tÛ`-4t+2a-5

t=-1
t=1

t=2

(t-2)2+2a-9¾0

-1ÉtÉ1일 때, 

함수 y=t2-4t+2a-5는 t=1에서 

최솟값을 가지므로

1-4+2a-5¾0에서 a¾4

따라서 실수 a의 최솟값은 4이다.

 ⑤ 

19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Û`-(2`sin`h+1)x+1>0이 항상 성립

하려면 이차방정식 xÛ̀ -(2`sin`h+1)x+1=0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D<0이어야 하므로

D=(2`sin`h+1)Û`-4<0, 4`sinÛ``h+4`sin`h-3<0

(2`sin`h+3)(2`sin`h-1)<0  yy ㉠

0Éh<2p일 때, 2`sin`h+3>0이므로 ㉠에서 

2`sin`h-1<0, sin`h<;2!;

0Éh<2p일 때, 부등식  y
y=sin`h

h
p

2pO

-1

1

p
6

5
6 p

y= 1
2sin`h<;2!; 을 만족시키는 모든 

h의 값의 범위는

0Éh<;6Ò; 또는 ;6%;p<h<2p

따라서 a=0, b=;6Ò;, c=;6%;p, d=2p이므로 

a+b+2c+2d=0+;6Ò;+;3%;p+4p=:£6°:p

 ③

필 형수 유 7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5이므로 사인법칙에 의하여 

ACÓ
sin`B

=2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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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는

ACÓ =2_15_sin`B=2_15_;1¦0;=21

 ③

20
∠A+∠B+∠C=180ù에서

∠C =180ù-(∠A+∠B)=180ù-120ù=60ù

사인법칙에 의하여

ABÓ
sin`60ù =2_20'3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ABÓ=2_20'3 _sin`60ù=2_20'3 _ '3`
2  =60

 60

21
∠A+∠B+∠C=180ù이고 

∠A`:`∠B`:`∠C=4`:`5`:`3이므로

∠A=60ù, ∠C=45ù

삼각형 ABC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C

A B

45ù

416

a

60ù

a
sin`60ù =

4'6
sin`45ù  =2R에서

a=
4'6

sin`45ù  _sin`60ù=
4'6
'2`
2  

_ '3`
2  =12

R=;2!;× 4'6 
sin`45ù =;2!;_ 4'6

'2`
2  

=4'3

따라서 a+R2=12+(4'3 )2=60

 60

22
삼각형 ABC에서 

A B

D C

H

60ù

45ù

1012
∠B=180ù-(∠A+∠C)

=180ù-(45ù+60ù)=75ù

ABÓCDÓ이므로

∠ACD=∠CAB=45ù 

∠BAD =180ù-∠BCD 

=180ù-(60ù+45ù)=75ù 

∠CAD=∠BAD-∠CAB=75ù-45ù=30ù

ADÓ=BCÓ=10'2
삼각형 ACD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CDÓ  
sin (∠CAD) 

= ADÓ  
sin (∠ACD)  

CDÓ  
sin`30ù 

=
10'2`

sin`45ù 

CDÓ= 10'2`
sin`45ù 

_sin`30ù= 10'2`
'2`
2  

_;2!;=10

삼각형 CDH에서

DHÓ=CDÓ_sin (∠DCH)=CDÓ_sin`45ù=10_ '2`
2  =5'2

 ③ 

필 형수 유 8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므로 사인법칙에 의하여 

BCÓ
sin`;3 Ò;

=2_7

BCÓ=2_7_sin`;3Ò;=2_7_
'3`
2  =7'3  yy`㉠

ABÓ`:`ACÓ=3`:`1이고 ACÓ=k`(k>0)이므로 ABÓ=3k이다.

이때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CÓ 
2
=ABÓ 

2
+ACÓ 

2
-2_ABÓ_ACÓ_cos`;3Ò;

=9kÛ`+kÛ`-2_3k_k_;2!;

=7kÛ`

BCÓ>0이므로 BCÓ='7k  yy`㉡

㉠, ㉡에서 7'3='7k이므로 k='2�1
따라서 kÛ`=21

 21

23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므로 

∠ABC+∠ADC=180ù에서

∠ABC=180ù-∠ADC

cos (∠ABC) =cos (180ù-∠ADC)  

=-cos (∠ADC)  yy ㉠

또한 sin (∠ADC)= 4'5`
9 이고 0ù<∠ADC<90ù이므로

cos (∠ADC)="Ã1-sinÛ` (∠ADC)=¾Ð1-{ 4'5`
9 }

2

 =;9!;

이것을 ㉠에 대입하면

cos (∠ABC)=-;9!;

이므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kÛ`=ACÓ 
2
=4Û`+6Û`-2_4_6_{-;9!;}=:Á;3&;ª:

따라서 3kÛ`=172

 172

24
CEÓ=x라 하면 AGÓ=x+2이므로

삼각형 CE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x2=92+82-2×9×8_cos (∠CDE)

cos (∠CDE)= 92+82-x2 
2×9×8  yy ㉠

삼각형 ADG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x+2)2=92+82-2_9_8_cos (∠ADG)

cos (∠ADG)=
92+82-(x+2)2 

 
2×9×8   yy ㉡

정답과 풀이  13



∠CDE+∠ADG=p이므로

cos (∠ADG)=cos (p-∠CDE)

=-cos (∠CDE) yy ㉢

㉠, ㉡을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x2+2x-143=0, (x-11)(x+13)=0에서 x=11

x=11을 ㉠에 대입하면

cos (∠CDE)= 92+82-112 
2×9×8  =;6!;

따라서 삼각형 CED의 넓이는

;2!;×9×8×sin (∠CDE)=36"Ã1-cos2 (∠CDE)

=36¾Ð1-{;6!;}
2

=6'¶35
 ② 

25
직선 CD가 ∠ACB를 이등분하므로 ∠ACE=∠ECB=30ù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사인법칙에 의하여 

ABÓ
sin`60ù =2R 

R=;2!;_ ABÓ
sin`60ù =;2!;× 6

'3`
2  

=2'3

CAÓ=CEÓ인 이등변삼각형 AEC에서  

30ù30ù

A B

C

D

E

x

S

T
6

사인법칙에 의하여

AEÓ
sin`30ù =2_2'3

AEÓ=2_2'3_sin`30ù

=2×2'3_;2!;=2'3

CAÓ=CEÓ=x라 하면 삼각형 AE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2'3 )2=x2+x2-2×x×x×cos`30ù

12=(2-'3 )x2

x2= 12  
2-'3` 

=12(2+'3 )

(삼각형 AEC의 넓이)=S+(삼각형 AED의 넓이)이고

(삼각형 AEC의 넓이)=;2!;_CAÓ_CEÓ_sin`30ù=;2!;×x×x×;2!;

=;4!;x2=;4!;×12(2+'3 )=3(2+'3 )

이므로 S+(삼각형 AED의 넓이)=3(2+'3 )  yy ㉠

한편, ∠ECB와 ∠EAB는 호 EB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EAB=∠ECB=30ù

(삼각형 AEB의 넓이)=T+(삼각형 AED의 넓이)이고

(삼각형 AEB의 넓이)=;2!;×ABÓ×AEÓ×sin`30ù

=;2!;×6×2'3×;2!;=3'3

이므로 T+(삼각형 AED의 넓이)=3'3    yy ㉡

따라서 ㉠-㉡을 하면

S-T=3(2+'3 )-3'3=6

 6

필 형수 유 1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 하면

a2+a4 =(a1+d)+(a1+3d)=2(a1+2d)=16

a1+2d=8  yy ㉠

a1-a3+a5-a7 =(a1-a3)+(a5-a7)=(-2d)+(-2d)  

=-4d=-12

에서 d=3

d=3을 ㉠에 대입하면 a1=2

따라서 a10=2+9×3=29 

 ③ 

01
두 등차수열 {an}, {bn}의 공차를 각각 d1, d2라 하면

a2+b4=8에서 (a1+b1)+(d1+3d2)=8  yy ㉠

a5+b13=23에서 (a1+b1)+4(d1+3d2)=23  yy ㉡

㉡-㉠을 하면 

3(d1+3d2)=15, d1+3d2=5   yy ㉢

따라서 ㉢을 ㉠에 대입하면 a1+b1=3

 ② 

02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am=6에서 a+(m-1)d=6이므로

a+md-d=6 yy ㉠

a2m=18에서 a+(2m-1)d=18이므로

a+2md-d=18  yy ㉡

㉡-㉠을 하면 md=12

수열03
필 형수 유 1 ③	 01 ②	 02 ⑤	 0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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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형수 유 3 4	 07 ②	 08 256	 09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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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형수 유 5 ③	 12 ③	 13 ⑤

필 형수 유 6 ④	 14 ④	 15 49	 1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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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4

필 형수 유 8 91	 21 ②	 22 10	 23 5	

	 24 410

필 형수 유 9 9	 25 ⑤	 26 ②	 2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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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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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5(2a+4d) 
2 =45에서 a+2d=9   yy ㉠

9(2a+8d) 
2 =117에서 a+4d=13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5, d=2

따라서 a7=5+6×2=17

 ② 

06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 하면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이므로

an+0에서 (n-1)d+15

즉, d는 15의 양의 약수가 아니어야 한다.  yy ㉠

또한 2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Sm=
m{2×(-15)+(m-1)d} 

2 =0

(m-1)d=30

에서 d는 30의 양의 약수이어야 한다.   yy ㉡

㉠, ㉡에서 d=2, 6, 10, 30

Ú d=2일 때, m=16이므로

 S2m=
32{2_(-15)+31_2} 

2 =512

Û d=6일 때, m=6이므로

 S2m=
12{2_(-15)+11_6} 

2 =216

Ü d=10일 때, m=4이므로

 S2m=
8{2_(-15)+7_10} 

2 =160

Ý d=30일 때, m=2이므로

 S2m=
4{2_(-15)+3_30} 

2 =120

Ú~Ý에서 구하는 최댓값은 512이다.

 512

필 형수 유 3

등비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비를 r`(r>0)이라 하면

a2=36에서 ar=36

a7=;3!;a5에서 ar6=;3!;ar4, r2=;3!;

따라서 a6=ar5=ar×(r2)2=36×{;3!;}
2

=4

 4

07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r>0)이라 하면

a3-a5  
a4

=
a3(1-r2) 

a3_r = 1-r2
 

r

1-r2
 

r =;2#;에서

2r2+3r-2=0, (2r-1)(r+2)=0

따라서

a3m+2 =a+(3m+1)d=(a+d)+3md=a2+3_12=a2+36

이므로 k=36이다.

 ⑤ 

다른 풀이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p라 할 때, 일반항을

an=pn+q`(q는 상수)라 하면 

am=6에서 pm+q=6 yy ㉠

a2m=18에서 2pm+q=18  yy ㉡

㉡-㉠을 하면 pm=12

따라서 

a3m+2=(3m+2)p+q=(2p+q)+3mp=a2+3×12=a2+36

이므로 k=36이다.

03
등차수열 {an}에서 정수인 공차를 d라 하면

dÉ0일 때, 이 등차수열의 모든 항은 음수가 되므로

am am+3>0이어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d>0일 때, 이 등차수열은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am<am+1이고,  

am am+3<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솟값이 24이므로 

a26É0, a27>0이어야 한다.

a26=-51+25dÉ0에서 dÉ;2%5!;=2.04

a27=-51+26d>0에서 d>;2%6!;>1

따라서 d=2이므로 

a6=-51+5_2=-41 

 ① 

필 형수 유 2

S3-S2=a3이므로 a6=2(S3-S2)에서

a6=2a3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 하면

2+5d=2(2+2d), 2+5d=4+4d

이므로 d=2

따라서 a10=2+9_2=20이므로

S10=
10(a1+a10)

2 =
10(2+20)

2 =110

 ② 

04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라 하면 공차가 2이므로

S10=a64에서

10{2a+(10-1)_2} 
2 =a+(64-1)_2

10a+90=a+126

9a=36, a=4

따라서 a10=4+(10-1)_2=22

 ⑤ 

정답과 풀이  15



r>0이므로 r=;2!;

따라서 a6=160_{;2!;}
5

=5

 ② 

08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r>0)이라 하면

log2`
a4

a2
+log2`

a5

a3
+log2`

a6

a4
+log2`

a7

a5

=log2 {
a4

a2
×

a5

a3
×

a6

a4
×

a7

a5
}=log2`

a6_a7

a2_a3

=log2`r
8=8`log2`r

8`log2`r=10에서 log2`r=;4%;이므로 r=2
;4%;

따라서 a9=;4!;×(2;4%;)
8

=28=256

 256

다른 풀이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r>0)이라 하면

an+2

an
=rÛ`이므로

log2`
a4

a2
+log2`

a5

a3
+log2`

a6

a4
+log2`

a7

a5
=log2 (rÛ`)Ý`=log2`r

8

log2`r
8=10에서 r8=210

따라서 a9=;4!;×r8=;4!;×210=28=256

09
변 BC와 호 BÁCÁ이 만나는 점을 H1

CªBª
CÁHª

HÁ

BÁ

CB

A

이라 하면 삼각형 ABH1은 변 AB가 

빗변이고 ∠ABH1=;3Ò;인 직각삼각

형이므로

AB1 Ó=AH1 Ó=ABÓ`sin`60ù

=6_ '3`
2  =3'3

부채꼴 AB1C1은 반지름의 길이가 3'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B1AC1=;3Ò;이므로 호 B1C1의 길이는  

3'3_;3Ò;='3 p

두 정삼각형 ABC, AB1C1의 닮음비는

ABÓ`:`AB1 Ó=6`:`3'3=2`:`'3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정삼각형 ABnCn,  

ABn+1Cn+1의 닮음비는 2`:`'3 이다.

따라서 호 BnCn의 길이 an에 대하여 수열 {an}은 첫째항이 '3 p이고 

공비가 
'3`
2  인 등비수열이므로

a5='3 p×{ '3`
2  }

4

=
9'3`
16 p

 ④ 

필 형수 유 4

등비수열 {an}의 첫째항이 3이고 공비가 r`(r>0, r+1)이므로

S9

a1+a4+a7 
=

3(1-rá`)  
1-r

3+3r3+3r6 =
(1-r3)(1+r3+r6) 
(1-r)(1+r3+r6) 

 

=
(1-r)(1+r+r2) 

1-r =1+r+r2

즉, 1+r+r2=r+5에서 r2=4

r>0이므로 r=2

따라서 a6=3_25=96

 96

10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r>0)이라 하면 a3+a5=24에서 

;5^;×(r2+r4)=24, (r2)2+r2-20=0, (r2+5)(r2-4)=0

r2>0이므로 r2=4

등비수열 {an}의 모든 항이 양수이므로 r=2

따라서 a1-a2+a3-a4+y+a9-a10=S라 하면 S는 첫째항이 ;5^;이

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이므로

10(a1-a2+a3-a4+y+a9-a10)=10S

=10_
;5^;{1-(-2)10} 

1-(-2)
=-4092

 ① 

11
원 xÛ`+yÛ`= 1

4n
 
의 반지름의 길이가 

1
2n

 
이므로 기울기가 -;2!;이고 이 

원에 접하는 직선 ln의 방정식은

y=-;2!;x+ 1
2n

 
×¾Ð1+{-;2!;}

2

, y=-;2!;x+
'5`
2n+1

직선 ln이 x축, y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각각 { '5`
2n , 0}, {0, 

'5`
2n+1 }

이므로 직선 ln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n은

an=;2!;× '5`
2n ×

'5`
2n+1 =;1°6;×{;4!;}

n-1

따라서 수열 {an}은 첫째항이 ;1°6;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므로

a1+a2+a3+y+a10=
;1°6;[1-{;4!;}

10

 ]

1-;4!; 
=;1°2;[1-{;2!;}

20 

]

 ④ 

필 형수 유 5

xÛ`-nx+4(n-4)=0에서 (x-4)(x-n+4)=0

x=4 또는 x=n-4

한편, 세 수 1, a, b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므로 

2a=b+1  yy`㉠

Ú	a=4, b=n-4일 때

 a<b이므로 4<n-4에서 n>8

 ㉠에서 8=(n-4)+1이므로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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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a=n-4, b=4일 때

 a<b이므로 n-4<4에서 n<8

 ㉠에서 2(n-4)=4+1이므로 n=:Á2£:` 

Ú, Û에서 구하는 자연수 n의 값은 11이다.

 ③

12
등차수열 {an}에서 등차중항을 이용하면

aª=
a1+a£  

2 
=

:Á3¼:
2 

=;3%;, a¤=
a°+a¦  

2 
=

:ª3¤:
2 

=:Á3£:이므로

a4=
aª+a¤  

2
=

;3%;+:Á3£: 
2

=3

 ③ 

다른 풀이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a1+a3=:Á3¼:에서 a+(a+2d)=:Á3¼:

a+d=;3%;  yy ㉠

a5+a7=:ª3¤:에서 (a+4d)+(a+6d)=:ª3¤:

a+5d=:Á3£: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1, d=;3@;

따라서 a4=a+3d=1+3×;3@;=3

13
조건 (가)에서 2p=10+q  yy ㉠

조건 (나)에서 세 수 2p, 6'2, 3q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6'2 )2=2p×3q, pq=12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p=6, q=2

따라서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a20-aq  
a10-ap

=
a20-a2  
a10-a6

=
(a+19d)-(a+d) 
(a+9d)-(a+5d)

= 18d 
4d

=;2(;

 ⑤ 

필 형수 유 6

Sn=2n+1-3에서

aÁ=SÁ=2Û`-3=1

n¾2일 때, 

an=Sn-Sn-1=(2n+1-3)-(2n-3)=2n

따라서 

1  
2a1

+ 1 
a3

+ 1 
a5

+ 1 
a7

+ 1 
a9

+ 1 
a11

+ 1 
a13

=;2!;+ 1 
23 + 1 

25 + 1 
27 + 1 

29 + 1 
211 +

1 
213 

=
;2!;[1-{ 1

22  
}
7

 ]

1- 1
22 

=;3@;{1- 1 
214 }

 ④ 

14
a4=S4-S3=

4+k 
5 - 3+k 

4 = 1-k 
20 

1-k 
20 =-2에서 1-k=-40

따라서 k=41

 ④ 

15
Sn=n2+2n에서

Ú n=1일 때, a1=S1=3

Û n¾2일 때 

 an =Sn-Sn-1  

=(n2+2n)-{(n-1)2+2(n-1)}  

=2n+1

Ú, Û에서 an=2n+1`(n¾1)

ak>1이고 log`akÉ2에서 

0<log (2k+1)É2, 1<2k+1É100

0<kÉ:»2»:=49.5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k의 최댓값은 49이다.

 49 

16
S4-S3=2에서 a4=2

S7-S5=300에서 a7+a6=300  yy ㉠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라 하면

a7=a4×r3=2rÜ`, a6=a4_r2=2rÛ`

이므로 ㉠에 대입하면

2r3+2r2=300, rÜ`+rÛ`-150=0

(r-5)(rÛ`+6r+30)=0

이때 rÛ`+6r+30>0이므로 r=5

따라서 a¤=2_5Û`=50

 ④ 

필 형수 유 7
10
Á
k=1

(ak+1)Û`=28에서

10
Á
k=1

(ak+1)Û`=
10
Á
k=1

{(ak)Û`+2ak+1}=
10
Á
k=1

(ak)Û`+2
10
Á
k=1

ak+10이므로

10
Á
k=1

(ak)Û`+2
10
Á
k=1

ak+10=28

10
Á
k=1

(ak)Û`+2
10
Á
k=1

ak=18  yy`㉠

또 
10
Á
k=1

ak(ak+1)=16에서

10
Á
k=1

ak(ak+1)=
10
Á
k=1

{(ak)Û`+ak}=
10
Á
k=1

(ak)Û`+
10
Á
k=1

ak이므로

10
Á
k=1

(ak)Û`+
10
Á
k=1

ak=16 yy`㉡

㉡_2-㉠을 하면 
10
Á
k=1

(ak)Û`=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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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
Á
k=1

(3ak-10)=3 
15
Á
k=1

ak-
15
Á
k=1

10=3_250-10_15=600

 ②

18 
10
Á
k=1

(2ak+3bk)=2
10
Á
k=1

ak+3
10
Á
k=1

bk=2_6+3
10
Á
k=1

bk=12+3
10
Á
k=1

bk

12+3
10
Á
k=1

bk=42에서 3
10
Á
k=1

bk=30

따라서 
10
Á
k=1

bk=10

 10

19 
P-Q=

m
Á
k=1

(ak+1)(ak-2)-
m
Á
k=1

(ak+2)(ak-3)

=
m
Á
k=1

{(ak)
2-ak-2}-

m
Á
k=1

{(ak)
2-ak-6}

=
m
Á
k=1

{(ak)
2-ak-2-(ak)

2+ak+6}

=
m
Á
k=1

 4=4m

4m=100에서 m=25

 25

20
20
Á
k=1

{(k+1)ak-kak+1}

=(2a1-a2)+(3a2-2a3)+(4a3-3a4)+y+(21a20-20a21)

=2(a1+a2+a3+y+a20)-20a21

=2
20
Á
k=1

ak-20a21

=2_400-20a21

=800-20a21

800-20a21=520에서 20a21=280

따라서 a21=14

 14

필 형수 유 8

an=2n2-3n+1이므로

7 
Á
n=1

(an-n2+n)=
7 
Á
n=1

(n2-2n+1)=
7 
Á
n=1

(n-1)2=
6 
Á
k=1

k2

= 6_7_13 
6 =91

 91

21
10
Á
k=1

(k-2)(kÛ`+2k+4)=
10
Á
k=1

(kÜ`-8)=
10
Á
k=1

kÜ`-
10
Á
k=1

8

={ 10_11
2 }

2

-8_10=2945

 ②

22
n
Á
k=1

(n+2k)=
n
Á
k=1

n+2
n
Á
k=1

k=n_n+2_
n(n+1) 

2 =2n2+n

2n2+n=210에서 2n2+n-210=0, (n-10)(2n+21)=0 

n은 자연수이므로 n=10

 10

23 
(n+1)2+(n+2)2+(n+3)2+y+(2n)2=

2n
Á
k=1

k2-
n
Á
k=1

k2이므로

2n
Á
k=1

k2-
n
Á
k=1

k2=6
n
Á
k=1

k2, 
2n
Á
k=1

k2=7
n
Á
k=1

k2

2n(2n+1)(4n+1) 
6 =7_

n(n+1)(2n+1) 
6 

2(4n+1)=7(n+1), 8n+2=7n+7

따라서 n=5

 5

24 
x+3 
x+2 =x에서 x+3=x2+2x, x2+x-3=0

a, b는 이차방정식 x2+x-3=0의 두 근이므로

(x-a)(x-b)=x2+x-3
10
Á
k=1

(k-a)(k-b)=
10
Á
k=1

(k2+k-3)

=
10
Á
k=1

k2+
10
Á
k=1

k-
10
Á
k=1

3

= 10_11_21 
6 + 10_11 

2 -3_10

=385+55-30=410

 410

필 형수 유 9

이차방정식 x Û`-(2n-1)x+n(n-1)=0에서 

(x-n)(x-n+1)=0

x=n 또는 x=n-1

즉, an=n, bn=n-1 또는 an=n-1, bn=n이므로

81
Á
n=1 

1
'§an+'§bn

=
81
Á
n=1 

1
'§n+'Än-1

=
81
Á
n=1 

('§n-'Än-1 )

=('1-0)+('2-'1 )+('3-'2 )
 +y+('8�1-'8�0)

='8�1-0=9

 9

25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Sn=
n{4+(n-1)_2} 

2 =n(n+1)

10
Á
k=1

1
Sk

=
10
Á
k=1

1
k(k+1)

=
10
Á
k=1

{ 1
k -

1
k+1  }

={;1!;-;2!;}+{;2!;-;3!;}+{;3!;-;4!;}+y+{;1Á0;-;1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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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Á1;=;1!1);

 ⑤ 

26
n
Á
k=1

1 
'Äk+1+'§k` 

=
n
Á
k=1

('Äk+1-'§k )

=('2-'1 )+('3-'2 )+('4-'3 )+y+('Ä§n+1-'§n )

='Ä§n+1-1

'Ä§n+1-1=6에서 'Ä§n+1=7이므로 n=48
2n
Á
k=1

1 
'Ä3k+1+'Ä3k-2` 

=;3!; 
2n
Á
k=1

('Ä3k+1-'Ä3k-2 )

=;3!;{('4-'1 )+('7-'4 )+('¶10-'7 )+y

	 +('Ä6n+1-'Ä6n-2 )}

=;3!;('Ä6n+1-1)

따라서 n=48을 대입하면

;3!;('¶289-1)= 17-1
3 =:Á3¤:

 ② 

27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이 a, 공차가 2a이므로

an=a+(n-1)_2a=2an-a  yy`㉠

S10=
10{2a+(10-1)_2a}

2 =100a

100a=300에서 a=3

a=3을 ㉠에 대입하면 an=6n-3이므로

10
Á
k=1

1
ak ak+1 

=
10
Á
k=1

1
(6k-3)(6k+3) 

=;9!; 
10
Á
k=1

1 
(2k-1)(2k+1)

=;9!; 
10
Á
k=1

;2!; { 1
2k-1 

- 1
2k+1 

}

=;1Á8;[{;1!;-;3!;}+{;3!;-;5!;}+{;5!;-;7!;}+y+{;1Á9;-;2Á1;}]

=;1Á8;{1-;2Á1;}=;1Á8¼9;

 ② 

필 형수 유 10

aÁ=1이므로 a¢=aÁ+1=2이고

a11=2a4+1=2_2+1=5

a12=-a4+2=-2+2=0

a13=a4+1=2+1=3

따라서 a11+a12+a13=5+0+3=8

 ③

28
aª=2aÁ+1=2_1+1=3

a3=2aª+1=2_3+1=7

a¢=2a3+1=2_7+1=15

a°=2a¢+1=2_15+1=31

 ①

29
b1=a1+a2

b2=a2+a3

b3=a3+a4

b4=a4+a5

따라서 변끼리 더하면

b1+b2+b3+b4 =a1+a5+2(a2+a3+a4)=10+2(a2+a3+a4)

즉, 10+2(a2+a3+a4)=40에서 a2+a3+a4=15

 15

30
주어진 관계식에 따라 수열 {an}의 항의 값을 구하면

a3=a1+2=1+2=3 

a4=2a2

a5=a3+2=3+2=5

a4=a5이므로 2a2=5에서 a2=;2%;

 ③ 

31
n=7일 때, a8=a7+7+2=a7+9에서

a8-a7=9  yy`㉠

n=8일 때, a9=a8+2_8+1=a8+17에서

a9-a8=17  yy`㉡

n=9일 때, a10=a9+9+2=a9+11에서 

a10-a9=11  yy`㉢

㉠+㉡+㉢을 하면 a10-a7=37

 37

필 형수 유 1 1

a1=9, a2=3이고

an+2=an+1-an에서 n에 1, 2, 3, y을 차례로 대입하면

n=1일 때, a3=a2-a1=-6

n=2일 때, a4=a3-a2=-9

n=3일 때, a5=a4-a3=-3

n=4일 때, a6=a5-a4=6

n=5일 때, a7=a6-a5=9

n=6일 때, a8=a7-a6=3

     ⋮

즉, 수열 {an}의 각 항은 9, 3, -6, -9, -3, 6이 차례대로 반복되므

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an+6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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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9, 3, -6, -9, -3, 6 중에서 |ak|=3을 만족시키는 항의 개수

는 2이고 100=6_16+4이므로 구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는 

16_2+1=33

 33

32
aª= 1

1-aÁ  =
1

1-;2!;  
=2

a3=
1

1-aª   =
1 

1-2 =-1

a¢= 1
1-a£    =

1 
1-(-1) 

=;2!;

따라서

aÁ=a¢=a¦=y=;2!;

aª=a°=a¥=y=2

a3=a¤=a»=y=-1

즉, m이 3의 배수일 때, am=-1이다.

또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33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는 33이다.

 33

33
20
Á
k=1

ak=
10
Á
k=1

(a2k-1+a2k)=
10
Á
k=1

{(-1)2k_2k}=2
10
Á
k=1

k

=2_ 10_11 
2 =110

 110

34
a1=2, a2=5이고

an+an+1+an+2=10에서 n에 1, 2, 3, y을 차례로 대입하면

n=1일 때, a1+a2+a3=10에서 a3=3

n=2일 때, a2+a3+a4=10에서 a4=2

n=3일 때, a3+a4+a5=10에서 a5=5

n=4일 때, a4+a5+a6=10에서 a6=3

  ⋮ 

즉, 수열 {an}의 각 항은 2, 5, 3이 차례대로 반복되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an+3이 성립한다.

a10=a7=a4=a1=2

a20=a17=a14=y=a2=5

따라서 a10+a20=2+5=7

 ③ 

35
주어진 관계식에 따라 수열 {an}의 항의 값을 구하면

a1=5, a2=16, a3=8, 

a4=4, a5=2, a6=1, 

a7=4, a8=2, a9=1, 

   ⋮ 

a28=4, a29=2, a30=1

즉, n¾4일 때, 수열 {an}의 각 항은 4, 2, 1이 차례대로 반복된다.

(-1)aû의 값은 ak가 홀수이면 -1, 짝수이면 1이고, 

첫째항부터 제 30항까지의 항 중에서 ak가 홀수인 항의 개수는 10이고 

짝수인 항의 개수는 20이다. 

따라서 
30
Á
k=1

(-1)aû=(-1)_10+1_20=10

 10

필 형수 유 12

Û n=m일 때, (C)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m
Á
k=1

ak=2m(m+1)-(m+1)_2-m

 이다. n=m+1일 때, 

 
m+1 
Á
k=1

ak=
m
Á
k=1

ak+am+1

=2m(m+1)-(m+1)_2-m

 +{22(m+1)-1}_2(m+1)m+m_2-(m+1)

=2m(m+1)-(m+1)_2-m

+(22m+2-1)_ 2m(m+1) +m_2-m-1

= 2m(m+1) _ 22m+2 - m+2
2 _2-m

=2(m+1)(m+2)-(m+2)_2-(m+1)

따라서 f(m)=2m(m+1), g(m)=22m+2이므로

 g(7)
 f(3)

= 216

212 =2Ý`=16 

 ④

36
Û n=m일 때, (C)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m
Á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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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다. n=m+1일 때, 

 
m+1 
Á
k=1

k(2m+3-k)

 =
m 
Á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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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Á
k=1

k(2m+1-k)+
m 
Á
k=1

2k + (m+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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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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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1
3 (2m2+m+3m+3m+6)

 = m+1
3 (2m2+7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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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f(m)=(m+1)(m+2), g(m)=m(m+1)이므로 

 f(4)+g(6)=5_6+6_7=7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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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형수 유 1

주어진 그래프에서

lim  
x`Ú 0-  

 f(x)=-2, lim  
x`Ú 2+  

 f(x)=0

따라서 lim  
x`Ú 0-  ̀

f(x)+ lim  
x`Ú 2+  ̀

f(x)=-2+0=-2

 ①

01
주어진 그래프에서

lim  
x`Ú 0-  

 f(x)=2, lim  
x`Ú 1+  

 f(x)=-1

따라서 lim  
x`Ú 0-  

 f(x)+ lim  
x`Ú 1+  

 f(x)=2+(-1)=1

 ② 

02
주어진 그래프에서

lim  
x`Ú 0-  

 f(x)=0, lim  
x`Ú 1+  

 f(x)=0, f(2)=1

따라서 lim  
x`Ú 0-  

 f(x)+ lim  
x`Ú 1+  

 f(x)+f(2)=0+0+1=1

 ④ 

03
주어진 그래프에서

lim  
x`Ú 0-  

 f(x)=-1, lim  
x`Ú 1+  

 f(x)=-1

lim  
x`Ú 1+  

 f(-x)에서 -x=t로 치환하면 

x`Ú 1+일 때 t`Ú -1-이므로

lim  
x`Ú 1+  

 f(-x)= lim   
t`Ú-1-  

 f(t)=-2

따라서 lim  
x`Ú 0-  

 f(x)+ lim  
x`Ú 1+  

 f(x) f(-x)=-1+(-1)_(-2)=1

 ④ 

필 형수 유 2

lim   
x`Ú 2

 x
2+2x-8 
x-2 =lim   

x`Ú 2
 
(x-2)(x+4) 

x-2 

  =lim   
x`Ú 2

(x+4)=2+4=6

 ③ 

04
lim  
x`Ú-2 

 x
2-x-6 
x2-4

= lim  
x`Ú-2 

 
(x+2)(x-3)
(x+2)(x-2) 

= lim  
x`Ú-2 

 x-3 
x-2

  = -5 
-4 

=;4%;

 ⑤ 

05
-x=t로 치환하면 x`Ú -¦일 때 t`Ú ¦이므로

lim   
x`Ú-¦ 

  2x+5 
"Ãx2+3x-x 

=lim   
t`Ú¦ 

  -2t+5
"Ãt2-3t+t 

 

  =lim   
t`Ú¦ 

 
-2+;;t%;

®Â1-;;t#;+1

  = -2 
1+1  =-1

 ② 

06
a¾0이면 lim  

x`Ú¦
("Ã9x2+4x+ax)=¦이므로 a<0이다.

k=-a라 하면 k>0이고

lim  
x`Ú¦

("Ã9x2+4x+ax)=lim  
x`Ú¦

("Ã9x2+4x-kx)

=lim  
x`Ú¦

 
(9x2+4x)-(kx)2

 

"Ã9x2+4x+kx 

=lim  
x`Ú¦

 
(9-k2)x2+4x
"Ã9x2+4x+kx 

=lim  
x`Ú¦

 
(9-k2)x+4

®Â9+;[$;+k
  yy ㉠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9-k2=0이어야 하므로

k2=9

k>0이므로 k=3이고 a=-3

k=3을 ㉠에 대입하면

lim  
x`Ú¦

 
4

®Â9+;[$;+3
= 4 

3+3 
=;3@;

따라서 b=;3@;이므로

a+b=-3+;3@;=-;3&;

 ③ 

필 형수 유 3

lim  
x`Ú 1

(x+1) f(x)=1이므로

g(x)=(x+1)f(x)라 하면

lim  
x`Ú 1

 g(x)=1

x+-1일 때, f(x)=
g(x) 
x+1 이므로

lim   
x`Ú 1

(2x2+1)f(x)=lim   
x`Ú 1

 [(2x2+1)_
g(x) 
x+1 ]

=lim   
x`Ú 1

 2x
2+1

x+1  _lim   
x`Ú 1

 g(x)

=;2#;_1=;2#;

함수의 극한과 연속04
필 형수 유 1 ①	 01 ②	 02 ④	 03 ④

필 형수 유 2 ③	 04 ⑤	 05 ②	 06 ③

필 형수 유 3 30	 07 ②	 08 ①	 09 ①

필 형수 유 4 ②	 10 ⑤	 11 ⑤	 12 180

필 형수 유 5 ③	 13 ②	 14 ④	 15 64

필 형수 유 6 ④	 16 7	 17 12	 18 ⑤

	 19 ②	 20 8

필 형수 유 7 ④	 21 ①	 22 5	 23 ④	

	 24 ③	 25 ③

본문 4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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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2#;이므로 20a=20_;2#;=30

 30

07
lim  
x`Ú 0	

 
 f(x)+2x 

x =lim  
x`Ú 0	

[  f(x)  
x +2]=6에서 lim  

x`Ú 0	
 
 f(x)  

x =4

따라서 lim  
x`Ú 0	

 
 f(x)-2x 
3 f(x)-2x

=lim  
x`Ú 0	

 

 f(x)  
x -2

3_  f(x)  
x -2 

= 4-2 
3_4-2 

=;5!;

 ② 

08
주어진 부등식에서

lim  
x`Ú 1

(-xÛ`+3)=2, lim  
x`Ú 1

(2xÛ`-6x+6)=2

이므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하여

lim  
x`Ú 1 

 
 f(x)
 g(x) 

=2

따라서 lim  
x`Ú 1  

 
3 f(x)g(x)

{ f(x)}Û`+2{g(x)}Û`
=lim  

x`Ú 1   
 

3_
 f(x)  
g(x)

[  f(x)  
g(x) 

]
2

+2 
= 3_2

22+2 
=1

 ① 

09
조건 (가)에서 x`Ú 0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0

{ f(x)-3}=0에서 lim  
x`Ú 0

  f(x)=3

조건 (나)에서 x+0이고 f(x)+3일 때

g(x)
x  

=
x{ f(x)+5}

 f(x)-3   
이므로

lim  
x`Ú 0	

 
g(x)

x  
=lim  

x`Ú 0	
   f(x)+5

 f(x)-3
x

= 3+5 
2

=4 

lim  
x`Ú 0	

 
g(x)

x  
=4에서 x`Ú 0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0

 g(x)=0

따라서

lim  
x`Ú 0	

 
6xg(x)+f(x)g(x) 

2x+g(x) 
=lim  

x`Ú 0	
 
6g(x)+f(x)_

g(x)  
x 

2+
g(x)   

x

  = 6_0+3_4 
2+4 

=2

 ① 

필 형수 유 4

lim   
x`Ú 0

  
f(x) 
x 

=1에서 x`Ú 0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0

 f(x)=f(0)=0  yy ㉠

lim  
x`Ú 1	

 
 f(x)  
x-1 =1에서 x`Ú 1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1

 f(x)=f(1)=0  yy ㉡

㉠, ㉡에서 삼차함수 f(x)는 x, x-1을 인수로 가지므로

 f(x)=x(x-1)(ax+b) (a, b는 상수, a+0)이라 하면

lim   
x`Ú 0

  
f(x) 
x 

=lim   
x`Ú 0

 (x-1)(ax+b)

  =-b=1  yy ㉢

lim   
x`Ú 1

  
f(x) 
x-1 

=lim   
x`Ú 1

 x(ax+b)

  =a+b=1  yy ㉣

㉢, ㉣에서 a=2, b=-1

따라서 f(x)=x(x-1)(2x-1)이므로 

 f(2)=2_1_3=6

 ②

10
lim  
x`Ú 4	

 
 f(x)  
x-4 =-6에서 x ̀Ú 4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

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4

 f(x)=f(4)=0

lim  
x`Ú¦ 	

 
 f(x)-3x2

4-2x 
=k에서 f(x)는 이차항의 계수가 3인 이차함수이다.

 f(x)=3(x-4)(x+a) (a는 상수)라 하면

lim  
x`Ú 4	

 
 f(x)  
x-4 =lim  

x`Ú 4	
 
3(x-4)(x+a) 

x-4 

 =lim  
x`Ú 4	

 3(x+a)

 =3(4+a)=-6

에서 a=-6

 f(x)=3(x-4)(x-6)=3x2-30x+72이므로

lim  
x`Ú¦	

 
 f(x)-3x2

  
4-2x  

=lim  
x`Ú¦		

 -30x+72 
4-2x  

 =lim  
x`Ú¦		

 
-30+ 72  

x
4
x -2

 = -30+0 
0-2 =15

따라서 k=15

 ⑤ 

11
lim   
x`Ú¦ 

   f(x) 
2xÜ`+3  

=2에서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4인 삼차함수이다.

lim   
x`Ú 2

 
x f(x) 
(x-2)Û`  

=12에서 x ̀Ú 2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

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2

 x f(x)=2 f(2)=0에서 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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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함수 f(x)는 x-2를 인수로 가지므로

 f(x)=(x-2)g(x) (g(x)는 이차함수)라 하자.

lim   
x`Ú 2

 
x f(x) 
(x-2)Û`  

=lim   
x`Ú 2

 
x(x-2)g(x) 

(x-2) Û`   
=lim   

x`Ú 2
 
xg(x) 
x-2 

=12

에서 x ̀Ú 2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
어야 한다. 

즉, lim  
x`Ú 2

 xg(x)=2g(2)=0에서 g(2)=0

이차함수 g(x)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이차항의 계수는 4이므로

g(x)=(x-2)(4x+a) (a는 상수)라 하면

 f(x)=(x-2)Û`(4x+a)

이때

lim   
x`Ú 2

 
x f(x) 
(x-2)Û`  

=lim   
x`Ú 2

 
x(x-2)Û`(4x+a) 

(x-2) Û`    

  =lim   
x`Ú 2

 x(4x+a)

  =2(8+a)=12

에서 a=-2

따라서 f(x)=(x-2)Û`(4x-2)이므로

 f(3)=1_10=10

 ⑤ 

12
조건 (나)에서 

lim  
x`Ú a	

[ 1 
(x-a)Û` 

- 2 
 f(x)

]=lim  
x`Ú a	

 
 f(x)-2(x-a)Û`   

(x-a)Û` f(x) 
=1  yy`㉠

㉠에서 x ̀Ú a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
이어야 한다. 

즉, lim  
x`Ú a

{ f(x)-2(x-a)Û`}=f(a)=0

사차함수 f(x)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x-a)Û`이 

분모의 인수이므로 사차함수 f(x)는 (x-a)Û`을 인수로 갖는다.

이때 f(x)=(x-a)Û`g(x)`(g(x)는 이차함수)라 하자.

lim  
x`Ú a	

 
 f(x)-2(x-a) Û`   

(x-a)Û` f(x) 
=lim  

x`Ú a	
 
(x-a)Û` g(x)-2(x-a)Û`   

(x-a)Ý` g(x) 

 =lim  
x`Ú a	

 
(x-a)Û`{g(x)-2}

(x-a) Ý` g(x) 

 =lim  
x`Ú a	

 
g(x)-2

(x-a)Û` g(x) 
=1

에서 x` Ú a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
어야 한다. 

즉, lim  
x`Ú a

{g(x)-2}=g(a)-2=0

이차함수 g(x)-2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x-a)Û`

이 분모의 인수이므로 이차함수 g(x)-2는 (x-a)Û̀ 을 인수로 갖는다.

이때 g(x)=p(x-a)Û`+2`(p는 0이 아닌 실수)라 하자.

lim  
x`Ú a	

 
g(x)-2 

(x-a)Û` g(x) 
=lim  

x`Ú a	
 

p(x-a) Û`
(x-a)Û`{p(x-a)Û`+2} 

 =lim  
x`Ú a	

 
p

p(x-a)Û`+2 

 =
p
2 =1

에서 p=2이고

 f(x) =(x-a)Û`g(x)  

=(x-a)Û`{2(x-a)Û`+2}  

=2(x-a)Ý`+2(x-a)Û`

조건 (가)에서 f(1)=40이므로

 f(1)=2(1-a)Ý`+2(1-a)Û`=40

(1-a)Û`=X`(X¾0)으로 놓으면

2XÛ`+2X-40=0, XÛ`+X-20=0

(X+5)(X-4)=0

X¾0이므로 X=4

즉, (1-a)Û`=4이므로

aÛ`-2a-3=0, (a+1)(a-3)=0

a는 양의 실수이므로 a=3

따라서 f(x)=2(x-3)Ý`+2(x-3)Û`이므로

 f(2a)=f(6)=2_3Ý`+2_3Û`=180

 180

필 형수 유 5

직선 y=x+1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므로

점 P(t, t+1)을 지나고 직선 y=x+1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t+1)=-(x-t), 즉 y=-x+2t+1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Q의 좌표는 (0, 2t+1)이다.

따라서 

APÓ Û`=(t+1)Û`+(t+1)Û`=2tÛ`+4t+2

AQ Ó Û`=1Û`+(2t+1)Û`=4tÛ`+4t+2

이므로

lim    
t`Ú¦ 

 
AQÓ Û` 
APÓ Û`

=lim    
t`Ú¦ 

 4tÛ`+4t+2
2tÛ`+4t+2

=lim    
t`Ú¦ 

 
4+ 4

t
+ 2

tÛ` 

2+ 4
t
+ 2

t2 

=2

 ③

13
곡선 y=2xÛ` 위의 점 P(t, 2tÛ`)에 대하여

t>0일 때, 선분 OP의 길이 f(t)는 

 f(t)="ÃtÛ`+(2tÛ`)Û`=t"Ã1+4tÛ`

직선 OP의 기울기는 
2tÛ`
t =2t이므로 직선 OP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

기는 - 1
2t  이다.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 1
2t  인 직선의 방정식은

y-2tÛ`=- 1
2t  (x-t), 즉 y=- 1

2t  x+2tÛ`+;2!;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Q의 좌표는 {0, 2tÛ`+;2!;}이다. 

따라서 선분 OQ의 길이 g(t)는 g(t)=2tÛ`+;2!;이므로

lim  
t`Ú 0+  	

 
tg(t)
 f(t)

= lim  
t`Ú 0+  	

 
t{2tÛ`+;2!;}

t"Ã1+4tÛ``
= lim  

t`Ú 0+  	
 
2t Û`+;2!;

"Ã1+4tÛ``
=;2!;

 ②

정답과 풀이  23



14
직선 AP의 기울기는 

't-0
t-(-2)

=
't`

t+2

이므로 선분 AP의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 t+2
't` 

이다.

선분 AP의 중점을 M이라 하면 점 M의 좌표는

{ t-2
2 , 

't`
2 }

이므로 선분 AP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y-
't`
2 =- t+2

't` 
 {x- t-2

2 }

즉, y=- t+2
't`   x+ tÛ`-4

2't`  
+
't`
2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0=- t+2
't`   x+ tÛ`-4

2't`  
+
't`
2 에서

t+2
't`   x=

(tÛ`-4)+t   
2't`  

x= t2+t-4 
2(t+2)

따라서 f(t)= t2+t-4 
2(t+2)  

이므로

lim  
t`Ú¦

 
 f(t)  

t  =lim  
t`Ú¦

 
t2+t-4 
2t(t+2)  

=lim  
t`Ú¦

 
1+ 1  

t - 4  
t2

2{1+ 2
t }

=;2!;

 ④ 

15
두 점 A(2, 0), P(0, t)를 지나는 직선 AP의 방정식은

y-t= t-0 
0-2 (x-0)

즉, y=- t 
2   x+t  yy`㉠

㉠에서 x=2- 2 
t   y이므로 이를 원의 방정식 xÛ`+yÛ`=4에 대입하여 점 

Q의 y좌표를 구하면

{2- 2 
t   y}

2

+y2=4

{ 4 
t2  +1}yÛ`- 8  

t  
y=0

y+0이므로 y= 8t 
t2+4  

이고, 점 Q의 x좌표는

x=2- 2 
t  _

8t 
t2+4  

=2- 16 
t2+4  

이때

QHÓ= 8t 
t2+4  

, HAÓ=2-{2- 16 
t2+4  

}= 16 
t2+4  

이므로 삼각형 QHA의 넓이 S(t)는

S(t)=;2!;_ 8t 
t2+4  

_ 16
t2+4  

= 64t
(t2+4)2 

따라서 lim  
t`Ú¦

 t3S(t)=lim  
t`Ú¦

  64tÝ`
(t2+4)2 =lim  

t`Ú¦
  64

{1+ 4
t2 }

2 =64

 64

필 형수 유 6

함수 f(x)가 x=a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함수 

{ f(x)}2이 x=a에서 연속이면 함수 { f(x)}2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함수 { f(x)}2이 x=a에서 연속이려면

lim  
x`Ú a- 

{ f(x)}2= lim  
x`Ú a+ 

{ f(x)}2={ f(a)}2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a- 

{ f(x)}2= lim  
x`Ú a- 

(-2x+6)2=(-2a+6)2

lim  
x`Ú a+ 

{ f(x)}2= lim  
x`Ú a+ 

(2x-a)2=a2

{ f(a)}2=(2a-a)2=a2

이므로 (-2a+6)2=a2에서

3aÛ`-24a+36=0, aÛ`-8a+12=0

(a-2)(a-6)=0, a=2 또는 a=6

따라서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2+6=8

 ④ 

16
함수 f(x)가 x=2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2
 f(x)=f(2)이다.

따라서 

a=lim  
x`Ú 2 

 x
2+3x-10 

x-2 =lim  
x`Ú 2 

 
(x-2)(x+5) 

x-2 =lim  
x`Ú 2 

 (x+5)=7

 7

17
함수 f(x)가 x=1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1 
 f(x)=f(1)이다. 

x+1일 때, f(x)=
"ÃxÛ`+a -2 `

(x-1)(x2+1)
이므로

lim  
x`Ú 1  

 f(x)=lim  
x`Ú 1  

 
"ÃxÛ`+a -2 `

(x-1)(x2+1)

x` Ú 1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1 

("ÃxÛ`+a -2)='Ä1+a-2=0에서 

'Ä1+a=2, a=3

lim  
x`Ú 1  

 f(x)=lim  
x`Ú 1  

 
"ÃxÛ`+3-2 `

(x-1)(x2+1)

=lim  
x`Ú 1  

 
("ÃxÛ`+3-2)("ÃxÛ`+3+2)

(x-1)(x2+1)("ÃxÛ`+3+2) 

=lim  
x`Ú 1  

 
xÛ`-1

(x-1)(x2+1)("ÃxÛ`+3+2)

=lim  
x`Ú 1  

 
x+1

(x2+1)("ÃxÛ`+3+2)

=;4!;

따라서 f(1)=;4!;이므로

a 
 f(1)

= 3 

;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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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함수 | f(x)|가 닫힌구간 [-1, 1]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1+ 

| f(x)|=| f(-1)|, lim  
x`Ú 1- 

| f(x)|=| f(1)|

이어야 한다.

lim  
x`Ú-1+  

| f(x)|= lim  
x`Ú-1+  

 | 2x+a
x+2  |=|-2+a|, | f(-1)|=1

이므로 |-2+a|=1에서 

a=1 또는 a=3

Ú a=1일 때

 lim  
x`Ú1-   

| f(x)|= lim   
x`Ú1-   

 | 2x+1
x+2  |=1, |  f(1)|=|1+b|

 이므로 1=|1+b|에서 

 b=0 또는 b=-2

 따라서 a+b의 값은 1 또는 -1이다.

Û a=3일 때

 lim  
x`Ú1-   

| f(x)|= lim   
x`Ú1-   

 | 2x+3
x+2  |=;3%;, |  f(1)|=|1+b|

 이므로 ;3%;=|1+b|에서 

 b=;3@; 또는 b=-;3*;

 따라서 a+b의 값은 :Á3Á: 또는 ;3!;이다.

Ú, Û에서 a+b의 최솟값은 -1이다.

 ⑤ 

19
x>0일 때, log2 (x+1)의 정수 부분을 g(x)라 하면 함수 y=g(x)

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
y=g(x)

y

xO 1

1
2
3
4
5
6

3 7 15 31 63 127

함수 f(x)가 열린구간 (0, 100)에 속하는 x=a에서 불연속일 때, 모

든 실수 a의 개수를 s라 하자.

함수 g(x)는 x의 값이 1, 3, 7, 15, 31, 63, 127, y일 때 불연속이다.

n¾100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31, 63일 때 불연속

이고 그 개수는 6이므로 s=6이다.

n=99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31, 63, 99일 때 불

연속이고 그 개수는 7이다.

n=64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31, 63, 64,  

65(=64+1), 67(=64+3), 71(=64+7), 79(=64+15),  

95(=64+31)일 때 불연속이고 그 개수는 7+5=12이다.

즉, 64ÉnÉ99일 때 7ÉsÉ12

n=63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31, 63,  

64(=63+1), 66(=63+3), 70(=63+7), 78(=63+15),  

94(=63+31)일 때 불연속이고 그 개수는 6+5=11이다.

n=32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31, 32, y,  

96(=3_32), 97(=3_32+1), 99(=3_32+3)일 때 불연속이고 

그 개수는 3_6+2=20이다.

즉, 32ÉnÉ63일 때 11ÉsÉ20  yy`㉠

n=31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31, y,  

93(=3_31), 94(=3_31+1), 96(=3_31+3)일 때 불연속이고 

그 개수는 3_5+2=17이다.

n=16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16, y,  

96(=6_16), 97(=6_16+1), 99(=6_16+3)일 때 불연속이고 

그 개수는 6_5+2=32이다.

즉, 16ÉnÉ31일 때 17ÉsÉ32   yy`㉡

n=15일 때, 함수 f(x)는 x의 값이 1, 3, 7, 15, y, 90(=6_15), 

91(=6_15+1), 93(=6_15+3), 97(=6_15+7)일 때 불연속

이고 그 개수는 6_4+3=27이다.

즉, 1ÉnÉ15일 때 27ÉsÉ99

㉠에서 1, 3, 7, 15, 31, n, n+1, y, 3n일 때 불연속이어야 그 개수

는 3_6=18이 된다.

즉, 자연수 n은 두 부등식 3n<100, 3n+1¾100을 만족시켜야 하므

로 33Én< 100
3 에서 자연수 n은 33이다.

㉡에서 1, 3, 7, 15, n, n+1, y, 3n, 3n+1, 3n+3, 3n+7일 때 

불연속이어야 그 개수는 3_5+3=18이 된다.

즉, 자연수 n은 두 부등식 3n+7<100, 3n+15¾100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3°:Én<31에서 자연수 n은 29, 30이다.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n은 29, 30, 33이고, 그 개수는 3이다. 

 ② 

20
hn(x)=;2!;-f(x+5-n)`(n=1, 2, 3, y)이라 하자.

함수 gn(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a의 값은 두 함수 

y=f(x), y=hn(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어야 한다.

Ú n=1일 때

y
y=f(x)

y=hÁ(x)

xO 1

1

-1-2-4 2 3

1
2

1
2-

 두 함수 y=f(x), y=h1(x)의 그래프의 교점은 없으므로 a1=0

Û n=2일 때

y
y=f(x)

y=hª(x)

xO 1

1

-1-3 2 3

1
2

1
2-

 두 함수 y=f(x), y=h2(x)의 그래프의 교점은 없으므로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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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n=3일 때

y
y=f(x)

y=h£(x)

xO 1

1

-1
-2 2 3

1
2

1
2-

 두 함수 y=f(x), y=h3(x)의 그래프의 교점은 2개이므로 a3=2

Ý n=4일 때

y
y=f(x)

y=h¢(x)

x
O

1

1

-1 2 3

1
2

1
2-

 두 함수 y=f(x), y=h4(x)의 그래프의 교점은 없으므로 a4=0

Þ n=5일 때

y
y=f(x)

y=h°(x)

xO
1

1

-1 2 3

1
2

1
2-

 두 함수 y=f(x), y=h5(x)의 그래프의 교점은 4개이므로 a5=4

한편, 함수 y=f(x)의 그래프는 직선 x=1에 대하여 대칭이고 두 함

수 y=h5-k(x), y=h5+k(x)`(k=1, 2, 3, 4)의 그래프는 직선 x=1

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므로

a6=a4=0, a7=a3=2, a8=a2=0, a9=a1=0

또한 두 함수 y=f(x), y=h10(x)의 그래프의 교점은 없으므로  

a10=0

따라서 
10
Á
n=1

an=7_0+2_2+1_4=8

 8

필 형수 유 7

x<2일 때, f(x)=xÛ`-4x+6=(x-2)Û`+2>0

x¾2일 때, f(x)=1>0

이므로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x)>0이다.

함수 f(x)는 x=2에서만 연속이 아니므로 함수 
 g(x)
 f(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x=2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즉,

lim   
x`Ú 2- 

 g(x)
 f(x)   

= lim   
x`Ú 2+ 

 g(x)
 f(x)   

=
 g(2)
 f(2)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2- 

 g(x)
 f(x)   

= lim   
x`Ú 2- 

ax+1
xÛ`-4x+6

=2a+1
2

lim   
x`Ú 2+ 

 g(x)
 f(x)   

= lim   
x`Ú 2+ 

ax+1
1 =2a+1

 g(2)
 f(2)   

=2a+1 

이므로 
2a+1

2 =2a+1에서

2a+1=4a+2, 2a=-1

따라서 a=-;2!;

 ④

21
h(x)=f(x)+g(x)라 하자.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x=2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즉, lim  
x`Ú 2- 

h(x)= lim  
x`Ú 2+ 

h(x)=h(2)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2- 

h(x)= lim  
x`Ú 2- 

{ f(x)+g(x)}= lim  
x`Ú 2- 

(-2x+x+8)=6

lim  
x`Ú 2+ 

h(x)= lim  
x`Ú 2+ 

{ f(x)+g(x)}= lim  
x`Ú 2+ 

(x+a+2x+a)=6+2a

h(2)=f(2)+g(2)=(2+a)+(4+a)=6+2a

이므로 6=6+2a에서 a=0

 ①

22

 f(x)=g
2x+a

-x+a2  

(x<2)

(x¾2)
이므로

 f(-x)=g
2_(-x)+a 

-(-x)+a2 

(-x<2)

(-x¾2)

=g
x+aÛ`

-2x+a 

(xÉ-2)

(x>-2)

함수 f(x)f(-x)가 x=2에서 연속이려면

lim  
x`Ú 2- 

 f(x)f(-x)= lim  
x`Ú 2+ 

 f(x)f(-x)=f(2)f(-2)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2- 

 f(x)f(-x) = lim  
x`Ú 2- 

(2x+a)(-2x+a)  

=(4+a)(-4+a)

lim  
x`Ú 2+ 

 f(x)f(-x) = lim  
x`Ú 2+ 

(-x+a2)(-2x+a)  

=(-2+a2)(-4+a)

 f(2)f(-2)=(-2+a2)(-4+a)

이므로 (4+a)(-4+a)=(-2+a2)(-4+a)에서

(-4+a){4+a-(-2+a2)}=0

(a2-a-6)(a-4)=0, (a+2)(a-3)(a-4)=0

a=-2 또는 a=3 또는 a=4

따라서 구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2+3+4=5

 5

23

h(x)=g
sin`2x

1 

(0ÉxÉ2p)

(x<0 또는 x>2p)  

라 하면 함수 y=h(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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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t`(-1<t<0)

y=h(x)

y=t`(0<t<1)

xO

-1

1

p
4

p
2 p3

4 p3
2 p7

4

p 2pp 5
4

Ú t=-1일 때

 함수 y=h(x)의 그래프와 직선 y=t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2이고,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은 ;4#;p+;4&;p=;2%;p이므로 

  f(t)=;2%;p

Û -1<t<0일 때

 함수 y=h(x)의 그래프와 직선 y=t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4이고,

 네 교점의 x좌표의 합은 2_;4#;p+2_;4&;p=5p이므로 

  f(t)=5p

Ü t=0일 때

 함수 y=h(x)의 그래프와 직선 y=t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5이고,

 다섯 교점의 x좌표의 합은 0+;2Ò;+p+;2#;p+2p=5p이므로

  f(t)=5p

Ý 0<t<1일 때

 함수 y=h(x)의 그래프와 직선 y=t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4이고,

 네 교점의 x좌표의 합은 2_;4Ò;+2_;4%;p=3p이므로 

  f(t)=3p

따라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f(x)=

(

{

9 

;2%;p

5p

3p

(xÉ-1 또는 x¾1)

(-1<xÉ0)

(0<x<1) 

함수 f(x)는 x=-1, x=0, x=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므로 

함수 f(x)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g(-1)=g(0)=g(1)=0이 성립해야 한다.

즉, g(x)=(x+1)x(x-1)이므로

 f {;2!;}_g(2)=3p_3_2_1=18p

 ④ 

24
함수 f(x)=2x-1은 일대일대응이므로 방정식 f(xÜ`)=f(1-2x)는 

방정식 xÜ`=1-2x와 같다.

x3=1-2x에서 x3+2x-1=0

g(x)=x3+2x-1이라 하면

g(-2)=-13, g(-1)=-4, g(0)=-1, g(1)=2, g(2)=11, 

g(3)=32

따라서 함수 g(x)=x3+2x-1은 닫힌구간 [0, 1]에서 연속이고  

g(0)<0, g(1)>0이므로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g(c)=0인 c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방정식 f(x3)=f(1-2x)는 열린구간 (0, 1)에서 오직 하나의 실

근을 가지므로 구하는 정수 n의 값은 0이다. 

 ③ 

참고   

일차함수 f(x)=ax+b (a, b는 상수, a+0)에 대하여 f(a)=f(b)

이면 a=b이다.

25
ㄱ.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x=1에서 연속이

어야 한다.

 즉, lim   
x`Ú 1-

 f(x)= lim   
x`Ú 1+

 f(x)=f(1)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1-

 f(x)=-5+a, lim   
x`Ú 1+

 f(x)=1-a2, f(1)=-5+a

 이므로 -5+a=1-a2에서

 a2+a-6=0, (a+3)(a-2)=0

 a=-3 또는 a=2  yy`㉠

   따라서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

수 a의 값이 존재한다. (참)

ㄴ. 함수 g(x)=x2+ax+a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함수 
1

g(x)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모든 실수 x에 대

하여 g(x)+0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0이 성립하려면 이차방정식  

x2+ax+a=0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D<0이어야 하므로

 D=a2-4a<0, a(a-4)<0

 0<a<4 yy`㉡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는 1, 2, 3이고, 그 합은 6이다.  

 (거짓)

ㄷ.   함수 
 f(x) 
g(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우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0이어야 하므로 ㉡에서 0<a<4이다.  

   이때 g(x)>0이므로 함수
 f(x) 
g(x)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려면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에서 a=-3 또는 a=2 

 ㉠, ㉡에서 a=2

 함수  
 f(x) 
g(x)  

는 닫힌구간 [1, 2]에서 연속이고 

 
 f(1) 
g(1) 

=-;5#;<0, 
 f(2) 
g(2) 

=;5!;>0

   이므로 방정식 
 f(x) 
g(x) 

=0은 열린구간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

근을 갖는다.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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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함수 f(x)=x2-2x+3의 그래프는 직선  y
y=f(x)

xO

2

-2 1 4

x=1에 대하여 대칭이고 x의 값이 1에서 4까

지 변할 때의 평균변화율은 두 점 (1, f(1)), 

(4, f(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으

므로 그 값은 두 점 (-2, f(-2)),   

(1, f(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부호

가 반대이다. 

02 
 f '(2)=lim  

h`Ú 0	
 
 f(2+h)-f(2) 

h
=1

이므로

lim  
h`Ú 0	

 
 f(2+2h)-f(2-h)  

h

=lim  
h`Ú 0	

 
 f(2+2h)-f(2)+f(2)-f(2-h)   

h

=lim  
h`Ú 0	

 
 f(2+2h)-f(2)  

2h 
_2+lim  

h`Ú 0	
 
 f(2-h)-f(2)  

-h 

=2 f '(2)+f '(2) 

=3 f '(2) 

=3_1=3

 ④ 

03 
lim  
x`Ú 2	

 
 f(x-1)+2

x-2 =5에서 x` Ú 2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

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2

{ f(x-1)+2}=0이고 다항함수 f(x-1)은 연속함수이므로

 f(1)+2=0에서 f(1)=-2 

x-1=t라 하면 x` Ú 2일 때 t` Ú 1이므로

lim  
x`Ú 2

 
 f(x-1)+2 

x-2 =lim  
t`Ú 1

 
 f(t)-f(1) 

t-1 
=f '(1) 

이므로 f '(1)=5

따라서 

lim  
x`Ú 1

 
x f(1)+2 f(x)+6 

x-1 
=lim  

x`Ú 1
 
-2x+2 f(x)+6 

x-1  

  =lim  
x`Ú 1

 
-2(x-1)+2{ f(x)+2}  

x-1  

  =lim  
x`Ú 1

 
-2(x-1)+2{ f(x)-f(1)}  

x-1  

  =-2+2 f '(1) 

  =-2+2_5=8

 8

필 형수 유 2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므로 x=1에서 미분가

능하다.

함수 f(x)가 x=1에서 미분가능하면 x=1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1-   

 f(x)= lim
x`Ú 1+   

 f(x)=f(1) 

필 형수 유 1

조건 (나)에서 x Ú 2일 때 (분모) 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 Ú 0이어야 한다. 

또한 두 함수 f(x), g(x)는 다항함수이므로 x=2에서 연속이다.

그러므로 lim
x`Ú 2

{ f(x)-g(x)}=0에서 

 f(2)=g(2)  yy`㉠

조건 (가)의 식에 x=2를 대입하면 

g(2)=8 f(2)-7이고 ㉠에 의하여

g(2)=8g(2)-7에서 g(2)=1

 f(2)=g(2)=1

조건 (나)에서

lim
x`Ú 2

 
{ f(x)-f(2)}-{g(x)-g(2)}

x-2 =f '(2)-g'(2)=2

따라서 f(2)+g(2)+f '(2)-g'(2)=1+1+2=4

 ④

01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함수 f(x)의 평균변화율은

 f(4)-f(1) 
4-1 = 11-2 

4-1 =3

이므로 k=3

두 점 (a, f(a)), (1, f(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f(1)-f(a) 
1-a  

=
2-(a2-2a+3)  

1-a 

=
a2-2a+1  

a-1

=
(a-1)Û`   
a-1

=a-1

따라서 a-1=-3에서 a=-2이므로

a+k=-2+3=1

 ④ 

다항함수의 미분법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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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1-   

 f(x)= lim
x`Ú 1-   

(xÜ`+ax+b)=1+a+b

lim
x`Ú 1+   

 f(x)= lim
x`Ú 1+   

(bx+4)=b+4

 f(1)=b+4

이므로 1+a+b=b+4에서 a=3

한편, 함수 f(x)가 x=1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x`Ú 1-

 f(x)-f(1) 
x-1 = lim   

x`Ú 1+

 f(x)-f(1) 
x-1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1-

 f(x)-f(1) 
x-1 = lim   

x`Ú 1-

x3+ax+b-b-4
x-1

= lim   
x`Ú 1-

x3+3x-4
x-1

= lim   
x`Ú 1-

(x-1)(x2+x+4) 
x-1

= lim   
x`Ú 1-

(x2+x+4)=6

lim   
x`Ú 1+

 f(x)-f(1) 
x-1 = lim   

x`Ú 1+

bx+4-b-4 
x-1

= lim   
x`Ú 1+

b(x-1)
x-1

= lim   
x`Ú 1+

b=b

이므로 b=6

따라서 a+b=3+6=9 

 ④ 

04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므로 x=2에서 미분가

능하다.

함수 f(x)가 x=2에서 미분가능하면 x=2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2-   

 f(x)= lim
x`Ú 2+   

 f(x)=f(2)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2-   

 f(x)= lim
x`Ú 2-   

{(x+a)Û`+b}=(2+a)Û`+b

lim
x`Ú 2+   

 f(x)= lim
x`Ú 2+   

(x-2)=0

 f(2)=0

이므로 (2+a)Û`+b=0에서 b=-(2+a)Û`

한편, 함수 f(x)가 x=2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x`Ú 2-

 f(x)-f(2) 
x-2 = lim   

x`Ú 2+

 f(x)-f(2) 
x-2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2-

 f(x)-f(2) 
x-2 = lim   

x`Ú 2-

(x+a) Û`+b-0 
x-2

= lim   
x`Ú 2-

(x+a)Û`-(2+a)Û`
x-2 

= lim   
x`Ú 2-

(x-2)(x+2a+2)
x-2  

= lim   
x`Ú 2-

(x+2a+2)=4+2a

lim   
x`Ú 2+

 f(x)-f(2) 
x-2 = lim   

x`Ú 2+

x-2-0 
x-2 =1

이므로 4+2a=1에서 a=-;2#;

b=-{2-;2#;}
2

=-;4!;

따라서 4(b-a)=4[-;4!;-{-;2#;}]=5

 5

05 
Ú 함수 f(x)가 x=0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x`Ú 0- 

 f(x)-f(0) 
x = lim  

x`Ú 0+ 

 f(x)-f(0) 
x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0- 

 f(x)-f(0) 
x = lim  

x`Ú 0- 

(x+1)-1 
x =1

 lim  
x`Ú 0+ 

 f(x)-f(0) 
x = lim  

x`Ú 0+ 

(x3-3x2+ax+1)-1  
x

 = lim  
x`Ú 0+ 

x3-3x2+ax
x

 = lim  
x`Ú 0+ 

(x2-3x+a)=a

 이므로 a=1

Û 함수 f(x)가 x=b에서 미분가능하므로 x=b에서 연속이다.

 즉, lim  
x`Ú b- 

 f(x)= lim  
x`Ú b+ 

 f(x)=f(b)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b- 

 f(x)= lim  
x`Ú b- 

(xÜ`-3xÛ`+ax+1)=b3-3b2+ab+1

 lim  
x`Ú b+ 

 f(x)= lim  
x`Ú b+ 

(-2x+2)=-2b+2

  f(b)=-2b+2

 이므로 b3-3b2+b+1=-2b+2에서

 b3-3b2+3b-1=0, (b-1)3=0

 b=1

Ú, Û에서 a+b=1+1=2

 ② 

참고    

함수 f(x)가 x=b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x`Ú b-  

 f(x)-f(b) 
x-b

= lim  
x`Ú b+

 f(x)-f(b) 
x-b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b-  

 f(x)-f(b) 
x-b

= lim  
x`Ú b-  

(xÜ`-3xÛ`+x+1)-(-2b+2) 
x-b

= lim  
x`Ú b-  

xÜ`-3x Û`+x+2b-1
x-b 

  yy`㉠

lim  
x`Ú b+  

 f(x)-f(b) 
x-b

= lim  
x`Ú b+  

(-2x+2)-(-2b+2) 
x-b

= lim  
x`Ú b+  

-2(x-b) 
x-b  

=-2

㉠에서 x`Ú b-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b-  

(x3-3x2+x+2b-1)=b3-3b2+3b-1=0에서

(b-1)3=0,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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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im  
x`Ú b-  

 f(x)-f(b) 
x-b

= lim  
x`Ú 1-  

(x Ü`-3x Û`+x+1)-0
x-1

= lim  
x`Ú 1-  

(x-1)(x Û`-2x-1)  
x-1 

= lim  
x`Ú 1-  

(x2-2x-1)

=-2

06 
함수 h(x)가 x=0에서 미분가능하면 x=0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0-  

h(x)= lim  
x`Ú 0+  

h(x)=h(0)

이어야 한다.

이때

lim  
x`Ú 0-  

h(x)= lim  
x`Ú 0-  

 f(x)=f(0)

lim  
x`Ú 0+  

h(x)= lim  
x`Ú 0+  

 g(x)=g(0)

이므로 f(0)=g(0)=h(0)

한편, 함수 h(x)가 x=0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x`Ú 0-  

h(x)-h(0)  
x = lim  

x`Ú 0+  

h(x)-h(0)  
x

이어야 한다.

이때 두 다항함수 f(x), g(x)는 x=0에서 미분가능하므로 

lim  
x`Ú 0-  

h(x)-h(0)  
x = lim  

x`Ú 0-  

 f(x)-f(0) 
x =f '(0)

lim  
x`Ú 0+  

h(x)-h(0)  
x = lim  

x`Ú 0+

g(x)-g(0) 
x =g'(0)

즉, h'(0)=f '(0)=g'(0)이므로

lim  
x`Ú 0    

 
 f(x)+2g(x)-3 f(0) 

x 

=lim  
x`Ú 0   

 
{ f(x)-f(0)}+2{g(x)-f(0)} 

x

=lim  
x`Ú 0   

 
{ f(x)-f(0)}+2{g(x)-g(0)} 

x

=lim  
x`Ú 0   

 
 f(x)-f(0) 

x +2_lim  
x`Ú 0   

 
g(x)-g(0) 

x

=f '(0)+2g'(0)

=3h'(0)

따라서 
1

h'(0) 
_lim  

x`Ú 0   
 
 f(x)+2g(x)-3 f(0)  

x 
=

3h'(0) 
h'(0) 

=3

 ⑤ 

필 형수 유 3

g(x)=(x2+3) f(x)에서

g'(x)=2x f(x)+(x2+3) f '(x)

따라서 g'(1)=2 f(1)+4 f '(1)=2_2+4_1=8

 ③ 

07 
 f(x)=;3!;x3-x2+ax+1에서

 f '(x)=x2-2x+a=(x-1)2+a-1

도함수 f '(x)는 x=1일 때 최솟값 a-1을 가지므로

a-1=2, a=3

따라서 f(x)=;3!;x3-x2+3x+1이므로

 f(a)=f(3)=9-9+9+1=10

 10

08 
t= 1

h
로 놓으면 t`Ú ¦일 때, h`Ú 0+이므로

lim   
t`Ú¦

 t[ f {1+ 1
t }-f {1- 1

t }]

= lim   
h`Ú 0+ 

1
h

{ f(1+h)-f(1-h)}

= lim   
h`Ú 0+ 

 f(1+h)-f(1)-{ f(1-h)-f(1)} 
h

= lim   
h`Ú 0+ 

 f(1+h)-f(1) 
h

+ lim   
h`Ú 0+ 

 f(1-h)-f(1) 
-h

=f '(1)+f '(1) 

=2 f '(1)=6

 f '(1)=3

 f(x)=x3-2x2+ax+4에서 f '(x)=3x2-4x+a

 f '(1)=3-4+a=3에서 a=4

따라서 f '(x)=3x2-4x+4이므로

 f '(a)= f '(4)=48-16+4=36

 36

09 
(x2-1)g(x)=f(x)-2  yy`㉠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0=f(1)-2에서 f(1)=2

㉠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2xg(x)+(xÛ`-1)g'(x)=f '(x)

위 식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2g(1)=f '(1)=-2

즉, g(1)=-1

한편, h(x)=f(x)g(x)에서 h'(x)=f '(x)g(x)+f(x)g'(x)이므로

h'(1)=f '(1)g(1)+f(1)g'(1) 

6=-2_(-1)+2_g'(1)

따라서 g'(1)=2

 2

참고   

g(x)=
 f(x)-2 
x Û`-1

 (x+Ñ1)이고 함수 g(x)는 x=1에서 연속이므로

g(1)=lim  
x`Ú 1   

 
 f(x)-2
xÛ`-1

 

=lim  
x`Ú 1   

[  f(x)-f(1)  
x-1

_ 1  
x+1

]

=f '(1)_;2!;

=-2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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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형수 유 4

점 (0, 0)이 곡선 y=f(x) 위의 점이므로 f(0)=0

곡선 y=f(x) 위의 점 (0,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0=f '(0)(x-0), y=f '(0)x  yy`㉠

점 (1, 2)가 곡선 y=x f(x) 위의 점이므로 

1_f(1)=2, f(1)=2

y=x f(x)에서 y'=f(x)+x f '(x)이므로

곡선 y=x f(x) 위의 점 (1,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2={ f(1)+f '(1)}(x-1), y={ f '(1)+2}(x-1)+2

y={ f '(1)+2}x-f '(1)   yy`㉡

 f(x)는 삼차함수이므로

 f(x)=axÜ`+bxÛ`+cx+d (a, b, c, d는 상수, a+0)이라 하면

 f(0)=0에서 d=0

이때 f(x)=axÜ`+bxÛ`+cx이므로

 f(1)=2에서 a+b+c=2   yy`㉢

한편, ㉠, ㉡에서 두 접선이 일치하므로

 f '(0)=f '(1)+2이고 -f '(1)=0

즉, f '(1)=0, f '(0)=2

 f '(x)=3axÛ`+2bx+c이므로

 f '(0)=2에서 c=2

이때 f '(x)=3axÛ`+2bx+2이므로

 f '(1)=0에서 3a+2b+2=0   yy`㉣

㉢에 c=2를 대입하면 a+b=0  yy`㉤

㉣, ㉤을 연립하여 풀면 a=-2, b=2

따라서 f '(x)=-6xÛ`+4x+2이므로

 f '(2)=-24+8+2=-14

 ⑤ 

10
 f(x)=xÝ`-24x+22라 하면 f '(x)=4xÜ`-24

점 P의 x좌표를 t라 하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므로

4tÜ`-24=8, tÜ`=8

t=2

 f(t)=f(2)=16-48+22=-10

따라서 곡선 y=xÝ`-24x+22 위의 점 P(2, -10)에서의 접선의 방

정식은

y-(-10)=8(x-2), 즉 y=8x-26

이므로 이 접선의 y절편은 -26이다.

 ①

11 
 f(x)=x3-5x+2라 하면 f '(x)=3x2-5

점 P의 x좌표를 t라 하면 f '(t)=3tÛ`-5이므로 점 P에서의 접선의 방

정식은

y-(t3-5t+2)=(3t2-5)(x-t)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므로

0-(t3-5t+2)=(3t2-5)(0-t)

-(t3-5t+2)=-(3t3-5t)

2t3=2, t=1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1, -2)이고, 직선 y

x

l

m

O

P
-2

1

-5
2

l의 방정식은 y=-2x, 직선 m의 방정식은 

y=;2!;(x-1)-2, 즉 y=;2!;x-;2%;이므로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_;2%;_1=;4%;

 ④ 

12 
 f(x)=xÜ`-2x에서 f '(x)=3x2-2 

 f '(-1)=1이므로 점 A(-1,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1_(x+1), y=x+2

곡선 y=f(x)와 이 접선이 만나는 점 B의 x좌표는

x3-2x=x+2에서 

x3-3x-2=0, (x+1)2(x-2)=0

이므로 x=2

즉, 점 B의 좌표는 (2, 4)이다.

삼각형 APkB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점 y y=f(x)

x
O

Pû

A

B

 

Pk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어

야 하므로 점 P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직

선 AB의 기울기와 같아야 한다. 

 f '(k)=3k2-2=1에서 3k2=3

-1<k<2이므로 k=1

점 (1, -1)과 직선 x-y+2=0 사이의 거

리를 d라 하면

d=
|1_1-1_(-1)+2|  

"Ã1Û`+(-1)Û`` 
=2'2

따라서 구하는 삼각형 APkB의 넓이의 최댓값은

;2!;_ABÓ_d=;2!;_"Ã(2+1)2+(4-1)2_2'2=6

 ⑤ 

필 형수 유 5

 f(x)=xÜ`+axÛ`-(aÛ`-8a)x+3에서

 f '(x)=3xÛ`+2ax-(aÛ`-8a)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려면 f '(x)¾0을 만족시켜

야 한다.

이때 이차방정식 3xÛ`+2ax-(aÛ`-8a)=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É0이어야 하므로

D
4 

=aÛ`+3(aÛ`-8a)É0

4aÛ`-24aÉ0, 4a(a-6)É0

0ÉaÉ6

따라서 구하는 실수 a의 최댓값은 6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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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x)가 일대일대응이어야 하므로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이므로 함수 f(x)는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감소해야 한다.

 f(x)=-x3+ax2-3ax+1에서 f '(x)=-3x2+2ax-3a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려면 f '(x)É0을 만족시켜

야 한다.

이때 이차방정식 -3x2+2ax-3a=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É0이

어야 하므로

D
4  =a2-9aÉ0, a(a-9)É0

0ÉaÉ9

따라서 구하는 정수 a는 0, 1, 2, y, 9이고, 그 개수는 10이다.

 ⑤ 

14 
 f(x)=3x4+4x3-12x2+5에서

 f '(x) =12x3+12x2-24x=12x(x2+x-2)=12x(x+2)(x-1)

 f '(x)=0에서 x=-2 또는 x=0 또는 x=1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2 y 0 y 1 y

 f '(x) - 0 + 0 - 0 +

 f(x) ↘ -27 ↗ 5 ↘ 0 ↗

이때 f '(x)>0인 구간, 즉 함수 f(x)가 증가하는 열린구간은  

-2<x<0 또는 x>1이므로 함수 f(x-10)이 증가하는 열린구간은 

8<x<10 또는 x>11이다.

따라서 함수 f(x-10)이 열린구간 (n, n+2)에서 증가할 때, 정수 n

의 최솟값은 8이다. 

 8

15
a<x<a+1에 속하는 x가

x>0일 때 x f '(x)>0이면 f '(x)>0이고

x<0일 때 x f '(x)>0이면 f '(x)<0이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 '(x)=0

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고 두 실근을 a, b`(a<b)라 할 때,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a y b y

 f '(x) + 0 - 0 +

 f(x) ↗ f(a) ↘ f(b) ↗

a>0일 때, a<x<a+1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 '(x)>0을 만족

시키는 a의 최솟값이 2이므로 

b=2

a<0일 때, a<x<a+1에 속하는 x<0인 모든 x에 대하여  

f̀ '(x)<0을 만족시키는 a의 최솟값이 -3이므로 

a=-3

따라서 f '(x)<0인 구간, 즉 함수 f(x)가 감소하는 구간은  

-3<x<2이므로 n-m의 최댓값은 

2-(-3)=5

 5

필 형수 유 6

 f(x)=xÜ`-3x+12에서

 f '(x)=3x2-3=3(x+1)(x-1)

 f '(x)=0에서 x=-1 또는 x=1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1 y 1 y

 f '(x) + 0 - 0 +

 f(x) ↗ 극대 ↘ 극소 ↗

함수 f(x)는 x=1에서 극소이므로 a=1이고

 f(a)=f(1)=1-3+12=10

따라서 a+f(a)=1+10=11

 11

16
 f(x)=-xÜ`+3xÛ`+ax에서 f '(x)=-3xÛ`+6x+a

함수 f(x)가 x=k에서 극값을 가지므로

 f '(k)=-3kÛ`+6k+a=0

이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이 -3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

계에 의하여

a
-3 =-3, a=9

 f '(x) =-3xÛ`+6x+9=-3(xÛ`-2x-3)=-3(x+1)(x-3)

 f '(x)=0에서 x=-1 또는 x=3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1 y 3 y

 f '(x) - 0 + 0 -

 f(x) ↘ 극소 ↗ 극대 ↘

따라서 함수 f(x)=-xÜ`+3xÛ`+9x의 극댓값은

 f(3)=-27+27+27=27

 27

17 
 f(x)=3x4-4x3-12x2+a에서

 f '(x) =12x3-12x2-24x=12x(x2-x-2)=12x(x+1)(x-2) 

 f '(x)=0에서 x=-1 또는 x=0 또는 x=2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1 y 0 y 2 y

 f '(x) - 0 + 0 - 0 +

 f(x) ↘ 극소 ↗ 극대 ↘ 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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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f(x)는 x=-1, x=2에서 극소이고 

 f(-1)=3+4-12+a=a-5

 f(2)=48-32-48+a=a-32

이므로 A(-1, a-5), B(2, a-32)이다. 

직선 AB가 원점 O를 지나므로 두 점 A, O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 B, O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한다.

즉, 
(a-5)-0 

-1-0 =
(a-32)-0 

2-0 이므로 

2a-10=-a+32, 3a=42

따라서 a=14

 ④ 

18 
 f(x)=x3-3x2-9x+a에서

 f '(x) =3x2-6x-9=3(x2-2x-3)=3(x+1)(x-3)

 f '(x)=0에서 x=-1 또는 x=3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1 y 3 y

 f '(x) + 0 - 0 +

 f(x) ↗ 극대 ↘ 극소 ↗

함수 f(x)는 x=-1에서 극댓값 f(-1)=-1-3+9+a=a+5를 

갖고, x=3에서 극솟값 f(3)=27-27-27+a=a-27을 갖는다.

이때 함수 | f(x)|가 x=p에서 극대인 실수 p의 개수가 2이려면  

p=-1, p=3이어야 하고 

 f(-1)=a+5>0, f(3)=a-27<0

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5<a<27

y
y=f(x)

x

a+5

a-27
O

3
-1

   y
y=|f(x)|

xO 3-1

따라서 구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는 

27-(-5)-1=31

 ① 

필 형수 유 7

두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키는 도함수 y=f '(x)의 그래프와 함수 

y=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f(x)

x=kx=0 x=2

y y=f'̀(x)

x
kO

16

2

[그림	1] [그림	2]

ㄱ.   [그림	1]에서 방정식 f '(x)=0은 열린구간 (0, 2)에서 한 개의 실

근을 갖는다. (참)

ㄴ.   [그림	2]에서 함수 f(x)는 극솟값을 갖지만 극댓값은 갖지 않는다.  

 (거짓)

ㄷ.  f(0)=0이면 양수 a에 대하여 f(x)=xÜ`(x-a)로 놓을 수 있다.

  f(x)=xÝ`-axÜ`에서 f '(x)=4xÜ`-3axÛ`이므로

  f '(2)=32-12a=16에서 a=;3$;

 즉, f(x)=xÜ`{x-;3$;}

  f '(x)=4xÜ`-4xÛ`=4xÛ`(x-1)

  f '(x)=0에서 x=0 또는 x=1

   함수 f(x)는 x=1에서 극솟값  y y=f(x)

xO
1

4
31

3-

    f(1)=-;3!; 을 가지므로 함수 y=f(x)

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¾-;3!;이다.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③ 

19 
ㄱ.   -1<x<2에서 f '(x)+g'(x)<0이므로 함수 f(x)+g(x)는 

열린구간 (-1, 2)에서 감소한다. (참)

ㄴ.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두 함수 y=f '(x), y=g'(x)

의 그래프는 모두 x축과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므로 f(x), g(x)는 

모두 이차함수이다.

   이차함수 f(x)는 x=-1에서 극대이고 f(-1)=0이므로  

`f(x)=a(x+1)2`(a<0)이다.

   또 이차함수 g(x)는 x=2에서 극소이고 g(2)=0이므로  

g(x)=b(x-2)2`(b>0)이다.

    f(x)g(x)=ab(x+1)2(x-2)2이므로 

   { f(x)g(x)}' =f '(x)g(x)+f(x)g'(x)  

=2ab(x+1)(x-2)2+2ab(x+1)2(x-2) 

=2ab(x+1)(x-2){(x-2)+(x+1)} 

=2ab(x+1)(x-2)(2x-1)

 { f(x)g(x)}'=0에서 x=-1 또는 x=;2!; 또는 x=2

   함수 f(x)g(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1 y ;2!; y 2 y

{ f(x)g(x)}' + 0 - 0 + 0 -

 f(x)g(x) ↗ 극대 ↘ 극소 ↗ 극대 ↘

   따라서 함수 f(x)g(x)는 x=;2!;에서 극소이다. (참)

ㄷ. 
 f(x)g(x) 
"Ãg(x)` 

=
ab(x+1)Û`(x-2) Û`
"Ãb(x-2)Û`` 

=
ab(x+1)Û`(x-2)Û`
'b |x-2|

 =a'b(x+1)2|x-2|`(x+2)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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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

(
{
9 

-a'b (x+1)2(x-2) 

0

a'b (x+1)2(x-2) 

(x<2)

(x=2) 

(x>2)

 {(x+1)2(x-2)}' =2(x+1)(x-2)+(x+1)2  

=3(x+1)(x-1)

 이므로

 h'(x)=g
-3a'b(x+1)(x-1) 

3a'b(x+1)(x-1) 

(x<2)

(x>2)

 h'(x)=0에서 x=-1 또는 x=1

 함수 h(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1 y 1 y 2 y

h'(x) + 0 - 0 + -

h(x) ↗ 극대 ↘ 극소 ↗ 극대 ↘

 따라서 함수 h(x)는 x=-1, x=2에서 극대이다.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필 형수 유 8

 f(x)=xÜ`+axÛ`-aÛ`x+2에서

 f '(x) =3xÛ`+2ax-aÛ`=(x+a)(3x-a)

 f '(x)=0에서 x=-a 또는 x=;3A;

닫힌구간 [-a, a]에서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x -a y ;3A; y a

 f '(x) - 0 +

 f(x) ↘ 극소 ↗

닫힌구간 [-a, a]에서 함수 f(x)는 x=;3A;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므

로 함수 f(x)의 최솟값은 

 f {;3A;}={;3A;}
3

+a_{;3A;}
2

-aÛ`_;3A;+2=-;2°7;aÜ`+2

즉, -;2°7;aÜ`+2=;2!7$;이므로 

aÜ`=8, a=2 

 f(x)=xÜ`+2xÛ`-4x+2에서 f(2)=10, f(-2)=10이므로

닫힌구간 [-2, 2]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M=10

따라서 a+M=2+10=12

 12

20
 f(x)=-xÜ`+6xÛ`-12x-9에서

 f '(x) =-3xÛ`+12x-12  

=-3(xÛ`-4x+4)  

=-3(x-2)Û`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 '(x)É0이므로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

에서 감소한다.

따라서 닫힌구간 [-1, 3]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f(-1)=1+6+12-9=10

 ⑤

21 
 f(x)=x3-3x2+a에서

 f '(x) =3x2-6x=3x(x-2)

 f '(x)=0에서 x=0 또는 x=2

닫힌구간 [0, 4]에서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x 0 y 2 y 4

 f '(x) - 0 +

 f(x) a ↘ a-4 ↗ a+16

닫힌구간 [0, 4]에서 함수 f(x)는 x=2에서 최솟값 a-4를 갖고, 

x=4에서 최댓값 a+16을 갖는다.

이때 최솟값이 0이므로 a-4=0에서 a=4 

따라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M=a+16=4+16=20 

 20

22 
 f(x)=x4-8x3+16x2에서

 f '(x) =4x3-24x2+32x=4x(x2-6x+8)=4x(x-2)(x-4)

 f '(x)=0에서 x=0 또는 x=2 또는 x=4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0 y 2 y 4 y

 f '(x) - 0 + 0 - 0 +

 f(x) ↘ 0 ↗ 16 ↘ 0 ↗

함수 y=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 y=f(x)

xaªa° O 2

16

25

4 5

ㄱ. n=4일 때, f(4)=f(0)=0이므로 a¢=0

 함수 y=g4(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g¢(x)

xO 2 4-4 8 12

yy

16

y

    f '(0)=f '(4)=0이므로 함수 g4(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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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f(1)=9<16, f(5)=25>16이므로 n=2, 3, 4일 때, 함수  

gn(x)는 최댓값 16을 갖는다. 

 따라서 구하는 모든 n의 개수는 3이다. (거짓) 

ㄷ. f(an)=f(n)이고 anÉ0, f(0)=0이므로

 gn(ln)=gn(n-an)=0

y

f(n) y=gÇ(x)

xOaÇ n n-aÇ

yy

 따라서 함수 gn(x)는 x=ln에서 최솟값 0을 갖는다.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③ 

23 
 f(x)=2x3+3kx2-12k2x+k에서

 f '(x) =6x2+6kx-12k2=6(x2+kx-2k2)=6(x+2k)(x-k)

 f '(x)=0에서 x=-2k 또는 x=k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2k y k y

 f '(x) + 0 - 0 +

 f(x) ↗ 20kÜ`+k ↘ -7kÜ`+k ↗

함수 f(x)가 열린구간 (-5, n)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가지면 최댓

값은 f(-2k)이고 최솟값은 f(k)이다. 

y y=f(x)

xnO-2k
-5

k

f(-2k)

f(k)

따라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Ú -5<-2k, k<n

Û f(-2k)¾ f(n), f(-5)¾ f(k)

조건 Ú에서 부등식 -5<-2k, 즉 k<;2%;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은 1 또는 2이다.

k=1일 때, f(x)=2x3+3x2-12x+1

 f(-5)=-114, f(1)=-6이므로 조건 Û의 f(-5)¾ f(k)를 만

족시키지 못한다. 

k=2일 때, f(x)=2x3+6x2-48x+2

 f(-5)=142, f(2)=-54이므로 조건 Û의 f(-5)¾ f(k)를 만족

시킨다.

 f(-4)=162이므로 조건 Û의 f(-2k)¾ f(n)을 만족시키려면  

 f(n)É162이어야 한다.

n>2이고 f(5)=162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3, 4, 5이다.

따라서 M=162, m=-54, l=5이므로 

M+m+l=162+(-54)+5=113

 113

24 
ㄱ. f(x)=xÛ`-2x+1에서 f '(x)=2x-2이므로 

 f '(a)=2a-2=0에서 a=1

 f(1)=g(1)이므로 0=1+m+7+n에서 

 m+n=-8  yy`㉠

 g(x)=xÜ`+mxÛ`+7x+n에서 g'(x)=3x2+2mx+7이므로

 g'(1)=3+2m+7=0에서 m=-5

 ㉠에서 n=-3

 따라서 m-n=-5-(-3)=-2 (참)

ㄴ. g(x)=x3-5x2+7x-3에서 yy=f(x)

y=g(x)

x

x=k

k
O

B

Qû

Pû

A

 g'(x) =3x2-10x+7  

=(x-1)(3x-7)

 g'(x)=0에서 x=1 또는 x=;3&;

 함수 g(x)가 x=;3&; 에서 극소이므로 

 l=;3&;

 PkQkÓ =(k2-2k+1)-(k3-5k2+7k-3)  

=-k3+6k2-9k+4

 h(k)=-k3+6k2-9k+4라 하면 

 h'(k) =-3k2+12k-9=-3(k2-4k+3)=-3(k-1)(k-3) 

 h'(k)=0에서 k=1 또는 k=3

   1<k<b에서 함수 h(k)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 (1) y 3 y (b)

h'(k) + 0 -

h(k) ↗ 4 ↘

   따라서 1<k<b에서 함수 h(k)는 k=3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므

로 선분 PkQk의 길이의 최댓값은 P3Q3 Ó이다. (거짓)

ㄷ. x2-2x+1=x3-5x2+7x-3에서 

   x3-6x2+9x-4=0, (x-1)2(x-4)=0

   이므로 b=4

   삼각형 BPkQk의 넓이를 S(k)라 하면

   S(k)=;2!;_(4-k)_h(k)

   =;2!;_(4-k)_(-k3+6k2-9k+4)

   =;2!;(k4-10k3+33k2-40k+16)

   이므로

   S'(k)=;2!;(4k3-30k2+66k-40)

   =2k3-15k2+33k-20

   =(k-1)(k-4)(2k-5) 

   S'(k)=0  에서 k=1 또는 k=;2%; 또는 k=4 

   1<k<4에서 함수 S(k)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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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 y ;2%; y (4)

S'(k) + 0 -

S(k) ↗ 극대 ↘

   1<k<4에서 함수 S(k)는 k=;2%;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므로

 t=;2%;

   따라서 l=;3&;, t=;2%;이므로 l<t이다. (거짓)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이다. 

 ① 

필 형수 유 9

 f(x)=2xÜ`+6xÛ`+a라 하면 

 f '(x)=6x Û`+12x=6x(x+2)

 f '(x)=0에서 x=-2 또는 x=0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2 y 0 y

f '(x) + 0 - 0 +

f(x) ↗ 극대 ↘ 극소 ↗

이때

 f(-2)=-16+24+a=a+8

 f(0)=a

 f(2)=16+24+a=a+40

이므로 f(-2)< f(2)

그러므로 방정식 f(x)=0이  

O
x

y
y=f(x)

2-2

-2ÉxÉ2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을 갖기 위해서는 함수 y=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아야 한다. 

즉, f(-2)¾0이고 f(0)<0이어

야 한다. 

 f(-2)¾0에서 a+8¾0, a¾-8  yy`㉠

 f(0)<0에서 a<0   yy`㉡

㉠, ㉡에서 -8Éa<0

따라서 구하는 정수 a의 개수는 0-(-8)=8

 ③

다른 풀이   

2xÜ`+6xÛ`+a=0에서 2xÜ`+6xÛ`=-a

 f(x)=2xÜ`+6xÛ`이라 하면

 f '(x)=6x Û`+12x=6x(x+2)

 f '(x)=0에서 x=-2 또는 x=0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2 y 0 y

f '(x) + 0 - 0 +

f(x) ↗ 8 ↘ 0 ↗

이때 함수 y=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f(2)=40이므로 방정식  y
y=f(x)

y=-a

xO

8

40

2-2

 f(x)=-a가 -2ÉxÉ2에서 서

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0<-aÉ8

즉, -8Éa<0 

따라서 구하는 정수 a의 개수는 

0-(-8)=8

25
xÜ`+3xÛ`-9x+2-a=0에서 xÜ`+3xÛ`-9x+2=a  yy ㉠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곡선 y=xÜ`+3xÛ`-9x+2

와 직선 y=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

 f(x)=xÜ`+3xÛ`-9x+2라 하면 

 f '(x) =3xÛ`+6x-9=3(xÛ`+2x-3)=3(x+3)(x-1)

 f '(x)=0에서 x=-3 또는 x=1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3 y 1 y

f '(x) + 0 - 0 +

f(x) ↗ 29 ↘ -3 ↗

이때 함수 y=f(x)의 그래프는 그림과 y y=f(x)

y=29

y=-3
xO

1

29

-3
-3

 

같다.

따라서 곡선 y=f(x)와 직선 y=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a=29 또는 a=-3

그런데 a>0이므로 

a=29

 29

26
방정식  f(x)=g(x)에서 

2xÜ`+xÛ`-2x-3=xÜ`+xÛ`+10x+a, x3-12x-3=a

h(x)=x3-12x-3이라 하면

h'(x)=3x2-12=3(x2-4)=3(x+2)(x-2)

h'(x)=0에서 x=-2 또는 x=2

함수 h(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2 y 2 y

h'(x) + 0 - 0 +

h(x) ↗ 13 ↘ -19 ↗

이때 함수 y=h(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 y

y=a

y=h(x)

x
O 2

-2-3

-19

13
다.

따라서 방정식 h(x)=a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

지려면 -3<a<13이어야 하므로 정수 a

는 -2, -1, 0, y, 12이고, 그 개수는 15

이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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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ㄱ.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f '(a)=f '(b)=0`(a+b)이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는 다음

과 같다.

y y=f(x)

f(a)

f(b)

a b xO

y=
f(a)+f(b)

2

[	a<b일	때	]

y y=f(x)

f(b)

f(a)

b a xO

y=
f(a)+f(b)

2

[	a>b일	때	]

  방정식 f(x)-
 f(a)+f(b) 

2
=0의 실근은 곡선 y=f(x)와 직선 

y=
 f(a)+f(b) 

2
가 만나는 점의 x좌표와 같다.

  그림과 같이 곡선 y=f(x)와 직선 y=
 f(a)+f(b) 

2
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므로 방정식 f(x)-
 f(a)+f(b) 

2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참)

ㄴ. 함수 y=f(x)-f(a)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y y=f(x)-f(a)

f(b)-f(a)

a b
xO

[	a<b일	때	]

y y=f(x)-f(a)

f(b)-f(a)

b a xO

[	a>b일	때	]

	 	이때 함수 y=|f(x)-f(a)|의 그래프와 직선 y=|f(a)-f(b)|

는 다음과 같다.

y
y=|f(x)-f(a)|

y=|f(a)-f(b)|
a b xO

[	a<b일	때	]

y
y=|f(x)-f(a)|

ab xO
y=|f(a)-f(b)|

[	a>b일	때	]

	 	따라서 방정식 |f(x)-f(a)|-|f(a)-f(b)|=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참)

ㄷ.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려면 x=0에서 미

분가능해야 하므로 f '(0)=0이어야 한다.

  a<b일 때 a=0이면 두 함수 y=f(x), y=f(|x|)의 그래프와 직

선 y=
 f(a)+f(b) 

2  는 다음과 같다.

y y=f(x)

b xO

  

y=
f(a)+f(b)

2

y y=f(   )|x|

b-b xO

  따라서 방정식 f(|x|)-
 f(a)+f(b) 

2
=0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a<b일 때 b=0이면 두 함수 y=f(x), y=f(|x|)의 그래프와 직

선 y=
 f(a)+f(b) 

2
는 다음과 같다.

y y=f(x)

a xO

    y

xO

y=
f(a)+f(b)

2

y=f(   )|x|

  따라서 방정식 f(|x|)-
 f(a)+f(b) 

2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a>b일 때 방정식 f(|x|)-
 f(a)+f(b) 

2
=0은 b=0

이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고, a=0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

는다. (거짓)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② 

28 
주어진 조건에서 함수 f(x)는 x=1, x=10에서 극소이고 x=5에서 

극대이며 f(1)>f(10)이다.

따라서 함수 y=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y y=f(x)

1 5 10
f(10)

f(1)

f(5)

xO

함수 g(x)=g
 f(x) 

 f(x-m)+n

(x<a)

(x¾a)
에서 g'(a)=0이므로 a의 값은 

1 또는 5 또는 10이다.

| f(1)-f(5)|>|f(1)-f(10)|이고 방정식 g(x)-k=0의 서로 다

른 실근의 개수가 6이 되려면 a의 값은 10이 되어야 하고   

m=9, n=-{ f(1)-f(10)}이다. 

y

y=k

y=g(x)

1 5 10
f(10)

f(1)

k

f(5)

xO

따라서 
n

a+m 
=

-{ f(1)-f(10)} 
10+9

=
 f(10)-f(1) 

19

 ④ 

29 
Ú x>0일 때

  f(x)=xÜ`-3|x|+2=x3-3x+2이므로

  f '(x)=3x2-3=3(x2-1)=3(x+1)(x-1)

  f '(x)=0에서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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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x<0일 때

  f(x)=xÜ`-3|x|+2=x3+3x+2이므로

  f '(x)=3x2+3>0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0 y 1 y

 f '(x) + - 0 +

 f(x) ↗ 2 ↘ 0 ↗

이때 함수 y=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 y=f(x)

xO 1

2

13

x>0일 때, f(x)=2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x3-3x+2=2에서 x(x2-3)=0이므로

x='3
따라서 함수 g(t)는 다음과 같다.

g(t)=

(
{
9 

 f(t+2) 

2

 f(t+2) 

(t<-2)

(-2Ét<-2+'3 )
(t¾-2+'3 )

y

y=g(t)

tO-2
-2+13

2

ㄱ.   함수  g(t)는 -2ÉtÁ<tªÉ-2+'3 일 때 g(tÁ)=g(tª)=2이다.  

 (거짓)

ㄴ.   t에 대한 방정식 g(t)-a(t+2)=0의 y y=a(t+2)

y=g(t)

tO-2
-2+13

2

   실근은 두 함수 y=g(t), y=a(t+2)

의 그래프의 교점의 t좌표와 같다. 

   따라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때의 a의 값은 두 점 (-2, 0), 

(-2+'3, 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

기와 같으므로

 a= 2-0  
(-2+'3 )-(-2)

=
2'3`
3   (참)

ㄷ.   그림과 같이 방정식 g(t)-bt=0이 서로 y

y=g(t)
y=bt

tO-2
-2+13

2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함수 y=g(t)

(t>0)의 그래프와 직선 y=bt`(b>0)

이 접할 때이고, 이때의 b의 값은 함수 

y=f(x), 즉 y=x3-3x+2`(x>0)의 

그래프와 직선 y=b(x-2)가 접할 때

의 b의 값과 같다. 

  함수 y=x3-3x+2`(x>0)의 그래프

y=b(x-2)

y

y=f(x)

xO 1 2

2

와 직선 y=b(x-2)가 접할 때의 접점

의 x좌표를 t`(t>2)라 하면 접선의 방

정식은

 y-(t3-3t+2)=(3t2-3)(x-t)

 이 직선이 점 (2, 0)을 지나므로

 0-(t3-3t+2)=(3t2-3)(2-t)

 t3-3t2+2=0

 (t-1)(t2-2t-2)=0

 t>2이므로 t=1+'3
 따라서 t=1+'3 일 때의 b의 값은

 3t2-3=3(1+'3 )2-3=9+6'3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⑤ 

필 형수 유 10

h(x)=f(x)-3g(x)라 하면 

h(x)=xÜ`-3xÛ`-9x+30-k

닫힌구간 [-1, 4]에서 f(x)¾3g(x)가 항상 성립하려면 h(x)¾0 

이어야 한다.

이때 h'(x)=3xÛ`-6x-9=3(x+1)(x-3)

h'(x)=0에서 x=-1 또는 x=3 

닫힌구간 [-1, 4]에서 함수 h(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x -1 y 3 y 4

h '(x) - 0 +

h(x) ↘ 극소 ↗

닫힌구간 [-1, 4]에서 함수 h(x)는 x=3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므

로 함수 h(x)의 최솟값은 

h(3)=27-27-27+30-k=3-k

닫힌구간 [-1, 4]에서 h(x)¾0이려면 h(3)=3-k¾0이어야 한다.

따라서 kÉ3이므로 실수 k의 최댓값은 3이다.

 3

30
 f(x)=2xÜ`+3xÛ`+9-aÛ`이라 하면

 f '(x)=6xÛ`+6x=6x(x+1)

 f '(x)=0에서 x=-1 또는 x=0

x>0에서 f '(x)>0이므로 f(0)¾0을 만족시키면 x>0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2xÜ`+3xÛ`+9-aÛ`>0이 항상 성립한다.

 f(0)=9-aÛ`¾0에서 aÛ`É9

-3ÉaÉ3 

따라서 정수 a는 -3, -2, -1, 0, 1, 2, 3이고, 그 개수는 7이다. 

 ④

31 
h(x)=f(x)-g(x)라 하면

h(x)=3x4-8x3+a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¾g(x)가 항상 성립하려면 h(x)¾0이어

야 한다.

이때 h'(x)=12x3-24x2=12x2(x-2)

h'(x)=0에서 x=0 또는 x=2

함수 h(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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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0 y 2 y

h '(x) - 0 - 0 +

h(x) ↘ a ↘ a-16 ↗

함수 h(x)는 x=2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¾0이려면

h(2)=a-16¾0, a¾16

따라서 실수 a의 최솟값은 16이다. 

 ④ 

32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

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x=b에서 x축과 접한다고 하면

 f(x-2)+1=(x-b)2(x-c)`(c는 상수, b+c)

로 놓을 수 있다. 

xbc

y=f(x-2)+1  

x
b

c

y=f(x-2)+1

	 [b>c일	때]	 [b<c일	때]

xÉa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É-1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댓값이 2이므로 xÉa+2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2)+1É0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2의 최댓값은 4이다.

즉, c=4이다.

 f(x-2)+1=(x-b)2(x-4)에 x=0을 대입하면

 f(-2)+1=-4b2

-5+1=-4b2, 즉 b2=1에서 

b=1 또는 b=-1이므로

 f(x-2)=(x-1)2(x-4)-1 또는 f(x-2)=(x+1)2(x-4)-1 

따라서 x=5를 대입하면 f(3)=15 또는 f(3)=35이므로 f(3)의 최

댓값은 35이다.

 ⑤ 

필 형수 유 1 1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Á, vª라 하면

vÁ=3tÛ`-4t+3, vª=2t+12

이므로 3tÛ`-4t+3=2t+12에서

3tÛ`-6t-9=0, tÛ`-2t-3=0

(t+1)(t-3)=0

t¾0이므로 t=3

이때 점 P의 위치는 27-18+9=18

점 Q의 위치는 9+36=45

따라서 구하는 두 점 P, Q 사이의 거리는

45-18=27

 27

33 
x=2t3-3t2+5t이므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라 하면

v=6t2-6t+5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를 a라 하면

a=12t-6

점 P의 가속도가 0일 때,

12t-6=0에서 t=;2!;

따라서 점 P의 시각 t=;2!;에서의 속도는

6_;4!;-6_;2!;+5=;2&;

 ① 

34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1, v2라 하면

v1=t-2, v2=-3t2+6t+9 

두 점 P, Q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v1v2>0이므로

(t-2)(-3t2+6t+9)>0, 3(t-2)(t+1)(t-3)<0

t¾0이므로 2<t<3

따라서 a의 최솟값은 m=2, b의 최댓값은 M=3이므로 

m+M=2+3=5

 5

35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 가속도를 a라 하면

v= dx 
dt  

=-4t3+3kt2=-tÛ`(4t-3k)

a= dv  
dt  

=-12t2+6kt=-6t(2t-k)

dv  
dt  

=0에서 t=0 또는 t= k  
2  

t>0에서 v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 (0) y ;2K; y

dv  
dt  

+ 0 -

v ↗ 극대 ↘

t>0에서 v는 t= k  
2  

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므로 점 P의 속도의 최댓

값은  

-4_{ k  
2  
}

3

+3k_{ k  
2  
}

2

= k Ü`   
4  

즉, 
k Ü`   
4  

=16이므로 k=4

따라서 a=-12t2+24t이므로 점 P의 시각 t=4에서의 가속도는

-12_16+24_4=-9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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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3+2x)dx

=;4#;x4+x2+C (단, C는 적분상수)

이때 G(0)=1이므로 C=1

따라서 G(x)=;4#;x4+x2+1이므로

G(2)=;4#;_16+4+1=17

 ④ 

03
Ú x<-1일 때

  f(x)=:`(x3-4x)dx

 =;4!;x4-2x2+C1 (단, C1은 적분상수)

Û -1<x<1일 때

  f(x)=:`(2x+2)dx

 =x2+2x+C2 (단, C2는 적분상수)

Ü x>1일 때

  f(x)=:`(x3-4x)dx

 =;4!;x4-2x2+C3 (단, C3은 적분상수)

함수 y=f(x)의 그래프가 점 {0, ;4(;}를 지나므로 

 f(0)=C2=;4(;

함수 f(x)가 x=-1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1-  

 f(x)= lim
x`Ú -1+  

 f(x)에서

lim
x`Ú -1-  

{;4!;x4-2x2+C1}= lim
x`Ú -1+  

{x2+2x+;4(;}

;4!;-2+C1=1-2+;4(;

따라서 C1=3이고 f(-1)=;4%;이다.

함수 f(x)가 x=1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1-   

 f(x)= lim
x`Ú 1+   

 f(x)에서

lim
x`Ú 1-   

{x2+2x+;4(;}= lim
x`Ú 1+   

{;4!;x4-2x2+C3}

1+2+;4(;=;4!;-2+C3

따라서 C3=7이고 f(1)=:ª4Á:이다. 

이때

 f(x)=

(
\
{
\
9  

;4!;x4-2x2+3

x2+2x+;4(;

;4!;x4-2x2+7

(xÉ-1) 

(-1<xÉ1)

(x>1)

|x|>1일 때,

 f '(x)=x3-4x=x(x2-4)=0에서 

x=-2 또는 x=2

|x|<1일 때, f '(x)=2x+2>0

필 형수 유 1

 f(x)=:` f '(x)dx

=:`(8xÜ`-12x2+7)dx

=2xÝ`-4x3+7x+C (단, C는 적분상수)

이때 f(0)=3이므로 C=3

따라서 f(x)=2xÝ`-4x3+7x+3이므로

 f(1)=2-4+7+3=8

 8

01
 f '(x)=4x-12에서

 f(x)=:`(4x-12)dx

=2x2-12x+C (단, C는 적분상수)

이차함수 f(x)의 최솟값이 1이므로

 f(x) =2(x2-6x)+C  

=2(x-3)2+C-18

에서 C-18=1, C=19

따라서 f(x)=2x2-12x+19이므로

 f(1)=2-12+19=9

 ⑤ 

02
함수 F(x)=x3+ax가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므로

 f(x)=F'(x)=3x2+a

 f(1)=5이므로

 f(1)=3+a=5, a=2

즉, f(x)=3x2+2이므로

G(x)=:`x f(x)dx

=:`x(3x2+2)dx

다항함수의 적분법06
필 형수 유 1 8	 01 ⑤	 02 ④	 03 ⑤

필 형수 유 2 10	 04 ④	 05 ②	 06 45

필 형수 유 3 34	 07 ⑤	 08 ④	 09 ①

필 형수 유 4 ④	 10 ②	 11 ③	 12 47

필 형수 유 5 ④	 13 ④	 14 ⑤	 15 ④

필 형수 유 6 ②	 16 ④	 17 ②	 18 76

필 형수 유 7 36	 19 ②	 20 ②	 21 ④

	 22 ①	 23 ③	

필 형수 유 8 ④	 	24 ②	 25 ②	 26 ⑤	

27 38	 28 ②

필 형수 유 9 ③	 29 ①	 30 ⑤	 31 ③

본문 66~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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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2 y -1 y 1 y 2 y

 f '(x) - 0 + + - 0 +

 f(x) ↘ 극소 ↗ ↗ 극대 ↘ 극소 ↗

y y=f(x)

xO 1-1
-2

2

따라서 함수 f(x)의 극솟값은 f(-2)=-1, f(2)=3이므로 모든 극

솟값의 합은

-1+3=2

 ⑤ 

필 형수 유 2

:!4 (x+|x-3|)dx=:!3 (x+|x-3|)dx+:#4 (x+|x-3|)dx

=:!3 {x-(x-3)}dx+:#4 {x+(x-3)}dx

=:!3 3`dx+:#4 (2x-3)dx

=[3x]3!+[xÛ`-3x]4#

=6+4

=10

 10

04
:!3``x|x-2|dx=:!2``x(2-x)dx+:@3``x(x-2)dx

=:!2``(2x-x2)dx+:@3``(x2-2x)dx

=[x2-;3!;x3]2!+[;3!;x3-x2]3@

=;3@;+;3$;

=2

이때

:!3``ax|x-2|dx=a:!3``x|x-2|dx=2a=6

이므로 a=3

 ④ 

05
 f(x)=xÛ`-(a+1)x+a=(x-1)(x-a)에서 f(1)=0이고

d
dx

{(x2+x) f(x)}=(x2+x) f '(x)+(2x+1) f(x)이므로

:!2` (x2+x) f '(x)dx+:!2` (2x+1) f(x)dx

=:!2` {(x2+x) f '(x)+(2x+1) f(x)}dx

=:!2` {(x2+x) f(x)}'dx

=[(x2+x) f(x)]2!

=6 f(2)-2 f(1) 

=6 f(2)

즉, 6 f(2)=-12에서  f(2)=-2이므로

 f(2)=2-a=-2에서 a=4

 따라서 f(x)=x2-5x+4이므로

:!a`` f(x)dx=:!4` (x2-5x+4)dx

=[;3!;x3-;2%;x2+4x]4!

=-;2(;

 ② 

06
조건 (나)에 의하여

:_1!` f(x)dx=:!3``f(x)dx

이때

:_3!` f(x)dx=:_1!` f(x)dx+:!3``f(x)dx=2:_1!` f(x)dx=12

에서 :_1!` f(x)dx=6

조건 (가)에서 함수 y=f(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_0!` f(x)dx=:)1`` f(x)dx

이때

:_1!` f(x)dx=:_0!` f(x)dx+:)1`` f(x)dx=2:)1`` f(x)dx=6

에서 :)1`` f(x)dx=3

:_0!` f(x)dx=:)1`` f(x)dx=3이므로 조건 (나)에 의하여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N
n+1

`f(x)dx=3

따라서

:)
15
`f(x)dx=:)1``f(x)dx+:!2``f(x)dx+y+:

14

15
`f(x)dx

=15:)1``f(x)dx

=15_3=45

 45

필 형수 유 3

 f(x)=2x3+ax2+bx에서

 f '(x)=6x2+2a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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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가)에서 f '(0)=-3이므로 b=-3

조건 (나)에서

:_2@` f(x)dx=:_2@ (2x3+ax2-3x)dx=2:)2``ax2`dx

=2[;3A; x3]2)=:Á3¤: a

즉, :Á3¤: a=32에서 a=6

따라서 f(x)=2x3+6x2-3x이므로

 f(2)=16+24-6=34

 34

07
:_2@`(x3+2x2+x)dx+:@-` 2` (2x3-4x2+1)dx

=:_2@`(x3+2x2+x)dx-:_2@`(2x3-4x2+1)dx

=:_2@`{(x3+2x2+x)-(2x3-4x2+1)}dx

=:_2@`(-x3+6x2+x-1)dx

=2:)2``(6x2-1)dx

=2[2x3-x]2)

=2_14

=28

 ⑤ 

08
:_1!`(x+2)2 f(x)dx

=:_1!`(x2+4x+4) f(x)dx

=:_1!`x2 f(x)dx+4:_1!`x f(x)dx+4:_1!` f(x)dx  yy ㉠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이므로

:_1!` f(x)dx=0

또 g(x)=x2 f(x), h(x)=x f(x)라 하면

g(-x)=(-x)2 f(-x)=-x2 f(x)=-g(x)

h(-x)=-x f(-x)=x f(x)=h(x)

이므로

:_1!`x2f(x)dx=:_1!`g(x)dx=0

:_1!`x f(x)dx=:_1!`h(x)dx=2:)1``h(x)dx=2:)1``x f(x)dx

=2_3=6

따라서 ㉠에서

:_1!`(x+2)2 f(x)dx=0+4_6+0=24

 ④ 

09
조건 (가)에서 다항함수 f(x)는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상수항

은 0이다. 

이때 함수 f '(x)는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x)=-f '(x)이다.

g(x)=x f(x)이므로

g(-x)=-x f(-x)=-x f(x)=-g(x)

조건 (나)에서

:)2``g'(x)dx=[g(x)]2)=g(2)-g(0)=2 f(2)=12

이므로 f(2)=6

또 g'(x)=f(x)+x f '(x)이므로

:)2``g'(x)dx=:)2` { f(x)+x f '(x)}dx

=:)2` f(x)dx+:)2` x f '(x)dx=12   yy ㉠

조건 (다)에서

:_2@`x{ f '(x)+1}Û``dx

=:_2@`x{ f '(x)}2`dx+:_2@`2x f '(x)dx+:_2@`x`dx  yy ㉡

이때 hÁ(x)=x{ f '(x)}2, hª(x)=x f '(x)라 하면

hÁ(-x)=-x{ f '(-x)}2=-x{ f '(x)}2=-hÁ(x)

hª(-x)=-x f '(-x)=x f '(x)=hª(x)

이므로

:_2@`x{ f '(x)}2dx=:_2@`hÁ(x)dx=0

:_2@`x f '(x)dx=:_2@`hª(x)dx=2:)2``hª(x)dx=2:)2``x f '(x)dx

또 :_2@`x`dx=0이므로 ㉡에서

:_2@`x{ f '(x)+1}Û``dx=0+4:)2``x f '(x)dx+0=4:)2``x f '(x)dx

조건 (다)에서 4:)2``x f '(x)dx=32이므로 :)2``x f '(x)dx=8

이고 ㉠에서

:)2`` f(x)dx=12-:)2``x f '(x)dx=12-8=4

따라서

:)2` { f '(x)+f(x)}dx=:)2`` f '(x)dx+:)2``f(x)dx

=[ f(x)]2)+:)2``f(x)dx

=f(2)-f(0)+:)2``f(x)dx

=6-0+4=10

 ① 

필 형수 유 4

x f(x)=2xÜ`+axÛ`+3a+:!/``f(t)dt  yy ㉠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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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2+a+3a+0=4a+2   yy ㉡

㉠의 양변에 x=0을 대입하면

0=3a+:!0``f(t)dt=3a-:)1``f(t)dt

:)1``f(t)dt=3a   yy ㉢

 f(1)=:)1``f(t)dt이므로 ㉡, ㉢에서 

4a+2=3a

따라서 a=-2이고 f(1)=-6이다.

x f(x)=2xÜ`-2xÛ`-6+:!/``f(t)dt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x f '(x)=6xÛ`-4x+f(x)

x f '(x)=6xÛ`-4x

 f '(x)=6x-4이므로

 f(x)=:` f '(x)dx

=:` (6x-4)dx

=3xÛ`-4x+C (단, C는 적분상수)

 f(1)=3-4+C=-6에서 C=-5

따라서 f(x)=3xÛ`-4x-5이므로

a+f(3)=-2+10=8

 ④

10
:_/@``f(t)dt=x3+ax2+2x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0=-8+4a-4

4a=12, a=3

:_/@``f(t)dt=x3+3x2+2x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3x2+6x+2

따라서 f(a)=f(3)=27+18+2=47

 ② 

11

x f(x)=g
x2+2x

3x2+x

(x<0)

(x¾0)
이므로

Ú x<0일 때

 g(x)=:_/!`(t2+2t)dt

 =[;3!;t3+t2]/_!

 =;3!;x3+x2-;3@;

Û x¾0일 때

 g(x)=:_0!`(t2+2t)dt+:)/``(3t2+t)dt

 =[;3!;t3+t2]0_!+[t3+;2!;t2]/)

 =x3+;2!;x2-;3@;

Ú, Û에서

g(x)=
(
{
9 

;3!;x3+x2-;3@; 

xÜ`+;2!;x2-;3@;

(x<0)

(x¾0) 

따라서 g(-3)+g(2)=-;3@;+:ª3¥:=:ª3¤:

 ③ 

12
조건 (나)에서 f(x)의 차수를 n이라 하면 좌변의 f(f(x))의 차수는 

n2이고 우변의 차수는 n+2이므로

n2=n+2, n2-n-2=0, (n+1)(n-2)=0

이때 n은 자연수이므로 n=2

함수 f(x)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이고, 조건 (가)에서 함수 f(x)는 

짝수차항 또는 상수항만 존재하므로 

 f(x)=ax2+b`(a, b는 상수, a>0)이라 하자.

조건 (나)에서 양변의 차수는 모두 4이고, 좌변의 사차항의 계수는 a3, 

우변의 사차항의 계수는 4a이므로

a3=4a에서 a(a+2)(a-2)=0

a>0이므로 a=2

따라서 f(x)=2x2+b이고 f '(x)=4x이므로 조건 (나)에서

(좌변) =2(2x2+b)2+b  

=2(4xÝ`+4bx2+b2)+b  

=8xÝ`+8bx2+2b2+b

(우변)=(4x2-3)(2x2+b)-3:!/``4t`dt

={8xÝ`+(4b-6)x2-3b}-3[2t2]/!

={8xÝ`+(4b-6)x2-3b}-6(x2-1)

=8xÝ`+(4b-12)x2-3b+6

양변의 이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비교하면

8b=4b-12, 2b2+b=-3b+6

이므로 b=-3

따라서 f(x)=2x2-3이므로

 f(5)=50-3=47

 47

필 형수 유 5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F(x)라 하면

lim  
x`Ú 3

  1
xÛ`-3x 

 :#/  f(t)dt=lim  
x`Ú 3 

 
F(x)-F(3)

x(x-3)

=lim  
x`Ú 3 
[ 1

x _
F(x)-F(3) 

x-3 ]

=;3!; F'(3)

=;3!; f(3)

=;3!;(18-3+6)

=7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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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x)=2x2-5x라 하고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F(x)라 하

면

lim  
x`Ú a 

  1
x-a 

 :A/``(2t2-5t)dt=lim  
x`Ú a 

 
F(x)-F(a) 

x-a 

=F '(a)

=f(a)

=2a2-5a

즉, 2a2-5a=3에서

2a2-5a-3=0, (2a+1)(a-3)=0

a=-;2!; 또는 a=3

따라서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2!;+3=;2%;

 ④ 

14
함수 { f(x)}2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F(x)라 하면

lim   
x`Ú -2

  1
x+2  :_/@ { f(t)}Û`dt= lim   

x`Ú -2 
 
F(x)-F(-2)

x-(-2)

=F'(-2)

={ f(-2)}2

=82=64

 ⑤ 

15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F(x)라 하면

lim   
x`Ú 2 

  1
xÜ`-4x 

 :$
xÛ`
 f(t)dt=lim   

x`Ú 2  
 [ F(xÛ`)-F(4)

xÛ`-4
_;[!;]

=lim   
x`Ú 2  

  F(xÛ`)-F(4)
xÛ`-4

_;2!;

lim   
x`Ú 2  

  F(xÛ`)-F(4)
xÛ`-4

에서 x2=u로 치환하면 x` Ú 2일 때 u`Ú 4이므로

lim   
x`Ú 2  

 
F(xÛ`)-F(4)

xÛ`-4
=lim   

u`Ú 4  
  F(u)-F(4)

u-4

  =F '(4)

  =f(4)

  =1+4+42+43+44+45

  = 46-1 
4-1

  = 46-1 
3

따라서 lim   
x`Ú 2 

  1
xÜ`-4x  

 :$
xÛ`
 f(t)dt= 46-1 

3
_;2!;= 212-1 

6

 ④ 

필 형수 유 6

곡선 y=x3-2x2과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x3-2x2=0에서 x2(x-2)=0

x=0 또는 x=2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y y=xÜ`-2xÛ

x
O

2

S=:)2` |xÜ`-2xÛ`| dx

=:)2` (-xÜ`+2xÛ`) dx

=[-;4!;xÝ`+;3@;xÜ`]2) 

=;3$;

 ②

16
 f(x)=ax3-3ax+a2에서

 f '(x)=3ax2-3a=3a(x2-1)=3a(x+1)(x-1)

곡선 y=f '(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f '(x)=0에서 x=-1 또는 x=1

이므로 곡선 y=f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_1!`|3a(x2-1)|dx=6a:)1``(-x2+1)dx

=6a[-;3!;x3+x]1)

=4a

즉, 4a=8이므로 a=2

 f(x)=2x3-6x+4=2(x3-3x+2)=2(x+2)(x-1)2

이므로 곡선 y=f(x)는 그림과 같다.

y
y=f(x)

xO 1

4

-2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_1@`(2x3-6x+4)dx=[;2!;xÝ`-3x2+4x]1_@=:ª2¦:

 ④ 

17
 f(x)=x2-8x+3+4|x2-2x|라 하자.

Ú x2-2x¾0일 때

 x(x-2)¾0에서 xÉ0 또는 x¾2이고

  f(x) =x2-8x+3+4(x2-2x)=5x2-16x+3  

=(5x-1)(x-3)

  f(x)=0에서 x=3

Û x2-2x<0일 때

 x(x-2)<0에서 0<x<2이고

  f(x) =x2-8x+3-4(x2-2x)=-3x2+3  

=-3(x+1)(x-1)

  f(x)=0에서 x=1

44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www.ebsi.co.kr

Ú, Û에서 곡선 y=f(x)는 그림과 같다.

y y=f(x)

xO 1-1 3

3

-9

2

1
5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3``| f(x)|dx

=:!2``|-3x2+3|dx+:@3``|5x2-16x+3|dx

=:!2``(3x2-3)dx+:@3``(-5x2+16x-3)dx

=[x3-3x]2!+[-;3%;x3+8x2-3x]3@

=4+:Á3¤:=:ª3¥:

 ② 

18
직선 y=-2x+4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_2_4=4

이므로 곡선 y=ax2에 의하여 나뉘어진 두 부분의 넓이는 각각 2이다.

y y=axÛ

y=-2x+4
xkO 2

4

제1사분면에서 곡선 y=ax2과 직선 y=-2x+4의 교점의 x좌표를 

k`(0<k<2)라 하면

ak2=-2k+4  yy`㉠

곡선 y=ax2과 직선 y=-2x+4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하면

S=:)k``ax2`dx+;2!;_(2-k)_(-2k+4)

=[;3A;x3]k)+(2-k)2

=;3!;ak3+k2-4k+4

㉠을 대입하면

S=;3!;k_(-2k+4)+k2-4k+4

=;3!;k2-;3*;k+4=2

k2-8k+6=0이고 0<k<2이므로

k=4-'¶10
㉠에서

a= -2k+4
k Û`

=
-2(4-'¶10 )+4 

(4-'¶10)2 =
-2+'¶10 
13-4'¶10 

=
(-2+'¶10 )(13+4'¶10 )  

13Û`-(4'¶10)2  =
14+5'¶10 

9 

따라서 p=:Á9¢:, q=;9%;이므로

36(p+q)=36{:Á9¢:+;9%;}=76

 76

필 형수 유 7

곡선 y=x2-7x+10과 직선 y=-x+10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x2-7x+10=-x+10에서

x2-6x=0, x(x-6)=0

x=0 또는 x=6

y y=xÛ`-7x+10

y=-x+10

xO

10

6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6` {(-x+10)-(x2-7x+10)}dx

=:)6` (-x2+6x)dx

=[-;3!;x3+3x2]6)

=36

 36

19
 f(x)=|x2-x|라 하면

 f(x)=g
x2-x

-x2+x 

(x<0 또는 x>1)

(0ÉxÉ1)

Ú x<0 또는 x>1일 때

 x2-x=x에서 x(x-2)=0이므로

 x=2

Û 0ÉxÉ1일 때

 -x2+x=x에서 x2=0이므로

 x=0

Ú, Û에서 곡선 y=f(x)와 직선 y=x는 그림과 같다.

y y=|xÛ`-x|

y=x

xO 1 2

곡선 y=f(x)와 직선 y=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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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x-(-x2+x)}dx+:!2` {x-(x2-x)}dx

=:)1``x2`dx+:!2` (2x-x2)dx

=[;3!;x3]1)+[x2-;3!;x3]2!

=;3!;+;3@;

=1

 ② 

20
 f(x)=x3-4x2-x+4라 하면

 f '(x)=3x2-8x-1이므로 f '(2)=-5

곡선 y=f(x) 위의 점 (2, -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6)=-5(x-2), y=-5x+4

곡선 y=f(x)와 직선 y=-5x+4의 교점의 x좌표는

x3-4x2-x+4=-5x+4에서

x3-4x2+4x=0

x(x-2)2=0

x=0 또는 x=2

y

y=-5x+4

y=f(x)

xO
2

4

-6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2` {(x3-4x2-x+4)-(-5x+4)}dx

=:)2``(x3-4x2+4x)dx

=[;4!;xÝ`-;3$;x3+2x2]2)

=;3$;

 ② 

21
 f(x)=x3-4x2+3x에서 f '(x)=3x2-8x+3

g(x)=-x2+ax에서 g'(x)=-2x+a

두 곡선 y=f(x), y=g(x)는 모두 점 (0, 0)을 지나고, 점 (0, 0)에

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하므로 

 f '(0)=g'(0)에서 a=3

g(x)=-x2+3x이므로 두 곡선 y=f(x), y=g(x)의 교점의 x좌표는 

 f(x)=g(x)에서

x3-4x2+3x=-x2+3x

x2(x-3)=0

x=0 또는 x=3

y y=f(x)

y=g(x)

x
O

1
3

y=g(x)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3``{(-x2+3x)-(x3-4x2+3x)}dx

=:)3``(-x3+3x2)dx

=[-;4!;xÝ`+x3]3)

=:ª4¦:

 ④ 

22
원점 O와 점 P(a, aÛ`-1)에 대하여

OPÓ 
2
=a2+(a2-1)2=a4-a2+1={a2-;2!;}

2

+;4#;

이고 a>0이므로 선분 OP의 길이는 a=
'2`
2  일 때 최소이고,  

이때 점 P의 좌표는 { '2`
2  , -;2!;}이다.

y=x2-1에서 y'=2x이므로 점 P{ '2`
2  , -;2!;}에서의 접선 l의 기울

기는 '2이고 접선 l의 방정식은

y-{-;2!;}='2 {x-
'2`
2  }, y='2x-;2#;

y y=xÛ`-1

xO

P

-1
y=12x-3

2-3
2

 12
 2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
'2
2   [(x2-1)-{'2x-;2#;}]dx

=:)
'2
2   {x2-'2x+;2!;}dx

=[;3!;x3-
'2`
2  x

2+;2!;x])

=
'2`
12  -

'2`
4  +

'2`
4  =

'2`
12  

 ① 

23
함수 f(x)=-x2-2ax-a2+4a+1에 대하여 곡선 y=f(x)와 직선 

y=-2x+6이 접하므로

-x2-2ax-a2+4a+1=-2x+6에서

x2+2(a-1)x+(a2-4a+5)=0  yy`㉠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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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대한 이차방정식 ㉠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4 =(a-1)2-(a2-4a+5)=2a-4=0

에서 a=2이고 f(x)=-x2-4x+5

㉠에서 x2+2x+1=(x+1)2=0이므로 접점의 좌표는 (-1, 8)이

다.

곡선 y=f(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x2-4x+5=0에서 (x+5)(x-1)=0

x=-5 또는 x=1

y
y=-2x+6

y=-xÛ`-4x+5

xO
-1

-2-5 1 3

6
8

곡선 y=f(x) (x¾-2)와 직선 y=-2x+6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하면

S=:_3! (-2x+6)dx-:_1! (-xÛ`-4x+5)dx

=;2!;_4_8-2:)1` (-xÛ`+5)dx

=16-2[-;3!;x3+5x]1)

=16-2_:Á3¢:

=:ª3¼:

 ③ 

필 형수 유 8

조건 (가)에 의하여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함수 y=f(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조건 (나)에서

:)6  f(x)dx=:)3  f(x)dx+:#6  f(x)dx

=:)3  f(x)dx+:#6 { f(x-3)+4}dx

=:)3  f(x)dx+:)3 { f(x)+4}dx

=2:)3  f(x)dx+12

즉, 2:)3  f(x)dx+12=0에서

:)3  f(x)dx=-6

또한 :)3  f(x)dx+:#6  f(x)dx=0에서

:#6  f(x)dx=6

이고 함수 f(x)는 증가함수이므로 x¾6일 때 f(x)>0이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9  | f(x)|dx=:^9  f(x)dx

=:^9 { f(x-3)+4}dx

=:#6  f(x)dx+12

=6+12

=18

 ④

24
 f(x)=-x3+3x에서 

 f '(x)=-3x2+3=-3(x+1)(x-1)

 f '(x)=0에서 x=-1 또는 x=1  yy`㉠

a>0이고 f '(a)=g'(a)=0이므로 ㉠에서 a=1

즉, g'(1)=0이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g(x)는 x=1에

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다.

또 f(1)=g(1)이므로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 y=g(x)

y=f(x)

x
O

1

g(1)=f(1)=2에서 이차함수 y=g(x)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가 

(1, 2)이므로

g(x)=(x-1)2+2=x2-2x+3

두 곡선 y=f(x), y=g(x)의 교점의 x좌표는

 f(x)=g(x)에서

-x3+3x=x2-2x+3

x3+x2-5x+3=0

(x+3)(x-1)2=0

x=-3 또는 x=1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_1# {(x2-2x+3)-(-x3+3x)}dx

=:_1# (x3+x2-5x+3)dx

=[;4!;xÝ`+;3!;x3-;2%;x2+3x]1_#

=:¤3¢:

 ② 

25
함수 y=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므로 닫힌구간  

[t, t+2]에서 함수 f(x)의 최댓값은 f(t) 또는 f(t+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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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x2-4x+4=(x-2)2이므로 f(t)=f(t+2)인 t의 값은

(t-2)2=t2에서

t2-4t+4=t2

t=1

tÉ1일 때, f(t)¾	f(t+2)이므로 

g(t)=f(t)=t2-4t+4

t>1일 때, f(t)< f(t+2)이므로 

g(t)=f(t+2)=t2

따라서

g(x)=g
x2-4x+4

xÛ`

(xÉ1)

(x>1)

xÉ1일 때, g(x)=4에서 x2-4x+4=4이므로 x=0

x>1일 때, g(x)=4에서 x2=4이므로 x=2

y y=g(x)

y=4

xO 1 2

4

따라서 구하는 넓이를 S라 하면

S=:)2``{4-g(x)}dx

=:)1``{4-(x2-4x+4)}dx+:!2``(4-x2)dx

=:)1``(-x2+4x)dx+:!2``(4-x2)dx

=[-;3!;x3+2x2]1)+[4x-;3!;x3]2!

=;3%;+;3%;=:Á3¼:

 ② 

26
함수 y=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g(x)의 그래프는 직선 y=x

에 대하여 대칭이고, 함수 f(x)는 증가함수이므로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의 교점은 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y=x의 

교점과 같다.

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y=x의 교점의 x좌표는

x3+2x2+2x-4=x에서

x3+2x2+x-4=0

(x-1)(x2+3x+4)=0

이므로 x=1이고 교점의 좌표는 (1, 1)이다.

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y=-x-6의 교점을 A라 하면 점 A

의 x좌표는

x3+2x2+2x-4=-x-6에서

x3+2x2+3x+2=0

(x+1)(x2+x+2)=0

이므로 x=-1이고 교점은 A(-1, -5)이다.

직선 y=x와 직선 x=-1의 교점을 B라 하면 B(-1, -1)이다.

직선 y=-x-6과 직선 y=x의 교점을 C라 하면 점 C의 x좌표는

-x-6=x에서 x=-3이고 교점은 C(-3, -3)이다.

y

y=-x-6

y=f(x)

y=g(x)

y=x

xO

A
C

B

-6
-5

-1
-1

-3
-3

-6 1

1

두 곡선 y=f(x), y=g(x)와 직선 y=-x-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하면 곡선 y=f(x)와 두 직선 y=-x-6, y=x로 둘러

싸인 부분의 넓이는 ;2!;S이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_4_2=4이므로

;2!;S=4+:_1! {x-f(x)}dx

=4+:_1! {x-(x3+2x2+2x-4)}dx

=4+:_1! (-x3-2x2-x+4)dx

=4+2:)1``(-2x2+4)dx

=4+2[-;3@;x3+4x]1)

=4+2_:Á3¼:

=:£3ª: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S=2_:£3ª:=:¤3¢:

 ⑤ 

27
조건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2)+1이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

행이동한 그래프는 함수 y=f(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y

xO

1
2

6

2 4 6 8 10

y=  x
y=f(x)

3
5

구하는 넓이는 닫힌구간 [0, 10]에서 곡선 y=f(x)와 직선  

y=;2!;x+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두 직선 y=;2!;x+1, y=;5#;x 

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이다.

닫힌구간 [0, 2]에서 곡선 y=f(x)와 직선 y=;2!;x+1로 둘러싸인 부

분의 넓이를 SÁ이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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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Á=:)2``[{-x2+;2%;x+1}-{;2!;x+1}]dx

=:)2``(-x2+2x)dx

=[-;3!;x3+x2]2) 

=;3$;

닫힌구간 [0, 10]에서 곡선 y=f(x)와 직선 y=;2!;x+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_5=:ª3¼:

두 직선 y=;2!;x+1, y=;5#;x와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2!;_1_10=5

그러므로 구하는 넓이 S는

S=:ª3¼:+5=:£3°:

따라서 p=3, q=35이므로

p+q=3+35=38

 38

28
 f(x)=|x2-2x|라 하면

 f(x)=g
x2-2x

-x2+2x

(x<0 또는 x>2)

(0ÉxÉ2)

y=-x2+2x에서 y'=-2x+2이므로 

곡선 y=-x2+2x 위의 점 (0,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이다.

곡선 y=f(x)와 직선 y=k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므로 0<k<2

이다.

Ú x<0 또는 x>2일 때

 x2-2x=kx에서 x2-(2+k)x=0이므로

 x=2+k

Û 0ÉxÉ2일 때

 -x2+2x=kx에서 x2-(2-k)x=0이므로

 x=0 또는 x=2-k

Ú, Û에서 곡선 y=f(x)와 직선 y=kx는 그림과 같다.

y

y=kx

y=f(x)

xO 2 2+k2-k

곡선 y=f(x)와 직선 y=k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k)라 하면

S(k)=:)
2-k

 {(-x2+2x)-kx}dx+:
2
2
-k

 {kx-(-x2+2x)}dx

 +:@
2+k

 {kx-(x2-2x)}dx

=:)
2-k

 {-x2+(2-k)x}dx+:
2
2
-k

 {x2-(2-k)x}dx

 +:@
2+k

 {-x2+(2+k)x}dx

=[-;3!;x3+ 2-k 
2 x2])

2-k
+[;3!;x3- 2-k 

2 x2]2
2-k

 +[-;3!;x3+ 2+k 
2 x2]@

2+k

=;6!;(2-k)3+[;3*;-2(2-k)+;6!;(2-k)3]

 +[;6!;(2+k)3+;3*;-2(2+k)]

=;3!;(2-k)3+;6!;(2+k)3-;3*;

=;6!;(-k3+18k2-12k+8)

S'(k)=;6!;(-3k2+36k-12)=-;2!;(k2-12k+4)

이때 0<k<2이므로 S'(k)=0에서 k=6-4'2
0<k<2에서 함수 S(k)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 (0) y 6-4'2 y (2)

S'(k) - 0 +

S(k) ↘ 극소 ↗

0<k<2에서 함수 S(k)는 k=6-4'2 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다.

따라서 주어진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 최소

일 때 실수 k의 값은 6-4'2 이다.

 ② 

필 형수 유 9

점 P의 시각 t (t>0)에서의 가속도를 a(t)라 하면

a(t)=v'(t)=-12tÛ`+24t

시각 t=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12이므로 

-12kÛ`+24k=12, kÛ`-2k+1=0

(k-1)Û`=0, k=1

한편, v(t)=-4tÜ`+12tÛ`=-4tÛ`(t-3)이므로 

3ÉtÉ4일 때 v(t)É0이다. 

따라서 시각 t=3에서 t=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4` |v(t)|dt=:#4` |-4tÜ`+12tÛ`|dt

=:#4` (4tÜ`-12tÛ`)dt

=[tÝ`-4tÜ`]4#

=27

 ③

29
시각 t=1과 t=k에서 점 P의 위치가 같으므로

:!k``v(t)dt=:!k` (6-2t)dt

=[6t-t2]k!

=6k-k2-5

=-(k-1)(k-5)=0

k>1이므로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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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점 P가 t=1에서 t=5까지 움직인 거리는

:!5` |v(t)|dt=:!5` |6-2t|dt

=:!3` (6-2t)dt+:#5` (2t-6)dt

=[6t-t2]3!+[t2-6t]5#

=4+4=8

 ① 

30
시각 t=0일 때 점 A(12)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a에서의 위치 x는

x=12+:)a``v(t)dt

=12+:)a``(t2-2t)dt

=12+[;3!;t3-t2]a)

=;3!;a3-a2+12

 f(a)=;3!;a3-a2+12라 하면

 f '(a)=a2-2a=a(a-2)

 f '(a)=0에서 a=0 또는 a=2

a¾0에서 함수 f(a)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0 y 2 y

 f '(a) - 0 +

 f(a) 12 ↘ :£3ª: ↗

a¾0에서 함수 f(a)는 a=2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이므로 함수 f(a)의 

최솟값은

 f(2)=:£3ª:

따라서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점 P의 위치는 :£3ª:이다.

 ⑤ 

31
시각 t=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각 t=k에서의 위치를 각각 f(k), g(k)라 하면

 f(k)=:)k` (4t2-3at+a)dt=;3$;k3-;2#;ak2+ak

g(k)=:)k` (t2+3t-2a)dt=;3!;k3+;2#;k2-2ak

h(k)=f(k)-g(k)라 하면

h(k)={;3$;k3-;2#;ak2+ak}-{;3!;k3+;2#;k2-2ak}

=k3-;2#;(a+1)k2+3ak

h'(k)=3k2-3(a+1)k+3a=3(k-1)(k-a)

h'(k)=0에서 k=1 또는 k=a

시각 t=k에서 두 점 P, Q 사이의 거리는 |h(k)|이므로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8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k의 개수가 4이려면 k>0일 

때 방정식 |h(k)|=8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이어야 한다.

a>1이므로 삼차함수 h(k)는 k=1에서 극대, k=a에서 극소가 되고

h(1)=1-;2#;(a+1)+3a=;2#;a-;2!;

h(a)=aÜ`-;2#;(a+1)aÛ`+3aÛ`=-;2!;aÜ`+;2#;aÛ`

k>0일 때, 방정식 |h(k)|=8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 y=|h(k)|의 그래프와 직선 y=8이 접해야 하고,  

|h(1)|=8인 경우와 |h(a)|=8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h(1)|=8인 경우

 |h(1)|=8이고 h(1)>0이므로

 h(1)=;2#;a-;2!;=8에서 a=:Á3¦:

 이때

 h(a)=h{:Á3¦:}=-;2!;_{:Á3¦:}
3

+;2#;_{:Á3¦:}
2

=-:Á;;2!7%;;¤:

 에서 |h(a)|>8

y y=|h(k)|

k

y=8

aO 1

  k>0일 때, 함수 y=|h(k)|의 그래프와 직선 y=8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4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Û |h(a)|=8인 경우

 |h(a)|=8이고 h(a)<0이므로

 h(a)=-;2!;a3+;2#;a2=-8에서

 a3-3a2-16=0

 (a-4)(a2+a+4)=0

 a=4

 이때

 h(1)=;2#;_4-;2!;=:Á2Á:

 에서 |h(1)|<8

y y=|h(k)|

k

y=8

aO 1

  k>0일 때, 함수 y=|h(k)|의 그래프와 직선 y=8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2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Ú, Û에서 a=:Á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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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6-1)!=5!=120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2인 경우의 수는 두 점 A, B를 먼저 정한 

후 남은 4개의 꼭짓점에 4개의 문자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

로

4!=24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20-24=96

 ⑤

03
원의 내부에 속하는 영역은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또는 이 정삼각형

의 한 변과 원의 호로 둘러싸인 3개의 활꼴이다.

Ú 빨간색을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에 칠하는 경우

  남은 6가지의 색 중에서 원의 외부와 큰 정삼각형의 내부의 공통 영

역에 칠할 3가지 색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C3=
6_5_4 
3_2_1 =20

 위에서 선택한 3가지 색을 해당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3-1)!=2!=2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남은 3가지 색을 3개의 활꼴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3!=6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20_2_6=240

Û 빨간색을 3개의 활꼴 중 하나에 칠하는 경우

 빨간색을 활꼴 중 하나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3C1

3 =1

 남은 6개의 영역에 남은 6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6!=720

 이때의 경우의 수는

 1_720=720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240+720=960

 960

다른 풀이   

원의 내부에 속하는 영역은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또는 이 정삼각형

의 한 변과 원의 호로 둘러싸인 3개의 활꼴이다.

Ú 빨간색을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에 칠하는 경우

  빨간색을 제외한 6가지 색을 각각 A, B, C, D, E, F라 하자. 이때 

A색을 활꼴 중 하나에 칠하는 경우와 원의 외부와 큰 정삼각형의 

내부의 공통 영역 중 하나에 칠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A색을 활꼴 중 하나에 칠하고 남은 5개의 영역에 남은 5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CÁ
3 _5!=120

  A색을 원의 외부와 큰 정삼각형의 내부의 공통 영역 중 하나에 칠

하고 남은 5개의 영역에 남은 5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필 형수 유 1

1학년 학생 2명을 1명으로 생각하고 2학년 학생 2명을 1명으로 생각하

여 5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1)!=4!=24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1학년 학생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2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2학년 학생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2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24_2_2=96

 ①

01
어떤 남학생과도 이웃하여 앉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하도록 앉으려면 3

명의 여학생이 나란히 앉아 두 여학생 사이에 이웃하여 앉는 여학생이 

있으면 된다.

3명의 여학생을 하나로 묶어 4명의 남학생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의 수는

(5-1)!=4!=24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3명의 여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는

3!=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24_6=144

 ②

02
두 점 A, B가 서로 이웃하면 ABÓ=1

두 점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ABÓ='3  또는 ABÓ=2

따라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

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2인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6개의 각 꼭짓점에 대응시키는 경우

의 수는 서로 다른 6개의 대상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

경우의 수07
필 형수 유 1 ①	 01 ②	 02 ⑤	 03 960

필 형수 유 2 ③	 04 ③	 05 ①	 06 ④

필 형수 유 3 ③	 07 ④	 08 36	 09 ⑤

필 형수 유 4 ⑤	 10 ③	 11 ②	 12 575

필 형수 유 5 ⑤	 13 ③	 14 60	 15 ⑤

필 형수 유 6 74	 16 ②	 17 ①	 18 60

필 형수 유 7 24	 19 ②	 20 ③	 21 ④

필 형수 유 8 682	 22 ①	 23 ②	 24 180	

본문 78~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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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Á 
3 _5!=120

 이때의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120+120=240

Û 빨간색을 3개의 활꼴 중 하나에 칠하는 경우

 빨간색을 활꼴 중 하나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3C1

3 =1

 남은 6개의 영역에 남은 6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6!=720

 이때의 경우의 수는

 1_720=720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240+720=960

필 형수 유 2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하여 만든 네 자리의 자연수가 5의 배수가 되려면 일의 자리의 숫자는 

5이어야 한다.

따라서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P3=53=125

 ③

04
4장의 카드 중에서 빨간색을 칠할 카드 1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C1=4

남은 3장의 카드를 남은 2가지 색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색을 

택해 한 장의 카드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색 중에

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

므로

2P3=23=8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4_8=32

 ③

05
조건 1<{ f(x)|x<X}를 만족시키려면 f(x)=1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원소 x가 있어야 한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는 공역 Y의 원소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정의역의 원소 1, 2, 3에 각각 

대응하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5P3=53=125

 f(x)=1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원소 x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 f 의 

개수는 집합 X에서 집합 {2, 3, 4, 5}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와 같으므

로

4P3=43=64

따라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125-64=61

 ①

06
사탕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가 없으므로 3개의 상자에 사탕을 각각 2개, 

1개, 1개씩 넣어야 한다.

상자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4개의 사탕 중에서 2개를 택해 하

나의 상자에 넣고, 나머지 2개의 사탕을 2개의 상자에 각각 하나씩 넣

는 경우의 수는

4C2_1=6

상자에 사탕을 넣은 이후부터 상자끼리는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초콜릿 4개를 3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3P4=34=81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_81=486

 ④

필 형수 유 3

6개의 문자 중에서 같은 문자인 a가 3개, b가 2개 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
3!_2!   =60

 ③

07
어떤 자연수가 짝수이려면 일의 자리의 수가 0 또는 짝수이어야 한다.

숫자 1, 2, 3 중에서 짝수인 자연수는 2뿐이므로 숫자 2를 일의 자리에 

놓은 후 남은 5개의 숫자 1, 1, 2, 3,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2!_2!   =30

 ④

08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고 조

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한다.

조건 (가)에서 숫자 2가 적혀 있는 카드가 숫자 3이 적혀 있는 카드의 

왼쪽에 놓여야 하므로 숫자 3이 적혀 있는 카드를 숫자 2가 적혀 있는 

카드로 간주하여 나열한 뒤 숫자 2가 적혀 있는 2장의 카드 중 오른쪽

에 놓인 카드를 숫자 3이 적혀 있는 카드라 하자. 이때의 경우의 수는 6

개의 숫자 1, 1, 1, 2, 2,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6!
3!_2!   =60

한편, 조건 (가)를 만족시키고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다

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Ú 숫자 2가 적혀 있는 카드를 가장 왼쪽에 놓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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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Û, Ü에서 구하는 함수 f 의 개수는

256-(1+4+6)=245

 ⑤

필 형수 유 4

A지점에서 P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2

칸 가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a, 위쪽

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b라 할 때, 4개의 문자 a,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
2!_2!   =6

P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1

칸 가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위와 마찬가지로 4개의 문자 a, a, a, b

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
3! =4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_4=24

 ⑤

10
A지점에서 P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1

칸 가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a, 위쪽

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b라 할 때, 3개의 문자 a, a, b를 일렬로 나

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3!
2! =3

P지점에서 Q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1칸, 위쪽으로 1

칸 가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2!=2

Q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2

칸 가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위와 마찬가지로 4개의 문자 a, a, b, b

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
2!_2!   =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2_6=36

 ③

11
도로망을 따라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려

면 오른쪽으로 6칸, 위쪽으로 3칸 이동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오른

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a,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b라 할 

때, 9개의 문자 a, a, a, a, a, a, b,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와 같으므로

9!
6!_3!   =84

Ú P지점을 지나는 경우

  위쪽으로 3칸 이동 후 오른쪽으로 6칸 이동하는 경우로 경우의 수

는 1이다. 

2      

  이때의 경우의 수는 남은 카드인 숫자 1, 1, 1,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5!
3! =20

Û 숫자 4, 2가 적혀 있는 카드를 이 순서대로 가장 왼쪽에 놓는 경우

4 2     

  이때의 경우의 수는 남은 카드인 숫자 1, 1, 1, 3이 하나씩 적혀 있

는 4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
3! =4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0-(20+4)=36

 36

09
집합 X의 4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더한 값이 6 

이하인 경우는

1+1+1+1=4,

1+1+1+2=5,

1+1+2+2=6

뿐이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집합 X에서 X로

의 모든 함수의 개수에서 

 f(1)+f(2)+f(4)+f(8)=4

또는

 f(1)+f(2)+f(4)+f(8)=5

또는

 f (1)+f(2)+f(4)+f(8)=6

인 함수 f 의 개수를 뺀 것과 같다.

집합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는

4P4=44=256

Ú  f(1)+f(2)+f(4)+f(8)=4인 경우

  1+1+1+1=4이므로 이때의 함수 f의 개수는 집합 X의 모든 원

소를 1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와 같다.

 즉, f(1)+f(2)+f(4)+f(8)=4인 경우의 수는 1이다. 

Û  f(1)+f(2)+f(4)+f(8)=5인 경우

  1+1+1+2=5이므로 이때의 함수 f의 개수는 1, 1, 1, 2를 일렬

로 나열하여 차례로 집합 X의 4개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와 같다. 

 즉, f(1)+f(2)+f(4)+f(8)=5인 경우의 수는 

 
4!
3! =4

Ü  f(1)+f(2)+f(4)+f(8)=6인 경우

  1+1+2+2=6이므로 이때의 함수 f의 개수는 1, 1, 2, 2를 일렬

로 나열하여 차례로 집합 X의 4개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와 같다. 

 즉, f(1)+f(2)+f(4)+f(8)=6인 경우의 수는 

 
4!

2!_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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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Q지점을 지나는 경우

  A지점에서 출발하여 Q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4개의 문자 a,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

2!_2!   =6

  Q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5개의 문자 a, a, a,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5!
4!    =5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_5=30

A지점에서 출발하여 P지점과 Q지점을 모두 지나면서 B지점까지 최

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84-(1+30)=53

 ②

참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 진행 방

향과는 다른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두 지점은 동시에 지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P지점에서 Q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해

야 하므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Q지점에서 P지점으

로 이동하려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없다.

12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면 아래 그림의 세 

지점 P, Q, R 중 오직 한 지점만을 반드시 지난다.

A

B

R

Q
P

도로망을 따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a, 위쪽으로 한 칸 이동

하는 것을 b라 하자.

Ú P지점을 지나는 경우

  그림과 같이 P지점의 바로 아래 지점을 P'지점이라 하자. P지점을 

지나려면 반드시 P'지점을 지나야 한다.

P

P'

A

B

  A지점에서 P'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5개의 문

자 a, a, b,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고, P'지점에서 

P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1이며, P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

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6개의 문자 a, a, a, b, b, b를 일렬

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5!

2!_3!   _1_ 6!
3!_3! =10_1_20=200

Û Q지점을 지나는 경우

Q

A

B

  A지점에서 Q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6개의 문

자 a, a, a, b,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고, Q지점에

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6개의 문자 a, a, 

b, b,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

3!_3!   _
6!

2!_4!   =20_15=300

Ü R지점을 지나는 경우

  그림과 같이 R지점의 바로 위 지점을 R'지점이라 하자. R지점을 

지나 B지점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R'지점을 지나야 

한다.

R'

B

R

A

  A지점에서 R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6개의 문

자 a, a, a,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고, R지점에

서 R'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1이며, R'지점에서 B지점까

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5개의 문자 a, b, b, b, b를 일

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

에 의하여

 
6!

4!_2!   _1_ 5!
4!    =15_1_5=75

Ú, Û, 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200+300+75=575

 575

필 형수 유 5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에 각각 하나씩 

넣는 경우의 수는 1이고, 사탕을 넣은 후부터 주머니는 구별할 수 있

다. 이 주머니를 각각 A, B, C라 하자.

각 주머니에 구슬이 1개 이상씩 있어야 하므로 7개의 구슬 중 3개를 각

각 하나씩 세 주머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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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최대 3장 선택할 수 있고 카드를 선택함

과 동시에 나열하는 순서가 결정되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종류의 카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장을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에

서 같은 종류의 카드를 4장 택하는 경우의 수를 뺀 것과 같다.

서로 다른 5종류의 카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장을 택하는 중복조

합의 수는

5H4=5+4-1C4

=8C4

= 8_7_6_5 
4_3_2_1    

=70

서로 다른 5종류의 카드 중에서 같은 종류의 카드를 4장 택하는 경우의 

수는

5C1=5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0-5=65

 ⑤

필 형수 유 6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6=4+6-1C6

=9C6

=9C3

=84

이 중에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순서쌍의 개수는 방정식 

a+b+c+d=6  yy ㉠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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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하면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이고 ㉠에서

a'+b'+c'+d'=2  yy ㉡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

수는 ㉡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와 같으므로

4H2 =4+2-1C2  

=5C2  

=10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84-10=74

 74

16
x+y+z+4w=6  yy ㉠

에서 x, y, z, w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다음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w=0인 경우

남은 구슬 4개를 3개의 주머니 A, B, C에 넣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

으므로

3H4=3+4-1C4=6C4=6C2=15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_15=15

 ⑤

13
탁구공을 넣지 않은 상자가 없으므로 4개의 탁구공 중에서 3개를 각각 

하나씩 3개의 상자에 넣는다.

남은 1개의 탁구공을 상자에 담는 경우의 수는 3개의 상자 중에서 1개

의 상자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C1=3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골프공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는 3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

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5=3+5-1C5

=7C5

=7C2

= 7_6
2_1    

=21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21=63

 ③

14
조건 (나)에서 4명의 학생 모두 연필을 받아야 하므로 10자루의 연필 

중에서 4자루를 각각 하나씩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남은 6자루의 연필을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

른 4명의 학생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명을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4H6=4+6-1C6

=9C6

=9C3

= 9_8_7 
3_2_1    

=84

이때 4명의 학생이 각각 받은 연필의 개수가 모두 다른 경우는 4명의 

학생이 받은 연필의 개수가 각각

1, 2, 3, 4

인 경우이다. 이 경우의 수는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의 수와 같으므로

4!=24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연필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84-24=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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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x+y+z=6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

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6=3+6-1C6=8C6=8C2=28

Û w=1인 경우

 x+y+z+4=6에서

 x+y+z=2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

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2=3+2-1C2=4C2=6

Ú, Û에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28+6=34

 ②

17
조건 (가)에서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b이면 

 f(a)É f(b)이므로

 f(1)É f(2)É f(3)É f(4)É f(5)

이고 함수 f 의 공역이 X이므로

1É f(1)É f(2)É f(3)É f(4)É f(5)É5  yy ㉠

즉, 집합 X에 대하여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 :`X 2Ú`X
의 개수는 ㉠을 만족시키는 정수 f(1), f(2), f(3), f(4), f(5)의 모

든 순서쌍 ( f(1), f(2), f(3), f(4), f(5))의 개수와 같고 이는 1 이

상 5 이하의 정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5H5=5+5-1C5=9C5=9C4=126

이때 조건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에서 f(1)=f(3)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

수를 뺀 것과 같다.

 f(1)=f(3)이고 조건 (가)를 만족시키려면

 f(1)=f(2)=f(3)

이어야 한다. 이 값을 k라 하면

1ÉkÉ f(4)É f(5)É5

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1 이상 5 이하의 정수에서 중복

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5H3=5+3-1C3=7C3=35

따라서 구하는 함수 f 의 개수는

126-35=91

 ①

18
조건 (나)에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홀수이므로 a, b, c 중에서 

홀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이 경우 중에서 a를 홀수라 하면 음이 아닌 정수 a'에 대하여 

a=2a'+1

로 놓을 수 있고, 음이 아닌 정수 b', c'에 대하여

b=2b', c=2c'

으로 놓을 수 있다. 이때 조건 (가)에서

(2a'+1)+2b'+2c'+d=7

이고 우변이 홀수이므로 음이 아닌 정수 d'에 대하여

d=2d'

으로 놓을 수 있다. 즉,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에 대하여

(2a'+1)+2b'+2c'+2d'=7

즉, a'+b'+c'+d'=3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3=4+3-1C3=6C3=20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20=60

 60

필 형수 유 7

다항식 (1+2x)4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4Cr_14-r_(2x)r=4Cr_2r_xr (r=0, 1, 2, 3, 4)

이때 x2항은 r=2일 때이므로 x2의 계수는

4C2_22=6_4=24

 24

19
{x+ 2

x2 }
6

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6Cr_x6-r_{ 2
x2 }

r

=6Cr_2r_x6-3r (r=0, 1, 2, y, 6)

x3항은 6-3r=3, 즉 r=1일 때이므로 x3의 계수는

6C1_2Ú`=12

 ②

20
{x+;[!;}

6

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6Cr_xr_{;[!;}
6-r

=6Cr_x2r-6 (r=0, 1, 2, y, 6)

{x-;[!;}{x+;[!;}
6

의 전개식에서 x항은 {x+;[!;}
6

의 전개식에서의 x2

항과 x-;[!;에서의 -;[!;의 곱과 {x+;[!;}
6

의 전개식에서의 상수항과 

x-;[!;에서의 x의 곱의 합과 같다.

Ú {x+;[!;}
6

의 전개식에서 x2의 계수는 

 2r-6=2에서 r=4일 때이므로

 6C4=6C2=15

 이때 {x-;[!;}{x+;[!;}
6

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는

 15_(-1)=-15

Û {x+;[!;}
6

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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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항식 (1+x)2n+1의 전개식은 

(1+x)2n+1=2n+1C0+2n+1C1 x+2n+1C2 x
2+y+2n+1C2n+1 x

2n+1	

	 yy ㉠

등식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22n+1=2n+1C0+2n+1C1+2n+1C2+y+2n+1C2n+1  yy ㉡

등식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0=2n+1C0-2n+1C1+2n+1C2-2n+1C3+y+2n+1C2n-2n+1C2n+1	

	 yy ㉢

㉡+㉢을 하여 양변을 2로 나누면

2n+1C0+2n+1C2+2n+1C4+y+2n+1C2n=22n=4n

즉, an=4n이므로 수열 {an}은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따라서

4
Á 
n=1 

an=
4_(44-1) 

4-1

= 4_255  
3

=340

 ①

23
n-1
Á 
k=1 

2n-1Ck=2n-1C1+2n-1C2+2n-1C3+y+2n-1Cn-1이므로 

2n-1C1+2n-1C2+2n-1C3+y+2n-1Cn-1=63의 양변에 2n-1C0을 더 

하면

2n-1C0+2n-1C1+2n-1C2+y+2n-1Cn-1=64   yy ㉠

한편, nCr=nCn-r (0ÉrÉn)이므로

n-1
Á 
k=1 

2n-1Ck=
n-1
Á 
k=1 

2n-1C2n-1-k

=2n-1C2n-2+2n-1C2n-3+2n-1C2n-4+y+2n-1Cn

2n-1C2n-2+2n-1C2n-3+2n-1C2n-4+y+2n-1Cn=63의 양변에  

2n-1C2n-1을 더하면

2n-1C2n-1+2n-1C2n-2+2n-1C2n-3+y+2n-1Cn=64   yy ㉡

㉠, ㉡을 변끼리 더하면

2n-1C0+2n-1C1+2n-1C2+y+2n-1C2n-1=128  yy ㉢

다항식 (1+x)2n-1의 전개식은

(1+x)2n-1=2n-1C0+2n-1C1 x+2n-1C2 xÛ`+y+2n-1C2n-1 x
2n-1

  yy ㉣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22n-1=2n-1C0+2n-1C1+2n-1C2+y+2n-1C2n-1   yy ㉤

㉢, ㉤에서

22n-1=128=2à`

2n-1=7

따라서 n=4

 ②

24
nCr=nCn-r (0ÉrÉn)이므로

 2r-6=0에서 r=3일 때이므로

 6C3=20

 이때 {x-;[!;}{x+;[!;}
6

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는

 20_1=20

Ú, Û에서 x의 계수는

-15+20=5

 ③

21
다항식 (x+2)5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5Cr_xr_25-r=5Cr_25-r_xr (r=0, 1, 2, y, 5)

다항식 (nx+1)(x+2)5의 전개식에서 x2항은 (x+2)5의 전개식에

서의 x항과 nx+1에서의 일차항 nx의 곱과 (x+2)5의 전개식에서의 

x2항과 nx+1에서의 상수항 1의 곱의 합과 같다.

Ú 다항식 (x+2)5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는 r=1일 때이므로

 5C1_24=80

 이때 다항식 (nx+1)(x+2)5의 전개식에서 x2의 계수는

 80n

Û 다항식 (x+2)5의 전개식에서 x2의 계수는 r=2일 때이므로

 5C2_23=80

 이때 다항식 (nx+1)(x+2)5의 전개식에서 x2의 계수는

 80

Ú, Û에서 x2의 계수가 400이므로

80n+80=80(n+1)=400

따라서 n+1=5이므로

n=4

 ④

필 형수 유 8

다항식 (1+x)2n의 전개식은

(1+x)2n=2nC0+2nC1 x+2nC2 x
2+y+2nC2n x

2n  yy ㉠

등식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22n=2nC0+2nC1+2nC2+y+2nC2n yy ㉡

등식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0=2nC0-2nC1+2nC2-2nC3+y-2nC2n-1+2nC2n yy ㉢

㉡-㉢을 하여 양변을 2로 나누면

2nC1+2nC3+2nC5+y+2nC2n-1=22n-1

이므로

 f(n)=
n
Á
k=1

(2kC1+2kC3+2kC5+y+2kC2k-1)

=
n
Á
k=1

22k-1

이때 f(n)은 첫째항이 2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이므로

 f(5)=
5
Á
k=1

22k-1

=
2_(45-1) 

4-1

=682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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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형수 유 1

두 수 a, b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4_4=16

a의 값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어 구하자.

Ú a=1인 경우

 1<;1B;<4에서 1<b<4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b는 존재하지 않는다.

Û a=3인 경우

  1<;3B;<4에서 3<b<12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b의 값은 4, 6, 8, 

10으로 개수는 4이다.

Ü a=5인 경우

  1<;5B;<4에서 5<b<20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b의 값은 6, 8, 10

으로 개수는 3이다.

Ý a=7인 경우

  1<;7B;<4에서 7<b<28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b의 값은 8, 10으로 

개수는 2이다.

Ú~Ý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수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0+4+3+2=9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6;이다. 

 ②

01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이려면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홀수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순서쌍

의 개수는

6_6=36

주사위의 눈의 수 중에서 홀수는

1, 3, 5

확률08
필 형수 유 1 ②	 01 ④	 02 ②	 03 ②

필 형수 유 2 ①	 04 ①	 05 ⑤	 06 ②	

	 07 ②	 08 89	

필 형수 유 3 ②	 09 ④	 10 ⑤	 11 ②

필 형수 유 4 ⑤	 12 ④	 13 ③	 14 139

필 형수 유 5 46	 15 ②	 16 ②	 17 26

	 18 ②	 19 ③

필 형수 유 6 ⑤	 20 ②	 21 ①	 22 ④

필 형수 유 7 ②	 23 ⑤	 24 ④	 25 ②

	 26 ②	 27 ②	 28 28

	 29 ③

필 형수 유 8 ①	 30 ②	 31 ②	 32 ③

본문 88~97쪽bn=
n
Á 
k=1 

2n-1Cn+k-1

=
n
Á 
k=1 

2n-1C(2n-1)-(n+k-1)

=
n
Á 
k=1 

2n-1C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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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Á 
k=1 

2n-1Ck-1

=an

이고

an+bn=
n
Á 
k=1 

2n-1Ck-1+
n
Á 
k=1 

2n-1Cn+k-1

=
2n
Á 
k=1 

2n-1Ck-1   yy ㉠

다항식 (1+x)2n-1의 전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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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1

 yy ㉡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22n-1=2n-1C0+2n-1C1+2n-1C2+y+2n-1C2n-1

=
2n-1
Á 
k=0  

2n-1Ck

=
2n
Á 
k=1   

2n-1Ck-1 yy ㉢

㉠, ㉢에서

an+bn=22n-1

즉, an=bn=
an+bn  

2 
=;2!;_22n-1=22n-2이므로

 f(n)=log4 (an bn)

=log4 (2
2n-2_22n-2)

=log4`2
2(2n-2)=log4`4

2n-2

=(2n-2)log4`4

=2n-2

따라서

10
Á
n=1 

 f(2n-1)=
10
Á
n=1 

{2(2n-1)-2}=
10
Á
n=1 

(4n-4)

=4_ 10_11
2 -4_10=18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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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의 수는

3_3=9

이때 1, 3,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해 곱한 수가 3보다 작

은 경우의 수는

1_1=1

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9-1=8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6;=;9@;

 ④

02
두 수 a, b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4_15=60

a의 값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어 구하자.

Ú a=2인 경우

  6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b에 대하여 ;2B;의 값 중에서 자연수는

 3, 4, 5, 6, 7, 8, 9, 10

 이고 이 중 2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3, 5, 7, 9로 개수는 4이다.

Û a=3인 경우

 6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b에 대하여 ;3B;의 값 중에서 자연수는

 2, 3, 4, 5, 6

 이고 이 중 3과 서로소인 자연수는 2, 4, 5로 개수는 3이다.

Ü a=4인 경우

 6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b에 대하여 ;4B;의 값 중에서 자연수는

 2, 3, 4, 5

 이고 이 중 4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3, 5로 개수는 2이다.

Ý a=5인 경우

 6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b에 대하여 ;5B;의 값 중에서 자연수는

 2, 3, 4

 이고 이 중 5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2, 3, 4로 개수는 3이다.

Ú~Ý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수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4+3+2+3=12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6!0@;=;5!;

 ②

03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의 수는

9_8=72

한편, 10a-b=9a+a-b이고 9a는 a의 값에 관계없이 3의 배수이므

로 10a-b의 값이 3의 배수이려면 0이 아닌 정수 m에 대하여

a-b=3m

이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1 이상 9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는

(1, 4), (1, 7), 

(2, 5), (2, 8), 

(3, 6), (3, 9), 

(4, 1), (4, 7), 

(5, 2), (5, 8), 

(6, 3), (6, 9), 

(7, 1), (7, 4), 

(8, 2), (8, 5), 

(9, 3), (9, 6)

으로 개수는 18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7!2*;=;4!;

 ②

다른 풀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의 수는

9_8=72

한편, 10a-b=9a+a-b이고 9a는 a의 값에 관계없이 3의 배수이므

로 10a-b의 값이 3의 배수이려면 0이 아닌 정수 m에 대하여

a-b=3m

이어야 한다. 

즉, |a-b|의 값이 3의 배수이어야 하므로 두 수 a, b를 3으로 나눈 나

머지가 서로 같아야 한다. 따라서 두 수 a, b는

1, 4, 7 중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두 수이거나

2, 5, 8 중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두 수이거나

3, 6, 9 중에서 선택한 서로 다른 두 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_3P2 
72 = 3_3_2

72 =;4!;

필 형수 유 2

1이 적혀 있는 2개의 공을 서로 구별하여 1A, 1B라 하자.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는

5P4=120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나누어 구할 수 있

다.

Ú 1이 적혀 있는 공을 1개만 꺼내는 경우

  1A, 1B가 적혀 있는 공 중 하나를 택하고 2, 3, 4가 적혀 있는 공

을 모두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2C1_3C3=2

Û 1이 적혀 있는 공을 2개 모두 꺼내는 경우

  1A, 1B가 적혀 있는 공을 모두 택하고 나머지 2, 3, 4가 적혀 있는 

공 중에서 2개를 택한다. 이때 1A가 적혀 있는 공과 1B가 적혀 있

는 공의 순서가 바뀌어도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2C2_3C2_2!=6

Ú, Û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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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풀이 1

집합 X={1, 2, 3, 4, 5}에서 집합 Y={1, 2, 3}으로의 모든 함수 

f 의 개수는

3P5=3Þ`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구할 

수 있다.

Ú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1개, 4개의 원소가 각각 집합 Y의 원

소 하나씩에 대응되는 경우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집합 Y의 3개의 원소 

중에서 1개에 대응시키고 나머지 4개의 원소를 집합 Y의 남은 2개

의 원소 중에서 1개에 대응시키면 되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5C1_3P1_2!=30

Û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 3개의 원소가 각각 집합 Y의 원

소 하나씩에 대응되는 경우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집합 Y의 3개의 원소 

중에서 1개에 대응시키고 나머지 3개의 원소를 집합 Y의 남은 2개

의 원소 중에서 1개에 대응시키면 되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5C2_3P1_2!=60

Ú, Û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30+60=9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90
3Þ` 

=;2!7);

다른 풀이 2

집합 X={1, 2, 3, 4, 5}에서 집합 Y={1, 2, 3}으로의 모든 함수 f

의 개수는

3P5=3Þ`

공역 Y의 3개의 원소 중에서 치역에 속할 2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

의 수는

3C2=3

집합 X의 5개의 원소를 치역의 2개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치역의 서로 다른 2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

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집합 X의 5개의 원소 모두 치역의 2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되는 경우의 수를 뺀 것과 같으므로

2Þ`-2=30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30=9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90
3Þ` 

=;2!7);

06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6-1)!=5!=120

모든 학생이 1명 이상의 선생님과 이웃하도록 앉으려면 그림과 같이 선

생님의 양쪽에 학생이 앉고, 4명의 학생 각각은 단 한 명의 선생님과 이

웃해야 한다. 

2+6=8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2*0;=;1Á5;

 ①

04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720

숫자 1, 2, 3이 적혀 있는 카드 중에서 2장을 택해 양 끝에 일렬로 나열

하는 경우의 수는

3P2=6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남은 4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24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_24=14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7!2$0$;=;5!;

 ①

05
집합 X={1, 2, 3, 4, 5}에서 집합 Y={1, 2, 3}으로의 모든 함수 f

의 개수는

3P5=3Þ`

공역 Y의 3개의 원소 중에서 치역에 속할 2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

의 수는

3C2=3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구할 수 있다.

Ú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1개, 4개의 원소가 각각 치역의 원소 

하나씩에 대응되는 경우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치역의 2개의 원소 

중에서 1개에 대응시키면 되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5C1_2!=10

Û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 3개의 원소가 각각 치역의 원소 

하나씩에 대응되는 경우

  집합 X의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치역의 2개의 원소 

중에서 1개에 대응시키면 되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5C2_2!=20

Ú, Û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의 개수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

칙에 의하여

3_(10+20)=9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90
3Þ` 

=;2!7);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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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생님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즉, 선생님 2명은 마주 보는 형태로 앉고 남은 자리에 4명의 학생이 앉

으면 되므로 경우의 수는

(2-1)!_4!=2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ª2¢0;=;5!;

 ②

07
정육각형 ABCDEF의 6개의 꼭짓점 A, B, C, D, E, F는 한 원 위

에 있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선택한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양 끝점

으로 하는 선분이 원의 지름일 때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A F

C

B E

D

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C3=20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수 있는 선분은

ADÓ, BEÓ, CFÓ

로 빗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꼭짓점을 선택하는 경

우의 수는

4C1=4

선택한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4=12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2 
20 =;5#;

 ②

08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4P4=44=256

a(b-c)¾0이고 c¾d  yy ㉠

인 경우의 수는 다음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a=0인 경우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

  부등식 c¾d를 만족시키도록 두 수 c, d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와 같으므로

 4H2=4+2-1C2=5C2=10

 이때 b-c의 값에 관계없이 

 a(b-c)=0_(b-c)=0¾0

 이므로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C1=4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1_10_4=40

Û a+0인 경우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a>0이므로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a(b-c)¾0이 성립하려면 

b¾c이어야 한다. 

 이때 c¾d이어야 하므로 세 수 b, c, d는

 b¾c¾d

  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

락하여 3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4H3=4+3-1C3=6C3=20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20=60

Ú, Û에서 ㉠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40+60=10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5)6);=;6@4%;

즉, p=64, q=25이므로

p+q=64+25=89

 89

필 형수 유 3

a, b의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는 6_6=36이다.

Ú  |a-3|+|b-3|=2인 사건을 A라 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

우의 수는

 |a-3|=0, |b-3|=2일 때, (3, 1), (3, 5)

 |a-3|=1, |b-3|=1일 때, (2, 2), (2, 4), (4, 2), (4, 4)

 |a-3|=2, |b-3|=0일 때, (1, 3), (5, 3)

 에서 2+4+2=8이므로

 P(A)=;3¥6;

Û a=b인 사건을 B라 할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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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6이므로

 P(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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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이려면 두 수 모두 홀수이거나 두 수 모두 짝수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홀수인 수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와 짝

수인 수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의 합과 같으므로 이

때의 확률은

 
4C2+2C2 

6C2
= 6+1 

15 =;1¦5;

Û 2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이 3의 배수인 경우

  6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이 

3의 배수이려면 두 수 중 하나는 반드시 3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3을 제외한 5개의 공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으

므로 이때의 확률은

 
5C1 

6C2
=;1°5;=;3!;

Ü  2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이면서 두 수의 곱이 3의 

배수인 경우

  6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이면서 곱이 3의 배수이려면 꺼낸 공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3

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홀수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1, 1, 1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이때의 확률은

 
3C1 

6C2
=;1£5;=;5!;

Ú, Û, Ü에서 구하는 확률은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1¦5;+;3!;-;5!;=;5#;

 ②

필 형수 유 4

주머니에 들어 있는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7C3=35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인 사건을 A라 하면 사건 

AC은 꺼낸 3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인 사건이다.

꺼낸 3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인 경우의 수는

4C3=4

이므로

P(AC)=;3¢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A)=1-P(AC)

=1-;3¢5;

=;3#5!;

 ⑤

12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한 명 이상씩 선출되는 사건을 A라 하면 사건 

AC은 남학생들만 선출되거나 여학생들만 선출되는 사건이다.

전체 10명 중에서 운영진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는

10C3=120

남학생으로만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는

Ü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2, 2), (4, 4)에서 2이므로

 P(A;B)=;3ª6;

Ú, Û, Ü에서 구하는 확률은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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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6;-;3ª6;=;3!;

 ②

09
P(BC)=1-P(B)이므로 

P(A)=P(BC)에서

P(A)=1-P(B)

P(A)+P(B)=1

P(A;B)=;6!;이므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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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6%;

 ④

10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_6=36

Ú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경우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경우의 수는

 3_3=9

 이므로 이때의 확률은

 ;3»6;=;4!;

Û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

우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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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이때의 확률은

 ;3¤6;=;6!;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

건과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구하는 확률

은 Ú, Û에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4!;+;6!;=;1°2;

 ⑤

11
Ú 2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

  6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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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3=4

여학생으로만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는

6C3=20

사건 AC이 일어날 확률은

4+20 
120 =;1ª2¢0;=;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5!;=;5$;

 ④

13
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카드는 문자 R가 적혀 있는 2장의 카드이다. 이 

2장의 카드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사건을 A라 하면 사건 AC

은 문자 R가 적혀 있는 2장의 카드가 서로 이웃하게 나열되는 사건이

다.

문자 R가 적혀 있는 2장의 카드를 서로 다른 카드로 생각하자.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720

문자 R가 적혀 있는 2장의 카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4장의 

카드와 함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120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문자 R가 적혀 있는 2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2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120_2=240

사건 AC이 일어날 확률은

;7@2$0);=;3!;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3!;=;3@;

 ③

14
꺼낸 3개의 공의 색의 종류가 2가지인 사건을 A라 하면 사건 AC은 3

가지 색의 공을 모두 꺼내거나 1가지 색의 공만 3개 꺼내는 사건이다.

9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9C3=84

Ú 3가지 색의 공을 모두 꺼내는 경우

 이때의 확률은

 
2C1_3C1_4C1  

9C3
=;8@4$;=;7@;

Û 1가지 색의 공만 3개 꺼내는 경우

 파란 공 3개 또는 노란 공 3개를 꺼내면 되므로 이때의 확률은

 
3C3+4C3  

9C3
=;8°4;

Ú, Û에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AC)=;7@;+;8°4;=;8@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A)=1-P(AC)

=1-;8@4(;

=;8%4%;

즉, p=84, q=55이므로

p+q=84+55=139

 139

다른 풀이   

9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9C3=84

꺼낸 3개의 공의 색의 종류가 2가지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Ú 빨간 공과 파란 공만 꺼내는 경우

 빨간 공과 파란 공을 각각 1개와 2개 또는 2개와 1개 꺼낼 확률은

 
2C1_3C2+2C2_3C1 

9C3
= 2_3+1_3 

84 =;2£8;

Û 파란 공과 노란 공만 꺼내는 경우

 파란 공과 노란 공을 각각 1개와 2개 또는 2개와 1개 꺼낼 확률은

 
3C1_4C2+3C2_4C1 

9C3
= 3_6+3_4 

84 =;1°4;

Ü 빨간 공과 노란 공만 꺼내는 경우

 빨간 공과 노란 공을 각각 1개와 2개 또는 2개와 1개 꺼낼 확률은

 
2C1_4C2+2C2_4C1 

9C3
= 2_6+1_4 

84 =;2¢1;

Ú, Û, Ü에서 세 사건이 모두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2£8;+;1°4;+;2¢1;=;8%4%;

즉, p=84, q=55이므로

p+q=84+55=139

필 형수 유 5

숫자 3, 4가 적혀 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을 각각 ③, ④, ❸, ❹라 하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

가 같은 것이 있는 사건을 A,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주머니에 있는 8개의 공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는

8C4=70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③, ❸을 꺼내고 남은 공 6개 중에서 2개를 택하

는 경우의 수와 ④, ❹를 꺼내고 남은 공 6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

의 수의 합에서 ③, ❸, ④, ❹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뺀 것과 같으므로 

2_6C2-1=29, 즉 P(A)=;7@0(;

사건 A;B의 경우의 수는 ③, ❸을 꺼내고 남은 검은 공 3개와 남은 

흰 공 3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꺼내는 경우의 수와 ④, ❹를 꺼내고 남

은 검은 공 3개와 남은 흰 공 3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꺼내는 경우의 수

의 합에서 ③, ❸, ④, ❹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뺀 것과 같으므로 

2_3C1_3C1-1=17, 즉 P(A;B)=;7!0&;

따라서 P(B|A)=
P(A;B)

P(A)
=

;7!0&;

;7@0(;
=;2!9&;

정답과 풀이  63



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32명의 학생이 종이책을 선택하였고 조사에서 

모든 학생들은 종이책과 전자책 중 한 가지만 선택하였으므로 전자책을 

선택한 학생 수는

200-132=68

이 학교 남학생 수는 80이고 이 학교 남학생의 40`%가 전자책을 선택

하였으므로 전자책을 선택한 남학생 수는

80_;1¢0¼0;=32

전자책을 선택한 전체 학생 68명 중에서 남학생이 32명이므로 전자책

을 선택한 여학생 수는

68-32=36

즉, 200명의 학생 중에서 전자책을 선택한 학생은 68명이고 이 중 여학

생은 36명이므로

n(A)=68, n(A;B)=3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A)=
n(A;B) 

n(A)

=;6#8^;

=;1»7;

즉, p=17, q=9이므로

p+q=17+9=26

 26

다른 풀이   

여학생이 120명이고 남학생이 80명이므로 전체 학생 수는

120+80=200

이 학교 학생 중에서 132명의 학생이 종이책을 선택하였고 조사에서 

모든 학생들은 종이책과 전자책 중 한 가지만 선택하였으므로 전자책을 

선택한 학생 수는

200-132=68

이 학교 남학생 수는 80이고 이 학교 남학생의 40`%가 전자책을 선택

하였으므로 전자책을 선택한 남학생 수는

80_;1¢0¼0;=32

종이책을 선택한 남학생 수는

80-32=48

종이책을 선택한 전체 학생 132명 중에서 남학생이 48명이므로 종이책

을 선택한 여학생 수는

132-48=84

전자책을 선택한 전체 학생 68명 중에서 남학생이 32명이므로 전자책

을 선택한 여학생 수는

68-32=36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명)

성별														종류 종이책 전자책 합계

여학생 84 36 120

남학생 48 32 80

합계 132 68 200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전자책을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A, 여학생인 사

즉, p=29, q=17이므로

p+q=29+17=46

 46

15
P(AC;	BC)=;6!;에서

P(A'B)=1-P((A'B)C)

=1-P(AC;BC)

=1-;6!;

=;6%;

이때 P(A)=;4#;, P(B)=;3@;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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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1¦2;

따라서

P(A|B)-P(B|A)=
P(A;B) 

P(B)
-

P(A;B) 
P(A)

=
;1¦2;

;3@; 
-

;1¦2;

;4#; 

=;8&;-;9&;

=;7¦2;

 ②

16
100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을 선택할 때 각 학생이 선택될 확률은 모두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건부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지역 B를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X, 문화 탐방을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Y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Y|X)이다.

주어진 표에서 지역 B를 선택한 학생은 52명이고 이 중 문화 탐방을 선

택한 학생은 20명이므로

n(X)=52, n(X;Y)=2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Y|X)=
n(X;Y) 

n(X)
=;5@2);=;1°3;

 ②

17
여학생이 120명이고 남학생이 80명이므로 전체 학생 수는

120+80=200

200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을 선택할 때 각 학생이 선택될 확률은 모두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건부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전자책을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A, 여학생인 사

64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www.ebsi.co.kr

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즉, 200명의 학생 중에서 전자책을 선택한 학생은 68명이고 이 중 여학

생은 36명이므로

n(A)=68, n(A;B)=3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B|A)=
n(A;B) 

n(A)

=;6#8^;

=;1»7;

즉, p=17, q=9이므로

p+q=17+9=26

18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할 때, 

a+b인 사건을 X, ab의 값이 4의 배수인 사건을 Y라 하면 구하는 확

률은 P(Y|X)이다.

두 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는

6P2=62=36

이때 a=b인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가 6이므로

P(X)=1-P(XC)

=1-;3¤6;

=;6%;

a+b이고 ab의 값이 4의 배수이려면 a, b 중 하나만 4이거나 a, b가 4

가 아닌 서로 다른 짝수이어야 한다.

a, b 중 하나만 4인 두 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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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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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개수는 10

a, b가 4가 아닌 짝수이고 a+b인 두 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는

(2, 6), (6, 2)

이므로 개수는 2

즉, P(X;	Y)= 10+2 
36 =;3!;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Y|X)=
P(X;Y) 

P(X)

=
;3!;

;6%; 
=;5@;

 ②

다른 풀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할 때, 

a+b인 사건을 X, ab의 값이 4의 배수인 사건을 Y라 하면 구하는 확

률은 P(Y|X)이다.

두 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는

6P2=62=36

이때 a=b인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가 6이므로

P(X)=1-P(XC)

=1-;3¤6;

=;6%;

a+b이고 ab의 값이 4의 배수인 두 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하자.

a+b인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는

36-6=30

a+b이고 ab의 값이 4의 배수가 아니려면 두 수 a, b는 모두 서로 다

른 홀수이거나 두 수 a, b 중 하나는 홀수, 하나는 2 또는 6이어야 하므

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3P2+3C1_2C1_2! =6+12  

=18

즉, a+b이고 ab의 값이 4의 배수인 두 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

의 개수는

30-18=12

즉, P(X;	Y)=;3!6@;=;3!;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Y|X)=
P(X;Y) 

P(X)

=
;3!;

;6%; 
=;5@;

19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홀수인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2개인 

사건을 A,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

은 P(B|A)이다. 

7개의 공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7C3=35

사건 A는 홀수인 숫자 1, 3, 5, 7이 적혀 있는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짝수인 숫자 2, 4, 6이 적혀 있는 3개의 공 중에서 1개를 선

택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4C2_3C1=6_3=18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A)=;3!5*;

사건 A;B는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홀수인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2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이므로 다음 경우로 나누어 생

각할 수 있다.

Ú 꺼낸 공 중에서 홀수인 숫자가 적혀 있는 검은 공이 1개인 경우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이므로 숫자 6이 적혀 있는 검은 공은 반

드시 꺼내야 한다.

  이때의 경우의 수는 숫자 5, 7이 적혀 있는 검은 공 중에서 1개를 

선택하고 숫자 1, 3이 적혀 있는 흰 공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

의 수와 같으므로

 2C1_2C1=2_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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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에 따라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Ú 합이 7인 경우

  주머니 B에 1개의 공을 추가로 넣었을 때 숫자 3, 4가 적혀 있는 공

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1, 1), (2, 1), 

(1, 2)이므로 이때의 확률은 

 ;4@;_ 1C1_1C1

5C2
+;4!;_ 2C1_1C1

5C2
+;4!;_ 1C1_2C1

5C2

 = 2+2+2 
4_10 =;2£0;

Û 합이 8인 경우

  주머니 B에 1개의 공을 추가로 넣었을 때 숫자 4가 적혀 있는 공이 

2개 있어야 하므로 이때의 확률은 

 ;4!;_ 2C2 

5C2
=;4Á0;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Ú과 Û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2£0;+;4Á0;=;4¦0;

 ①

22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을 각 경우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Ú 합이 짝수인 경우 

  합이 짝수인 경우는 두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두 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이므로 합이 짝수일 확률은 

 
2C2+3C2

5C2
= 1+3 

10 =;5@;

  이때 주사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사건은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인 사건의 여사건이다.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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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은 

 1- 6
6Û` 

=;6%;

 그러므로 이때의 확률은 

 ;5@;_;6%;=;3!;

Û 합이 홀수인 경우

  합이 홀수인 경우는 두 수가 짝수 1개, 홀수 1개인 경우이므로 합이 

홀수일 확률은 

 
2C1_3C1

5C2
= 2_3 

10 =;5#;

  이때 주사위의 세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사건은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인 사건의 여사건이다.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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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은 

 1- 4
6Ü` 

=1-;5Á4;=;5%4#;

 그러므로 이때의 확률은 

 ;5#;_;5%4#;=;9%0#;

 그러므로 이때의 확률은

 ;3¢5;

Û 꺼낸 공 중에서 홀수인 숫자가 적혀 있는 검은 공이 2개인 경우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이므로 숫자 5, 7이 적혀 있는 검은 공은 

반드시 꺼내야 한다.

  이때의 경우의 수는 숫자 2, 4가 적혀 있는 흰 공 중에서 1개를 선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2C1=2

 그러므로 이때의 확률은

 ;3ª5;

Ú, Û에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P(A;	B)=;3¢5;+;3ª5;=;3¤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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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3¤5;

;3!5*;

=;3!;

 ③

필 형수 유 6

주머니 A에서 흰 공을 꺼내는 경우와 검은 공을 꺼내는 경우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Ú 주머니 A에서 흰 공을 꺼내는 경우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있으므로 꺼낸 공이 흰 공

일 확률은 

 ;5@;_;6#;=;5!;

Û 주머니 A에서 검은 공을 꺼내는 경우

  주머니 B에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5개가 있으므로 꺼낸 공이 흰 공

일 확률은 

 ;5#;_;6!;=;1Á0;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Ú과 Û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5!;+;1Á0;=;1£0;

 ⑤

20
P(AC)=;3!;에서 

1-P(A)=;3!;

즉, P(A)=;3@;

따라서 

P(A;	B)=P(A)P(B|A)=;3@;_;2!;=;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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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Ú과 Û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3!;+;9%0#;=;9*0#;

 ④

필 형수 유 7

세 수를 곱해서 4가 나오는 경우는 1, 1, 4 또는 1, 2, 2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1, 1, 4인 경우의 확률

 
3!
2! _{;6!;}

3

=;7Á2;

Û 1, 2, 2인 경우의 확률

 
3!
2! _{;6!;}

3

=;7Á2;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7Á2;+;7Á2;=;3Á6;

 ②

23
P(A;	B)=P(AC;B)에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P(B)=P(AC)P(B)

P(A;	B)+0에서 P(B)+0이므로

P(A)=P(AC)

즉, P(A)=1-P(A)에서

P(A)=;2!;   yy ㉠

이때 P(A;	B)=;3!;이므로 

P(A)P(B)=;3!;에 ㉠을 대입하면 

P(B)=;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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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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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24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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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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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4, 5), (5, 4), (6, 3), 

(6, 6)

이므로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은 

12
6_6 =;3!;

또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1-;3!;=;3@;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_;3@;=;9@;

 ④

25
세 개의 주사위 A, B, C 중 A, B를 택할 확률은 

2C2 

3C2
=;3!;

두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인 경우는 

(2, 5), (4, 5), (6, 5), (5, 2), (5, 4), (5, 6)이므로 두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일 확률은 

6
6_6 =;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_;6!;=;1Á8;

 ②

26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꺼내는 경우는 (흰, 흰, 검), (흰, 검, 흰),  

(검, 흰, 흰)이고 검은 공과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로 서로 같다.

그러므로 P(A)=3_;2!;_;2!;_;2!;=;8#;  yy ㉠

한편, 공에 적힌 수의 합이 6인 경우는 

2+2+2, 1+2+3

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2가 적힌 공이 3번 나오는 경우

  2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3!;이므로 ㉠을 이용하면 사건 A;B가 

일어날 확률은  

 ;8#;_{;3!;}
3

=;7Á2;

Û 1, 2, 3이 적힌 공이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경우

  1, 2,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6이고 1, 2, 3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모두 ;3!;로 서로 같으므로 ㉠을 이용하면 사건  

A;B가 일어날 확률은  

 ;8#;_[6_{;3!;}
3

 ]=;1Á2;

Ú, Û에서 

P(A;	B)=;7Á2;+;1Á2;=;7¦2;

따라서

P(A)+P(A;	B)=;8#;+;7¦2;= 27+7
72 =;3!6&;

 ②

다른 풀이   

P(A;B)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Ú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에 적힌 숫자가 모두 2인 경우

 2가 적힌 흰 공을 뽑을 확률은` ;6!;, 2가 적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6!;이므로

 (흰2, 흰2, 검2), (흰2, 검2, 흰2), (검2, 흰2, 흰2)를 뽑을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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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6!;}
3

Û 흰 공 2개, 검은 공 1개에 적힌 숫자가 1, 2, 3인 경우

 (흰1, 흰2, 검3), y, (검3, 흰2, 흰1)을 뽑을 확률은 3!_{;6!;}
3

 (흰1, 검2, 흰3), y, (흰3, 검2, 흰1)을 뽑을 확률은 3!_{;6!;}
3

 (검1, 흰2, 흰3), y, (흰3, 흰2, 검1)을 뽑을 확률은 3!_{;6!;}
3

Ú, Û에서

P(A;	B)=3_{;6!;}
3

+3_3!_{;6!;}
3

=(3+18)_{;6!;}
3

=;7¦2;

27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A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 C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인 

경우

 B와 D는 어떤 공을 꺼내도 되므로 이때의 확률은 

 ;3!;_;3!;_1_1=;9!;

Û  A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 C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경우

  B와 D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어야 하므로 이때의 확률

은 

 ;3!;_;3@;_;3!;_;3!;=;8ª1;

Ü  A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 C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인 

경우

	 Û와 같으므로 이때의 확률은

 ;8ª1;

Ý  A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 C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경우

 B와 D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어야 하므로 이때의 확률은 

 ;3@;_;3@;_;3!;_;3!;=;8¢1;

Ú~Ý에서 구하는 확률은 

;9!;+;8ª1;+;8ª1;+;8¢1;=;8!1&;

 ②

다른 풀이   

Ú 4명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인 경우

 모두 짝수가 적힌 공을 꺼낼 경우의 수가 1이므로 이때의 확률은

 1_{;3!;}
4

=;8Á1;

Û  3명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 나머지 1명이 꺼낸 공에 적

힌 수가 홀수인 경우

  홀수가 적힌 공을 꺼내는 1명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4이므로 이

때의 확률은

 4_{;3!;}
3

_{;3@;}
1

=;8¥1;

Ü  2명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 나머지 2명이 꺼낸 공에 적

힌 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

  홀수가 적힌 공을 꺼내는 2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경

우의 수가 2이므로 이때의 확률은

 2_{;3!;}
2

_{;3@;}
2

=;8¥1;

Ú, Û, Ü에서 구하는 확률은

;8Á1;+;8¥1;+;8¥1;=;8!1&;

28
표본공간을 S라 하면 

S={1, 2, 3, 4, 5, 6}

이때 사건 A는 

A={1, 2, 3}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n(A;B) 
n(S)

=
n(A) 
n(S)

_
n(B) 
n(S)

n(A;B) 
6 =;6#;_ n(B) 

6

2_n(A;B)=n(B)  yy ㉠

이때 n(B)+0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n(A;B)=1일 때

 ㉠에서 n(B)=2

 이때 A={1, 2, 3}이므로 사건 B는

 {1, 6}

 그러므로 p=1, q=6

Û n(A;B)=2일 때

 ㉠에서 n(B)=4

 이때 A={1, 2, 3}이므로 사건 B는

 {1, 2, 5, 6}

 그러므로 p=2, q=5

Ü n(A;B)=3일 때

 ㉠에서 n(B)=6

 이때 A={1, 2, 3}이므로 사건 B는

 {1, 2, 3, 4, 5, 6}

 그러므로 p=3, q=4

따라서 모든 순서쌍 (p, q)는 (1, 6), (2, 5), (3, 4)이므로 서로 다른 

모든 pq의 값의 합은

1_6+2_5+3_4=28

 28

29
숫자 1, 1, 2, 3, 4, 5 중에서 2개의 1을 11, 12라 하자. 

사건 A는 두 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이므로 사건 A의 원소는 

11과 12, 11과 3, 11과 5, 12와 3, 12와 5, 3과 5이다. 

표본공간을 S라 하면

n(S)=6C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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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n(A)=6이고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n(A;B) 
15 =;1¤5;_ n(B) 

15

5_n(A;B)=2_n(B)  yy ㉠

이때 n(A;	B), n(B)는 자연수이므로 n(A;B)는 2의 배수이고, 

n(B)는 5의 배수이다. 

Ú n(A;B)=2일 때 

  ㉠에서 n(B)=5이므로 A;	BC, A;	B, AC;B의 각 원소의 개

수는 다음과 같다. 

S

4개 2개 3개

A B

Û n(A;B)=4일 때

  ㉠에서 n(B)=10이므로 A;	BC, A;	B, AC;B의 각 원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S

2개 4개 6개

A B

Ü n(A;B)가 6 이상의 짝수일 때 

 n(B)¾15=n(S)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Ú, Û의 경우만 살펴보면 된다.

한편, 두 수의 합에 따라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합이 2：11과 12

합이 3：11과 2, 12와 2

합이 4：11과 3, 12와 3

합이 5：11과 4, 12와 4, 2와 3

합이 6：11과 5, 12와 5, 2와 4

합이 7：2와 5, 3과 4

합이 8：3과 5

합이 9：4와 5

	Û의 경우 사건 B는 두 수의 합이 n 또는 n+1인 사건이므로  

n(B)=10이 되는 n의 값은 없다.

	Ú의 경우 조건 (나)를 만족시키고 n(B)=5가 되는 n의 값은 4와 6 

이다.

 n=4일 때, 합이 4 또는 5인 두 수 중 곱이 홀수인 원소의 개수는 2이

므로 조건을 만족시킨다.

n=6일 때, 합이 6 또는 7인 두 수 중 곱이 홀수인 원소의 개수는 2이

므로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4+6=10

 ③

다른 풀이   

5_n(A;B)=2_n(B)에서 n(A;	B)는 2의 배수이고, n(B)는 

5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n(A;	B)를 고려하기 위해 사건 A의 원소마다 두 수의 합

을 구해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합이 2인 경우: 1Á과 1ª의 1가지

합이 4인 경우: 1Á과 3, 1ª와 3의 2가지

합이 6인 경우: 1Á과 5, 1ª와 5의 2가지

합이 8인 경우: 3과 5의 1가지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n(A;	B)는 A의 원소 중 두 수의 합이 n 또

는 n+1인 것의 개수이므로 위의 분류로부터 양의 짝수인 n(A;	B)

로 가능한 수는 2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A;	B)=2이고 n은 3, 4, 5, 6이 가능하다. 

한편, n(A;	B)=2에서 n(B)=5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각 n에 대하여

n=3일 때, n(B)=2+2=4

n=4일 때, n(B)=2+3=5

n=5일 때, n(B)=3+3=6

n=6일 때, n(B)=3+2=5

이므로 n(B)=5인 n의 값은 4 또는 6이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4+6=10

필 형수 유 8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에 따라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Ú 곱이 1인 경우

 두 주사위에서 나온 눈은 (1, 1)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1

6_6 _4C1 {;2!;}
1

{;2!;}
3

=;3Á6;_;1¢6;

Û 곱이 2인 경우

 두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은 (1, 2), (2, 1)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2

6_6 _4C2 {;2!;}
2

{;2!;}
2

=;3ª6;_;1¤6;

Ü 곱이 3인 경우

 두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은 (1, 3), (3, 1)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2

6_6 _4C3 {;2!;}
3

{;2!;}
1

=;3ª6;_;1¢6;

Ý 곱이 4인 경우

  두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은 (1, 4), (4, 1), (2, 2)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3

6_6 _4C4 {;2!;}
4

{;2!;}
0

=;3£6;_;1Á6;

Ú ~ Ý에서 구하는 확률은 

;3Á6;_;1¢6;+;3ª6;_;1¤6;+;3ª6;_;1¢6;+;3£6;_;1Á6;

= 27
36_16 =;6£4;

 ①

30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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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일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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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점수가 4 이하인 사람이 2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구하는 확률은 

3C2 {;6!;}
2

{;6%;}
1

+3C3 {;6!;}
3

{;6%;}
0

= 15
63 

 
+ 1

63 =;2ª7;

 ②

31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 하면 

P(A)= 6H3

63 
  
= 8C3

63 
  
= 56 

63 
  
=;2¦7;

또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B라 하면 사건 B가 일어나기 위해

서는 나온 눈의 수가 (짝수 1개와 홀수 2개) 또는 (짝수 3개)이어야 

하므로 

P(B)=3C1 {;2!;}
1

{;2!;}
2

+3C3 {;2!;}
3

{;2!;}
0

= 3
23 

 
+ 1

23 
 
=;2!;

따라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P(A;	B)=P(A)P(B)

=;2¦7;_;2!;=;5¦4;

 ②

32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첫 번째와 두 번째 던질 때 나온 모든 앞면의 개수가 0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2C0 {;2!;}
0

{;2!;}
2

=;4!;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던질 때 나온 앞면이 1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확률은 

 1-3C0 {;2!;}
0

{;2!;}
3

=;8&;

 그러므로 이때의 확률은 

 ;4!;_;8&;=;3¦2;

Û 첫 번째와 두 번째 던질 때 나온 모든 앞면의 개수가 1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2C1 {;2!;}
1

{;2!;}
1

=;2!;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던질 때 나온 앞면이 2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확률은 

 3C2 {;2!;}
2

{;2!;}
1

+3C3 {;2!;}
3

{;2!;}
0

= 3  
23 

 
+ 1 

23 
 
=;2!;

 그러므로 이때의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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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 첫 번째와 두 번째 던질 때 나온 모든 앞면의 개수가 2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2C2 {;2!;}
2

{;2!;}
0

=;4!;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던질 때 나온 앞면이 3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확률은 

 3C3 {;2!;}
3

{;2!;}
0

= 1 
23 

 
=;8!;

 그러므로 이때의 확률은 

 ;4!;_;8!;=;3Á2;

Ú, Û, Ü에서 구하는 확률은 

;3¦2;+;4!;+;3Á2;=;2!;

 ③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FINAL 실전모의고사

고교.indd   8 2021. 9. 7.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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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X-5|¾1) =1-P(|X-5|=0)  

=1-P(X=5)  yy ㉠

한편, X=5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Ú 3의 배수의 눈이 2번,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

 이때의 확률은

 3C2{;3!;}
2

{;3@;}
1

_3C3{;2!;}
3

{;2!;}
0

= 6
23_33 

Û 3의 배수의 눈이 3번,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이때의 확률은

 3C3{;3!;}
3

{;3@;}
0

_3C2{;2!;}
2

{;2!;}
1

= 3
23_33 

Ú, Û에서

P(X=5)= 6
23_33 

+ 3
23_33 

=;2Á4;

따라서 ㉠에 의해 

P(|X-5|¾1)=1-;2Á4;=;2@4#;

 ⑤ 

03
2ÉXÉ3인 사건을 A, X¾3인 사건을 B라 하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이때 A;B는 X=3인 사건이므로 

a={;3!;+a}(a+b)  yy ㉠

한편,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6!;+;3!;+a+b=1에서

a+b=;2!; yy ㉡

㉡을 ㉠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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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3!;+a

a=;3!;

이 값을 ㉡에 대입하면 

b=;6!;

따라서 ;bA;=2

 ② 

필 형수 유 2

P(0ÉXÉ2)=;8&;이므로

P(X=-1)=1-P(0ÉXÉ2)

=1-;8&;=;8!;

필 형수 유 1

P(1ÉXÉ3)=5P(X=4)이므로 

1-P(X=4)=5P(X=4)

6P(X=4)=1

P(X=4)=;6!;

즉, b=;6!;

이때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1Á2;+a+a2+;6!;=1

a2+a-;4#;=0

4a2+4a-3=0 

(2a-1)(2a+3)=0 

이때 0<a<1이어야 하므로 

a=;2!;

따라서 a+b=;2!;+;6!;=;3@;

 ④ 

01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P(X=1)+P(X=2)+P(X=3)+P(X=4)

= a
20  +

2a
20  +

3a
20  +

4a
20  

=;2A;=1 

그러므로 a=2

따라서

a_P(X¾2)=2_{1-P(X=1)}

=2_{1-;1Á0;}=;5(;

 ⑤

통계09
필 형수 유 1 ④	 01 ⑤	 02 ⑤	 03 ②

필 형수 유 2 ⑤	 04 ①	 05 ④	 06 ④

	 07 ②	 08 ③

필 형수 유 3 121	 09 ⑤	 10 ③	 11 ⑤

필 형수 유 4 15	 12 ⑤	 13 ②	 14 ⑤

필 형수 유 5 ③	 15 ⑤	 16 ⑤	 17 91

필 형수 유 6 ④	 18 7	 19 ③	 20 ④

	 21 5	 22 17	

필 형수 유 7 ⑤	 23 ①	 24 ④	 25 91

필 형수 유 8 ③	 26 ④	 27 ⑤	 28 100

필 형수 유 9 ④	 29 ②	 30 ②	 31 70

필 형수 유 10 ③	 32 ②	 33 ④	 34 ①

필 형수 유 1 1 10	 35 ②	 36 ④	 37 ④

본문 10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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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X=-1)= 3-a 
8 이므로 

3-a 
8 =;8!; 

a=2

따라서 

E(X)=(-1)_;8!;+0_;8!;+1_;8%;+2_;8!;=;4#;

 ⑤ 

04
V(X)=E(X2)-{E(X)}2이므로 

E(X2) =V(X)+{E(X)}2  

=2+32  

=11

 ① 

05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6!;+;3!;+a=1

a=;2!;

그러므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2 3 합계

P(X=x) ;6!; ;3!; ;2!; 1

따라서 

E(X)=1_;6!;+2_;3!;+3_;2!;=:Á6¢:=;3&;

 ④ 

06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8#;+;8!;+a+b=1

a+b=;2!;   yy ㉠

또 E(X2)=4이므로

02_;8#;+12_;8!;+22_a+32_b=4

4a+9b=:£8Á:  yy ㉡

㉠의 양변에 4를 곱하면

4a+4b=2 yy ㉢

㉡-㉢을 하면

5b=:Á8°: 

b=;8#;

이 값을 ㉠에 대입하면 

a=;8!;

따라서

V(X)=E(X2)-{E(X)}2

=4-{0_;8#;+1_;8!;+2_;8!;+3_;8#;}
2

=4-{;2#;}
2

=;4&;

 ④ 

07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6!;+a+;3!;+b=1

a+b=;2!; yy ㉠

또 E{{X-;3*;}
2

 }=V(X)이므로 

E(X)=;3*;

그러므로

E(X)=1_;6!;+2_a+3_;3!;+4_b

=2a+4b+;6&;

=;3*;

2a+4b=;2#; 

a+2b=;4#;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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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2 3 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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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V(X)=E(X2)-{E(X)}2

={12_;6!;+22_;4!;+32_;3!;+42_;4!;}-{;3*;}
2

=:¢6»:-:¤9¢:

= 147-128 
18

=;1!8(;

 ② 

08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Ú 앞면이 0번 나오는 경우

 세 점수의 합이 -3이므로 

 P(X=-3)=3C0{;2!;}
0

{;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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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

 세 점수의 합이 -1이므로 

 P(X=-1)=3C1{;2!;}
1

{;2!;}
2

=;8#;

Ü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세 점수의 합이 1이므로 

 P(X=1)=3C2{;2!;}
2

{;2!;}
1

=;8#;

Ý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 

 세 점수의 합이 3이므로 

 P(X=3)=3C3{;2!;}
3

{;2!;}
0

=;8!;

그러므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3 -1 1 3 합계

P(X=x) ;8!; ;8#; ;8#; ;8!; 1

따라서 

V(X)=E(X2)-{E(X)}2

=[(-3)2_;8!;+(-1)2_;8#;+12_;8#;+32_;8!;]

 -[(-3)_;8!;+(-1)_;8#;+1_;8#;+3_;8!;]
2

=3

 ③ 

필 형수 유 3

V(X)=E(X2)-{E(X)}2

=5-22=1

이때 Y=10X+1이므로

E(Y)=E(10X+1)

=10 E(X)+1

=10_2+1=21

V(Y)=V(10X+1)

=100V(X)

=100_1=100

따라서

E(Y)+V(Y)=21+100=121

 121

09
E(2X+1)=5에서 

2E(X)+1=5

E(X)=2

따라서 

V('3 X+2)=3V(X)

=3[E(X2)-{E(X)}2]

=3_(7-22)

=9

 ⑤ 

10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1Á0;+;5!;+a+b=1

a+b=;1¦0; yy ㉠

E(2X)=E(X)+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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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1

즉, 

E(X)=(-1)_;1Á0;+0_;5!;+1_a+2_b

=a+2b-;1Á0;=1

에서

a+2b=;1!0!;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1£0;, b=;5@;

따라서 ;bA;=;4#;

 ③ 

11
X-'§a

a 
=Y라 할 때, 확률변수 Y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Y 1 2 3 합계

P(Y=y) ;2!; ;3!; ;6!; 1

그러므로 

E(Y)=1_;2!;+2_;3!;+3_;6!;=;3%;

한편, X=aY+'§a 이므로 

E{ X-'§a
a 

}_V{ X-'§a
a 

}=V(X)에서 

E(Y)_V(Y)=V(aY+'a )

E(Y)_V(Y)=a2V(Y)

이때 V(Y)+0이므로 

a2=;3%;

따라서 a=
'¶15`
3 

 ⑤ 

필 형수 유 4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80, p)를 따르므로

E(X)=80p

한편, E(X)=20이므로 

80p=20

p=;4!;

정답과 풀이  73



따라서 V(X)=20_{1-;4!;}=15

 15

12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9, p)를 따르고 E(X)=3V(X)이므로 

9_p=3_9_p_(1-p)

1=3(1-p)

1-p=;3!;

p=;3@;

따라서

E(X2)=V(X)+{E(X)}2

=9_;3@;_;3!;+{9_;3@;}
2

=2+36

=38

 ⑤ 

13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n, p)를 따르므로 조건 (가)에서 

E{ X
n  

+p}=;n!; E(X)+p=;n!;_np+p=2p=1

그러므로 p=;2!;

즉,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n, ;2!;}을 따른다.

조건 (나)에서 P(X=2)=P(X=3)이므로 

nC2{;2!;}
2

{;2!;}
n-2

=nC3{;2!;}
3

{;2!;}
n-3

즉, nC2=nC3이므로 

n(n-1) 
2_1 =

n(n-1)(n-2) 
3_2_1  

3=n-2

n=5

따라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5, ;2!;}을 따르므로 

V(X)=5_;2!;_;2!;=;4%;

 ② 

14
한 번의 시행에서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을 확률변수 Y라 할 때, Y

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1 2 합계

P(Y=y) ;3!; ;3@; 1

한편, 90번의 시행에서 1을 얻은 횟수를 Y'이라 하면 

확률변수 Y'은 이항분포 B{90, ;3!;}을 따르므로 

E(Y')=90_;3!;=30  yy ㉠

따라서 

X=Y'+2(90-Y')=180-Y'

이므로 ㉠에 의해

E(X) =E(180-Y')=180-E(Y')  

=180-30=150

 ⑤ 

필 형수 유 5

확률밀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x=4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P(2ÉXÉ4)=P(4ÉXÉ6)

P(0ÉXÉ2)=P(6ÉXÉ8)

이때 함수 y=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x

y=f(x)

x=4
2 6 8O

y

한편, P(2ÉXÉ4)=a, P(0ÉXÉ2)=b로 놓으면 문제의 조건에서

3a=4b   yy ㉠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2(a+b)=1  yy ㉡

㉠에서 b=;4#; a를 ㉡에 대입하면 

2{a+;4#; a}=1, ;2&; a=1, a=;7@;

따라서

P(2ÉXÉ6)=P(2ÉXÉ4)+P(4ÉXÉ6)=2a

=2_;7@;=;7$;

 ③ 

15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어야 하

므로 

;2!;_4_k=1, k=;2!;

한편, 두 점 {1, ;2!;}, (4,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6!;(x-4)

이므로 x=3일 때, y=;6!;

따라서 

P(0ÉXÉ3)=1-P(3ÉXÉ4)

=1-;2!;_1_;6!;=;1!2!;

 ⑤ 

16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가 1이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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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k_;2!;+;2!;_(3-k)=1 

k+(6-2k)=4

k=2

한편, 두 점 (0, 0), {2, ;2!;}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4!;x이므로

x=1일 때, y=;4!;

따라서

P(1ÉXÉ3)=1-P(0ÉXÉ1)

=1-;2!;_1_;4!;

=;8&;

 ⑤ 

17
 f(x)=-a|x-2|+b이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는 함수  

y=-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으로 그림과 같다. 

xO

b-2a

b-a

b

1 2 3 4 

y

y=f(x)

이때 함수 y=f(x)의 그래프는 직선 x=2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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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4!;   yy ㉠

한편, 

P(0ÉXÉk)_P(kÉXÉ2)

=P(0ÉXÉk)_[;2!;-P(0ÉXÉk)]

=-[P(0ÉXÉk)-;4!;]
2

+;1Á6; 

이므로 P(0ÉXÉk)=;4!;일 때, 최댓값 ;1Á6; 을 갖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P{0ÉXÉ;4%;}=;4!;

한편, f {;4%;}=b-;4#; a이므로

P{0ÉXÉ;4%;}=;2!;_;4%;_[(b-2a)+{b-;4#; a}]

=;8%; {2b-:Á4Á: a}=;4!;

5{2b-:Á4Á: a}=2

8b-11a=;5*;  yy ㉡

㉠에서 b=a+;4!;이므로 ㉡에 대입하면 

8a+2-11a=;5*;

3a=;5@; 

a=;1ª5;

따라서 a+b=2a+;4!;=;1¢5;+;4!;=;6#0!; 

즉, p=60, q=31이므로

p+q=60+31=91

 91

필 형수 유 6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å3;;}
2

 }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m 

:å3;;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P{XÉ;2(;}=P »ZÉ
;2(;-m

:å3;; 
¼=0.9987이고, 

표준정규분포표에 따르면

P(ZÉ3) =0.5+P(0ÉZÉ3)  

=0.5+0.4987=0.9987

이므로

;2(;-m

:å3;;
=3

따라서 m=;4(;

 ④ 

18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10, 32)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10 
3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aÉXÉ23-a)

=P{ a-10 
3 ÉX-10 

3 É (23-a)-10 
3 }

=P{ a-10 
3 ÉZÉ 13-a  

3 }  yy ㉠

이때 
a-10 

3 + 13-a  
3 =1이므로

13-a  
3 =- a-10 

3 +1

㉠의 확률이 0.8185로 0.5보다 크므로 
a-10 

3 <0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P{ a-10 
3 ÉZÉ 13-a  

3 }

=P{ a-10 
3 ÉZÉ- a-10 

3 +1}

=P{0ÉZÉ- a-10 
3 }+P{0ÉZÉ- a-10 

3 +1}

=0.8185

이때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1)=0.3413, P(0ÉZÉ2)=0.4772이므로 

- a-10 
3 =1

따라서 a=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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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22)을 따르고

P(XÉ5)+P(6ÉXÉ7)=0.5이며 m이 자연수이므로 그림과 같이 

m=6이어야 한다.

x5 6 7

즉,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6, 2Û`)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6 
2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X¾4)=P{ X-6 
2 ¾

4-6 
2  }=P(Z¾-1)

=P(-1ÉZÉ0)+P(Z¾0)

=P(0ÉZÉ1)+P(Z¾0)

=0.3413+0.5=0.8413

 ③ 

20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5, rÛ̀ )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5 

r  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¾1)=P(XÉ5+r)+0.1359에서 

P{ X-5 
r ¾ 1-5 

r }=P{ X-5 
r É (5+r)-5 

r }+0.1359

P{Z¾- 4
r	}=P(ZÉ1)+0.1359

0.5+P{0ÉZÉ 4
r	}=0.5+P(0ÉZÉ1)+0.1359

P{0ÉZÉ 4
r	}=P(0ÉZÉ1)+0.1359

=0.3413+0.1359

=0.4772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2)=0.4772이므로

4
r	=2

따라서 r=2

 ④ 

21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5Û̀ )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m 

5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조건 (가)에서 f(10)>f(20)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10<m<20인 경우

x10 20m

 조건 (나)에서 

 P(10ÉXÉm)=0.3413이므로

 P{ 10-m  
5 ÉX-m  

5 Ém-m  
5  }

 =P{ 10-m  
5 ÉZÉ0}

 =P{0ÉZÉm-10   
5  }

 =0.3413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1)=0.3413이므로

 
m-10   

5  =1

 m=15

 이때 f(10)=f(20)이 되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Û m<10인 경우

10 20 xm

 조건 (나)에서 

 P(mÉXÉ10)=0.3413이므로 

 P{ m-m  
5  É

X-m  
5 É 10-m  

5   }

 =P{0ÉZÉ 10-m  
5   }

 =0.3413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1)=0.3413이므로

 
10-m  

5   =1

 m=5

Ú, Û에서 m=5

 5

22
조건 (가)에서 

P(aÉXÉa+1)의 최댓값은 P{m1-;2!;ÉXÉm1+;2!;}이고, 

P(bÉYÉb+1)의 최댓값은 P{m2-;2!;ÉYÉm2+;2!;}이다. 

그러므로 이 값이 같기 위해서는 r1=r2이어야 한다.

조건 (다)에서 

P(XÉ1)+P(Y¾12)=1

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1-m1=12-m2>0인 경우

1 xmÁ 12 ymª

Û 1-m1=12-m2=0인 경우

xmÁ=1 mª=12 y

Ü m1-1=m2-12>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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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mÁ 12 ymª

조건 (나)에서 P(XÉ1)<P(X¾4)<0.5이므로 그림 Ü으로부터 

다음 그림과 같아야 한다.

1 4 xmÁ 12 ymª

이때 m1이 자연수이므로 m1=3이고 m2=14이어야 한다.

따라서 m1+m2=3+14=17

 17

필 형수 유 7

이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

는 정규분포 N(180, 202)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180 
20  은 표준

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190ÉXÉ210)=P{ 190-180 
20 ÉZÉ 210-180 

20 }

=P(0.5ÉZÉ1.5)

=P(0ÉZÉ1.5)-P(0ÉZÉ0.5)

=0.4332-0.1915=0.2417

 ⑤ 

23
하루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420, 152)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420 
15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X¾450)=P{ X-420 
15 ¾ 450-420 

15 }

=P(Z¾2)

=0.5-P(0ÉZÉ2)

=0.5-0.4772=0.0228

 ① 

24
농장 A에서 생산된 사과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

분포 N(220, 102)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Á= X-220 
10 은 표준정규분

포 N(0, 1)을 따른다.

또 농장 B에서 생산된 사과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Y라 하면 Y는 정

규분포 N(250, 52)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ª= Y-250 
5 은 표준정규

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p1=P(X¾a), p2=P(YÉa)이므로 

P(X¾a)=P(YÉa)에서

P{ X-220 
10 ¾ a-220 

10 }=P{ Y-250 
5 É a-250 

5 }

P{ZÁ¾ a-220 
10 }=P{ZªÉ a-250 

5 }

즉, 
a-220 

10 =- a-250 
5 이므로

a-220=-2a+500, 3a=720

따라서 a=240

 ④ 

25
부품 A 1개의 길이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300, {;2%;}
2

 }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Z= X-300 

;2%;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부품 A가 정품일 확률은

P(X¾298.3)=P»
X-300 

;2%;
¾ 298.3-300 

;2%;
 ¼

=P(Z¾-0.68)

=0.5+P(0ÉZÉ0.68)

=0.5+0.25=;4#;

따라서 임의로 선택한 3개의 부품 A 중 정품이 2개일 확률은 

3C2{;4#;}
2

{;4!;}
1

=;6@4&;

즉, p=64, q=27이므로

p+q=64+27=91

 91

필 형수 유 8

100권의 공책 중 A회사 제품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이항

분포 B(100, 0.1)을 따르므로

E(X)=100×0.1=10

V(X)=100×0.1×0.9=9

이때 100은 충분히 큰 수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10, 32)을 따른다.

따라서 확률변수 Z= X-10 
3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구하는 확률은

P(X¾13)=P{ X-10 
3 ¾ 13-10  

3 }=P(Z¾1)

=0.5-P(0ÉZÉ1)

=0.5-0.3413=0.1587

 ③ 

26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100, ;5!;}을 따르고 100은 충분히 큰 수이므

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100_;5!;, 100_;5!;_;5$;}, 

즉 N(20, 42)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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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률변수 Z= X-20 
4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P(16ÉXÉa)=P{ 16-20 
4  É

X-20 
4  É

a-20 
4   }

=P{-1ÉZÉ a-20 
4   }

=0.7745  yy ㉠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1)=0.3413이므로 ㉠에서

a-20 
4   >0

그러므로

P{-1ÉZÉ a-20 
4   }

=P(-1ÉZÉ0)+P{0ÉZÉ a-20 
4   }

=P(0ÉZÉ1)+P{0ÉZÉ a-20 
4   }

=0.3413+P{0ÉZÉ a-20 
4   }

=0.7745

즉, P{0ÉZÉ a-20 
4   }=0.4332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1.5)=0.4332이므로 

a-20 
4   =1.5

따라서 a=26

 ④ 

27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3C2{;2!;}
2

{;2!;}
1

+3C3{;2!;}
3

{;2!;}
0

=;2!;

이때 400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

면 X는 이항분포 B{400, ;2!;}을 따르고 시행횟수 400은 충분히 큰 수

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400_;2!;, 400_;2!;_;2!;}, 즉 N(200, 102)을 따른다.  

따라서 확률변수 Z= X-200 
10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구하는 확률은

P(180ÉXÉ220)

=P{ 180-200 
10  ÉX-200 

10   É
220-200  

10   }

=P(-2ÉZÉ2)

=P(-2ÉZÉ0)+P(0ÉZÉ2)

=2P(0ÉZÉ2)

=2_0.4772

=0.9544

 ⑤ 

28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n, p)를 따르므로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

로 정규분포 N(np, npq) (q=1-p)를 따른다. 

조건 (가)에서 
n
Á
k=0  

 k nCk p
k(1-p)n-k=90이므로 

E(X)=np=90  yy ㉠

또 조건 (나)에서 
n
Á

k=87  
 nCk p

k(1-p)n-k=0.8413이므로

P(X¾87)=0.8413

이때 확률변수 Z=
X-np
'Änpq` 

= X-90  
'Änpq`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P(X¾87)=P{ X-90  
'Änpq` 

¾ 87-90   
'Änpq` 

}

=P{Z¾- 3  
'Änpq` 

}

=P{- 3  
'Änpq` 

ÉZÉ0}+P(Z¾0)

=P{0ÉZÉ 3  
'Änpq` 

}+0.5

=0.8413

즉, P{0ÉZÉ 3  
'Änpq` 

}=0.3413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1)=0.3413이므로 

3  
'Änpq` 

=1

npq=9 yy ㉡

㉠을 ㉡에 대입하면 

q=;1Á0;

따라서 p=;1»0;이므로 이 값을 ㉠에 대입하면 

n=100

 100

필 형수 유 9

확률의 총합은 1이므로

;6!;+a+b=1

a+b=;6%;   yy`㉠

E(XÛ`)=;;Á3¤;;이므로

E(XÛ`)=0Û`_;6!;+2Û`_a+4Û`_b=;;Á3¤;;

a+4b=;3$;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3@;, b=;6!;

그러므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0 2 4 합계

P(X=x) ;6!; ;3@; ;6!; 1

E(X)=0_;6!;+2_;3@;+4_;6!;=2

V(X)=E(X2)-{E(X)}2

=:Á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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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20인 표본의 표본평균이 XÕ이므로 

V(XÕ)=;2Á0;_V(X)=;2Á0;_;3$;=;1Á5;

 ④

29
E(X)=m (m>0)이라 하면

E(XÕ)=m

또 V(X)=36이고 표본의 크기가 4이므로 

V(XÕ)=;4!;_V(X)=;4!;_36=9

한편, E(X2)+E(XÕ 
2)=53에서 

E(X2)+E(XÕ 
2)=[V(X)+{E(X)}2]+[V(XÕ)+{E(X Õ)}2]

=(36+m2)+(9+m2)

=45+2m2=53

m2=4

m>0이므로 m=2

따라서 E(X)=2

 ② 

30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냈을 때,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3 6 합계

P(X=x) ;3!; ;3@; 1

E(X)=3_;3!;+6_;3@;=5

V(X)=E(X2)-{E(X)}2={32_;3!;+62_;3@;}-52=2

이때 V(X Õ)=;6!;이고 V(XÕ)=
V(X)

n 
= 2 

n 이므로 

2 
n =;6!; 

따라서 n=12

 ② 

31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각각 X1, X2, 주머니 B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각각 Y1, Y2라 하자. 이때 주머니 A에서 임

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4번 할 때, 나온 수를 Z1, Z2, Z3, Z4

라 하면

XÕ=
X1+X2+Y1+Y2 

4  

=
Z1+Z2+(Z3+1)+(Z4+1) 

4 

=
Z1+Z2+Z3+Z4 

4 +;2!;

한편,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3 5 합계

P(X=x) ;3!; ;3!; ;3!; 1

E(X)=1_;3!;+3_;3!;+5_;3!;=3

V(X)=E(X2)-{E(X)}2={12_;3!;+32_;3!;+52_;3!;}-32=;3*;

한편, Z Õ=
Z1+Z2+Z3+Z4 

4 라 하면 

E(Z Õ)=E(X)=3

V(Z Õ)=
V(X)

4 =;3@;

따라서 X Õ=Z Õ+;2!;이므로 

E(XÕ)=E{Z Õ+;2!;}=E(Z Õ)+;2!;=3+;2!;=;2&;

V(XÕ)=V{Z ÕÕ+;2!;}=V(Z Õ)=;3@; 

즉, 30_E(X Õ)_V(XÕ)=30_;2&;_;3@;=70

 70

필 형수 유 10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

포 N(m, 52)을 따르므로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 임의추출한 36명의 일

주일 근무 시간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XÕ는 정규분포 N{m, {;6%;}
2 

}

을 따른다.

이때 확률변수 Z= X Õ-m 

;6%;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P(XÕ¾38)=P»
XÕ-m 

;6%;
¾ 38-m  

;6%;
 ¼

=P{Z¾;5^;(38-m)}

=0.5+P{0ÉZÉ;5^;(m-38)}

=0.9332

에서 

P{0ÉZÉ;5^;(m-38)}=0.4332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1.5)=0.4332이므로 

;5^;(m-38)=1.5

따라서 m=39.25 

 ③ 

32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10, 22)을 따르므로 크기가 4인 표본의

표본평균 XÕ는 정규분포 N{10, 2Û`4  }, 즉 N(10, 1)을 따른다. 

이때 확률변수 ZÁ= X-10 
2 , Zª=XÕ-10은 모두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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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¾12)=P(XÕÉa)에서 

P{ X-10 
2 ¾ 12-10 

2 }=P(XÕ-10Éa-10)

P(ZÁ¾1)=P(ZªÉa-10)

따라서 1=-a+10이므로 a=9

 ② 

33
모집단의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r2)을 따르므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평균 XÕ는 정규분포 N{m, 
r2

n  
}을 따른다.

조건 (가)에서 P(X¾10)+P(XÕ¾10)=1이므로 m=10

또 확률변수 ZÁ= X-10 
r , Zª= XÕ-10

r
'§n` 

 은 모두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고 조건 (나)에서 P(X¾14)+P(XÕ¾8)=1이므로 

P{ X-10 
r ¾ 14-10 

r }+P»
XÕ-10
r
'§n` 

¾ 8-10
r
'§n` 

 ¼=1

P{ZÁ¾ 4 
r }+P{Zª¾-

2'§n` 
r }=1

즉, 
4 
r=

2'§n` 
r 이므로 n=4

따라서 m+n=10+4=14

 ④ 

34
음료수 1개의 내용량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500, 202)을 따르므로 크기가 4인 표본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X Õ는 정규분포 N{500, 202 

4 }, 즉 N(500, 102)을 따른다. 

한편, 1개의 상자의 내용량이 1964`g 이상이고 2072`g 이하이면 1개

의 음료수의 내용량의 평균은 491`g 이상이고 518`g 이하이다.

이때 확률변수 Z= X Õ-500 
10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므로

P(491ÉX ÕÉ518)

=P{ 491-500 
10 ÉXÕ-500 

10  É
518-500 

10 }

=P(-0.9ÉZÉ1.8)

=P(-0.9ÉZÉ0)+P(0ÉZÉ1.8)

=P(0ÉZÉ0.9)+P(0ÉZÉ1.8)

=0.3159+0.4641=0.78

따라서 두 상자 A, B 중 1개만 그 내용량이 1964`g 이상이고 2072`g 

이하일 확률은 

2C1_0.78_0.22=0.3432

 ① 

필 형수 유 1 1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은 평균이 m분, 표준편차가 r분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64명을 임의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의 값을 x Õ라 하면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 Õ-1.96_ r 
'¶64` 
ÉmÉx Õ+1.96_ r 

'¶64` 

즉, x Õ-1.96_ r 8ÉmÉx Õ+1.96_ r 8

이때 aÉmÉb이고 b-a=4.9이므로

b-a=2_1.96_ r 8 =0.49r=4.9

따라서 r=10

 10

35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은 

20-2.58_ 10 
'¶36` 
ÉmÉ20+2.58_ 10 

'¶36` 

20-4.3ÉmÉ20+4.3

따라서 a=20-4.3, b=20+4.3이므로

b2-a2 =(b+a)(b-a)=40_(2_4.3)=344

 ② 

36
크기가 n인 표본평균의 값을 xÕ라 하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의 신뢰구간은 

x Õ-1.96_
:ª7°:

 
'§n` 
ÉmÉx Õ+1.96_

:ª7°:
 

'§n` 

x Õ- 7 
'§n` 
ÉmÉx Õ+ 7 

'§n` 

이때 xÕ가 정수이므로 이 신뢰구간에 포함된 정수의 개수가 3이기 위해

서는 1É 7 
'§n` 

<2이어야 한다.

1É 7 
'§n` 

에서 '§n É7 

nÉ49 yy ㉠

또 
7 
'§n` 

<2에서 '§n >;2&;

n>:¢4»:=12.25  yy ㉡

㉠, ㉡에서 12.25<nÉ49이므로 자연수 n은 13, 14, 15, y, 49이고 

그 개수는 37이다. 

 ④ 

37
표본표준편차를 s라 하면 s=25이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므로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 Õ-1.96_ 25 
'¶49` 
ÉmÉx Õ+1.96_ 25 

'¶49` 

x Õ-7ÉmÉx Õ+7

이때 신뢰구간이 293ÉmÉa이므로 

293=x Õ-7, a=x Õ+7

따라서 x Õ=300, a=307이므로

xÕ+a=300+307=607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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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
;8#;
Ö{;8#;}

;4!;]
2

=[{;4!;}
;8#;
_{;3*;}

;4!;]
2

=[{;2!;}
;4#;
_2

;4#;
_{;3!;}

;4!;]
2

={;3!;}
;2!;
=
'3
3

  ②

02
 f(x)=x3+6x-4에서 f(1)=3 

 f '(x)=3x2+6에서 f '(1)=9

lim
h`Ú 0

 
 f(1+2h)-3

h =2 lim
h`Ú 0

 
 f(1+2h)-f(1)

2h

  =2 f '(1)=2_9=18

  ①

03
p<h<;2#;p이므로 sin`h<0, cos`h<0이다.

각 h를 나타내는 동경 위의 한 점을 P(x, y) (x<0, y<0)이라 하면

tan`h=;[};=;3!;에서 y=;3{;

이때 원점 O에 대하여 OPÓ=r라 하면

r="ÃxÛ`+yÛ`=¾ÐxÛ`+{;3{;}
2

=®Â:Á9¼:xÛ`=
'¶10`
3  |x|=-

'¶10`
3  x

sin`h=;r};=
;3{;

- '¶10`
3   x

=- 1
'¶10` 

=-
'¶10`
10 , 

cos`h=;r{;= x

- '¶10`
3   x

=- 3
'¶10` 

=-
3'¶10`
10

따라서

sin {;2Ò;+h} sin (p-h)=cos`h_sin`h

={- 3'¶10`
10 }_{- '¶10`

10 }=;1£0;

  ③

04
lim

x`Ú 1-
  f(x)=2, lim

x`Ú 2+
  f(x)=-1

따라서 lim
x`Ú 1-

 f(x)+ lim
x`Ú 2+

 f(x)=2+(-1)=1

  ④

05
lim
x`Ú 2

 
 f(x)-3

x-2 =4에서 x`Ú 2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

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lim
x`Ú 2

{ f(x)-3}=0에서 f(2)=3

lim
x`Ú 2

 
 f(x)-3

x-2 =lim
x`Ú 2

 
 f(x)-f(2)

x-2  =f '(2)

이므로 f '(2)=4

lim
x`Ú 2

 
x2 f(x)+a

x2-4
=b에서 x`Ú 2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

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lim
x`Ú 2

 {x2 f(x)+a}=0에서 a=-4 f(2)=-12

g(x)=x2 f(x)라 하면 

g(2)=2Û`_f(2)=2Û`_3=12

g'(x)=2x f(x)+x2 f '(x)이므로

g'(2)=4 f(2)+4 f '(2)=4_3+4_4=28

lim
x`Ú 2

 
x2 f(x)+a

x2-4
=lim

x`Ú 2
 
x2 f(x)-12

x2-4

 =lim
x`Ú 2

 
g(x)-g(2)

(x+2)(x-2)

 =;4!;_g'(2)

 =;4!;_28=7

이므로 b=7

따라서 a+b=-12+7=-5

  ⑤

06
곡선 y=-x2+4x-2와 직선 y=x-2의 교점의 x좌표는

-x2+4x-2=x-2에서

x(x-3)=0이므로

x=0 또는 x=3 

y

xO 2

2

-2

3

y=x-2

y=-xÛ`+4x-2

0ÉxÉ3에서 곡선 y=-x2+4x-2가 직선 y=x-2보다 위쪽에 있

거나 만나므로 구하는 넓이는

실전편

01 ②	 02 ①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④	 0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2	 17 100	 18 44	 19 539	 20 9

21 135	 22 6	 23 ②	 24 ①	 25 ③	

26 ①	 27 ⑤	 28 ①	 29 144	 30 720

회1 본문 114~125쪽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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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a1이 짝수일 때

 a2=a1+3, 

 a3=2a2=2a1+6, 

 a4=a3+3=2a1+9, 

 a5=2a4=4a1+18

 a2+a5=51에서

 a1+3+4a1+18=5a1+21=51

 a1=6

 a1이 짝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Ú, Û에서 가능한 모든 a1의 값의 합은

7+6=13

  ②

10
y=log3(x+2)에서 3y=x+2, x=3y-2

x와 y를 서로 바꾸면 y=3x-2 

즉, f(x)=3x-2

방정식 f(x){ f(x)+4}=96에서

(3x-2)(3x+2)=96, (3x)2-4=96

(3x-10)(3x+10)=0

3x>0이므로 3x=10 

따라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a이므로

3a=10에서 a=log3`10

 f(a+1)=3log£`10+1-2=3_10-2=28

  ③

11
함수  f(x)는 x=3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3+ 

  f(x)=f(3), lim
x`Ú 3+ 

 { f(x-3)+b}=f(0)+b=b

b=f(3)=3a

 f(4)=6에서  f(4)=f(1)+3a=-a+3a=2a

2a=6에서 a=3

3<k<6인 상수 k에 대하여

 f(k)=f(k-3)+3a

 f(3)=3a이므로  f(k)=f(3)이려면 f(k-3)=0

k-3=2에서 k=5 

:)5` | f(x)|dx

=:)2` | f(x)|dx+:@3` | f(x)|dx+:#5` | f(x)|dx

=:)2` |3x(x-2)|dx+:@3` |3x(x-2)|dx

 +:#5` |3(x-3)(x-5)+9|dx

=:)2` (-3x2+6x)dx+:@3` (3x2-6x)dx+:#5` (3x2-24x+54)dx

=[-x3+3x2]2)+[x3-3x2]3@+[x3-12x2+54x]5#

=(4-0)+{0-(-4)}+(125-300+270)-(27-108+162)

=22

  ④

:)3` {(-x2+4x-2)-(x-2)}dx

=:)3` (-x2+3x)dx

=[-;3!;x3+;2#;x2]3)=-9+:ª2¦:=;2(;

  ③

07
Sn+Sn+1=2n2+2n+1에 n=1을 대입하면

S1+S2=2_12+2_1+1=5

a1+a1+a2=5

a2=5-2a1=5-2=3

Sn+Sn+1=2n2+2n+1에 n=9를 대입하면

S»+S10=2_92+2_9+1=181     yy ㉠

Sn+Sn+1=2n2+2n+1에 n=10을 대입하면

S10+S11=2_102+2_10+1=221  yy ㉡

㉡에서 ㉠을 변끼리 빼면

(S10+S11)-(S9+S10)=40

S11-S9=40, a10+a11=40

따라서 a2+a10+a11=3+40=43

  ②

08
삼차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두 함수 f(x)-2,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

수이다. 그러므로 함수 g(x)는 x=t에서 연속이면 실수 전체의 집합

에서 연속이다.

lim
x`Ú t-

  g(x)= lim
x`Ú t+

  g(x)=g(t)에서

lim
x`Ú t-

{ f(x)-2}= lim
x`Ú t+

 {-f(x)}=-f(t)이므로

 f(t)-2=-f(t),  f(t)=1

즉, f(t)=1이면 함수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고 이를 만

족시키는 실수 t의 값이 0, 1, 2이어야 하므로

 f(t)-1=t(t-1)(t-2)

따라서 f(t)=t(t-1)(t-2)+1이므로 

 f(3)=3_2_1+1=7

  ④

09
Ú a1이 홀수일 때

 a2=2a1, 

 a3=a2+3=2a1+3,

 a4=2a3=2(2a1+3)=4a1+6, 

 a5=a4+3=4a1+9

 a2+a5=51에서

 2a1+4a1+9=6a1+9=51

 a1=7

 a1이 홀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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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x`Ú -1

{(x+1)g(x)-(2n-6)g(-1)}=-(2n-6)g(-1)=0

 에서 n=3 또는 g(-1)=0 

 이때

 lim
x`Ú-1 

 
(x+1)g(x)-(2n-6)g(-1) 

x+1
= lim

x`Ú-1 
 
(x+1)g(x)

x+1 

  = lim
x`Ú -1

 g(x)=g(-1)

  따라서 n=3 또는 g(-1)=0이면 함수 h(x)=f(x)g(x)는  

x=-1에서 미분가능하고 h'(-1)=g(-1)이다.

Û x=0에서 함수 h(x)=f(x)g(x)가 미분가능하려면

 lim 
x`Ú 0-  

 
 f(x)g(x)-f(0)g(0)

x
= lim 

x`Ú 0+  
 
 f(x)g(x)-f(0)g(0)

x

 이어야 한다.

 lim 
x`Ú 0-  

 
 f(x)g(x)-f(0)g(0)

x

 = lim 
x`Ú 0-  

 
(x+1)g(x)-g(0) 

x

 = lim 
x`Ú 0-  

 
(x+1)g(x)-(x+1)g(0)+(x+1)g(0)-g(0)

x

 = lim 
x`Ú 0-  

 
(x+1)g(x)-(x+1)g(0)

x  + lim 
x`Ú 0-  

 
(x+1)g(0)-g(0) 

x

 = lim 
x`Ú 0-  

(x+1)_ lim 
x`Ú 0-  

 
g(x)-g(0)

x  + lim 
x`Ú 0-  

 
xg(0) 

x 

 =g'(0)+g(0)

 lim 
x`Ú 0+  

 
 f(x)g(x)-f(0)g(0)

x

 = lim 
x`Ú 0+  

 
|x-1|g(x)-g(0)

x

 = lim 
x`Ú 0+  

 
|x-1|g(x)-|x-1|g(0)+|x-1|g(0)-g(0)

x   

 = lim 
x`Ú 0+  

 
|x-1|{g(x)-g(0)} 

x  + lim 
x`Ú 0+  

 
(|x-1|-1)g(0)

x

 = lim 
x`Ú 0+  

|x-1|_ lim 
x`Ú 0+  

 
g(x)-g(0)

x  + lim 
x`Ú 0+  

 
(1-x-1)g(0) 

x

 =g'(0)+ lim 
x`Ú 0+  

 
-xg(0) 

x 

 =g'(0)-g(0)

  따라서 g(0)=0이면 함수 h(x)=f(x)g(x)는 x=0에서 미분가

능하고 h'(0)=g'(0)이다.

Ü x=1에서 함수 h(x)=f(x)g(x)가 미분가능하려면

 lim 
x`Ú 1-  

 
 f(x)g(x)-f(1)g(1)

x-1 = lim 
x`Ú 1+  

 
 f(x)g(x)-f(1)g(1)

x-1

 이어야 한다. 

 lim 
x`Ú 1-  

 
 f(x)g(x)-f(1)g(1)

x-1 = lim 
x`Ú 1-  

 
-(x-1)g(x)

x-1  =-g(1)

 lim 
x`Ú 1+  

 
 f(x)g(x)-f(1)g(1)

x-1 = lim 
x`Ú 1+  

 
(x-1)g(x)

x-1  =g(1)

  따라서 -g(1)=g(1), 즉 g(1)=0이면 함수 h(x)=f(x)g(x)

는 x=1에서 미분가능하고 h'(1)=0이다.

Ú, Û, Ü에서 함수 h(x)=f(x)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n=3이고 이차방정식 g(x)=0은 두 실근 0, 1을 가져야 

한다. 

즉, g(x)=x(x-1)=xÛ`-x에서 g'(x)=2x-1이므로 g'(0)=-1

이다.

12
삼각형 ABC의 넓이가 4'5이므로

;2!;_ABÓ_ACÓ_sin(∠BAC)

=;2!;_4_6_sin(∠BAC)

=12 sin (∠BAC)=4'5

에서 sin (∠BAC)=
'5
3  

이때 cos (∠BAC)=¾1̈-{ '53 }
2

=;3@;이므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CÓ 
2 
=42+62-2_4_6_cos (∠BAC)=52-48_;3@;=20

즉, BCÓ='¶20=2'5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사인법칙에 의하여

BCÓ
sin (∠BAC)

=2R, 
2'5
'5
3

=2R

따라서 R=3

  ①

13
함수 y={;2!;}

x-n

-n의 그래프가 점 (an, 0)을 지나므로

0={;2!;}
aÇ-n

-n, {;2!;}
aÇ-n

=n

an=n+log ;2!; n=n-log2 n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의 값이 정수가 되려면

n=2m (m은 0 또는 자연수)이어야 하고, an=2m-m이다. 

26=64<100, 27=128>100이므로
100
Á
k=1

 bk =(20-log2 2
0)+(21-log2 2

1)+(22-log2 2
2)

 +y+(26-log2 2
6) 

=(1+2+22+y+26)-(0+1+2+y+6)  

= 27-1
2-1 - 6_7

2 =127-21=106

  ②

14
함수 f(x)는 x=-1에서는 n의 값에 따라 미분가능하거나 미분가능

하지 않을 수 있고 x=0과 x=1에서는 미분가능하지 않다. 또 함수 

g(x)는 이차함수이므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따라서 함수 h(x)=f(x)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려

면 함수 f(x)g(x)가 x=-1, x=0, x=1에서 미분가능해야 한다.

Ú x=-1에서 함수 h(x)=f(x)g(x)가 미분가능하려면

 lim
x`Ú-1 

 
 f(x)g(x)-f(-1)g(-1)

x+1 

 = lim
x`Ú-1 

 
(x+1)g(x)-(2n-6)g(-1) 

x+1   yy ㉠

 의 값이 존재해야 한다.

  ㉠에서 x ̀Ú -1일 때 (분모)`Ú 0이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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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b2-2ab=;4!;

	 1-2ab=;4!;, 2ab=;4#;

	 ab=;8#;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16
log2 ('5-1)+log2 ('5+1)

=log2 {('5-1)('5+1)}

=log2 4

=log2 2
2

=2 log2 2

=2

  2 

17
log ba `:`log 10ab =1`:`2에서

log ba =k, log 10ab =2k (k는 0이 아닌 상수)로 놓으면

log`b-log`a=k yy ㉠

1+log`a-log`b=2k  yy ㉡

㉠, ㉡에서

1-k=2k이므로

k=;3!;

log ba =;3!;에서

b
a =10

;3!;

따라서 { b
a }

6

={10
;3!;}

6

=10Û`=100

  100

18
등비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비를 r (r>0)이라 하면

3a2+a5=2a8에서

3ar+ar4=2ar7

ar{2(r3)2-r3-3}=0

ar(2r3-3)(r3+1)=0

ar+0, r>0이므로 r3=;2#; 

a7É100에서 

ar6É100, a(r3)2É100 

a{;2#;}
2

É100

aÉ100×;9$;=44.×××

따라서 첫째항이 자연수이므로 최댓값은 44이다.

  44

따라서 n+h'(0)=n+g'(0)=3+(-1)=2

  ④

15
ㄱ.  함수 y=sin`px (x>0)의 주기는 2p

p =2이므로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 y=sin`px

xO
1 2 3

y=a

aÁ aª a£ a¢

 두 점 (a2, 0)과 (a3, 0)은 직선 x=;2#;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a2+a3=3 (참)

ㄴ.  함수 y=cos`p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함수 y=sin`p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1<a<0이고, b=-a

이므로 그래프와 교점은 그림과 같다.

y
y=cos`px y=sin`px

xO 2

y=b

y=a

bÁ 1 3
aÁ

bª
aª

b£
a£

b¢
a¢

 a2-;2#;=2-b2이므로

 a2+b2=;2&; (참)

ㄷ. Ú a>0, b>0일 때

	 		    0<a1<;2!;이고, b2>;2#;이므로 a1=b2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Û a>0, b<0일 때

	 		    0<a1<;2!;이고, b2>1이므로 a1=b2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Ü a<0, b>0일 때

	 		    1<a1<;2#;이고, b2>;2#;이므로 a1=b2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Ý a<0, b<0일 때 

	 		  a1=b2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a1=b2이므로

	 a=sin`a1p

	 b=cos`b2p=cos`a1p

	 a2+b2=sin2`a1p+cos2`a1p=1

	 |b|=|a|+;2!;에서 a<0, b<0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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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2!;의 양변을 제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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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f(c)인 경우 

     x에 대한 방정식 f(x)=f(b)의 서로 다른 실근을 b1, b, b2 

(b1<b<b2)라 하면

 g(t)=

(
{
9 

2 (t<b1 또는 t=a 또는 t=c 또는 t>b2)

3 (t=b1 또는 t=b 또는 t=b2) 

4 (b1<t<a 또는 a<t<b 또는 b<t<c 또는 c<t<b2)

     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킨다.

     즉, b1=1, b=3, b2=5이므로

      f(x)-f(3)=(x-1)(x-3)2(x-5)이다. 

함수 g(t)가 연속이면 lim
t`Ú a-

 g(t)+ lim
t`Ú a+

 g(t)=2g(a)이므로

 lim
t`Ú a-

 g(t)+ lim
t`Ú a+

 g(t)+2g(a)인 a는 함수 g(t)가 불연속인 t의 값 

b1, a, b, c, b2에서만 고려하면 된다.

a=b1 또는 a=b2인 경우

lim
t`Ú a-

 g(t)+ lim
t`Ú a+

 g(t)=6이고 g(a)=3이므로

lim
t`Ú a-

 g(t)+ lim
t`Ú a+

 g(t)=2g(a)

a=a인 경우

lim
t`Ú a- g(t)+ lim

t`Ú a+ g(t)=8이고 g(a)=2이므로

lim
t`Ú a- g(t)+ lim

t`Ú a+ g(t)+2g(a)

a=b인 경우 

lim
t`Ú a- g(t)+ lim

t`Ú a+ g(t)=8이고 g(a)=3이므로

lim
t`Ú a- g(t)+ lim

t`Ú a+ g(t)+2g(a)

a=c인 경우

lim
t`Ú a- g(t)+ lim

t`Ú a+ g(t)=8이고 g(a)=2이므로

lim
t`Ú a-

 g(t)+ lim
t`Ú a+

g(t)+2g(a)

따라서 구하는 a의 값은 a, b, c이다.

 f(x)-f(3)=(x-1)(x-3)2(x-5)에서

 f '(x) =(x-3)2(x-5)+2(x-1)(x-3)(x-5)+(x-1)(x-3)2 

=(x-3)(4x2-24x+28)

이므로 b=3이고 

a, c는 4xÛ̀ -24x+28=0의 두 실근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c=:ª4¢:=6

따라서 a+b+c=3+6=9

  9

21
g(x)가 x=3에서 극솟값 -;2(; 를 가지므로

g(3)=-;2(;이고 g '(3)=0이다.

g(x)=x:)/` f(t)dt-:)/` tf(t)dt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g '(x)=:)/` f(t)dt+x f(x)-x f(x)=:)/` f(t)dt

g '(3)=0이므로 :)3` f(t)dt=0

 f(x)=x2+px+q`(p, q는 실수)라 하면 g'(3)=0이므로

19
점 P의 좌표를 P(t, t(t-1)2) (0<t<1)이라 하면 H(t, 0)이므로

AHÓ=1-t

삼각형 APH의 넓이를 S(t)라 하면

S(t)=;2!;_AHÓ_PHÓ

=;2!;_(1-t)_t(t-1)2

=-;2!;t(t-1)3

=-;2!;(t4-3t3+3t2-t)

S'(t)=-;2!;(4t3-9t2+6t-1)

=-;2!;(t-1)2(4t-1)

0<t<1일 때

S'(t)=0에서 t=;4!;

t의 값에 따른 S(t)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 (0) y ;4!; y (1)

S'(t) + 0 -

S(t) ↗ 극대 ↘

t=;4!;일 때 S(t)는 극대이고 최댓값을 갖는다.

S{;4!;}=-;2!;_;4!;{;4!;-1}
3

=;5ª1¦2;

따라서 p=512, q=27이므로 

p+q=539

  539

20
Ú 사차함수 f(x)가 극솟값 1개만을 갖는 경우

 함수 f(x)가 x=a에서 극솟값을 갖는다고 하면 

  t=a일 때 g(t)=1, t+a일 때 g(t)=2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Û 사차함수 f(x)가 극댓값 1개와 극솟값 2개를 갖는 경우

  f '(a)=f '(b)=f '(c)=0이고 a<b<c인 a, b, c에 대하여

   f(a), f(c)는 f(a)<f(c) 또는 f(a)>f(c) 또는 f(a)=f(c)

인 극솟값이고 f(b)는 극댓값이다.

 ㉠ f(a)<f(c)인 경우

     f(t)=f(c) 또는 f(t)=f(b)인 실수 t에 대하여 g(t)=3이고

     x에 대한 두 방정식 f(x)=f(c)와 f(x)=f(b)는 모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므로 방정식 g(t)=3의 실근의 개수는 6이

다. 

   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 f(a)>f(c)인 경우

     ㉠과 마찬가지로 방정식 g(t)=3의 실근의 개수는 6이므로 조

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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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의 값에 따른 g(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2#;` y 0 y 3 y

g'(x) - 0 + 0 - 0 +

g(x) ↘ -;6$4%;` ↗ 0 ↘ -;2(;` ↗

따라서 a=-;2#;, m=-;6$4%;이므로 

128am=128_{-;2#;}_{-;6$4%;}=135

  135

22
조건 (가)에 의하여 x에 대한 방정식 x3-3x2+ax+b=mx+k

즉, x3-3x2+(a-m)x+b=k의 실근이 1개이어야 한다. 

곡선 y=x3-3x2+(a-m)x+b와 직선 y=k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하므로 함수 y=x3-3x2+(a-m)x+b는 극값

을 갖지 않아야 한다.

y'=3x2-6x+(a-m)에서 이차방정식 3x2-6x+(a-m)=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4 =9-3(a-m)É0

이어야 한다.

즉, mÉa-3이므로 m의 최댓값은 a-3이다.

조건 (가)에 의하여 

a-3=-1이므로 a=2 

y=x3-3x2+2x+b (b>0)에서 

y'=3x2-6x+2

방정식 3x2-6x+2=0의 두 실근을 a, b  (a<b)라 하면 

0<a<b이고 곡선 y=x3-3x2+2x+b는 점 (0, b)를 지나므로 

함수 y=x3-3x2+2x+b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y
y=mx

y=xÜÜ`-3xÛ`+2x+b

xO

b

조건 (나)에 의하여 직선 y=mx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원점을 지나고 

곡선 y=x3-3x2+2x+b와 직선 y=mx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

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m<2이므로 원점에서 곡선 

y=x3-3x2+2x+b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2이어야 한다.

y'=3x2-6x+2이므로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t라 하면

3t2-6t+2=2에서 

t=0 또는 t=2

원점에서 곡선 y=x3-3x2+2x+b에 그은 접선의 접점의 x좌표는 양

수이므로 접점의 좌표는 (2, b)이다. 

이때 ;2B;=2이어야 하므로 b=4이다.

따라서 a+b=2+4=6

  6

:)3` f(t)dt =:)3` (t2+pt+q)dt  

=[ t3

3 +;2P; t2+qt]3)  

=9+;2(; p+3q

9+;2(; p+3q=0에서 

3p+2q=-6 yy ㉠

또한 g(3) =-;2(;이고, :)3` f(t)dt=0이므로

g(3) =3:)3` f(t)dt-:)3` t f(t)dt  

=-:)3` t f(t)dt

=-:)3` t(t2+pt+q)dt  

=-:)3` (t3+pt2+qt)dt  

=-[ t4

4 +;3P;t3+;2Q;t2]3)  

=-:¥4Á:-9p-;2(;q

-:¥4Á:-9p-;2(;q=-;2(;에서

81+36p+18q=18

4p+2q=-7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p=-1, q=-;2#;

따라서 f(x)=x2-x-;2#;

g'(x) =:)/` f(t)dt  

=:)/` {t2-t-;2#;}dt  

=[ t3

3 - t2

2 -;2#;t]/)  

= x3

3 - x2

2 -;2#;x  

= x(x-3)(2x+3)
6

또한 g(0)=0이고

g'{-;2#;}=:)
-;2#;

 f(t)dt=0이므로

g{-;2#;} =-;2#; :)
-;2#;

 f(t)dt-:)
-;2#;

 tf(t)dt  

=-:)
-;2#;

 t f(t)dt  

=-:)
-;2#;

 t{t2-t-;2#;}dt  

=-:)
-;2#;

 {t3-t2-;2#; t}dt  

=-[ t4

4 - t3

3 -;4#; tÛ`])
-;2#;

  

=-{;6*4!;+;8(;-;1@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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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풀이   

집합 X에서 X로의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5!=120

 f(1)=1인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4!=24

 f(2)가 짝수인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2_4!=48

 f(1)=1이고 f(2)가 짝수인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2_3!=12

 f(1)=1 또는 f(2)가 짝수인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24+48-12=60

 f(1)=1 또는 f(2)가 짝수인 사건의 여사건이 f(1)+1이고 f(2)가 

홀수인 사건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1-;1¤2¼0;=;2!;

26
이 식품업체에서 생산된 도시락 한 개에 포함되어 있는 열량을 확률변

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780, 62)을 따른다.

Z= X-780
6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

르므로 구하는 확률은

P(XÉ786) =P{ZÉ 786-780
6 }  

=P(ZÉ1)  

=P(ZÉ0)+P(0ÉZÉ1)  

=0.5+0.3413=0.8413

  ①

27
조건 (가)에서 ab+cd는 짝수이고 조건 (나)에서 a+b+c+d가 짝수

이므로 a, b, c, d는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이거나 홀수와 짝수가 

각각 2개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a, b,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a=2a'+1, b=2b'+1, c=2c'+1, d=2d'+1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로 놓으면

 (2a'+1)+(2b'+1)+(2c'+1)+(2d'+1)=20에서

 a'+b'+c'+d'=8의 해의 개수와 같다.

 4H8=11C8=11C3=
11_10_9
3_2_1 =165

Û a, b,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a=2a'+2, b=2b'+2, c=2c'+2, d=2d'+2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로 놓으면

 (2a'+2)+(2b'+2)+(2c'+2)+(2d'+2)=20에서

 a'+b'+c'+d'=6의 해의 개수와 같다.

 4H6=9C6=9C3=
9_8_7
3_2_1 =84

Ü 홀수가 2개, 짝수가 2개인 경우

  a, b, c, d 중에서 홀수인 수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수는 짝수이므

로 a, b, c, d 중에서 홀수가 2개, 짝수가 2개인 경우의 수는  

4C2=6

  이 중에서 a, b가 홀수이고 c, d가 짝수이거나, a, b가 짝수이고 c, 

d가 홀수인 경우는 조건 (가)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6-2=4이다.

23
P(X=0)= 2C¼ 

4C2
=;6!;

P(X=1)= 2C1_2C1

4C2
=;3@;

P(X=2)= 2C2

4C2
=;6!;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0 1 2 합계

P(X=x) ;6!; ;3@; ;6!; 1

E(X)=0_;6!;+1_;3@;+2_;;6!;=1

E(X2)=02_;6!;+12_;3@;+22_;6!;=;3$;

따라서 V(X)=E(X2)-{E(X)}2=;3$;-12=;3!;

  ②

24
전개식의 일반항은

7Cr(x
2)7-r{;[A;}

r

=7Cr a
rx14-3r (r=0, 1, 2, y, 7)

x8의 계수가 126이므로

14-3r=8에서 r=2이고

7C2 a
2=126에서 7_6

2_1 _a2=126, a2=6

따라서 x2의 계수는 14-3r=2에서 r=4이므로

7C4 a
4 =7C3_(a2)Û`= 7_6_5

3_2_1 ×6Û`=1260

  ① 

25
집합 X에서 X로의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5!=120

Ú  f(2)=1인 경우

   f 가 일대일함수이므로 f(1), f(3), f(4), f(5)의 값을 정하는 경

우의 수는

 4!=24

Û  f(2)+1인 경우

   f(2)는 홀수이므로 f(2)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3 또는 5의 2

가지이다.

   f 가 일대일함수이고 f(1)+1이므로 f(1)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1과 f(2)의 값을 제외한 3가지이다.

  f(3), f(4), f(5)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3!=6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2_3_6=36

Ú, Û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24+36=6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60
5! =;1¤2¼0;=;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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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4C1_3C1

7C2
_ 3C2_4C0

7C2
+ 4C1_3C1

7C2
_ 3C0_4C2

7C2

 + 4Cª_3C¼ 
7C2 

_ 4C1_3C1 

7C2
+ 4C¼_3Cª  

7C2 
_ 4C1_3C1 

7C2

=;;4¢9+;4¥9;+;4¥9;+;4¢9;=;4@9$;

이때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는 ㉣, ㉦이므로  

P(A;B) = 4C2_3C0  

7C2 
_ 4C1_3C1 

7C2
+ 4C0_3C2

7C2  
_ 4C1_3C1 

7C2
 

=;4¥9;+;4¢9;=;4!9@;

따라서 P(B|A)=
P(A;B)

P(A)
=

;4!9@;

;4@9$;
=;2!;

  ①

29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n명의 평일 수면시간의 

평균을 X Õ라 하면 X Õ는 정규분포 N{6, { 1 
'§n`
}

2 

}을 따른다.

Z= XÕ-6
1
'§n`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

므로 

P{XÕÉ5+;6%;} =P»ZÉ
5+;6%;-6

1
'§n`

¼  

=P{ZÉ-
'§n`
6 }   

=0.5-P{0ÉZÉ '§n`
6 }

0.5-P{0ÉZÉ '§n`
6 }=0.0228이므로

P{0ÉZÉ '§n`
6 }=0.4772

'§n`
6 =2에서 '§n=12

따라서 n=144

  144

30
빨간 공 2개를 나누어 담는 경우는 세 주머니 A, B, C 중 한 주머니에 

빨간 공을 2개, 나머지 두 주머니에 각각 빨간 공을 0개씩 담는 경우, 

즉 2, 0, 0개로 담는 경우와 두 주머니에 각각 빨간 공을 1개씩, 나머지 

한 주머니에 빨간 공을 0개 담는 경우, 즉 1, 1, 0개로 담는 경우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빨간 공을 2, 0, 0개로 담는 경우

 빨간 공 2개를 담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선택된 주머니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각각 1개 이상 담아야 

조건을 만족시킨다.

  빨간 공을 담은 주머니에 담는 흰 공의 개수를 x라 하고 나머지 두 

주머니에 각각 담는 흰 공의 개수를 각각 y, z라 하면 

 x+y+z=5 (x¾1, y¾0, z¾0인 정수)를 만족시킨다.

  a가 홀수, b가 짝수, c가 홀수, d가 짝수인 경우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a=2a'+1, b=2b'+2, c=2c'+1, d=2d'+2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로 놓으면

 (2a'+1)+(2b'+2)+(2c'+1)+(2d'+2)=20에서 

 a'+b'+c'+d'=7의 해의 개수와 같다.

 4H7=10C7=10C3=
10_9_8
3_2_1 =120

  같은 방법으로 a가 홀수, b가 짝수, c가 짝수, d가 홀수인 경우 또

는 a가 짝수, b가 홀수, c가 홀수, d가 짝수인 경우 또는 a가 짝수, 

b가 홀수, c가 짝수, d가 홀수인 경우에도 그 경우의 수는 120으로 

같다.

 따라서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4_120=480

Ú, Û, Ü에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165+84+480=729

  ⑤

28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는 다음 표와 같다.

경
우
의

수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꺼낸	공의	개수

상자	속

에	남아	

있는	공

의	개수

추가	후	

상자	속

에	있는	

공의	개

수

꺼낸	공의	개수

상자	속

에	남아	

있는	공

의	개수

추가	후	

상자	속

에	있는	

공의	개

수

㉠
흰 공 1 3 3 흰 공 1 2 4

검은 공 1 2 4 검은 공 1 3 3

㉡
흰 공 1 3 3 흰 공 2 1 3

검은 공 1 2 4 검은 공 0 4 4

㉢
흰 공 1 3 3 흰 공 0 3 3

검은 공 1 2 4 검은 공 2 2 4

㉣
흰 공 2 2 4 흰 공 1 3 3

검은 공 0 3 3 검은 공 1 2 4

㉤
흰 공 2 2 4 흰 공 2 2 4

검은 공 0 3 3 검은 공 0 3 3

㉥
흰 공 2 2 4 흰 공 0 4 4

검은 공 0 3 3 검은 공 2 1 3

㉦
흰 공 0 4 4 흰 공 1 3 3

검은 공 2 1 3 검은 공 1 2 4

㉧
흰 공 0 4 4 흰 공 2 2 4

검은 공 2 1 3 검은 공 0 3 3

㉨
흰 공 0 4 4 흰 공 0 4 4

검은 공 2 1 3 검은 공 2 1 3

두 번째 시행 후 상자에 들어 있는 흰 공의 개수가 처음 상자에 들어 있

던 흰 공의 개수와 다를 사건을 A, 첫 번째 시행 후 상자에 들어 있는 

흰 공의 개수와 처음 상자에 들어 있던 흰 공의 개수가 서로 같을 사건

을 B라 하자.

처음 흰 공의 개수가 4이므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 ㉢, ㉣, 

㉦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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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공을 1개 담은 주머니 중 한 주머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는 2C1=2

     빨간 공을 0개 담은 주머니를 P, 빨간 공을 1개 담은 주머니 중 

선택된 주머니와 선택되지 않은 주머니를 각각 Q, R라 하자. 주

머니 Q에 흰 공이 1개 이상 들어가도록 두 주머니 P, Q에 흰 공 

5개를 담는 경우의 수는 5이고 주머니 R에 검은 공이 1개 이상 

들어가도록 두 주머니 P, R에 검은 공 3개를 담는 경우의 수는 

3이다.

   즉, 이 경우의 수는 3_2_5_3=90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630-90-90=450

Ú, Û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270+450=720

  720

다른 풀이   

Û 빨간 공을 1, 1, 0개로 담는 경우

  빨간 공을 1개 담는 두 주머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2=3

 빨간 공이 주머니 A, B에 들어 있다고 하자.

  주머니 A에 3가지 색이 모두 들어 있는 경우의 수는 Ú에서 계산한 

것과 같으므로

 3H4_3H2=15_6=90

  주머니 B에 3가지 색이 모두 들어 있는 경우의 수는 위와 마찬가지

로

 3H4_3H2=15_6=90

  그런데 위 두 경우는 주머니 A와 B에 각각 3가지 색이 모두 들어 

있는 경우가 중복되고 그 경우의 수는

 3H3_3H1=10_3=30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3_(90+90-30)=450

 x'+1=x라 하면

 x'+y+z=4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구하는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3H4=3+4-1C4=6C4=6C2=
6_5
2_1 =15

  빨간 공을 담은 주머니에 담는 검은 공의 개수를 a라 하고 나머지 

두 주머니에 각각 담는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b, c라 하면 

 a+b+c=3 (a¾1, b¾0, c¾0인 정수)를 만족시킨다.

 a'+1=a라 하면

 a'+b+c=2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구하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3H2=3+2-1C2=4C2=
4_3
2_1 =6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3_15_6=270

Û 빨간 공을 1, 1, 0개로 담는 경우

  빨간 공을 1, 1, 0개로 담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자.

 빨간 공을 0개 담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세 주머니에 각각 담는 흰 공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면 

 x+y+z=5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

 구하는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3H5=3+5-1C5=7C5=7C2=
7_6
2_1 =21

 세 주머니에 각각 담는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 b, c라 하면 

 a+b+c=3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

 구하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3H3=3+3-1C3=5C3=5C2=
5_4
2_1 =10

 빨간 공을 1, 1, 0개로 담는 전체 경우의 수는

 3_21_10=630

 이 중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자.

 ㉠   빨간 공을 0개 담은 주머니에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모두 담는 경

우

   빨간 공을 0개 담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빨간 공을 0개 담은 주머니에 흰 공 5개를 모두 담는 경우의 수

는 1이고 세 주머니에 검은 공을 담는 경우의 수는

   3H3=3+3-1C3=5C3=5C2=
5_4
2_1 =10

     빨간 공을 0개 담은 주머니에 검은 공 3개를 모두 담는 경우의 

수는 1이고 세 주머니에 흰 공을 담는 경우의 수는 

   3H5=3+5-1C5=7C5=7C2=
7_6
2_1 =21

     빨간 공을 0개 담은 주머니에 흰 공 5개, 검은 공 3개를 모두 담

는 경우의 수는 1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3_(10+21-1)=90

  ㉡   빨간 공을 1개 담은 주머니 2개에 각각 흰 공 또는 검은 공을 1개 

이상 담으면서 흰 공과 검은 공이 서로 섞이지 않게 담는 경우

   빨간 공을 0개 담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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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log2 2+2=1+2=3

  ③

06
tan`h+ 1

tan`h  =
sin`h
cos`h+ cos`h

sin`h   

= sin2`h+cos2`h
sin`h	cos`h = 1

sin`h	cos`h=-3

이므로 sin`h	cos`h=-;3!;

(sin`h-cos`h)2 =sin2`h-2 sin`h	cos`h+cos2`h  

=1-2 sin`h	cos`h  

=1-2_{-;3!;}=;3%;

이고 h가 제4사분면의 각이므로 sin`h<0, cos`h>0에서

sin`h-cos`h=-®;3%;=-
'¶15`
3

따라서 1
cos`h- 1

sin`h= sin`h-cos`h
sin`h	cos`h =

- '¶153

-;3!;
='¶15

  ④

07
곡선 y=x3-6x2+10x와 직선 y=x의 교점의 x좌표는

x3-6x2+10x=x에서

x(x-3)2=0이므로 x=0 또는 x=3

y y=xÜ`-6xÛ`+10x

y=x

xO 3

곡선 y=x3-6x2+10x와 직선 y=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하면

S =:)3` {(x3-6x2+10x)-x}dx  

=:)3`(x3-6x2+9x)dx  

=[;4!;x4-2x3+;2(;x2]3)  

=:¥4Á:-54+:¥2Á:=:ª4¦:

  ④

08
lim
x`Ú 1

 
 f(x)-3

x-1 =4, lim
x`Ú 1 

g(x)-4
x-1 =2에서 x`Ú 1일 때 (분모)`Ú 0이

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즉,

lim
x`Ú 1

{ f(x)-3}=0, lim
x`Ú 1

 {g(x)-4}=0

01
(2'2 )

;2#;
_('2 )

-;2!;
=(2

;2#;
)
;2#;
_(2

;2!;
)

-;2!;

=2
;4(;
_2

-;4!;
=2

;4(;-;4!;
=22=4

  ⑤

02
 f(x)=(3x2-x)(4x-2)에서

 f '(x) =(3x2-x)'_(4x-2)+(3x2-x)_(4x-2)'  

=(6x-1)(4x-2)+(3x2-x)_4

따라서 f '(1)=5_2+2_4=18

  ④

03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a5=a+4d=7 yy ㉠

a10=a+9d=22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5, d=3

등차수열 {an}에서 a1=-5, a10=22이므로 수열 {an}의 첫째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은

10_(-5+22)
2 =85

  ③

04
주어진 함수 y=f(x)의 그래프에서

lim
x`Ú 0-

 f(x)=1, lim
x`Ú 2+

 f(x)=-1

따라서 lim
x`Ú 0-

 f(x)+ lim
x`Ú 2+

 f(x)=1+(-1)=0

  ③

05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

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함수 y=f(-x+2)+1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f(-x+2)+1=log2 (1-x)+3에서

 f(-x+2)=log2 (1-x)+2  yy ㉠

㉠에 x=-1을 대입하면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①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3	 17 22	 18 63	 19 78	 20 73

21 44	 22 128	 23 ③	 24 ②	 25 ②

26 ④	 27 ①	 28 ⑤	 29 79	 30 329

회2 본문 126~137쪽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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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일 때 ㉠이 성립하므로

bn=2n-;3!; (n=1, 2, 3, y)

bn=nan에서

an=;n!; bn=2-;3Án;

|an-2|=|-;3Án;|<;10!0;에서

n> 100
3 =33.3y

따라서 자연수 n의 최솟값은 34이다.

  ②

11
g(x)=3x2+ax+b (a, b는 상수)라 하자.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t라 하면  

`f(t)=g(t)에서

-t2=3t2+at+b

4t2+at+b=0 yy ㉠

 f '(x)=-2x, g'(x)=6x+a이고, x=t일 때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므로 f '(t)_g'(t)=-1에서

-2t_(6t+a)=-1

12t2+2at-1=0 yy ㉡

두 이차방정식 ㉠, ㉡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두 방정식의 

근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a+0이면 ;1¢2;= a
2a = b

-1 에서 이를 만족시키는 실수 a, b는 존재하

지 않는다.

a=0이면 ;1¢2;= b
-1 에서 b=-;3!;이고 두 방정식은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따라서 g(x)=3x2-;3!;이므로

g(2)=12-;3!;=:£3°:

  ③

12
 f(x)=x|x-1|-3x2:)2` f(t)dt

:)2` f(t)dt=a (a는 상수)라 하면 f(x)=x|x-1|-3ax2이므로

a=:)2` (x|x-1|-3ax2)dx

=:)1` x(-x+1)dx+:!2` x(x-1)dx-:)2` 3ax2dx

=:)1` (-x2+x)dx+:!2` (x2-x)dx-:)2` 3ax2dx

=[-;3!;x3+;2!;x2]1)+[;3!;x3-;2!;x2]2!-[ax3]2)

=;6!;+;6%;-8a=1-8a

따라서 a=;9!;이고

 f(x), g(x)는 다항함수이므로 x=1에서 연속이고

 f(1)=lim
x`Ú 1

  f(x)=3, g(1)=lim
x`Ú 1

  g(x)=4

lim
x`Ú 1

 
f(x)-3
x-1 =lim

x`Ú 1
 
 f(x)-f(1)

x-1 =f '(1)

lim
x`Ú 1

 
g(x)-4

x-1 =lim
x`Ú 1

 
g(x)-g(1)

x-1 =g'(1)

이므로 f '(1)=4, g'(1)=2

h(x)=f(x)g(x)라 하면 h(1)=f(1)g(1)=3_4=12이므로

lim
x`Ú 1

 
 f(x)g(x)-12

x2-1  =lim
x`Ú 1 
[ h(x)-h(1)

x-1 _ 1
x+1 ]   

=;2!;h'(1)

h'(x)=f '(x)g(x)+f(x)g'(x)에서

h'(1) =f '(1)g(1)+f(1)g'(1)  

=4_4+3_2=22

따라서 lim
x`Ú 1

 
 f(x)g(x)-12

x2-1
=;2!;h'(1)=;2!;_22=11

  ①

09
 f(x)=g 2x+k (xÉ1)

x2+2x+3 (x>1)

g(x)=f(x)f(2-x)라 하면 함수 g(x)가 x=1에서 연속이므로 

lim
x`Ú 1+

 g(x)= lim
x`Ú 1-

 g(x)=g(1)이어야 한다.

lim
x`Ú 1+

 g(x) = lim
x`Ú 1+

 f(x)f(2-x)  

= lim
x`Ú 1+

 f(x)_ lim
x`Ú 1-

 f(x)  

=6(2+k) 

lim
x`Ú 1-

 g(x) = lim
x`Ú 1-

 f(x) f(2-x)  

= lim
x`Ú 1-

 f(x)_ lim
x`Ú 1+

 f(x)  

=6(2+k) 

g(1)={ f(1)}2=(2+k)2

6(2+k)=(2+k)2에서

(k+2)(k-4)=0

k=-2 또는 k=4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2+4=2

  ⑤

10
bn=nan이라 하고 수열 {bn}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면 

Sn=n2+;3@;n

b1=S1=;3%;이고 n¾2일 때

bn =Sn-Sn-1  

={n2+;3@;n}-[(n-1)2+;3@;(n-1)]  

=2n-;3!;  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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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F(x)이므로

  f(x)=F'(x)=4x3-3x2+2x-1에서 

  f '(x) =12x2-6x+2=12{x-;4!;}
2
+;4%;>0

 이므로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참)

ㄴ.   ㄱ에서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므로 방정식 

`f(x)=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f {;2!;}=;2!;-;4#;+1-1=-;4!;<0

  f(1)=4-3+2-1=2>0

   함수  f(x)는 닫힌구간 [;2!;, 1]에서 연속이므로 방정식  f(x)=0의 

실근을 a라 하면 사잇값의 정리에 의하여

 ;2!;<a<1 (참)

ㄷ.   ㄴ에서 방정식 f(x)=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이 실근을  

a라 하면 ;2!;<a<1이다.

   함수 F(x)는 구간 (-¦, a)에서 f(x)<0이므로 감소하고, 구

간 (a, ¦)에서 f(x)>0이므로 증가한다. 따라서 함수 F(x)는 

x=a일 때 최소이고 최솟값은 F(a)이다.

 Ú 함수 F(x)는 구간 [a, ¦)에서 증가하므로

  F(a)<F(1)=1

  이다. 또 f(x)는 증가함수이므로

  a<x<1에서 f(x)<f(1)=2

  이다. 이때

  F(1)-F(a) =:
a
 1 ̀ f(x)dx<:

a
 1 ̀ f(1)dx=2(1-a)

  이므로

  F(a)>1-2(1-a)=2a-1

  ;2!;<a<1이므로

  F(a)>2_;2!;-1=0

 Û 함수 F(x)는 구간 (-¦, a]에서 감소하므로

  F(a)<F{;2!;}=;1!6!;

  이다. 또 f(x)는 증가함수이므로

  ;2!;<x<a에서 f(x)>f {;2!;}=-;4!;

  이다. 이때

  F(a)-F{;2!;} =:
;2!;

a
   f(x)dx>:

;2!;

a
   f {;2!;}dx=-;4!;{a-;2!;}

  이므로

  F(a)>;1!6!;-;4!;{a-;2!;}=;1!6#;-;4!; a

  ;2!;<a<1이므로

  F(a)>;1!6#;-;4!;_1=;1»6;

 Ú, Û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1»6;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f(x)=x|x-1|-;3!;x2=
(
{
9
 
-;3$;x2+x (x<1)

 ;3@;x2-x (x¾1)

이므로

 f(-3)+f(3)=-15+3=-12

  ④

13
 f(x)=x2+x에서 f '(x)=2x+1이므로

곡선 y=f(x) 위의 점 (an, an
2+a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an
2+an)=(2an+1)(x-an)

즉, y=(2an+1)x-an
2 yy ㉠

직선 ㉠이 직선 y=x와 만나는 점의 x좌표는

(2an+1)x-an
2=x에서 

an(2x-an)=0 yy ㉡

이때 a1=4>0이고 자연수 k에 대하여 ak>0이면 ㉡에서

x=;2!;ak, 즉 ak+1=;2!;ak>0이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

수 n에 대하여 an>0

따라서 an+1=;2!;an이고 수열 {an}은 첫째항이 4이고 공비가 ;2!;인 등

비수열이므로 

an=4_{;2!;}
n-1

=22_2-n+1=23-n

bn=log2 an이라 하면 bn=3-n이고

10
Á
n=1

 log2 an =
10
Á
n=1

 bn

=
10
Á
n=1

(3-n)=3_10- 10_11
2 =-25

  ①

14
함수 f(x)=sin {ax-;4Ò;}의 주기는 2p

a 이므로 조건 (가)에서 

2p
a _k=;2Ò; (k는 자연수)

따라서 a=4k

조건 (나)에서 함수 y=f {x+;1°6;p}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므로 x=0일 때 f {;1°6;p}의 값은 1 또는 -1이다.

 f {;1°6;p}=sin {4k_;1°6p-;4Ò;}=sin { 5k-1 
4 p}

k는 자연수이므로

k=1일 때,  f {;1°6;p}=sin`p=0

k=2일 때,  f {;1°6;p}=sin`;4(;p=sin`;4Ò;= '22

k=3일 때,  f {;1°6;p}=sin`;2&;p=sin`;2#;p=-1

따라서 k의 최솟값은 3이고 a의 최솟값은 

4_3=1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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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건 (가)에서 f(x)-x3은 일차식이고 일차항의 계수가 -27이므로

 f(x)=x3-27x+a (a는 상수)

로 놓을 수 있다.

 f '(x)=3x2-27=3(x+3)(x-3)

이므로 함수 f(x)는 x=-3에서 극대, x=3에서 극소가 된다.

조건 (나)에서

 f(3)=27-81+a=-30

이므로 a=24

 f(x)=x3-27x+24이므로 함수 f(x)의 극댓값은

 f(-3)=-27+81+24=78

  78

20
∠ACB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90ù이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ACÓ="Ã62-22=4'2
이고, ∠BAC=h라 하면 직각삼각형 ABC에서 

sin`h=;3!;, cos`h= 2'2
3 

BCÓ=CDÓ에서 호 BC와 호 C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CAD=∠BAC=h

h
h

A

D

C

B

ADÓ=x (0<x<6)이라 하면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DÓ
2
=ACÓ

2
+ADÓ

2
-2_ACÓ_ADÓ_cos`h

22=(4'2 )2+x2-2_4'2 _x_ 2'2
3 

3x2-32x+84=0

(3x-14)(x-6)=0

0<x<6이므로 x=:Á3¢: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삼각형 ACD의 넓이를 S2라 하면

S1=;2!;_4'2 _2=4'2 

S2=;2!;_4'2 _:Á3¢:_;3!;= 28'2
9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S1+S2=4'2 + 28'2
9  =:¤9¢:'2 

즉, p=9, q=64이므로

p+q=9+64=73

  73

21
진수의 조건에 의하여

x-2>0, x-log3`n>0

16

log2`Ü '¶144+log8`:£9ª:=;3!; log2`144+
log2`:£9ª:
log2`8

=;3!; log2`144+;3!; log2`:£9ª:

=;3!; log2 {144_:£9ª:}

=;3!; log2`2á`

=;3!;_9=3

  3

17
1ÉtÉ2일 때 v(t)É0,

2ÉtÉ4일 때 v(t)¾0이므로

시각 t=1에서 t=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4` |v(t)|dt=:!4` |3tÛ`-6t|dt

=:!2` (-3t2+6t)dt+:@4` (3t2-6t)dt

=[-t3+3t2]2!+[t3-3t2]4@

=2+20  

=22

  22

18
n
Á
k=1

 ak=Sn이라 하면 

Sn=2an-n yy ㉠

㉠에 n=1을 대입하면

S1=2a1-1

S1=a1이므로

a1=2a1-1

따라서 a1=1

㉠의 n에 n+1을 대입하면

Sn+1=2an+1-n-1  yy ㉡

㉡-㉠에서

Sn+1-Sn=2an+1-2an-1

Sn+1-Sn=an+1이므로

an+1=2an+1-2an-1

an+1=2an+1 (n=1, 2, 3, y)

따라서

a2=2a1+1=2_1+1=3

a3=2a2+1=2_3+1=7

a4=2a3+1=2_7+1=15

a5=2a4+1=2_15+1=31

a6=2a5+1=2_31+1=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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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y=f(x)와 직선 y=-4 log3`n은 만나지 않으므로   

an=0

Ú~Ý에서
50
Á
n=1

 an=1_9+2_17+1_1+0_23=44

  44

22

g(x)=g
 f(x+k)

 f(-x+k)

(x¾0)

(x<0)

이므로 함수 y=g(x)의 그래프는 x¾0일 때 함수 y=f(x)의 그래프

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x¾0인 부분이고, 

x<0일 때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

동한 후 x>0인 부분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이다.

함수 y=g(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조건 (나)에서 함

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기 위해서는 g'(0)=0이

어야 하고, g'(0)=f '(k)=0이다. 또 조건 (가)에서 함수 y=g(x)의 

그래프가  x=4일 때 x축에 접하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는  

x=k+4일 때 x축에 접한다. 따라서 f '(k)=f '(k+4)=0이고  

f̀(k+4)=f(0)=0이므로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y y=f(x)

k k+4 xO

   

y y=g(x)

xO 4-4

 f(x) =x(x-k-4)Û`   

=xÜ`-2(k+4)xÛ`+(k+4)Û`x

에서

 f '(x) =3xÛ`-4(k+4)x+(k+4)Û`   

=(3x-k-4)(x-k-4)

 f '(x)=0에서 x= k+4 
3  또는 x=k+4

k+4 
3 =k이므로 k=2이고

 f(x)=x(x-6)Û`

x¾0일 때 g(x)=(x+2)(x-4)Û̀ =xǛ -6xÛ̀ +32이고 함수 y=g(x)

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구하는 부분의 넓이를 S라 하면

S=2:)4``g(x)dx

=2:)4` (xÜ`-6xÛ`+32)dx

=2[;4!;xÝ`-2xÜ`+32x]4)

=2(64-128+128)

=128

  128

즉, x>2이고 x>log3`n 

1ÉnÉ9일 때 0Élog3`nÉ2이므로 x>2

n>9일 때 log3`n>2이므로 x>log3`n

주어진 식에서

log4 (x-2)2=log4`4(x-log3`n)

(x-2)2=4(x-log3`n)

x2-8x+4=-4 log3`n

 f(x)=x2-8x+4라 하면 an은 x>2이고 x>log3`n일 때 곡선 

y=f(x)와 직선 y=-4 log3`n의 교점의 개수이다.

Ú 1ÉnÉ9일 때

  f(x)=(x-4)2-12이고 f(2)=-8

 0Élog3`nÉ2에서 -8É-4 log3`nÉ0

y y=f(x)

y=-4`log£`n

xO

-8

-12

2 4

  x>2에서 곡선 y=f(x)와 직선 y=-4 log3`n의 교점의 개수는 1

이므로   

an=1

Û 9<n<27일 때

 2<log3`n<3이므로

  f(log3`n)-(-4 log3`n)

 =(log3`n)2-8 log3`n+4+4 log3`n

 =(log3`n)2-4 log3`n+4

 =(log3`n-2)2>0

 -12<-4 log3`n<-8이고 f(log3`n)>-4 log3`n

y y=f(x)

y=-4`log£`n

log£`n

xO

-12

4

  x>log3`n에서 곡선 y=f(x)와 직선 y=-4 log3`n의 교점의 개

수는 2이므로   

an=2

Ü n=27일 때

 log3`n=3이고 -4 log3`n=-12

  x>3에서 곡선 y=f(x)와 직선 y=-12의 교점의 개수는 1이므로 

 an=1

Ý n>27일 때

 log3`n>3이고 -4 log3`n<-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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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수항은 

8C4_(-1)4= 8_7_6_5
4_3_2_1 =70 

  ②

26
빈 의자는 학생 한 명으로 간주해도 상관없으므로 학생 6명이 원탁을 

둘러싼 6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6-1)!=120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여학생은 이웃하게 원탁을 둘러싼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4-1)!_2!=12

이고 각 경우마다 빈 의자를 남학생 사이에 놓는 경우의 수는 2이므로

여

남

남

남

여

여학생 2명은 이웃하고 빈 의자의 양쪽에는 남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12_2=2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ª2¢0;=;5!;

  ④

27
달걀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90, 102)을 

따른다.

임의추출한 달걀 25개의 무게의 평균을 XÕ라 하면

E(XÕ)=90, r(XÕ)= 10
'¶25

=2

이므로 X Õ는 정규분포 N(90, 22)을 따른다.

Z= XÕ-90
2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

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89ÉX ÕÉ92)

=P{ 89-90
2 ÉZÉ 92-90

2 }

=P(-0.5ÉZÉ1)

=P(-0.5ÉZÉ0)+P(0ÉZÉ1)

=P(0ÉZÉ0.5)+P(0ÉZÉ1)

=0.1915+0.3413=0.5328

  ①

28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a,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라 

하면 순서쌍 (a, b)는

23
이항분포 B(n, p)에서 평균은 np, 표준편차는 "Ãnp(1-p)이므로

이항분포 B{n, ;4!;}에서 X의 표준편차는

®É48_{1-;4!;}=®É48_;4#;=6

  ③

24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A, BC도 서로 독립이다. 

P(A;BC)=P(A)P(BC)=P(A){1-P(B)}

P(A)-P(A)P(B)=;2!;  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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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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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B)-P(A)P(B)=;4#; yy ㉡

㉡-㉠을 하면

P(B)=;4!;

P(B)=;4!;을 ㉠에 대입하면 P(A)-;4!;P(A)=;2!;

;4#;P(A)=;2!;에서 P(A)=;3@;

따라서 P(A;B)=P(A)P(B)=;3@;_;4!;=;6!;

  ② 

다른 풀이   

두 사건 A;BC과 B는 서로 배반이고 (A;BC)'B=A'B이므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P(B)=;4#;-;2!;=;4!;

또한 두 사건 A;BC과 A;B는 서로 배반이고   

(A;BC)'(A;B)=A이므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P(A)=P(A;B)+P(A;BC)=P(A;B)+;2!;

P(A;B)=p라 하자.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므로 P(A;B) =P(A)P(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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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8!;에서 p=;6!;

25
{x2+;[!;}

8

{x- 1
x2 }

8 

=[{x2+;[!;}{x- 1
x2 }]

8

  

={x3- 1
x3 }

8

{x3- 1
x3 }

8

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8Cr(x
3)8-r{- 1

x3 }
r

=8Cr_(-1)r_x24-6r (r=0, 1, 2, y, 8)

상수항은 24-6r=0일 때이므로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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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f 를 임의로 선택할 때 집합 X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 a, b

에 대하여

a f(a)+a f(b)+b f(a)+b f(b)의 값이 짝수인 사건을 A,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인 사건을 B라 하자.

a f(a)+a f(b)+b f(a)+b f(b)=(a+b){ f(a)+f(b)}이므로

Ú a, b가 모두 홀수인 경우

   f(a), f(b)의 값에 상관없이 a+b의 값이 짝수이므로 

 (a+b){ f(a)+f(b)}의 값은 짝수이다.

Û a, b가 모두 짝수인 경우

  f(a), f(b)의 값에 상관없이 a+b의 값이 짝수이므로 

 (a+b){ f(a)+f(b)}의 값은 짝수이다. 

Ü a, b 중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인 경우

 { f(a)+f(b)}의 값이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f(a), f(b)가 모두 홀수 1, 3, 5 중 어느 하나에 각각 대응되는 경

우의 수는 35

   f(a), f(b)가 모두 짝수 2, 4 중 어느 하나에 각각 대응되는 경우

의 수는 25

Ú, Û, Ü에서 n(A)=35+25=243+32=275

Ý   f(a), f(b)가 모두 홀수에 대응될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인 경

우의 수는 3_(25-2)

Þ   f(a), f(b)가 모두 짝수에 대응될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인 경

우의 수는 25-2

Ý, Þ에서 n(A;B)=4_(25-2)=120

따라서 P(B|A)=
P(A;B)

P(A)
=

n(A;B)
n(A)

=;2!7@5);=;5@5$;

즉, p=55, q=24이므로 

p+q=55+24=79

  79

30
조건 (가)에 의하여 같은 열에는 검은 바둑알 1개와 흰 바둑알 1개가 쌍

으로 놓이게 되고 조건 (나)에 의하여 바둑알이 놓이는 열의 개수는 최

소 3개이다. 

Ú 다섯 열 모두에 바둑알이 놓이는 경우

 이때 S=1+2+3+4+5=15이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킨다.

  8쌍의 바둑알 중 각 열에 한 쌍의 바둑알을 배정하고 남은 3쌍의 바

둑알을 놓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

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5H3=7C3=35

  이때 각 열에 바둑알의 색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각각 2가지씩이

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5_25=1120

Û 네 열에 바둑알이 놓이는 경우

 5열 중 4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C4=5

 이 중 (1열, 2열, 3열, 4열)을 선택하면

  S=1+2+3+4=10으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건을 만

족시키도록 네 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0, 6), (1, 5), (2, 4), (3, 3), (4, 2), (5, 1), (6, 0)

이고 (0, 6), (1, 5), (2, 4), (6, 0)일 때 정사각형 A가 정사각형 B

와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0이다.

Ú (a, b)=(3, 3)일 때

y

xO

3

4
A

B

1 3 4

  이동한 정사각형 A의 위치가 그림과 같으므로 정사각형 A가 정사

각형 B와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2이고 그때의 확률은 

 6C3{;2!;}
3
{;2!;}

3
=20_;8!;_;8!;=;1°6; 

Û (a, b)=(4, 2)일 때

y

xO

2

4

A

B

2 4

  이동한 정사각형 A의 위치가 그림과 같으므로 정사각형 A가 정사

각형 B와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4이고 그때의 확률은 

 6C4{;2!;}
4
{;2!;}

2
=15_;1Á6;_;4!;=;6!4%;

Ü (a, b)=(5, 1)일 때

y

xO

3

1

4

AB

1 3 4

  이동한 정사각형 A의 위치가 그림과 같으므로 정사각형 A가 정사

각형 B와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2이고 그때의 확률은 

 6C5{;2!;}
5
{;2!;}

1
=6_;3Á2;_;2!;=;3£2;

따라서 X=2일 확률은 ;1°6;+;3£2;=;3!2#;이고 

X=0일 확률은 1-;3!2#;-;6!4%;=;6@4#;

이므로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0 2 4 합계

P(X=x) ;6@4#; ;3!2#; ;6!4%; 1

E(X)=0_;6@4#;+2_;3!2#;+4_;6!4%;=;4&;이므로

E(4X+3)=4E(X)+3=4_;4&;+3=1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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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8쌍의 바둑알 중 네 열에 각각 한 쌍의 바둑알을 배정하고 남은 4쌍

의 바둑알을 놓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4H4=7C4=7C3=35

 그런데 이 중 한 열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바둑알은 4쌍이므로 

  (5, 1, 1, 1), (1, 5, 1, 1), (1, 1, 5, 1), (1, 1, 1, 5)의 4가지는 

제외한다. 

  이때 각 열에 바둑알의 색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각각 2가지씩이

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_(35-4)_24=1984

Ü 세 열에 바둑알이 놓이는 경우

  S>10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2열, 4열, 5열), (3열, 4열, 5열)을 

선택할 때이므로 2가지이다.

  8쌍의 바둑알 중 세 열에 각각 한 쌍의 바둑알을 배정하고 남은 5쌍

의 바둑알을 놓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3H5=7C5=7C2=21

  그런데 이 중 한 열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바둑알은 4쌍이므로 

 (6, 1, 1), (1, 6, 1), (1, 1, 6)의 3가지와 (5, 2, 1), (5, 1, 2), 

 (2, 5, 1), (1, 5, 2), (2, 1, 5), (1, 2, 5)의 6가지는 제외한다. 

  이때 각 열에 바둑알의 색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각각 2가지씩이

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_{21-(3+6)}_23=192

Ú, Û, 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120+1984+192=3296이므로

T-6
10 = 3296-6

10 =329

  329

수능과 동일한 구성과 난이도,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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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

-;2!;
_4

;4#; 
=2

-;2!;
_(22)

;4#;
=2

-;2!;
_2

;2#;
=2

{-;2!;}+;2#;
=21=2

  ④

02
lim
x`Ú 2

 x('¶x+2-1)=lim
x`Ú 2

 x_lim
x`Ú 2

('¶x+2-1)=2_(2-1)=2

  ②

03
:)
'2
 (3x+1)dx+:`2

'2
`(3x+1)dx

=:)2` (3x+1)dx=[;2#;x2+x]2)=8

  ④

04
sin{;2#;p+h}=cos`h+;2!;에서 

-cos`h=cos`h+;2!;, 2 cos`h=-;2!;

따라서 cos`h=-;4!;

  ②

05
두 수 a, b의 등차중항이 3이므로 

a+b
2 =3, a+b=6

두 수 a, b의 등비중항이 2이므로 

ab=22=4

따라서 

a2+b2 =(a+b)2-2ab=62-2_4=28

  ⑤

06
점 A(2, 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P를 지나고 y축에 평행

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H라 하면 직선 AP의 기울기가 -1이고  

APÓ='2이므로 

AHÓ=PHÓ=1

y=-x+6

y y=aÅ

x

A

P

H

2

4

O

그러므로 점 P의 좌표는 (1, 5)

이때 점 P는 곡선 y=ax 위의 점이므로 a1=5, 즉 a=5

그러므로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5x과 만나는 점 

Q의 좌표는 (2, 52), 즉 (2, 25)

따라서 삼각형 PAQ의 넓이는 

;2!;_(25-4)_1=:ª2Á:

  ④

07
x¾0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3-;2#;x2-6x+a|=x3-;2#;x2-6x+a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x¾0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3-;2#;x2-6x+a¾0

이때 f(x)=x3-;2#;x2-6x+a라 하면 

 f '(x) =3x2-3x-6=3(x2-x-2)=3(x+1)(x-2)

이므로 f '(x)=0에서 

x=-1 또는 x=2

이때 함수 f(x)는 x=-1에서 극대이고 x=2에서 극소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2)¾0, 즉 

 f(2) =8-6-12+a=-10+a¾0이므로 a¾10

따라서 a의 최솟값은 10이다.

  ③

08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으므로 

:)1` {x3-(-ax2+1)}dx=:)1` (x3+ax2-1)dx

=[;4!;x4+;3!;ax3-x]1)

=;4!;+;3!;a-1=;3!;a-;4#;=0

따라서 a=;4(;

  ④

09
:!/` |f(t)|dt=x3+ax+a2-1에 x=1을 대입하면 

0=a2+a 

a(a+1)=0에서 a=-1 또는 a=0

이때 a의 값에 따라 각 경우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③	 15 ②

16 48	 17 11	 18 10	 19 50	 20 13

21 11	 22 4	 23 ①	 24 ④	 25 ③

26 ④	 27 ②	 28 ②	 29 480	 30 11

회3 본문 138~149쪽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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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a=-1일 때

 주어진 식은 :!/` | f(t)|dt=x3-x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 f(x)|=3x2-1

  이때 3x2-1<0인 실수 x가 존재하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 f(x)|¾0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Û a=0일 때 

 주어진 식은 :!/` | f(t)|dt=x3-1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 f(x)|=3x2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 f(x)|¾0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킨다.

Ú, Û에 의하여 

| f(x)|=3x2

따라서 a+|f(2)|=0+12=12

  ②

참고

함수 f(x)가 다항함수이므로  f(x)=3x2 또는 f(x)=-3x2

10
Ú m<0일 때

 함수 f(x-m)+n은 x=m+1에서 불연속이다. 

  이때 m+1<1이고 함수 f(x)는 x<1인 부분에서 f(x)>0이므

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의 값은 없다.

Û m=0일 때 

  함수 f(x)+n은 x=1에서 불연속이고 함수 f(x)도 x=1에서 불

연속이다.

  그러므로 함수 f(x){ f(x)+n}이 x=1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값이 같아야 한다.

 lim
x`Ú 1-

 f(x){ f(x)+n}=2_(n+2)

 lim
x`Ú 1+

 f(x){ f(x)+n}=3_(n+3)

  f(1){ f(1)+n}=2_(2+n)

 그러므로 2(n+2)=3(n+3)=2(n+2)

 3n+9=2n+4, n=-5

Ü m>0일 때

 함수 f(x-m)+n은 x=m+1에서 불연속이다.

 이때 f(4)=0이므로 함수 f(x){ f(x-m)+n}이 x=m+1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m+1=4, m=3

  한편, 함수 f(x)는 x=1에서 불연속이고 함수 f(x-3)+n은 

x=1에서 연속이므로 함수  f(x){ f(x-3)+n}이 x=1에서 연속

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값이 같아야 한다.

 lim
x`Ú 1-

 f(x){ f(x-3)+n}

 = lim
x`Ú 1-

 (x2+1){(x-3)2+1+n}

 =2_(5+n)

 lim
x`Ú 1+

 f(x){ f(x-3)+n}

 = lim
x`Ú 1+

(-x+4){(x-3)Û`+1+n}

 =3_(5+n)

  f(1){ f(1-3)+n}=2_(5+n)

 그러므로 2(5+n)=3(5+n)=2(5+n)

 10+2n=15+3n 

 n=-5

Ú, Û, Ü에서 모든 순서쌍 (m, n)은 (0, -5), (3, -5)이므로 

m-n의 최댓값은 3-(-5)=8

  ②

11
함수 y=a sin`;4Ò;x+b의 그래프는 함수 y=a sin`;4Ò;x의 그래프를 y축

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때 함수 y=a sin`;4Ò;x의 주

기는 2p
;4Ò;

=8이므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또 세 점 P, A, B를 y축의 방향으로 -b만 y
a

-a

xO 2 4 B'
A'

P'

6
8

y=asin  xp4
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각각 P', A', B'이라 

하면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3, 0)이

므로 점 P'의 좌표는 

{3, 6_sin`;3Ò;}, 즉 (3, 3'3 )

이때 y=a sin`;4Ò;x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

하면 

3'3=a sin`;4#;p

3'3=a_ '22 , a=3'6

이때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의 y좌표는 

0+0+3'3
3 ='3

그러므로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의 y좌표는 '3+b

이때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2'3이므로 

'3+b=2'3, b='3
따라서 ab=3'6_'3=9'2
  ③

12
수열 {an}이 등차수열이라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pn+q (p, q는 상수)

이때 ㉠이 성립하므로 

bn=

n
Á
k=1

 (n-k+1)ak

n
Á
k=1

 k
=

n
Á
k=1

 {(n+1)-k}(pk+q)
n
Á
k=1

 k

=
n(n+1)q+(pn+p-q)

n
Á
k=1

k-p
n
Á
k=1

k2

;2!; n(n+1) 

=
n(n+1)q+(pn+p-q)_n(n+1)

2  -p_n(n+1)(2n+1)
6 

;2!; n(n+1)

=
;6!;
 
n(n+1)(pn+2p+3q)

;2!; n(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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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m<0<n에서 m-n<0이므로 m+n>0이어야 한다.

즉, |m|<n이어야 한다. 

이때 m<0<n, |m|+n=3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 m, n은

m=-1, n=2 yy ㉡

㉡을 ㉠에 대입하면

 f(x)=xÝ`-;3$;xÜ`-4xÛ`+C

한편, 함수 f(x)는 x=0에서 극댓값 1을 가지므로 

 f(0)=C=1

따라서 f(x)=xÝ`-;3$;xÜ`-4xÛ`+1이므로 

 f(1)=1-;3$;-4+1=-:Á3¼:

  ①

14
ㄱ. 0<tÉ2일 때, v(t)=;6!;t3-t+;3@;이므로

  0<t<2일 때, a(t)=;2!;t2-1

  이때 t¾2에서 a(t)=-t+k이고 t>0에서 a(t)가 연속이므로

  lim
t`Ú 2-

 a(t)= lim
t`Ú 2+

 a(t)=a(2)

  lim
t`Ú 2-
{;2!;t2-1}= lim

t`Ú 2+
 (-t+k)=-2+k

  1=-2+k=-2+k, k=3 (참)

ㄴ. 0<tÉ2일 때

  v(t)=;6!;t3-t+;3@; yy ㉠

  t>2일 때

  v(t) =:`a(t)dt=:`(-t+3)dt  

=-;2!;t2+3t+C (C는 적분상수) yy ㉡

  이때 t>0에서 v(t)가 미분가능하므로 v(t)가 연속이다. 

  ㉠과 ㉡에서

  lim
t`Ú 2-

 v(t)= lim
t`Ú 2+

 v(t)

  ;3$;-2+;3@;=-2+6+C, C=-4

  그러므로 t>2일 때, v(t)=-;2!;t2+3t-4이므로 

  v(3)=-;2(;+9-4=;2!; (거짓)

ㄷ. ㄴ에서 v(2)=0이고

  v(t)=

(
{
9 

;6!;t3-t+;3@; (0<tÉ2)

-;2!;t2+3t-4 (t>2)

  =

(
{
9 

;6!;(t3-6t+4) (0<tÉ2)

-;2!;(t2-6t+8) (t>2)

=

(
{
9 

;6!;(t-2)(t2+2t-2) (0<tÉ2)

-;2!;(t-2)(t-4) (t>2)

=;3!;(pn+ 2  p+3q)

이때 bn이 n에 대한 일차식이므로 수열 {bn}은 등차수열이다.

역으로 수열 {bn}이 등차수열이라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rn+s (r, s는 상수)

한편, ㉠으로부터 

bn

n
Á
k=1

 k=
n
Á
k=1

 (n-k+1)ak yy ㉡

㉡에 n 대신 n-1을 대입하면 

bn-1

n-1
Á
k=1

 k=
n-1
Á
k=1

 (n-k)ak (n¾2) yy ㉢

이때 ㉡과 ㉢은 각각 

bn_
n(n+1)

2 =n_a1+(n-1)_a2+y+1_an

bn-1_
(n-1)n

2 =(n-1)_a1+(n-2)_a2+y+1_an-1

 (n¾2)

그러므로 ㉡에서 ㉢을 변끼리 뺀 식은 위의 두 식을 변끼리 뺀 것이므로
n
Á
k=1

ak =;2!;n{(n+1)bn-(n-1)bn-1}  

=;2!;n(3rn-r+ 2  s)  (n¾2) yy ㉣

이 식에 n 대신 n-1을 대입하면 

n-1
Á
k=1

 ak=;2!;(n-1){3r(n-1)-r+ 2  s} (n¾3)	 yy ㉤

㉣에서 ㉤을 변끼리 빼면 

an=;2!;n(3rn-r+2s)-;2!;(n-1){3r(n-1)-r+2s}

= 3r
2 {n2-(n-1)2}+;2!;{n-(n-1)}(-r+2s) 

= 3  rn- 2  r+s (n¾3)

한편, 이 식은 n=1, n=2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수열 {an}도 등차수열이다.

그러므로 (가), (나), (다), (라)에 알맞은 값은 각각 2, 2, 3, 2이므로 

ab+cd=2_2+3_2=10

  ③

13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사차함수이고 조건 (가)에서 함수 

f(x)는 x=m, x=0, x=n에서 극값을 가지므로 

 f '(x) =4(x-m)x(x-n)  

=4xÜ`-4(m+n)xÛ`+4mnx

로 놓을 수 있다.

또 조건 (나)에서 함수 f(x)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음수인 어떤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므로 두 극솟값 f(m),  f(n)은  

 f(m)>f(n), 즉 f(m)-f(n)>0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f(x)=:``f '(x)dx에서

 f(x)=xÝ`-;3$;(m+n)xÜ`+2mnxÛ`+C (C는 적분상수)  yy ㉠

이므로 

 f(m)-f(n)=(mÝ`-nÝ`)-;3$;(m+n)(mÜ`-nÜ`)+2mn(mÛ`-nÛ`)

=-;3!;(m-n)Ü`(m+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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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3_a4=a6+a7에서 

ar2_ar3=ar5+ar6

a2r5=ar5(1+r)

a=1+r

㉠으로부터 a=3 

따라서 a5=3_24=48 

  48

17
 f(x)=(x2+x+1)(x+1)이므로

 f '(x)=(2x+1)(x+1)+(x2+x+1)

따라서 

 f '(0)+lim
x`Ú 1

 
f(x)-f(1)

x-1 =f '(0)+f '(1)

=2+(3_2+3)

=11

  11

18
lim

x`Ú 1- 
|x-1|f(x)

(x-1)2(x+2)
=3에서 

lim
x`Ú 1- 

-(x-1)f(x)
(x-1)2(x+2)

= lim
x`Ú 1-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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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lim
x`Ú 1- 

 f(x)
(x-1)(x+2)

=-3  yy ㉠

x`Ú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Ú 0이므로 lim
x`Ú 1-

  f(x)=0

이어야 한다. 즉, 

 f(x)=(x-1)Q(x) (Q(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다항함수)

그러므로 g(x)=(x-1)(x-k) (k는 상수)

이 식을 ㉠에 대입하면 

lim
x`Ú 1-

 
(x-1)(x-k)
(x-1)(x+2)  = lim

x`Ú 1-
 x-k
x+2   

= 1-k
3 =-3

이므로 

1-k=-9, k=10

따라서 g(x)=(x-1)(x-10)이므로 

 g(11)=10_1=10

  10

19
x에 대한 방정식 1

p2 x2+k=cos`x의 실근은 두 함수 y= 1
p2 x2+k, 

y=cos`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이다.

=

(
{
9 

;6!;(t-2)(t+1+'3 )(t+1-'3 ) (0<tÉ2)

-;2!;(t-2)(t-4) (t>2)

 그러므로 v(t)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v(t)

tO 2
-1+13

4

 따라서 0<t<4에서 점 P의 운동방향이 두 번 바뀐다.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③

15
a3=0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a2>a1일 때

 a3=a2-a1에서 a2-a1=0, a2=a1

 이는 a2>a1이라는 조건에 모순이다.

Û a2Éa1일 때

 a3=a2+a1에서 a2=-a1

 이때 a1¾a2에서 a1¾-a1, a1¾0

그러므로 Ú, Û로부터 a1¾0이고 

a2=-a1, a3=0

그런데 a1=0이면 수열 {an}의 모든 항이 0이므로 a4
2=1을 만족시키

지 못한다.

a1>0이면 수열 {an}은 다음과 같다.

a1, a2=-a1, a3=0, a4=a1, a5=a1, a6=2a1, y

이때 a4
2=1이므로 a1=1

따라서 수열 {an}은 다음과 같다. 

1, -1, 0, 1, 1, 2, 1, 3, 2, 5, 3, 8, 5, 13, 8, y

즉, aÁª=aÁ°=8이다.

이제 n¾13인 n을 생각하면 

aÁ£>0, aÁ¢>0, aÁ°>0이고 aÁ£+aÁ¢, aÁ¢+aÁ°

an-1>0, an>0, an+1>0이고 an-1+an, an+an+1이라 가정하자.

an<an+1이면 an+1=an-an-1이 될 수 없으므로 

an+1=an+an-1이고 an<an-1이다. 

즉, an+2=an+1-an=an+an-1-an=an-1>an>0이고 an+1+an+2

한편, an+1<an이면 an+2=an+1+an>an>0이고 an+1+an+2이다.

따라서 m¾16이면 am>8이므로 am=8을 만족시키는 모든 m의 값의 

합은 

12+15=27

  ②

16
등비수열 {an}의 첫째항을 a (a+0), 공비를 r라 하면 a2=2a1이므로 

r=2  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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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x>0이므로 x=;3&;+;3$;'7

따라서 a=;3&;, b=;3$; 이므로

3(a+b)=3_{;3&;+;3$;}=11

  11

22
방정식 f(x)=f(x-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 y=f(x), 

y=f(x-k)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때 함수 y=f(x-k)의 그래프는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고 조건 (나)에서 함수 f(x)는 극값

을 가진다.

이때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그래프 중 하나는 그림과 같다.

y
y=f(x)

213

y=f(x-k)

y=f(x-k)

xO

이때 g(k)는 다음과 같다.

g(k)=

(

|

{

|

9 

0 (k<-2'3 )
1 (k=-2'3 )
2 (-2'3 <k<0)

2 (0<k<2'3 )
1 (k=2'3 )
0 (k>2'3 )

조건 (나)에서 함수 f(x)가 극댓값과 극솟값을 갖는 x의 값의 합이 2

이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h(x)라 하면 함수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므로 

h(x)=x(x-'3 )(x+'3 )+n (n은 상수)

즉, h(x)=x3-3x+n

y
y=h(x)

y=n

xO 13--1---3

이때 h(x)와 f(x)의 극댓값은 같으므로 조건 (나)로부터 h(x)의 극

댓값은 4이다. 

한편, h'(x) =3x2-3=3(x+1)(x-1)이므로 

h(x)는 x=-1에서 극댓값을 갖고 극댓값은 2+n이다.

그러므로 n+2=4, n=2

이때 h(x)=x3-3x+2이므로 

 f(x)=h(x-1)=(x-1)3-3(x-1)+2

따라서 f(3)=23-3_2+2=4

  4

y

y=cos`x

xO

1

p
4

y=  xÛ`+k1
pÛ`

p
2

p
2- -p3

위의 그림으로부터 f(x)= 1
p2  x

2+k라 하면

 f(0)É1이고 f {-;3Ò;}¾cos {-;3Ò;}

즉, kÉ1이고 1
p2 _{-;3Ò;}

2

+k¾;2!;

따라서 ;1¦8;ÉkÉ1이므로 

36(a+b)=36{;1¦8;+1}=50

  50

20
log2`a=log3`b=m으로 놓으면

a=2m, b=3m

이때 (log3`a)_(log2`b)=log2`a
2에 대입하면 

(log3`2
m)_(log2`3

m)=2 log2`2
m

m2_log3`2_log2`3=2m

m(m-2)=0이므로 m=0 또는 m=2

이때 a, b가 1이 아닌 양수이므로 m=2이고 

a=22, b=32

따라서 a+b=4+9=13

  13

21
점 D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h

D

C

B

A

412

3

3

 

H라 하면 HCÓ=2'2이므로 

∠HCD=h라 하면 

cos`h= HCÓ
CDÓ

= 2'2
3

sin`h="Ã1-cos2`h=¾̈1-{ 2'2
3 }

2

=;3!;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므로 사인법칙에 

의하여 
ABÓ
sin`h=2_6

ABÓ=12_sin`h=12_;3!;=4

이때 ADÓ=x라 하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ABÓ
 2
=CAÓ

 2
+BCÓ

 2
-2_CAÓ_BCÓ_cos`h

42=(x+3)2+(4'2)2-2_(x+3)_4'2_ 2'2
3

16=(x2+6x+9)+32-:£3ª:(x+3)

48=3(x2+6x+9)+96-32(x+3)

3x2-14x-21=0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
7Ñ"Ã(-7)2-3_(-21)

3 = 7Ñ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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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ÉZÉ2.4)=0.4918이므로

3
r=2.4

따라서 r= 3
2.4 =;4%;

  ④

27
두 문자 E, E와 두 문자 T, T를 각각 서로 다른 문자라고 가정하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720

두 문자 E, E를 한 묶음으로 보고 두 문자 B, R와 함께 일렬로 나열하

는 경우의 수는 3!=6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두 문자 E, E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2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네 문자 B, R, E, E가 

나열된 문자열의 맨 앞, 맨 뒤와 사이사이의 5군데 영역 중에서 두 문자 

E, E 사이를 제외한 4군데 중 2군데를 택해 두 문자 T, T를 나열하면 

된다.

∨ B  ∨ R  ∨ E  E  ∨

이 경우의 수는 4P2=12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_2_12=14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7!2$0$;=;5!;

  ②

28
이 시행을 1번 하여 얻은 점수를 X라 하면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

는 값은

0, 2, 4, 6, 8, 10, 12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얻은 두 점수를 각각 확률변수 X1, X2라 하자. 

X Õ=3이려면 
X1+X2

2 =3에서

X1+X2=6

이어야 하고 0 이상 12 이하의 두 짝수의 합이 6인 경우는

6=0+6=2+4

이므로 P(X=0), P(X=2), P(X=4), P(X=6)의 값을 구하자.

Ú X=0인 경우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이므로

  P(X=0)=;2!;_;2!;=;4!;

Û X=2인 경우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각각 2, 홀수인 경우이므로

  P(X=2)=2C1_;6!;_;2!;=;6!;

Ü X=4인 경우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각각 4, 홀수인 경우 

 또는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2인 경우이므로

  P(X=4) =2C1_;6!;_;2!;+;6!;_;6!;=;6!;+;3Á6;=;3¦6;

23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6, ;3!;}을 따르므로

V(X)=6_;3!;_;3@;=;3$;

  ①

24
A와 B가 서로 이웃하고 B와 C가 서로 이웃하려면 B는 A, C의 사이

에 앉으면 된다.

A, B, C를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3명의 학생과 함께 원형으로 배열

하는 경우의 수는 (4-1)!=6

위의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두 학생 A, 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의 수는 2!=2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_2=12

  ④

25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B|A)=P(B)=;6!;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두 사건 AC과 B도 서로 독립이고

P(AC;B) =P(AC)P(B)=P(AC)_;6!;=;8!;

P(AC)=;8!;_6=;4#;

P(A) =1-P(AC)=1-;4#;=;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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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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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_;6!;=;8#;
  ③

26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넛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도넛 1개의 무게를 

X라 할 때,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52, r2)을 따르고, 

Z= X-52
r	  라 하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무게가 49 g 미만인 도넛은 불량으로 판정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넛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도넛 1개가 불량일 확률이 0.0082이므로

P(X<49) =P{Z< 49-52
r }  

=P{Z<- 3
r }  

=P{Z> 3
r }  

=0.5-P{0ÉZÉ 3
r }  

=0.0082

P{0ÉZÉ 3
r } =0.5-0.0082=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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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120=360

Ú, Û에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120+360=480

  480

다른 풀이 1

조건 (가)에서 a+b+c+d=21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21-4=4H17=4+17-1C17=20C17=20C3=1140

이 중에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다음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Ú a, b, c 모두 홀수인 경우

 조건 (가)에서 

 a+b+c+d=21 yy ㉠

 이므로 d는 짝수이어야 한다.

 a=2a'+1, b=2b'+1, c=2c'+1, d=2d'+2

 로 놓으면 ㉠에서

 (2a'+1)+(2b'+1)+(2c'+1)+(2d'+2)=21

 2(a'+b'+c'+d')=16

 a'+b'+c'+d'=8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

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8=4+8-1C8=11C8=11C3=165

Û a, b, c 중에서 하나만 짝수인 경우

 짝수인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a가 짝수라고 가정하자. b, c는 홀수이고 ㉠에서 네 수 a, b, c, d

의 합이 21로 홀수이므로 d는 홀수이어야 한다.

 a=2a'+2, b=2b'+1, c=2c'+1, d=2d'+1

 로 놓으면 ㉠에서

 (2a'+2)+(2b'+1)+(2c'+1)+(2d'+1)=21

 a'+b'+c'+d'=8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

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8=4+8-1C8=11C8=11C3=165

 이때의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3_165=495

Ú, Û에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고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165+495=660

따라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1140-660=480

다른 풀이 2

조건 (가)에서 네 자연수 a, b, c, d의 합이 21로 홀수이므로 네 자연수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1 또는 3이다.

이때 조건 (나)에서 a, b, c 중에서 적어도 두 수가 짝수이므로 a, b, c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1 이하이고 네 자연수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2 이하이다.

즉, 네 자연수 a, b, c, d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1이다.

Ý X=6인 경우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각각 6, 홀수인 경우

 또는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가 각각 2, 4인 경우이므로

  P(X=6) =2C1_;6!;_;2!;+2C1_;6!;_;6!;=;6!;+;1Á8;=;9@;

Ú~Ý에서 구하는 확률은

P(XÕ=3)=2!_P(X=0)_P(X=6)

 +2!_P(X=2)_P(X=4)

=2_;4!;_;9@;+2_;6!;_;3¦6;

=;1Á0»8;

  ②

참고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0 2 4 6 8 10 12 합계

P(X=x) ;4!; ;6!; ;3¦6; ;9@; ;1Á2; ;1Á8; ;3Á6; 1

29
x=2x'+1로 놓으면 x'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x는 홀수인 자연수이

고, y=2y'+2로 놓으면 y'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 y는 짝수인 자연수

이다. 

조건 (나)에서 a, b, c 중에서 적어도 두 수는 짝수이므로 다음의 경우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a, b, c 모두 짝수인 경우

 조건 (가)에서 

 a+b+c+d=21 yy ㉠

 이므로 d는 홀수이어야 한다.

 a=2a'+2, b=2b'+2, c=2c'+2, d=2d'+1

 로 놓으면 ㉠에서

 (2a'+2)+(2b'+2)+(2c'+2)+(2d'+1)=21

 2(a'+b'+c'+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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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

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7=4+7-1C7=10C7=10C3=120

Û a, b, c 중에서 두 수만 짝수인 경우

 짝수인 두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2=3

  a, b가 짝수라고 가정하자. c는 홀수이고 ㉠에서 네 수 a, b, c, d

의 합이 21로 홀수이므로 d는 짝수이어야 한다.

 a=2a'+2, b=2b'+2, c=2c'+1, d=2d'+2

 로 놓으면 ㉠에서

 (2a'+2)+(2b'+2)+(2c'+1)+(2d'+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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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

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7=4+7-1C7=10C7=10C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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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9, q=2이므로

p+q=9+2=11

  11

네 자연수 a, b, c, d 중에서 홀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Á=4

이때 a는 홀수이고 b, c, d는 짝수라 하자.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에 대하여

a=2a'+1, b=2b'+2, c=2c'+2, d=2d'+2

로 놓을 수 있고 조건 (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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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4H7=4+7-1C7=10C7=10C3=120

따라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4_120=480

30
주머니에서 두 번째로 꺼낸 공 중 검은 공의 개수가 2인 사건을 X, 주

머니에서 첫 번째로 꺼낸 공이 숫자 2가 적혀 있는 흰 공인 사건을 Y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Y|X)이다.

사건 X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주머니에서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2인 경우

 주머니에서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2일 확률은  

 ;5#;

  이때 이 공을 다시 넣은 후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은 

 2C2

5C2
=;1Á0;

 이때의 확률은

 ;5#;_;1Á0;=;5£0;

Û 주머니에서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3인 경우

 주머니에서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3일 확률은 

 ;5@;

  이때 이 공을 다시 넣은 후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은 

 2C2_3C1

5C3
=;1£0;

 이때의 확률은

 ;5@;_;1£0;=;2£5;

Ú, Û에서

P(X)=;5£0;+;2£5;=;5»0;

한편, 사건 X;Y는 주머니에서 첫 번째로 숫자 2가 적혀 있는 흰 공

을 하나 꺼내고 다시 넣은 후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2개 꺼내는 사건이

므로

P(X;Y) =;5@;_ 2C2

5C2
=;5@;_;1Á0;=;2Á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Y|X)=
P(X;Y)

P(X)
=

;2Á5;

;5»0;
=;9@;

실전 연습이 불안한 수험생이라면! 
단 한 번의 수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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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3x=t (t>0)으로 놓으면

t2+ 27
t =9t+3, t3-9t2-3t+27=0

t2(t-9)-3(t-9)=0, (t-9)(t2-3)=0

t>0이므로 t=9 또는 t='3
따라서 3x=9 또는 3x='3에서

x=2 또는 x=;2!;

즉,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2+;2!;=;2%;

  ⑤

06
등비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비를 r라 하면

a3=6에서 ar2=6 yy ㉠

a6=162에서 ar5=162	 yy ㉡

㉡Ö㉠을 하면 r3=27이므로 r=3

㉠에서 a_32=6, a=;3@;

즉, an=;3@;_3n-1

따라서

S10=
;3@;_(310-1)

3-1
=;3!;_(310-1)=39-;3!;이므로

log3 {S10+;3!;}=log3`3
9=9

  ④

07
 f '(x)=3x2-2mx+{m+;3$;}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이차방정식 f '(x)=0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한다.

이차방정식 3x2-2mx+{m+;3$;}=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4 =m2-3m-4이므로

m2-3m-4É0에서 (m+1)(m-4)É0

-1ÉmÉ4

따라서 정수 m의 값은 -1, 0, 1, 2, 3, 4이고, 그 개수는 6이다.

  ①

08
xÝ`yÜ`=16에서 4 log2`x+3 log2`y=4이므로

(log2`x)Û`_logx`y=(log2`x)Û`_
logª`y
logª`x

=log2`x_log2`y

=log2`x_;3$;(1-log2`x)

이때 log2`x=t (t>0)으로 놓으면

01
sin`:Á6¦: p =sin {3p-;6Ò;}  

=sin {p-;6Ò;}  

=sin`;6Ò;=;2!;

  ④

02
lim
x`Ú 2 

a'x-b
x-2 =;2!;에서 x`Ú 2일 때 (분모)`Ú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

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a'2-b=0에서 b=a'2
이때

lim
x`Ú 2 

a'x-b
x-2 =lim

x`Ú 2 
a'x-a'2

x-2

 =lim
x`Ú 2 

a('x-'2)
('x-'2)('x+'2)

 =lim
x`Ú 2 

a
'x+'2 = a

2'2
a

2'2 =;2!;에서 a='2

따라서 b='2_'2=2이므로

a2+b2=2+4=6

  ①

03
24x=a에서 24=a

;[!;
 yy ㉠

3y=a에서 3=a
;']!;
 yy ㉡

㉠Ö㉡을 하면 8=a
;'[!';-';]!';

따라서 a>0이므로

a2=8에서 a=2'2
  ④

04
lim

x`Ú -1- f(x)=-1, lim
x`Ú 0+ f(x)=1

따라서

lim
x`Ú -1- f(x)+ lim

x`Ú 0+ f(x)=-1+1=0 

  ③

01 ④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③	 09 ①	 10 ②

11 ②	 12 ⑤	 13 ④	 14 ⑤	 15 ④

16 18	 17 65	 18 40	 19 3	 20 11

21 20	 22 17	 23 ③	 24 ⑤	 25 ④

26 ①	 27 ⑤	 28 ②	 29 37	 30 111

회4 본문 150~161쪽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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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Ó=x이므로 DAÓ=3

한편, ∠ABC=h라 하면 ∠CDA=p-h이므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AÓ
2 =ABÓ

2
+BCÓ

2
-2_ABÓ_BCÓ_cos`h  

=36+49-2_6_7_cos`h  

=85-84 cos`h yy ㉠

또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AÓ
2 
=CDÓ

2
+DAÓ

2
-2_CDÓ_DAÓ_cos(p-h)  

=16+9-2_4_3_(-cos`h)  

=25+24 cos`h	 yy ㉡

㉠, ㉡에서

85-84 cos`h=25+24 cos`h이므로 cos`h=;9%;

따라서 sin`h=¾̈1-{;9%;}
2
=

2'¶14
9 이므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_ABÓ_BCÓ_sin`h+;2!;_CDÓ_DAÓ_sin(p-h)

=;2!;_6_7_ 2'¶14
9 +;2!;_4_3_ 2'¶14

9

=6'¶14
  ②

11
P(t, t2-1)이라 하면

y=x2-1에서 y'=2x이므로

직선 l의 기울기는 2t

이때 직선 PQ의 기울기가 - 1
2t 이므로

(t2-1)-:ª2£:
t-m =- 1

2t

에서 2t3-24t-m=0

 f(t)=2t3-24t-m이라 하면

방정식 f(t)=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f '(t)=6t2-24이므로

 f '(t)=0에서 t=-2 또는 t=2

함수 f(t)는 t=-2에서 극대, t=2에서 극소이므로

 f(-2)_f(2)<0이 성립해야 한다.

(-16+48-m)_(16-48-m)<0

(m-32)(m+32)<0에서 

-32<m<32

따라서 정수 m의 값은 -31, -30, -29, y, 31이고, 

그 개수는 63이다.

  ②

12
직선 AB의 방정식을 y=mx+n이라 하면

 f(x)-(mx+n)=;2!;(x-a)2(x-b)2

으로 놓을 수 있다.

(log2`x)Û`_logx`y=t_;3$; (1-t) 

=;3$; t-;3$; tÛ`

=-;3$; {t-;2!;}
2
+;3!;

따라서 (log2`x)Û̀ _logx`y는 t=;2!;, 즉 x='2일 때 최댓값  ;3!; 을 갖는다.

즉, a='2, M=;3!;이므로

aÛ`+M=2+;3!;=;3&;

  ③

09
조건 (가)에서 f(0)=0이고, 함수 y=f(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조건 (나)에서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는 함수 y=f(x)의 그래프와 일

치한다.

이때 조건 (가)와 조건 (나)의 식에 x=1을 대입하면

 f(-1)=-f(1), f(1)=f(-1)+4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f(-1)=-2, f(1)=2

또 f(0)=0이므로 f(2)=f(0)+4=4

 f(1)=2이므로 f(3)=f(1)+4=6

       ⋮

함수 y=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림과 같다.

x

y y=2x

y=f(x)

O

2

4

6

1
-1

-2

2 3

따라서 :!3` f(x)dx의 값은 직선 y=2x와 x축 및 두 직선 x=1, x=3

으로 둘러싸인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으므로

:!3` f(x)dx=;2!;_(2+6)_2=8

  ①

10
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이 네 선분 AB, BC, CD, DA와 만나

는 점을 각각 P, Q, R, S라 하자.

APÓ=x라 하면 ASÓ=x

BPÓ=BQÓ=6-x이므로 CQÓ=CRÓ=1+x

DRÓ=DSÓ=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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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 점 O, P, Q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위의 점이다. 

x

y
y=3x

l

O
R

P
Q

45ù

한편, ∠QOR=h라 하면 tan`h=3이므로

sin`h
cos`h=3, sin2`h+cos2`h=1에서 

sin2`h+;9!; sin2`h=1, sinÛ``h=;1»0;

sin`h= 3
'¶10`

따라서 삼각형 QOR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므로 사인법칙

에 의하여

QRÓ
sin`h=2'6, QRÓ

3
'¶10`

=2'6에서 

QRÓ= 6'¶15
5

  ④

14
조건 (나)에서 함수 f(x)는 극댓값과 극솟값을 모두 갖고, 두 극솟값이 

일치해야 한다.

또 f(0)=0, f '(0)=0이므로 함수 f(x)는 x=0에서 극값 0을 갖는다.

Ú 그림과 같이 x=0에서 극솟값 0을 갖는 경우

xa 2a

y
y=f(x)

O

 양수 a에 대하여 f(x)=x2(x-2a)2으로 놓을 수 있다.

 조건 (다)에서 f(a)=9이므로

 a4=9에서 a='3
 즉, f(x)=x2(x-2'3 )2이므로

 f(2)=42_(1-'3 )2=64-32'3
Û	그림과 같이 x=0에서 극댓값 0을 갖는 경우

x
a-a

y
y=f(x)

O

 조건 (다)에서 양수 a에 대하여 f(-a)=f(a)=-9이므로

  f(x)+9=(x+a)2(x-a)2으로 놓을 수 있다.

  f(0)=0이므로 

 9=a4에서 a='3

;2!;x4-x2+(2-m)x-n

=;2!;x4-(a+b)x3+;2!;(a2+b2+4ab)x2-ab(a+b)x+;2!;a2b2

ㄱ. x3의 계수를 비교하면 a+b=0 (참)

ㄴ. x2의 계수, x의 계수, 상수항을 비교하면

  -1=;2!;(a2+b2+4ab) yy ㉠

  2-m=-ab(a+b) yy ㉡

  -n=;2!;a2b2 yy ㉢

  ㉠에서 -1=;2!;{(a+b)2+2ab}

  a+b=0이므로 ab=-1

  ㉡에서 a+b=0이므로 m=2

  ㉢에서 ab=-1이므로 n=-;2!;

  또 a+b=0, ab=-1에서 

  a2=1, b2=1

  이때 a<b라 하면

  A{-1, -;2%;}, B{1, ;2#;}이고, 직선 AB의 방정식은  

  y=2x-;2!; (참)

ㄷ. g(x)=px2+qx (p+0)으로 놓으면

  곡선 y=g(x)가 두 점 A, B를 지나므로

  -;2%;=p-q, ;2#;=p+q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p=-;2!;, q=2

  즉, g(x)=-;2!;x2+2x

  따라서 곡선 y=g(x)와 직선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_1! [{-;2!;x2+2x}-{2x-;2!;}] dx

  =:_1! {-;2!;x2+;2!;} dx

  =2:)1` {-;2!;x2+;2!;} dx

  =2[-;6!;x3+;2!;x]1)

  =2_{-;6!;+;2!;}=;3@;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13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사인법칙에 의하여

PQÓ
sin`45ù =2R, 

2'3 
1
'2`

=2R에서 

R='6

108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www.ebsi.co.kr

 a5=16

 a5+a6+a7=16+9+26>47이 되어 최소가 될 수 없다.

Ú, Û에서 
7
Á
k=1

 ak의 최솟값은 47이다.

  ④

16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 하면

v(t)=x'(t)=6+4t

따라서 시각 t=3에서의 점 P의 속도는

v(3)=6+4_3=18

  18

17
:@3` x

3+2x2+x
x-1  dx+:#2` 2x

2+x+1
x-1  dx

=:@3` x
3+2x2+x

x-1  dx-:@3` 2x
2+x+1
x-1  dx

=:@3` (x
3+2x2+x)-(2x2+x+1)

x-1  dx

=:@3` x
3-1

x-1  dx=:@3` (x-1)(x2+x+1)
x-1  dx

=:@3` (x2+x+1)dx=[;3!;x3+;2!;x2+x]3@

={9+;2(;+3}-{;3*;+2+2}=:°6»:

따라서 p=6, q=59이므로

p+q=6+59=65

  65

18
10
Á
k=1

 (ak+2bk)
2-

10
Á
k=1

 (ak-2bk)
2

=
10
Á
k=1

 (ak
2+4akbk+4bk

2)-
10
Á
k=1

 (ak
2-4akbk+4bk

2)

=
10
Á
k=1

 {(ak
2+4akbk+4bk

2)-(ak
2-4akbk+4bk

2)}

=
10
Á
k=1

 8akbk=8
10
Á
k=1

 akbk=8_5=40

  40

19
Ú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ACÓ
2 
=ABÓ

2
+BCÓ

2
-2_ABÓ_BCÓ_cos`;3Ò;  

=64+25-2_8_5_;2!;=49

Û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CDÓ=5

 또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므로 ∠CDA=;3@; p

 삼각형 ACD에서 ADÓ=x라 하면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ACÓ
2
=CDÓ

2
+ADÓ

2
-2_CDÓ_ADÓ_cos`;3@; p

 즉, f(x)=(x+'3 )2(x-'3 )2-9이므로

  f(2)=(2+'3 )2(2-'3 )2-9=1-9=-8

Ü 그림과 같이 x=0에서 극솟값 0을 갖는 경우

x-a-2a

y
y=f(x)

O

 양수 a에 대하여 f(x)=x2(x+2a)2으로 놓을 수 있다.

 조건 (다)에서 f(-a)=9이므로

 a4=9에서 a='3
 즉, f(x)=x2(x+2'3 )2이므로

 f(2)=4Û`_(1+'3 )2=64+32'3
Ú, Û, Ü에서 모든 f(2)의 값의 합은

(64-32'3 )+(-8)+(64+32'3 )=120

  ⑤

15
a8=14에서 a7이 홀수인 경우 a7=5, a7이 짝수인 경우 a7=26

Ú a7=5일 때

 a6이 홀수인 경우 a6=2가 되어 모순이므로

 a6은 짝수이고 a6=8

 a5가 홀수인 경우 a5=3, a5가 짝수인 경우 a5=14

 ① a5=3일 때

   a4가 홀수인 경우 a4=;3$;가 되어 모순이므로 

   a4는 짝수이고 a4=4

   a3이 홀수인 경우 a3=;3%;가 되어 모순이므로 

   a3은 짝수이고 a3=6

   a2가 홀수인 경우 a2=;3&;이 되어 모순이므로 

   a2는 짝수이고 a2=10

   a1이 홀수인 경우 a1=:Á3Á:이 되어 모순이므로 

   a1은 짝수이고 a1=18

   이 경우 
7
Á
k=1

 ak=18+10+6+4+3+8+5=54

 ② a5=14일 때

   a8=14이고, 

   
7
Á
k=1

 ak의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a¢=5, a3=8, a2=3, a1=4이어야 한다.

   이 경우 
7
Á
k=1

 ak=4+3+8+5+14+8+5=47

Û a7=26일 때

 a6이 홀수인 경우 a6=9, a6이 짝수인 경우 a6=50

 그런데 a6=50인 경우 
7
Á
k=1

 ak>47이므로 최소가 될 수 없다.

 a6=9이면

 a5가 홀수인 경우 a5=:Á3¼:이 되어 모순이므로 a5는 짝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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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a11_a12=|S16|에서 

 (a+10d)(a+11d)=| 16_(a1+a16)
2 |

 (a+10d)(a+11d)=|8(2a+15d)|

  a=-11d이면 2a+15d=0에서 a=d=0이므로 조건을 만족시

키지 않는다.

 a=-:ª3°:d이면 ;3%;d_;3*;d=|-:¢3¼:d|에서

 d=-3 또는 d=3

Ú, Û에 의하여 a16=a+15d=-:ª3°:d+15d=:ª3¼:d이므로

a16=-20 또는 a16=20

즉, |a16|=20

  20

22
조건 (나)에서 

g(0)=:_0!  f(t)dt=15, g(2)=:_2!  f(t)dt=15이므로

:_2! `f(t)dt=:_0! f(t)dt+:)2` f(t)dt에서

15=15+:)2` f(t)dt

즉, :)2` f(t)dt=0

이때 조건 (가)에서 f(0)=1이고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므로 :)2̀   f(t)dt=0이 성립하기 위해서 0<a<2인 어떤 a에 대

하여  f(a)=0, :)a`  f(t)dt=-:A2` f(t)dt를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g'(x)=f(x)이므로

g'(x)=0에서 x=a

함수 g(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y a y

g'(x) + 0 -

g(x) ↗ 극대 ↘

함수 g(x)가 x=a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므로

조건 (다)에서

g(a) =:_a!` f(t)dt  

=:_0!` f(t)dt+:)a` f(t)dt  

=15+:)a` f(t)dt 

15+:)a` f(t)dt=16에서 :)a` f(t)dt=1

따라서

:_2! |f(x)|dx =:_0! |f(x)|dx+:)a` |f(x)|dx+:A2` |f(x)|dx  

=:_0!  f(x)dx+:)a`  f(x)dx+:A2` {- f(x)}dx  

=15+1+1=17

  17

 =25+x2-2_5_x_{-;2!;}

 =x2+5x+25

Ú, Û에서 49=x2+5x+25

x2+5x-24=0, (x+8)(x-3)=0

x=-8 또는 x=3

x>0이므로 x=3

즉, ADÓ=3

  3

20
조건 (나)에서 함수 y=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f(0)의 값을 제외한 함수 y=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x

-1

1
O

1-1-2-3 2 3

y
y=f(x)

g(x)=f( f(x))라 하면

lim
x`Ú 0-

 g(x)= lim
t`Ú 0-

  f(t)=0

lim
x`Ú 0+

 g(x)= lim
t`Ú 0-

  f(t)=0

함수 g(x)가 x=0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lim
x`Ú 0-

 g(x)= lim
x`Ú 0+

 g(x)=g(0)에서

g(0)=f( f(0))=f(a)=0

따라서 f(a)=0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은

-3, -;2%;, -2, -;2#;, -1, 0, 1, ;2#;, 2, ;2%;, 3

이고, 그 개수는 11이다.

  11

21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차를 d라 하자.

모든 항이 0이 아니므로 a9_a16>0인 경우와 a9_a16<0인 경우로 나

누어 생각한다.

Ú a9_a16>0인 경우

 
a6_a8

2 =a9_a16

 
(a+5d)(a+7d)

2 =(a+8d)(a+15d)

 a2+34ad+205d2=0에서

 a=-17dÑ2"Ã21d2

 이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정수 a, d는 존재하지 않는다.

Û a9_a16<0인 경우

 
a6_a8

2 =-(a9_a16)

 
(a+5d)(a+7d)

2 =-(a+8d)(a+15d)

 3a2+58ad+275d2=0

 (3a+25d)(a+11d)=0

 a=-:ª3°:d 또는 a=-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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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5+1
36 =;6!;

  ①

27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r2)을 따르므로 Z= X-m

r 으로 놓

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É4m) =P{ZÉ 4m-m
r }  

=P{ZÉ 3m
r }  

=0.5+P{0ÉZÉ 3m
r }=0.9772

이므로 P{0ÉZÉ 3m
r }=0.4772

즉, 3m
r =2에서 r= 3m

2

따라서

P{XÉm
4 } =P{ZÉ

;;4;M;-m

r
}  

=P»ZÉ
-:£4å:

:£2å:
 ¼  

=P(ZÉ-0.5)  

=P(Z¾0.5)  

=0.5-P(0ÉZÉ0.5)  

=0.5-0.1915=0.3085

  ⑤

28
Ú 함수 f 의 치역이 {-1, 0, 1}인 경우

  f(1)=-1, f(5)=1

 치역의 원소 -1, 0, 1에서 0을 하나 택하고, 

 -1, 0, 1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수를 택하면

   f(2)Éf(3)Éf(4)를 만족시키는 f(2), f(3), f(4)의 값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함수 f의 개수는

 3H2=4C2=6

Û 함수 f 의 치역이 {-2, 0, 2}인 경우

  f(1)=-2, f(5)=2

 치역의 원소 -2, 0, 2에서 0을 하나 택하고, 

 -2, 0, 2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수를 택하면

  f(2)Éf(3)Éf(4)를 만족시키는 f(2), f(3), f(4)의 값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함수 f의 개수는

 3H2=4C2=6

Ü 함수 f 의 치역이 {-2, -1, 1, 2}인 경우

  f(1)=-2, f(5)=2

  치역의 원소 -2, -1, 1, 2에서 -1과 1을 하나씩 택하고, -2, 

-1, 1, 2에서 한 수를 택하면

   f(2)Éf(3)Éf(4)를 만족시키는 f(2), f(3), f(4)의 값을 정할 

23
P(B|A)=;5$;이므로

P(A;B)
P(A)

=;5$;

따라서 P(A;B)=;5$; P(A)=;5$;_;8#;=;1£0;

  ③

24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a+2a+3a=1에서 a=;6!;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0 1 합계

P(X=x) ;6!; ;3!; ;2!; 1

이때 E(X)=(-1)_;6!;+0_;3!;+1_;2!;=;3!;, 

E(X2)=(-1)2_;6!;+02_;3!;+12_;2!;=;3@;이므로

V(X)=E(X2)-{E(X)}2=;3@;-{;3!;}
2
=;9%;

따라서

V{;a!;X-;a!;} =V(6X-6)  

=36V(X)=36_;9%;=20

  ⑤

25
a1+a2+a3+y+a10의 값이 짝수이므로

an 중 1의 개수가 0이거나 짝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 (a1, a2, a3, y, a10)의 개수는

10C0+10C2+10C4+10C6+10C8+10C10

이고 10C0+10C1+10C2+y+10C10=210이므로

10C0+10C2+10C4+10C6+10C8+10C10 =;2!;_210

=29=512

  ④

26
첫째항이 a이고 공차가 b인 등차수열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6_6=36

첫째항이 a이고 공차가 b인 등차수열의 제8항은

a+7b=(a+b)+6b

6b는 6의 배수이므로 a+b가 6의 배수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a+b=6인 경우 모든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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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12인 경우 모든 순서쌍 (a, b)는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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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중 두 수가 2이고 다른 한 수가 2가 아닐 확률은

 3C2{;4!;}
2
{;4#;}

1
=;6»4;

 즉, P(X=2)=;6Á4;+;6»4;=;3°2;

Ü X=3인 경우

 a, b, c가 모두 3일 확률은

 3C3{;4!;}
3
=;6Á4;

 a, b, c 중 두 수가 3이고 다른 한 수가 3이 아닐 확률은

 3C2{;4!;}
2
{;4#;}

1
=;6»4;

 a, b, c가 1, 2, 3일 확률은

 3!_{;4!;}
3
=;6¤4;=;3£2;

 즉, P(X=3)=;6Á4;+;6»4;+;3£2;=;4!;

Ý X=4인 경우

 P(X=4)=1-P(X=1)-P(X=2)-P(X=3)

 =1-;3°2;-;3°2;-;4!;=;1¦6;

Ú~Ý에서

E(X)=1_;3°2;+2_;3°2;+3_;4!;+4_;1¦6;=;3(2%;

따라서 

E(32X+16) =32E(X)+16  

=32_;3(2%;+16  

=111

  111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함수 f의 개수는 

 4H1=4C1=4

Ý 함수 f 의 치역이 {-2, -1, 0, 1, 2}인 경우

   f(1)=-2, f(2)=-1, f(3)=0, f(4)=1, f(5)=2이어야 한

다.

 이 경우 함수 f의 개수는 1

Ú~Ý에서 함수 f 의 개수는

6+6+4+1=17

  ②

29
적어도 2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E,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

수가 홀수인 사건을 F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F|E)= P(F;E)
P(E)

이다.

5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0일 확률은

5C0{;2!;}
5

5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1일 확률은

5C1{;2!;}
5

이므로

P(E)=1-5C0{;2!;}
5
-5C1{;2!;}

5

=1-;3Á2;-;3°2;=;1!6#;

또 P(F;E)는 5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3 또는 5인 

사건의 확률이므로

P(F;	E)=5C3{;2!;}
5
+5C5{;2!;}

5
=;3!2);+;3Á2;=;3!2!;

따라서 P(F|E)=
P(F;E)

P(E)
=

;3!2!;

;1!6#;
=;2!6!;

즉, p=26, q=11이므로

p+q=26+11=37

  37

30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이다.

Ú X=1인 경우

 a, b, c가 모두 1일 확률은

 3C3{;4!;}
3
=;6Á4;

 a, b, c 중 두 수가 1이고 다른 한 수가 1이 아닐 확률은

 3C2{;4!;}
2
{;4#;}

1
=;6»4;

 즉, P(X=1)=;6Á4;+;6»4;=;3°2;

Û X=2인 경우

 a, b, c가 모두 2일 확률은

 3C3{;4!;}
3
=;6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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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cos{x+;2Ò;}=-sin`x, cos{x-;2Ò;}=sin`x이므로

2 cos{x+;2Ò;} cos {x-;2Ò;}=1-5 cos`x에서

-2 sin`x_sin`x=1-5 cos`x

-2 sin2`x=1-5 cos`x

-2(1-cos2`x)=1-5 cos`x

2 cos2`x+5 cos`x-3=0

(2 cos`x-1)(cos`x+3)=0

0Éx<2p에서 -1Écos`xÉ1이므로 cos`x=;2!;

즉, x=;3Ò; 또는 x=;3%;p

따라서 서로 다른 모든 해의 합은

;3Ò;+;3%;p=2p

  ②

07
x+1일 때  f(x)= x2-3x+a

x-1

이때 f(x)는 x=1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lim
x`Ú 1

  f(x)=f(1)이다. 즉, 

 f(1)=lim
x`Ú 1

  f(x)=lim
x`Ú 1

  x
2-3x+a
x-1

에서 x`Ú 1일 때, (분모)`Ú 0이므로 (분자)`Ú 0이어야 한다.

lim
x`Ú 1

 (x2-3x+a)=-2+a=0이므로 a=2

따라서 

 f(1)=lim
x`Ú 1

  x
2-3x+2
x-1 =lim

x`Ú 1
  
(x-1)(x-2)

x-1  =lim
x`Ú 1

 (x-2)=-1

  ②

08
 f(x)=x3+ax2+x+1에서

 f '(x)=3x2+2ax+1

이므로 점 A(0,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0)=1

이때 점 B의 좌표를 (a, f(a)) (a>0)이라 하면 직선 l은 접선과 서

로 수직이므로 직선 l의 기울기는 -1이다. 즉, 

 f '(a)=-1

3a2+2aa+1=-1

3a2+2aa+2=0 yy ㉠

직선 l의 방정식은 

y=-(x-a)+f(a)

직선 l은 점 A를 지나므로

1=-(0-a)+f(a)

a+f(a)-1=0 yy ㉡

점 B는 곡선 y=f(x) 위의 점이므로

 f(a)=a3+aa2+a+1 yy ㉢

㉢을 ㉡에 대입하면 

a+(a3+aa2+a+1)-1=0

a3+aa2+2a=0

01
log4 81=log2Û` 3Ý`=;2$; log2 3=2 log2 3=log2 9

따라서 2log¢ 81=2logª 9=9

  ④

02
 f(x)=(2x+3)(x-1)2=(2x+3)(x2-2x+1)에서

 f '(x)=2(x2-2x+1)+(2x+3)(2x-2)

따라서 f '(2)=2_1+7_2=16

  ③

03
함수 f(x)=2x-1-1의 그래프는 함수 y=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고 함수 y=2x

의 밑은 1보다 크고, a>0이므로 함수 f(x)는 x=a에서 최솟값,  

x=2a에서 최댓값을 갖는다. 

 f(a)=2a-1-1=3, 2a-1=4=22

따라서 a=3이므로 최댓값 M은

M=f(2a)=f(6)=26-1-1=31

  ③

04
lim

x`Ú 0-
  f(x)=3, lim

x`Ú 1+
  f(x)=2이므로

lim
x`Ú 0-

  f(x)+ lim
x`Ú 1+

  f(x)=3+2=5

  ⑤

05
n
Á
k=1

 (k
2+2k)=

n
Á
k=2

 (k
2+k)+12에서

n
Á
k=1

 (k
2+2k)=

n
Á
k=1

 (k
2+k)+(-2)+12

n
Á
k=1

 {(k
2+2k)-(k2+k)}=10

n
Á
k=1

 k=10이므로 
n(n+1)

2 =10

n2+n-20=0, (n+5)(n-4)=0

이때 n은 자연수이므로 n=4

  ②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6 ②	 07 ②	 08 ①	 09 ③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⑤	 15 ③

16 50	 17 288	 18 8	 19 4	 20 26

21 31	 22 10	 23 ⑤	 24 ②	 25 ③

26 ④	 27 ⑤	 28 ⑤	 29 16	 30 432

회5 본문 162~173쪽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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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Sn

n2 =
n(-5+2k-5n)

2n2 = -5+2k-5n
2n = -5+2k

2n -;2%;

이고 조건 (나)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하므로 

-5+2k=0, k=;2%;

이때 일정한 값은 l=-;2%;이므로 

k+l=;2%;+{-;2%;}=0

  ③

12
g(x)=3x2+k+:)/` f(t)dt  yy ㉠

조건 (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g(x)가 g(-x)=g(x)를 

만족시키므로 ㉠에서

3(-x)2+k+:)-` /` f(t)dt=3x2+k+:)/` f(t)dt

:)-` /` f(t)dt=:)/` f(t)dt

:)/` f(t)dt+:_0?  f(t)dt=0

:_/? f(t)dt=0

즉, 함수 y=f(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어야 하므로

 f(x)=x3+ax (a는 상수)

㉠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g'(x)=6x+f(x)

이므로 

g'(x)=6x+(x3+ax)=x3+(6+a)x

함수 g(x)는 x=2에서 극솟값을 가지므로

g'(2)=8+(6+a)_2=0

a=-10

즉, g'(x)=xÜ`-4x

또 x=0의 좌우에서 함수 g'(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므로 함

수 g(x)는 x=0에서 극댓값을 갖는다.

㉠의 양변에 x=0을 대입하면

g(0)=k

즉, k=5

 f(x)=x3-10x, k=5이므로

g(x)=3x2+5+:)/` (t3-10t)dt

=3x2+5+[;4!;t4-5t2]/)

=;4!;x4-2x2+5

g(2)=4-8+5=1

즉, m=1

따라서 k+m=5+1=6

  ②

a>0이므로 a2+aa+2=0 yy ㉣

㉠-2_㉣을 하면

a2-2=0, a2=2

a>0이므로 a='2
a='2 를 ㉣에 대입하면

2+'2a+2=0, a=-2'2
이때 f('2 )=('2 )Ü`-2'2_('2 )Û`+'2+1=-'2+1이므로 

점 B의 좌표는 ('2, -'2+1)

따라서 ABÓ="Ã('2-0)2+{(-'2+1)-1}2=2

  ①

09
(xa)b=xab이고 x>1에서 "�x12=xß`이므로 

ab=6   yy ㉠

x
;a!;
_x

;aÁb;
_x

1
3a2b=x

;a!;+;aÁb;+ 1
3a2b

이고 36"�x25=x;3@6%;이므로

;a!;+;aÁb;+ 1
3a2b

=;3@6%;  yy ㉡

㉠을 ㉡에 대입하면

;a!;+;6!;+ 1
18a 

=;3@6%;, 19
18a 

=;3!6(;

따라서 a=2, b=3이므로

a+b=5

  ③

10
조건 (가)에서 a¾-3인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 f '(x)dx=f(a)-f(1)¾0

이므로 f '(1)=0이고 f(a)¾	f(1)  yy ㉠

조건 (나)에서 b¾-3인 모든 실수 b에 대하여

:_b#  f '(x)dx=f(b)-f(-3)¾0

이므로 f(b)¾	f(-3)   yy ㉡

 f(1)=0이고 ㉠과 ㉡에서 a=-3, b=1일 때 

 f(-3)¾	f(1)이고  f(1)¾	f(-3)이므로

 f(-3)=	f(1)=0

또 f '(1)=0이고 삼차함수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므로 

 f(x)=(x+3)(x-1)Û`

따라서 f(2)=5_1=5

  ③

11
조건 (가)에 의하여 

an=-5n+k

즉, 수열 {an}은 첫째항이 -5+k,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므로

Sn =
n{2(-5+k)+(n-1)_(-5)}

2 =
n(-5+2k-5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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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6b=6{m-;2!;}=6m-3이라 하면

 ;bN;=6이고, n은 홀수이므로 

 닫힌구간 [0, 6]에서

  g(a+c)=g(-a+c)+1 (참)

ㄴ.   g{;2A;+c}=10이므로 닫힌구간 [0, 6]에서 t에 대한 방정식 

a sin`bpt+c=;2A;+c를 만족시키는 t의 개수가 10이다.

 a sin`bpt+c=;2A;+c에서 sin`bpt=;2!;이므로 bpt의 값은 

 ;6Ò;, ;6%;p, ;6Ò;+2p, ;6%;p+2p, ;6Ò;+4p, ;6%;p+4p, 

 ;6Ò;+6p, ;6%;p+6p, ;6 Ò;+8p, ;6%;p+8p, ;6Ò;+10p, y

 이때 t의 값은

 ;6Áb;, ;6°b;, ;6!b#;, ;6!b&;, ;6@b%;, ;6@b(;, ;6#b&;, ;6$b!;, ;6$b(;, ;6%b#;, ;6^b!;, y

 닫힌구간 [0, 6]에서 t의 개수가 10이어야 하므로

 ;6%b#;É6<;6^b!;

 즉, ;3%6#;Éb<;3^6!;

 따라서 b의 최솟값은 ;3%6#;이다. (참)

ㄷ. c<k<a+c, ;b%;ÉxÉ:Áb¢:에서 

  함수 f(x)=a sin`bpx+c의 그래프와 직선 y=k가 만나는 점은 8

개이다.

 x좌표가 작은 값부터 차례로 a1, a2, a3, a4, a5, a6, a7, a8이라 하자.

 

c

aÁ aª a£y a¥

k

a+c

-a+c

y
y=f(x)

y=k

y

O 14
b

5
b

x

 ;b%;ÉxÉ:Áb¢:에서 함수 f(x)=a sin`bpx+c의 그래프는 직선 

 x=
;b%;+:Áb¢:

2 =;2!b(;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a1+a8

2 =
a2+a7

2 =
a3+a6

2 =
a4+a5

2 =;2!b(;

 즉, a1+a8=a2+a7=a3+a6=a4+a5=:Áb»:

 따라서 ;b%;ÉxÉ:Áb¢:에서 

 
8
Á
n=1

 an=4_:Áb»:=:¦b¤:

 :¦b¤:É3이어야 하므로 b¾:¦3¤:

 25<:¦3¤:<26이므로 b¾26

 따라서 b의 최솟값은 26이다. (참)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13
S(a)=

a
Á
k=1

 
1

'Äk+1+'§k

=
a
Á
k=1

 
'Äk+1-'§k

('Äk+1+'k)('Äk+1-'§k )

=
a
Á
k=1

 ('Äk+1-'§k )

=-1+ 'Äa+1`

이때 S(a)의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Äa+1` 이 2 이상의 자연

수이어야 하므로

'Äa+1` =m (m은 2 이상의 자연수)

즉, a=m2-1이고 m은 2 이상의 자연수이므로

m=n+1 (n은 자연수)라 하면

an=(n+1)2-1= n2+2n

따라서

8
Á
k=1

 1
ak

=
8
Á
k=1

 1
k2+2k

 =;2!; 
8
Á
k=1

 {;k!;-
1

k+2
}

 =;2!; {1+;2!;-;9!;-;1Á0;}=;;45;;

따라서 f(a)='Äa+1, g(n)=n2+2n, b=29이므로

 f(b-14)+g(b-16) =f(15)+g(13)  

='¶16+132+2_13=199

  ④

14
a>0, b¾;2!;, c>0이므로 함수 f(x)=a sin`bpx+c의 주기는 

2p
|bp|

=;b@;이고

최댓값은 |a|+c=a+c, 최솟값은 -|a|+c=-a+c이다.

x

c

a+c

-a+c

y
y=f(x)

O

3
2b

1
2b

2
b

4
b

y

ㄱ.   함수의 주기가 ;b@; 이므로 n (nÉ6b)가 자연수이면  f {;bN;}=c이다.

  이때 n이 홀수이면 닫힌구간 [0, ;bN;]에서 방정식 f(x)=a+c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방정식 f(x)=-a+c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보다 1이 많다.

  n이 짝수이면 닫힌구간 [0, ;bN;]에서 방정식 f(x)=a+c를 만족시

키는 x의 개수와 방정식 f(x)=-a+c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같다.

 b=m-;2!; (m은 자연수)일 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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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2+18x-3)-(x3-12x-3)}dx

=:)6̀  (-x3+x2+30x)dx

=[-;4!;x4+;3!;x3+15x2]6)

=-324+72+540=288

  288

18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t), w(t)라 하면

v(t)=f '(t)=3t2+p, w(t)=g'(t)=6t+4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는 각각

dv
dt

=6t, dw
dt

=6

두 점 P, Q의 가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 t의 값은

6t=6에서 t=1

이때 두 점 P, Q의 위치가 서로 같으므로

 f(1)=g(1)

1+p=3+4+q

p-q=6  yy ㉠

또 t=1일 때, 두 점 P, Q의 속도가 서로 같으므로

 f '(1)=g'(1)

3+p=6+4, p=7

p=7을 ㉠에 대입하면

7-q=6, q=1

따라서 p+q=7+1=8

  8

19
 f '(x)=3x2-12x+a이므로

 f '(1)=3-12+a=0

즉, a=9이므로 

 f '(x)=3x2-12x+9=3(x-1)(x-3)

따라서 함수 f(x)는 x=1에서 극댓값을 가지므로 극댓값은

 f(1)=1-6+9=4

  4

20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 하자.

조건 (가)에서 ak=-1이므로

-106+(k-1)d=-1

(k-1)d=105 yy ㉠

aÁ=-106, ak=-1이므로

k
Á
n=1

 an<0

조건 (나)에서

2k
Á

n=k+1
 an-|

k
Á
n=1

 an| =
2k
Á

n=k+1 
 an+

k
Á
n=1

 an=
2k
Á
n=1

 an

한편, 

15
서로 다른 두 점 P, Q의 좌표를 각각 (s, f(s)), (t, f(t))라 하면 

직선 PQ의 기울기는

f(s)-f(t)
s-t =

(s3-t3)-a(s-t)
s-t

=(s2+st+t2)-a

또한 f '(x)=3x2-a이므로 두 점 P,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각각 

 f '(s)=3s2-a, f '(t)=3t2-a

그런데 두 점 P, Q에서의 두 접선이 모두 직선 PQ와 서로 수직이므로 

두 접선은 서로 평행하다.

3s2-a=3t2-a, 즉 s=-t

또한 

(3t2-a)_{(s2+st+t2)-a}=-1

(3t2-a)_(t2-a)=-1 yy ㉠

이때 g(t)=(3t2-a)(t2-a)라 하면

g'(t)=12t3-8at=4t(3t2-2a)

Ú aÉ0일 때

 g(t)는 t=0에서 극소이면서 최솟값을 가지므로

 g(0)=a2¾0

 따라서 ㉠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Û a>0일 때

  g(t)는 t=-®Â 2a3   또는 t=®Â 2a3  에서 극소이면서 최솟값을 가지

므로

 g{Ñ®Â 2a3  }={3_
2a
3  -a}{ 2a

3 -a}=- a2

3

 따라서 ㉠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 a2

3 É-1, a2¾3, a¾'3

Ú, Û에서 구하는 실수 a의 최솟값은 '3이다. 

  ③

16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라 하자.

a5

a2
=5에서 

a1r
4

a1r
=5, 즉 r3=5

a1+a4=12에서

a1+a1r
3=12, a1(1+r3)=12

a1(1+5)=12

a1=2

따라서 a7=a1r
6=a1(r

3)2=2_52=50

  50

17
x¾0일 때, 두 곡선 y=x3-12x-3, y=x2+18x-3의 교점의 x좌

표는

x3-12x-3=x2+18x-3에서 x3-xÛ`-30x=0

x(x-6)(x+5)=0

x¾0이므로 x=0 또는 x=6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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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28+3=31

  31

22
g(x)=:)/` { f(t+2'3 )-f(t)}dt yy ㉠

㉠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g'(x)=f(x+2'3 )-f(x)

조건 (다)에서 함수 g(x)는 x=-2'3 과 x=0에서 극값을 가지므로

g'(-2'3 )=g'(0)=0

g'(-2'3 )=0에서

 f(-2'3+2'3 )-f(-2'3 )=0, f(0)=f(-2'3 )
g'(0)=0에서

 f(0+2'3 )-f(0)=0, f(2'3 )=f(0)

즉, f(-2'3 )=f(0)=f(2'3 )이므로

 f(x)=a(x+2'3 )x(x-2'3 )+b (a>0이고, a, b는 상수)로 놓을 

수 있다.

조건 (나)에서 방정식 f(x)=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므로 함

수 f(x)=a(x3-12x)+b의 극댓값 또는 극솟값이 0이어야 한다.

 f '(x)=a(3x2-12)이므로

 f '(x)=0에서 a(3x2-12)=0, 3a(x+2)(x-2)=0

x=-2 또는 x=2

a>0이므로 함수 f(x)는 x=-2에서 극대이고, x=2에서 극소이다.

 f(-2)=0일 때, f(2)<0이므로 f(0)<0, 즉 조건 (가)를 만족시키

지 못한다.

 f(2)=0일 때, f(2)=a(8-24)+b=0

b=16a

이때 f(x)=a(x3-12x+16)

한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 하면 

h(x)=:!1_Ñ? /  f(t)dt=[F(t)]1!Ñ_/?=F(1+x)-F(1-x)

h(-x)=F(1-x)-F(1+x)=-h(x)

즉, h(x)+h(-x)=0
12
Á
n=1

 h(n)+
12
Á
n=3

 h(-n)=96에서

12
Á
n=1

 h(n)+
12
Á
n=3

 h(-n) 

=h(1)+h(2)+
12
Á
n=3

 {h(n)+h(-n)} =h(1)+h(2)+0

=h(1)+h(2)

=:)2` f(t)dt+:_3!` f(t)dt

=a:)2` (tÜ`-12t+16)dt+a:_3! (tÜ`-12t+16)dt

=a[ t4

4 -6t2+16t]2)+a[ t4

4 -6t2+16t]3_!

=12a+36a

=48a=96

이므로 a=2

따라서 f(x)=2(x3-12x+16)이므로

 f(1)=2(1-12+16)=10

  10

a2k =ak+kd=-1+kd  

=-1+(d+105) (㉠에 의하여)  

=d+104
2k
Á
n=1

 an=
2k(aÁ+a2k)

2

=
2k{-106+(d+104)}

2 

=k(d-2)=114  yy ㉡

㉠-㉡을 하면

2k-d=-9, d=2k+9

d=2k+9를 ㉠에 대입하면

(k-1)(2k+9)=105

2kÛ`+7k-114=0, (2k+19)(k-6)=0

k는 자연수이므로 k=6

이때 d=2_6+9=21이므로

k+ak+1=k+(ak+d)=6+(-1)+21=26

  26

21
BQÓ=t, ∠PQB=h1, ∠RQC=h2로 놓자. 

삼각형 CRQ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RQÓ
sin(∠QCR)

= CQÓ
sin(∠CRQ)

RQÓ=CQÓ_ sin(∠QCR)
sin(∠CRQ)

=(1-t)_
sin`;3Ò;

sin {p-;3Ò;-h2}

= '32 _(1-t)_ 1

sin {;3@;p-h2}

또한 PQÓ= t
cos`h1

이고 삼각형 PQR는 정삼각형이므로 

t
cos`h1

= '32 _(1-t)_ 1

sin{;3@;p-h2}

이때 h1+h2=;3@;p이므로 

t
cos`h1

= '32 _(1-t)_ 1
sin`h1

tan`h1=
'3
2 _ 1-t

t

BPÓ=t tan`h1=
'3
2 (1-t)

이때 정삼각형 PQR의 한 변의 길이를 a라 하면

a2 =PQÓ 
2
  

=BPÓ 
2
+BQÓ 

2
  

=;4#;(1-t)2+t2  

=;4&;{t-;7#;}
2
+;7#;

이므로 정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솟값은 t=;7#;일 때

'3
4 _;7#;=;2£8;'3

따라서 p=28, q=3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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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두 사건 A와 BC도 서로 독립이다.

P(A;BC) =P(A)P(BC)   

=P(A){1-P(B)}  

=;1Á2;

P(A)P(B)=P(A)-;1Á2;  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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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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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B)-[P(A)-;1Á2;] (㉠에 의하여) 

=P(B)+;1Á2; 

=;1!2!;

P(B)=;6%; yy ㉡

㉡을 ㉠에 대입하면

P(A)_;6%;=P(A)-;1Á2;

P(A)=;2!;

따라서 P(B)-P(A)=;6%;-;2!;=;3!;

  ④

다른 풀이   

두 사건 A;BC과 B는 서로 배반사건이고 

(A;	BC)'B=A'B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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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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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Á2;=;1!2);=;6%;

또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므로 두 사건 A와 BC도 서로 독립

이다. 즉, P(A;	BC)=P(A)P(BC)이므로

P(A)=
P(A;B�``)

P(B�``)
=

P(A;B�``)
1-P(B)

=
;1Á2;

1-;6%; 
=;2!;

따라서 P(B)-P(A)=;6%;-;2!;=;3!;

27
4개의 반 남학생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4-1)!=3!=6

이 각각에 대하여 4개의 반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의 왼쪽 또는 오른

쪽에 앉으면 된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_2Ý`=96

  ⑤

28
a2, b2, c2, d2, e2, f 2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각각 a', b', c', d', e', 

f '이라 하면 a2+b2+c2+d2+e2+f 2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23
확률의 총합은 1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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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a^;=1

따라서 a=6 

  ⑤

24
다항식 (x+1)5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5Cr x
5-r 1r (r=0, 1, 2, 3, 4, 5)  yy ㉠

다항식 (x2+a)(x+1)5의 전개식에서 x3항이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Ú x2+a의 x2항과 (x+1)5의 x항을 곱한 경우

  x2+a에서 x2의 계수는 1이고 (x+1)5에서 x의 계수는 ㉠에서 

r=4일 때이므로

 5C4_1Ý`=5

 따라서 x3의 계수는

 1_5=5

Û x2+a의 상수항과 (x+1)5의 x3항을 곱한 경우

  x2+a에서 상수항은 a이고 (x+1)5에서 x3의 계수는 ㉠에서 r=2

일 때이므로

 5C2_1Û`=10

 따라서 x3의 계수는

 a_10=10a

Ú, Û에 의하여 다항식 (x2+a)(x+1)5의 전개식에서 x3의 계수는 

5+10a이다.

x3의 계수가 25이므로

5+10a=25

따라서 a=2

  ②

25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Z라 하면

P(aÉXÉ12) =P{ a-10
2 ÉZÉ 12-10

2 }  

=P{ a-10
2 ÉZÉ1}

P(9ÉYÉ2a-1) =P{ 9-12
3 ÉZÉ 2a-1-12

3 }  

=P{-1ÉZÉ 2a-13
3 }

이때 P(aÉXÉ12)=P(9ÉYÉ2a-1)이므로

a-10
2 + 2a-13

3 =0

3(a-10)+2(2a-13)=0, 7a-56=0

따라서 a=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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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2=4C2=
4_3

2 =6

빨간 공과 파란 공을 세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각각 서로 다

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이므로 

3H3_3H3=5C3_5C3=5C2_5C2=
5_4

2 _ 5_4
2 =100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상자에 8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6_100=600

이 중에서 빈 상자가 1개 또는 2개가 생기는 경우의 수와 빈 상자가 없

고 그중 한 상자에 6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를 제외해야 한다.

Ú 빈 상자가 2개가 생기는 경우

  세 상자 중 한 상자를 택하여 8개의 공을 넣으면 되므로 이 경우의 

수는

 3C1=3

Û 빈 상자가 1개가 생기는 경우

  세 상자 중 8개의 공을 넣을 두 상자를 택한 후 8개의 공을 나누어 

넣으면 된다.

 8개의 공을 넣을 두 상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3C2=3

 이 각 경우에 대하여 노란 공을 두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는

 2H2=3C2=3

  이고, 이 각 경우에 대하여 빨간 공과 파란 공을 두 상자에 넣는 경

우의 수는

 2H3_2H3=4C3_4C3=4C1_4C1=4_4=16

  그런데 택한 두 상자 중 한 상자에 8개의 공을 모두 넣는 3C2_2C1

가지 경우를 제외해야 하므로 빈 상자가 1개가 생기는 경우의 수는

 3_3_16-3C2_2C1=144-6=138

Ü 빈 상자가 없고 그중 한 상자에 6개의 공을 넣는 경우

 6개의 공을 넣을 상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3C1=3

  이 각 경우에 대하여 남은 두 상자에 각각 1개씩 넣을 공을 순서쌍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9가지의 경우가 있다.

  (노란 공, 노란 공), (빨간 공, 빨간 공), (파란 공, 파란 공),  

 (노란 공, 빨간 공), (빨간 공, 노란 공), (노란 공, 파란 공), 

 (파란 공, 노란 공), (빨간 공, 파란 공), (파란 공, 빨간 공)

 따라서 빈 상자가 없고 그중 한 상자에 6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3_9=27

이상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00-(3+138+27)=432

  432

a'+b'+c'+d'+e'+f '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와 같다.

12, 22, 32, 42, 52, 62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각각 1, 1, 0, 1, 1, 0

이므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일 확률은 ;6$;=;3@;이고, 나머지가 0일 확률은 ;6@;=;3!;

이다.

a', b', c', d', e', f '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므로 

a'+b'+c'+d'+e'+f '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는 6

개의 수 a', b', c', d', e', f ' 중 2개의 수가 1이거나 5개의 수가 1이어

야 한다.

Ú 2개의 수가 1인 경우의 확률은

 6C2{;3@;}
2
{;3!;}

4
=;2ª4¼3;

Û 5개의 수가 1인 경우의 확률은

 6C5{;3@;}
5
{;3!;}

1
=;2¤4¢3;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2ª4¼3;+;2¤4¢3;=;2¥4¢3;=;8@1*;

  ⑤

29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

면 X는 정규분포 N(m, r2)을 따른다. 

이때 이 햄버거 가게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중에서 n개를 임의추출하여 

구한 햄버거 무게의 표본평균의 값이 x ®이고,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

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의 신뢰구간이

x®-1.96_ r
'§n`
ÉmÉx®+1.96_ r

'§n`
이므로 

c=1.96_ r
'§n`

또한 이 햄버거 가게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중 임의추출하여 구한 100개

의 햄버거 무게의 평균 XÕ는 정규분포 N{m, r
2

100 }을 따르므로

P{XÕ¾m+;5!; c}=P »Z¾
m+;5!; c-m

r
10

¼

=P »Z¾
;5!;_1.96_ r

'§n`
r
10

¼

=P{Z¾ 3.92
'§n`
}=0.1635 

이때 P{0ÉZÉ 3.92
'§n`
}=0.5-0.1635=0.3365이므로 

3.92
'§n`

=0.98, 'n=4

따라서 n=16

  16

30
노란 공을 세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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