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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2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01 
a, a, a, b, b,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
3!2! = 6_5_4

2_1 =60

 ③

02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제외한 6명 중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는

¤C£= 6_5_4
3_2_1 =20

이 각각에 대하여 A와 B가 이웃하도록 5명의 학생을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는

(4-1)!_2!=12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0_12=240

 ④

03 
1학년 학생 2명을 한 묶음으로, 2학년 학생 2명을 한 묶음으로 생

각하고 3학년 학생 3명과 함께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경우

의 수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5-1)!=4!=24

이때 1학년 학생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4_2!_2!=96

 ①

04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형으로 놓는 경우의 수는 

(5-1)!=4!=24  ④

05 
나열하는 카드에 적힌 문자의 종류에 따라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Ú B와 C인 경우

  C가 적힌 카드 1장을 왼쪽에서 두 번째에 나열하고 C가 적힌 

남은 카드 2장과 B가 적힌 카드 2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2! =6

Û A와 B와 C인 경우

  C가 적힌 카드가 2장일 때, C가 적힌 카드 1장을 왼쪽에서 두 

번째에 나열하고 C가 적힌 남은 카드 1장과 B가 적힌 카드 2

장 및 A가 적힌 카드 1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 =12 

  C가 적힌 카드가 3장일 때, C가 적힌 카드 1장을 왼쪽에서 두 

번째에 나열하고 C가 적힌 남은 카드 2장과 B가 적힌 카드 1

장 및 A가 적힌 카드 1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 =12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12+12=24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24=30

 ④

수능 유형별 기출 문제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③ 07 ① 08 ③ 09 ④ 10 ①

11 ① 12 ① 13 ⑤ 14 ⑤ 15 75

16 36 17 ② 18 6 19 840 20 ②

21 33 22 ① 23 546 24 40 25 450

26 ① 27 84 28 ③ 29 10 30 ②

31 ② 32 ⑤ 33 ① 34 8 35 ③

36 ③ 37 ③ 38 ④ 39 36 40 ④

41 ② 42 ⑤ 43 ⑤ 44 ① 45 ① 

46 49 47 37 48 32 49 68 50 ③

51 49 52 ① 53 74 54 ③ 55 ①

56 24 57 ② 58 ⑤ 59 ④ 60 15

61 ④ 62 ② 63 ⑤ 64 ④ 65 24

66 ⑤ 67 24 68 60 69 ③ 70 ②

71 ① 72 25 73 ② 74 ①

본문 8~27 쪽

경우의 수Ⅰ

여러 가지 순열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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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정답과 풀이 ● 3

경
우
의 

수

Ⅰ

06 
일의 자리의 숫자는 5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중복을 허락하므로 모두 5이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P£  =5Ü`=125

 ③

07 
구하는 경우의 수는 

5!
3!2! =10

 ①

08 
백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의 개수는 4이고, 십의 자리와 일의 자

리에 올 수 있는 수의 개수는 각각 5이다.

따라서 구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_°Pª=4_5Û`=100

 ③

09 
7을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4, 1, 1, 1 또는 3, 2, 1, 1 또는 2, 2, 2, 1이다.

각 경우에 대하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Ú 각 자리의 수가 4, 1, 1, 1인 경우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4!

3!1! =4

Û 각 자리의 수가 3, 2, 1, 1인 경우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4!

2!1!1! =12

Ü 각 자리의 수가 2, 2, 2, 1인 경우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4!

3!1! =4

Ú~Ü에서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4+12+4=20

 ④

다른 풀이  중복조합을 이용한 풀이

각 자리의 수를 a, b, c, d`(a, b, c, d는 자연수)라 하자.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방정식 a+b+c+d=7을 만족시키는 자

연수 a, b, c, d의 순서쌍 (a, b, c, d)의 개수와 같다.

이때 a-1=a', b-1=b', c-1=c', d-1=d'이라 하면 

a'+b'+c'+d'=3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구하

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H£=¢*£ÐÁC£=¤C£

= 6_5_4
3_2_1 =20

10 
1학년 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앉아야 하므로 1학년 학생 2명

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학생 3명과 함께 의자에 앉는 경

우의 수는

(4-1)!=3!=6

1학년 학생 2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2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_2=12

  ①

11 
천의 자리의 수가 1인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P£=4Ü`=64

천의 자리의 수가 2이고 백의 자리의 수가 0인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Pª=4Û`=16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4+16=80

 ①

12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5자루를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나누

어 주는 경우의 수는 A, B, C, D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

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P°  =4Þ`  

=1024

 ①

13 
A지점에서 P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4!
2!2! =6

P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4!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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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따라서 A지점에서 출발하여 P지점을 지나 B지점까지 최단거리

로 가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여 

6_4=24  ⑤

14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8!
2!2!4! =420

흰 공 2개를 하나로 보고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
2!4! =105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20-105=315

  ⑤

15 
일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5 중 하나이므로 3

백의 자리와 십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중 하나

이므로 °Pª

따라서 구하는 홀수의 개수는

3_°Pª  =3_5Û`=75

 75

16 
A, B, C가 아닌 3명을 a, b, c라 하자.

A와 B가 이웃하므로 A와 B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a, b, c와 

함께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는 

(4-1)!=3! 

이때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 

B와 C가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는 

3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_2!_3=36

 36

17 
Ú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은 공의 개수가 3, 1, 0, 0인 

경우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3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C£_ÁCÁ  =¢CÁ_ÁCÁ  

=4_1=4

 3, 1, 0, 0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 =12

   따라서 서로 다른 공 4개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은 

공의 개수가 3, 1, 0, 0인 경우의 수는   

4_12=48

Û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은 공의 개수가 2, 1, 1, 0인 

경우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2개, 1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Cª_ªCÁ_ÁCÁ  =6_2_1  

=12

 2, 1, 1, 0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 =12

   따라서 서로 다른 공 4개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은 

공의 개수가 2, 1, 1, 0인 경우의 수는   

12_12=144

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은 공의 개수가 1, 1, 1, 1인 

경우 

   서로 다른 공 4개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은 공의 개

수가 1, 1, 1, 1인 경우의 수는   

4!=24

Ú~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8+144+24=216

 ②

18 
네 자연수의 합이 6인 경우는 1+1+1+3 또는 1+1+2+2의 

두 가지이다.

Ú   1+1+1+3인 경우  

1_1_1_3=3이므로 네 자연수의 곱이 4의 배수가 아니다.

Û   1+1+2+2인 경우  

1_1_2_2=4이므로 네 자연수의 곱이 4의 배수이다.

Ú, Û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 자연수는 1, 1, 2, 2이다.

따라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4!
2!2! =6

 6

19 
가운데 원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7

가운데 원에 칠한 색을 제외한 6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가운데 

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원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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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 5

경
우
의 

수

Ⅰ
(6-1)!=5!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_5!=840

 840

20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3-1)!=2!

각 경우에 대하여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 세 곳에 앉는 남학생의 수

는 모두 달라야 하므로 각각 1명, 2명, 3명이고 이를 정하는 경우

의 수는 3!

남학생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

구하는 경우의 수는

2!_3!_6!=12_6!

따라서 n=12

 ②

다른 풀이  원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풀이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3-1)!=2!

각 경우에 대하여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 세 곳에 앉는 남학생의 수

는 모두 다르므로 남학생 6명이 3명, 2명, 1명의 세 조로 나뉘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앉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남학생을 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C£_£Cª_ÁCÁ= 6!
3!3! _3_1= 6!

3!2!

각 경우에 대하여 세 조를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 세 곳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

각 경우에 대하여 남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3!_2!_1!

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_ 6!
3!2! _3!_3!_2!_1!=12_6!

따라서 n=12

21 
Ú   a가 네 번 나오는 경우  

네 개의 a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다.

Û   a가 세 번 나오는 경우  

세 문자 a, b, c의 개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3, 1, 0), (3, 0, 1)이므로 경우의 수는

 
4!
3! + 4!

3! =4+4=8

Ü   a가 두 번 나오는 경우  

세 문자 a, b, c의 개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2, 2, 0), (2, 0, 2), (2, 1, 1)이므로 경우의 수는

 
4!

2!2! + 4!
2!2! + 4!

2! =6+6+12=24

Ú~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8+24=33

 33

22 
일곱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 번째 자리는 세 군데이므로 

숫자 2는 많아야 세 번 사용할 수 있다. 

Ú 숫자 2를 한 번 사용한 경우 

   2를 십의 자리에 오도록 놓으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나머지 자리에 1, 1, 1, 1, 1, 3 또는 1, 1, 1, 1, 

3, 3 또는 1, 1, 1, 3, 3, 3 또는 1, 1, 3, 3, 3, 3 또는 1, 3, 3, 

3, 3, 3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 경우의 수는 

 
6!

5!1! + 6!
4!2! + 6!

3!3! + 6!
2!4! + 6!

1!5! = 62  이다.

   2를 짝수 번째 자리에 한 번 오도록 놓는 경우의 수는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CÁ=3이다.

   그러므로 숫자 2를 한 번 사용했을 때 일곱 자리의 자연수를 만

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_62= 186  이다.

Ü 숫자 2를 세 번 사용한 경우

   2를 모든 짝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놓으면 조건을 만족시키도

록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홀수 번째 자리에 1,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하여 만든 것이므로 나머지 자리에 1, 1, 1, 3 또는 

1, 1, 3, 3 또는 1, 3, 3, 3을 나열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의 수는

 
4!

3!1! + 4!
2!2! + 4!

1!3! = 14  이다.

따라서 p=62, q=186, r=14이므로

p+q+r=62+186+14=262

 ①

다른 풀이  

Ü 숫자 2를 세 번 사용한 경우

   2를 모든 짝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놓으면 조건을 만족시키도

록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홀수 번째 자리에 1,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즉, 구하는 경우의 수는 1, 3을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선택

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1을 네 개, 3을 네 개 선

택한 경우의 수 2를 뺀 것이므로 ªP¢-2=2Ý`-2= 14  이다.

23 
선택한 7개의 문자 중 A, B, C의 개수를 차례대로 a, b, c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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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세 수 a, b, c는 모두 홀수이고 그 합이 7이어야 하므로 다음 경우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a, b, c)=(1, 1, 5)인 경우  

7개의 문자 A, B, C, C, C, C,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개 중 같은 것이 각각 1개, 1개, 5개 있는 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7!
5! =7_6=42

 (a, b, c)=(1, 5, 1), (5, 1, 1)인 경우의 수도 모두 42이다.

Û   (a, b, c)=(1, 3, 3)인 경우  

7개의 문자 A, B, B, B, C, C,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개 중 같은 것이 각각 1개, 3개, 3개 있는 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7!

3!3! =140

   (a, b, c)=(3, 1, 3), (3, 3, 1)인 경우의 수도 모두 140이다.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2_3+140_3=546

 546

24 
Ú a=0인 경우

 :õa�:가 정의되지 않으므로 정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Û a=1인 경우

  :õa�:는 항상 정수이므로 b, c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0, 1, 2, 3

에서 2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Pª=4Û`=16

Ü a=2인 경우

  bc=2k(k는 정수)일 때 :õa�:가 정수이다. 

  a=2일 때 b와 c를 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 16에서 b와 c가 모

두 홀수인 경우의 수 ªPª=2Û`=4를 빼면 되므로 

 16-4=12

Ý a=3인 경우

 bc=3k(k는 정수)일 때 :õa�:가 정수이다. 

  a=3일 때 b와 c를 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 16에서 bc+3k인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bc+3k인 경우의 수는 1, 2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하

는 경우의 수 ªPª=2Û`=4이므로  

16-4=12

Ú~Ý에서 :õa�: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16+12+12=40

  40

25 
조건 (가)에서 각각의 홀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되어야 

하고 조건 (나)에서 각각의 짝수는 선택되지 않거나 두 번만 선택

되어야 하므로 홀수는 1개, 3개 선택되어야 한다.

Ú 홀수 3개 중 1개가 선택되는 경우

  홀수 3개 중 1개를 선택되고 짝수 3개 중 2개가 각각 2번씩 선

택되어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CÁ_£Cª=3_3=9

  이 각각에 대하여 이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2!2!1! =30

 그러므로 경우의 수는

 9_30=270

Û 홀수 3개 중 3개가 선택되는 경우

  짝수 3개 중 1개가 2번 선택되어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C£_£CÁ=3

 이 각각에 대하여 이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2!1!1!1! =60

 그러므로 경우의 수는

 3_60=180

따라서 Ú, Û에서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270+180=450

 450

26 
£H°=£*°ÐÁC°

=¦C°=¦Cª

= 7_6
2_1 =21

 ①

27 
¦H£=¦*£ÐÁC£=»C£

= 9_8_7
3_2_1

=84

  84

중복조합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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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8 
¢Pª=4Û`=16, ¢Hª=4+2-1Cª=°Cª= 5_4

2_1 =10이므로

¢Pª+¢Hª=16+10=26

 ③

29 
¢Hª=¢*ªÐÁCª=°Cª

= 5_4
2_1

=10

 10

30 
네 명의 학생 A, B, C, D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를 각각 a, b, c, 

d라 하면

a+b+c+d=8

이때 조건 (가)에서 네 명의 학생이 각각 적어도 1개의 초콜릿을 

받으므로 a, b, c, d는 자연수이다.

a=a'+1, b=b'+1, c=c'+1, d=d'+1이라 하면

a'+b'+c'+d'=4 (단, a', b', c', d'은 음이 아닌 정수)

조건 (나)에서 a'>b'이어야 하므로

Ú   b'=0일 때  

a'=1인 경우 c'+d'=3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ªH£=ª*£ÐÁC£=¢C£=¢CÁ=4  

a'=2인 경우 c'+d'=2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ªHª=ª*ªÐÁCª=£Cª=£CÁ=3  

a'=3인 경우 c'+d'=1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ªHÁ=ª*ÁÐÁCÁ=ªCÁ=2  

a'=4인 경우 c'+d'=0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1

Û   b'=1일 때   

a'=2인 경우 c'+d'=1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ªHÁ=ª*ÁÐÁCÁ=ªCÁ=2  

a'=3인 경우 c'+d'=0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1

따라서 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3=13

 ②

31 
네 자리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수를 각각 x, y, z, w라 하면 

x+y+z+w=14

x, y, z, w가 모두 홀수이므로

x=2a+1, y=2b+1, z=2c+1, w=2d+1 

(단, a, b, c, d는 0 이상 4 이하의 정수)

(2a+1)+(2b+1)+(2c+1)+(2d+1)=14

a+b+c+d=5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한다. 

이때 a, b, c, d는 0 이상 4 이하의 정수이므로 한 가지만 5번 택

하는 4가지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H°-4=¢*°ÐÁC°-4

=¥C°-4

=¥C£-4

= 8_7_6
3_2_1 -4

=52

 ②

32 
각 상자에 공이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어야 하므로 3개의 

상자에 공을 1개씩 미리 나누어 넣고 남은 공 3개를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는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H£=°C£=°Cª

= 5_4
2_1 =10

  ⑤

33 
조건 (나)에서 a+b+cÉ5이므로 d=1이면

조건 (가)에서 a+b+c+3d=10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또 d¾4이면 3d>10이 되어 a+b+c+3d=10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Ú   d=2일 때, a+b+c=4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의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ÐÁC¢

=¤C¢=¤Cª

= 6_5
2_1 =15

Û   d=3일 때, a+b+c=1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의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Á=£*ÁÐÁCÁ=£CÁ

=3

Ú, Û에서 구하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15+3=1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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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가 3개의 공을 받으므로 남는 공의 개수는 7이다. 

구하는 경우의 수는 7개의 공을 2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ªH¦=ª*¦ÐÁC¦	 	

=¥C¦=¥CÁ	 	

=8

 8

35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 |b|, |c|의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

하여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H£이다.

이때 a, b, c는 각각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의 값을 가질 수 있으므

로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순서쌍 (|a|, |b|, |c|)의 개수의 

2Ü`배와 같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_2Ü`=°*£ÐÁC£_8

=¦C£_8

= 7_6_5
3_2_1 _8

=280

 ③

36 
a+b+c-d=9에서

a+b+c=9+d

이때 dÉ4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d=0일 때

 a+b+c=9

 c¾d에서 c¾0이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ÁÁC»=ÁÁCª

 = 11_10
2_1 =55

Û   d=1일 때

 a+b+c=10

 c¾d에서 c¾1이므로 c=c'+1`(c'¾0)으로 놓으면

 a+b+c'=9

 그러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ÁÁC»=ÁÁCª

 = 11_10
2_1 =55

Ü   d=2일 때

 a+b+c=11

 c¾d에서 c¾2이므로 c=c'+2`(c'¾0)으로 놓으면

 a+b+c'=9

 그러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ÁÁC»=ÁÁCª

 = 11_10
2_1 =55

Ý   d=3일 때

 a+b+c=12

 c¾d에서 c¾3이므로 c=c'+3`(c'¾0)으로 놓으면

 a+b+c'=9

 그러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ÁÁC»=ÁÁCª

 = 11_10
2_1 =55

Þ   d=4일 때

 a+b+c=13

 c¾d에서 c¾4이므로 c=c'+4`(c'¾0)으로 놓으면

 a+b+c'=9

 그러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ÁÁC»=ÁÁCª

 = 11_10
2_1 =55

따라서 Ú~~Þ에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55_5=275

  ③

37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x¾1, y¾1, z¾1, w¾1이다.

w¾3일 때, x+y+zÉ-1이어야 하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w=1 또는 w=2

Ú w=1인 경우

 x+y+z+5=14에서

 x+y+z=9

 x-1=x', y-1=y', z-1=z'이라 하면

   x'+y'+z'=6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순서쌍  

(x, y, z, w)의 개수는

 £H¤=£*¤ÐÁC¤

 =¥C¤=¥Cª

 = 8_7
2_1

 =28

Û w=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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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H°=£*°ÐÁC°

=¦C°=¦Cª

= 7_6
2_1 =21

Û x=1일 때

 y-1=y', z-1=z', w-1=w'이라 하면 

 y'+z'+w'=4 (y', z', w'은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순서쌍 (x, y, z, w)의 개수는

 £H¢=£*¢ÐÁC¢

=¤C¢=¤Cª

= 6_5
2_1

=15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는 

21+15=36

 36

40 
0을 2개 정하는 경우의 수는 

°Cª= 5_4
2_1 =10 yy ㉠

a=b=0일 때, c+d+e=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c, d, e의 순

서쌍 (c, d, e)의 개수는

c=c'+1, d=d'+1, e=e'+1 (c', d', e'은 음이 아닌 정수)

라 하면 (c'+1)+(d'+1)+(e'+1)=10

즉, c'+d'+e'=7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c', d', e')의 개수와 같

으므로 

£H¦=£*¦ÐÁC¦=»C¦=»Cª

= 9_8
2_1 =36 yy ㉡

㉠, ㉡에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10_36=360

 ④

41 
a=2xÁ_3yÁ, b=2xª_3yª, c=2x£_3y£, d=2x¢_3y¢이라 하면

xÁ+xª+x£+x¢=n, yÁ+yª+y£+y¢=n`(단, i=1, 2, 3, 4에 대

하여 xÔ, yÔ는 음이 아닌 정수)

이다.

이때 a+b+c+d가 짝수이므로 a, b, c, d가 모두 짝수이거나 a, 

b, c, d 중에서 2개만 짝수이다.

Ú   a, b,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  

xÁ, xª, x£, x¢가 모두 자연수이고 yÁ, yª, y£, y¢는 음이 아닌 정

수이므로 순서쌍 (xÁ, xª, x£, x¢, yÁ, yª, y£, y¢)의 개수는 

 x+y+z+10=14에서

 x+y+z=4

 x-1=x', y-1=y', z-1=z'이라 하면

   x'+y'+z'=1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순서쌍  

(x, y, z, w)의 개수는

 £HÁ		=£*ÁÐÁCÁ	 	

=£CÁ	 	

=3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는 

28+3=31

 ③

38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HÁ¼과 같다. 즉, 

£HÁ¼=£*Á¼ÐÁCÁ¼=ÁªCÁ¼

=ÁªCª= 12_11
2_1 =66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중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 할 때, 사건 A의 여사건 AC은 y+z=0 또는 y+z=10인 

경우이다.

y+z=0인 경우의 수는 (10, 0, 0) 뿐이므로 1가지이고

y+z=10인 경우의 수는 x=0이고 y+z=10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 (x, y, z)의 개수와 같으므로 서

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ªHÁ¼과 같다. 즉, 

ªHÁ¼		=ª*Á¼ÐÁCÁ¼	 	

=ÁÁCÁ¼=ÁÁCÁ

=11

따라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66-1-11=54

  ④

39 
사과, 감, 배, 귤을 선택한 개수를 각각 x, y, z, w라 하면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x+y+z+w=8 (단, x=0 또는 x=1이고 y¾1, z¾1, w¾1)

Ú x=0일 때

 y-1=y', z-1=z', w-1=w'이라 하면 

 y'+z'+w'=5 (y', z', w'은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순서쌍 (x, y, z, w)의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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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ÇÐ¢	_¢HÇ yy ㉠

Û   a, b, c, d 중에서 2개만 짝수인 경우  

xÁ, xª, x£, x¢ 중에서 자연수가 2개이고 0이 2개이므로 순서쌍

(xÁ, xª, x£, x¢)의 개수는  

¢Cª_ ªHÇÐª   

이다.  

이때 a, b, c, d 중 홀수인 두 수는 1이 될 수 없으므로 순서쌍  

(yÁ, yª, y£, y¢)의 개수는  

¢H	ÇÐª	  

이다.  

따라서 순서쌍 (xÁ, xª, x£, x¢, yÁ, yª, y£, y¢)의 개수는  

¢Cª_ ªHÇÐª _¢H	ÇÐª	 yy ㉡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는 ㉠+㉡이다.

따라서  f(n)=n-4,  g(n)=ªHÇÐª, h(n)=n-2이므로 

 f(6)=6-4=2,  g(7)=ªH°=ª*°ÐÁC°=¤C°=¤CÁ=6,   

h(8)=8-2=6에서 

 f(6)+g(7)+h(8)=2+6+6=14

 ②

42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에 각각 1개

씩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1이다.

이제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가 각

각 1개씩 들어 있으므로 서로 구별이 된다.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서로 구별이 되는 주머니 3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각 주머니에 구슬이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

어 넣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주머니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H¢=3+4-1C¢=¤C¢=¤Cª

     = 6_5
2_1 =15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_15=15

 ⑤

43 
f(1)의 값은 1, 2, 3, 4 중 어느 것이 되어도 되므로 f(1)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4이다.

f(2)Éf(3)Éf(4)를 만족시키도록 f(2), f(3), f(4)의 값을 정

하는 경우의 수는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 

다음 크지 않은 수부터 순서대로 f(2), f(3), f(4)의 값으로 정하

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H£=¢*£ÐÁC£=¤C£

= 6_5_4
3_2_1 =20

따라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4_20=80

 ⑤

44 
xn+1-xn=aÇ(n=1, 2, 3)이라 하면 조건 (가)에서 aÇ¾2이고

(x¢-x£)+(x£-xª)+(xª-xÁ)=x¢-xÁ이므로 

aÁ+aª+a£=x¢-xÁ

이때 xÁ+aÁ+aª+a£=x¢É12이므로 

12-x¢=a¢라 하면 a¢¾0이고

xÁ+aÁ+aª+a£+a¢=12 yy ㉠

aÇ'=aÇ-2(n=1, 2, 3)이라 하면

xÁ+(aÁ'+2)+(aª'+2)+(a£'+2)+a¢=12

xÁ+aÁ'+aª'+a£'+a¢=6  yy ㉡

따라서 xÁ¾0, aÁ'¾0, aª'¾0, a£'¾0, a¢¾0이므로 ㉡을 만족시

키는 모든 순서쌍 (xÁ, aÁ', aª', a£', a¢)의 개수는

°H¤=5+6-1C¤=Á¼C¤=Á¼C¢

= 10_9_8_7
4_3_2_1 =210

  ①

45 
네 상자 A, B, C, 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 있는 네 상자 A, B, C, D에서 

총 20-n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다.

Ú n=15인 경우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 있는 네 상자 A, B, C, D에서 

총 5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네 상자에서 5개

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H°와 같으므로 

  f(15)=¢H°=¢*°ÐÁC°=¥C°=¥C£

 = 8_7_6
3_2_1

 = 56

Û n=14인 경우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 있는 네 상자 A, B, C, D에서 

총 6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네 상자에서 6개

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H¤에서 서로 다른 네 상자 중 한 상

자만 6번 택하는 경우의 수 4를 뺀 수와 같으므로    

  f(14)=¢H¤- 4

=»C£-4

 = 9_8_7
3_2_1 -4

 =8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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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n=13인 경우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 있는 네 상자 A, B, C, D에서 

총 7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네 상자에서 7개

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H¦에서 서로 다른 네 상자 중 한 상

자만 7번 택하는 경우의 수 4와 서로 다른 네 상자 중 서로 다

른 두 상자를 각각 1번, 6번 택하는 경우의 수 ¢Pª를 뺀 수와 

같으므로   

  f(13) =¢H¦-4-¢Pª  

=Á¼C£-4-12

 = 10_9_8
3_2_1 -4-12

 =120-16

 = 104

Ú, Û, Ü에 의하여

 f(15)+ f(14)+ f(13)

= 56 +(¢H¤- 4 )+ 104

=240

따라서 p=56, q=4, r=104이므로

p+q+r=56+4+104=164

  ①

46 
조건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N=10Ü`a+10Û`b+10c+d로 놓으면

a+b+c+d=7

이때 a, b, c는 0 또는 자연수이고, d는 홀수이므로 d는 1, 3, 5 

중 하나이다.

Ú d=1인 경우

a+b+c=6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C¤=¥Cª

= 8_7
2_1 =28

Û d=3인 경우 

a+b+c=4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C¢=¤Cª

= 6_5
2_1 =15

Ü d=5인 경우

a+b+c=2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ª=¢Cª

= 4_3
2_1 =6

Ú~Ü에서 구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28+15+6=49

 49

47 
A가 반드시 빵을 1개 이상 받는 경우의 수는 A에게 빵 1개와 우

유 1개를 먼저 주고, 남은 빵 2개와 우유 3개를 A, B, C에게 나누

어 주는 경우의 수와 같다.

Ú A에게 남은 빵 2개를 주는 경우

  남은 우유 3개를 A, B, C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H£=°C£=°Cª= 5_4
2_1  =10 

Û A에게 남은 빵 2개 중 1개를 주는 경우

  남은 빵 1개를 B 또는 C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2이고, 

빵을 나누어 준 학생에게 우유를 1개 주고 남은 우유 2개를 A, 

B, C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Hª=¢Cª= 4_3
2_1  =6이 

 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6=12

Ü A에게 남은 빵을 주지 않는 경우

  남은 빵 2개를 B 또는 C 중 한 명에게 모두 주는 경우의 수는 

2이고, 빵을 준 학생에게 우유를 1개 주고 남은 우유 2개를 A, 

 B, C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Hª=¢Cª= 4_3
2_1 =6이므

 로 이 경우의 수는 2_6=12

  또, 남은 빵 2개를 B와 C에게 각각 1개씩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1이고, 빵을 준 학생에게 우유를 1개씩 주고 남은 우유 1

개를 A, B, C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3이므로 이 경우

의 수는 1_3=3

  따라서 A에게 남은 빵을 주지 않는 경우의 수는 12+3=15

Ú ~ 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0+12+15=37

 37

48 
a, b, c가 모두 d의 배수이면 a+b+c+d도 d의 배수이다.

20=2Û`_5이므로 d가 될 수 있는 값은 2, 4, 5이다. 

Ú d=2일 때

 a=2a', b=2b', c=2c' (a', b', c'은 자연수)

 라 하면 주어진 방정식은

 2a'+2b'+2c'+2=20

 a'+b'+c'=9

   이때 a', b', c'은 자연수이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다. 

 따라서 £H¤=¥C¤=¥Cª= 8_7
2_1 =28

Û d=4일 때

 a=4a', b=4b', c=4c' (a', b', c'은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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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면 주어진 방정식은

 4a'+4b'+4c'+4=20

 a'+b'+c'=4

   이때 a', b', c'은 자연수이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다. 

 따라서 £HÁ=£CÁ=3

Ü d=5일 때

 a=5a', b=5b', c=5c' (a', b', c'은 자연수)

 라 하면 주어진 방정식은

 5a'+5b'+5c'+5=20

 a'+b'+c'=3

 이때 a', b', c'은 자연수이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1이다.

Ú~Ü에서 구하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28+3+1=32

 32

49 
x+y+z+u=6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 u의 모든 

순서쌍 (x, y, z, u)의 개수는

¢H¤=»C¤=»C£

= 9_8_7
3_2_1

=84

x=u일 때, x+y+z+u=6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 u의 모든 순서쌍 (x, y, z, u)의 개수는

2x+y+z=6  yy`㉠

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 (x, y, z)의 

개수와 같으므로 ㉠에서

x=0일 때, ªH¤=¦C¤=¦CÁ=7

x=1일 때, ªH¢=°C¢=°CÁ=5

x=2일 때, ªHª=£Cª=£CÁ=3

x=3일 때, ªH¼=ÁC¼=1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7+5+3+1=16

따라서 모든 순서쌍 (x, y, z, u)의 개수는 

84-16=68

 68

50 
음이 아닌 정수 a, b, c, d가 2a+2b+c+d=2n을 만족시키려

면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하여 c+d=2k이어야 한다.

c+d=2k인 경우는 ⑴ 음이 아닌 정수 kÁ, kª에 대하여 c=2kÁ, 

d=2kª인 경우이거나 ⑵ 음이 아닌 정수 k£, k¢에 대하여

c=2k£+1, d=2k¢+1인 경우이다.

⑴   c=2kÁ, d=2kª인 경우:   

2a+2b+c+d=2n에서  

2a+2b+2kÁ+2kª=2n,   

a+b+kÁ+kª=n  

이므로 2a+2b+c+d=2n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HÇ=¢*ÇÐÁCÇ=Ç*£CÇ= Ç*£C£

 이다.

⑵   c=2k£+1, d=2k¢+1인 경우:  

2a+2b+c+d=2n에서  

2a+2b+(2k£+1)+(2k¢+1)=2n,  

a+b+k£+k¢=n-1  

이므로 2a+2b+c+d=2n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HÇÐÁ=¢*[ÇÐÁ]ÐÁCÇÐÁ

=Ç*ªCÇÐÁ

= Ç*ªC£

이다.

⑴, ⑵에 의하여 2a+2b+c+d=2n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

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 aÇ은

aÇ= Ç*£C£ + Ç*ªC£

이다. 자연수 m에 대하여

m
Á
n=1

 Ç*ªC£

=µ*£C¢

이므로

8
Á
n=1

 aÇ=
8
Á
n=1

 Ç*£C£+
8
Á
n=1

 Ç*ªC£

=
8
Á
n=1

 Ç*£C£+ÁÁC¢

={
9
Á
n=1

 Ç*ªC£-£C£}+ÁÁC¢

=ÁªC¢+ÁÁC¢-1

= 12_11_10_9
4_3_2_1 + 11_10_9_8

4_3_2_1 -1

=495+330-1

= 824

이다.

따라서 

 f(n)=Ç*£C£, g(n)=Ç*ªC£, r=824이므로

 f(6)+g(5)+r=»C£+¦C£+824

= 9_8_7
3_2_1 + 7_6_5

3_2_1 +824

해_001-025-확통(1단원)-OK.indd   12 2020-12-17   오후 3:26:04



정답과 풀이 ● 13

경
우
의 

수

Ⅰ
=84+35+824

=943

 ③

51 
Ú   여학생 3명은 연필을 각각 1자루씩, 남학생 2명은 볼펜을 각각 

1자루씩 받은 경우

   남학생 2명이 받는 연필의 개수를 x, y, 여학생 3명이 받는 볼

펜의 개수를 x', y', z'이라 하면

   x+y=4 ( x, y는 음이 아닌 정수),   

x'+y'+z'=2 (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경우의 수는 

 ªH¢_£Hª=2+4-1C¢_3+2-1Cª=°C¢_¢Cª

=5_ 4_3
2_1 =30

Û   여학생 3명은 연필을 각각 2자루씩, 남학생 2명은 볼펜을 각각 

1자루씩 받은 경우

   남학생 2명이 받는 연필의 개수를 x, y, 여학생 3명이 받는 볼

펜의 개수를 x', y', z'이라 하면

   x+y=1 ( x, y는 음이 아닌 정수),   

x'+y'+z'=2 (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경우의 수는 

 ªHÁ_£Hª  =2+1-1CÁ_3+2-1Cª=ªCÁ_¢Cª  

=2_6=12

Ü   여학생 3명은 연필을 각각 2자루씩, 남학생 2명은 볼펜을 각각 

2자루씩 받은 경우

   남학생 2명이 받는 연필의 개수를 x, y라 하면   

x+y=1 ( x, y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경우의 수는 

 ªHÁ =2+1-1CÁ=ªCÁ  

=2

Ý   여학생 3명이 연필을 각각 1자루씩, 남학생 2명은 볼펜을 각각 

2자루씩 받은 경우

 남학생 2명이 받는 연필의 개수를 x, y라 하면 

 x+y=4 ( x, y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경우의 수는

 ªH¢�=2+4-1C¢=°C¢� �

=5

Ú~Ý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0+12+2+5=49

  49

52 
Ú의 경우:

n명의 사람이 각자 세 상자 중 공을 넣을 두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

의 수는 n명의 사람이 각자 공을 넣지 않을 한 상자를 선택하는 경

우의 수와 같다. 따라서 세 상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의 상자

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HÇ`이다.

Û의 경우:

각 상자에 
2n
3 개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뿐이므로 경우의 수는 1

이다.

Ü의 경우:

두 상자 A,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면 상자 C에는 최대 n개

의 공을 넣을 수 있으므로 두 상자 A, B에 각각 ;2N;개보다 작은 개

수의 공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두 상자 A, B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려면 두 상자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는 각각 

;2N;, ;2N;+1, ;2N;+2, y, ;2N;+;2N;

이므로 경우의 수는  ̀;2N;+1`이다.

그런데 세 상자에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해야 하

므로 세 상자 중 두 상자에만 같은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Cª_{ ̀;2N;+1`-1}이다.

따라서 세 상자에 서로 다른 개수의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HÇ-1- 3n
2 `이다.

이상에서 (가) £HÇ, (나) ;2N;+1, (다) £HÇ-1- 3n
2  이므로 

 f(n)=£HÇ= (n+2)(n+1)
2

 g(n)=;2N;+1

h(n)=£HÇ-1- 3n
2

=
(n+2)(n+1)

2 -1- 3n
2

따라서

 f(30)
 g(30)

+h(30)=;;¢1»6¤;;+450

=31+450  

=481

  ①

53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H¤  =4+6-1C¤  

=»C¤  

=»C£ 

 = 9_8_7
3_2_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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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순서쌍 (a, b, c, d)의 개

수는 방정식 a+b+c+d=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와 같다. 

이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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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하면 (a'+1)+(b'+1)+(c'+1)+(d'+1)=6, 즉 

a'+b'+c'+d'=2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와 같으므로

¢Hª  =4+2-1Cª  

=°Cª 

 = 5_4
2_1

 =10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 (a, b, c, d)의 개수는

84-10=74

 74

54 
Ú   k=0일 때  

둘째 줄에 있는 n개의 타일 중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3개

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사이에는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을 타일

이 각각 1개 이상씩 있어야 한다.  

즉,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을 타일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많아야 

4곳이므로 타일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HÇÐ° 이다.

Û   k=1일 때  

둘째 줄에 있는 n개의 타일 중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2개

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HÇÐ£이다.  

첫째 줄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둘째 줄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의 바로 위쪽에 있는 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n-2)개의 타일 중 1개의 타일을 고르는 경우

의 수와 같으므로 ÇÐªCÁ 이다.  

그러므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HÇÐ£_ ÇÐªCÁ 이다.

(가)에 알맞은 식은 ¢HÇÐ°이므로 

 f(n)=¢HÇÐ°

(나)에 알맞은 식은 ÇÐªCÁ이므로 

 g(n)=ÇÐªCÁ

따라서  

f(10)+g(8) =¢H°+¤CÁ=¥C°+¤CÁ  

=56+6=62

 ③

55 
{2x+;[A;}à`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2x)7-r{;[A;}
r

=¦C¨27-rarx7-2r (r=0, 1, 2, y, 7)

xÜ` 항은 7-2r=3에서 r=2일 때이다.

이때 xÜ`의 계수는 ¦Cª_2Þ`_aÛ`=21_32_aÛ`=42

따라서 aÛ`=;1Á6;이고 a>0이므로 a=;4!;

 ①

56 
{x+ 4

xÛ`
}ß`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_x6-r_{ 4
xÛ`
}¨`=¤C¨_4¨`_x6-3r (r=0,1,2,y,6)

xÜ` 항은 6-3r=3에서 r=1일 때이다.

따라서 xÜ`의 계수는

¤CÁ_4=6_4=24

 24

57 
(2+x)Ý`(1+3x)Ü`의 전개식에서 x항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Ú   (2+x)Ý`의 전개식에서 상수항, (1+3x)Ü`의 전개식에서 x항인 

경우

 (2+x)Ý`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C¼xâ`_2Ý`=16

 (1+3x)Ü`의 전개식에서 x항은 

 £CÁ(3x)Ú`_1Û`=9x

 x의 계수는 

 16_9=144

Û   (2+x)Ý`의 전개식에서 x항, (1+3x)Ü`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인 

경우

 (2+x)Ý`의 전개식에서 x항은 

 ¢CÁxÚ`_2Ü`=32x

 (1+3x)Ü`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C¼(3x)â`_1Ü`=1

 x의 계수는 

 32_1=32

Ú, Û에서 구하는 x의 계수는 

144+32=176

  ②

이항정리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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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 15

경
우
의 

수

Ⅰ58 
¢C¼+¢CÁ_3+¢Cª_3Û`+¢C£_3Ü`+¢C¢_3Ý`

=(1+3)Ý`=4Ý`=256

  ⑤

59 
{x+;3Á[;}ß`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x6-r {;3Á[;}¨`=¤C¨_{;3!;}¨`_x6-2r (r=0, 1, 2, y, 6)

따라서 xÛ`의 계수는 r=2일 때이므로 

¤Cª_{;3!;}Û`= 6_5
2_1 _;9!;=;3%;

 ④

60 
{x+ 3

xÛ`
}5`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x5-r{ 3
xÛ`
} r`=°C¨ 3¨` x5-3r (r=0, 1, 2, y, 5)

xÛ`항은 5-3r=2, 즉 r=1일 때이므로

xÛ`의 계수는

°CÁ_3=5_3=15

 15

61 
(1+2x)Ý` 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2x)¨`=¢C¨ 2¨`x¨` (r=0, 1, 2, 3, 4)

이때 xÛ`의 계수는 r=2일 때이다.

따라서 구하는 xÛ`의 계수는

¢Cª_2Û`=6_4=24

 ④

62 
{x+;[@;}

8

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x8-r{;[@;}
r

=¥C¨ 2r x8-2r (r=0, 1, 2, y, 8)

따라서 xÝ`의 계수는 r=2일 때이므로

¥Cª_2Û`= 8_7
2_1 _4=112

 ②

63 
{2x+ 1

xÛ`
}4`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2x)4-r{ 1
xÛ`
} r`=¢C¨2Ý4-rx4-3r`(r=0, 1, 2, 3, 4)

x항은 4-3r=1, 즉 r=1이므로

x의 계수는

¢CÁ_2Ü`=4_8=32

  ⑤

64 
(1+x)à`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x¨` (r=0, 1, 2, y, 7)

xÝ`의 계수는 r=4일 때이므로 ¦C¢xÝ`에서

¦C¢=¦C£= 7_6_5
3_2_1 =35

 ④

65 
(3x+1)¡`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3x)¨`=¥C¨ 3¨` x¨` (r=0, 1, 2, y, 8)

따라서 x의 계수는 r=1일 때이므로

¥CÁ_3=8_3=24

 24

66 
(x+a)Þ`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a5-rx¨` (r=0, 1, 2, y, 5)

xÜ`의 계수는 r=3일 때이므로

°C£ aÛ`= 5_4_3
3_2_1 _aÛ`=40

10aÛ`=40

aÛ`=4

x의 계수는 r=1일 때이므로

°CÁ aÝ`=5_4Û`=80

 ⑤

67 
(x+3)¡`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x8-r_3r (r=0, 1, 2, y, 8)

xà`의 계수는 r=1일 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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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xÛ`-;[!;}{x+ a
xÛ`
}4`의 전개식에서 xÜ`의 계수는 

1_4a+(-1)_1=4a-1

따라서 4a-1=7이므로 

a=2

  ②

71 
(x+aÛ`)Ç` 의 전개식에서 xÇ` ÑÚ`의 계수는

ÇCÇÐÁ_aÛ`=ÇCÁ_aÛ`=aÛ`n

(xÛ`-2a)(x+a)Ç`�=xÛ`(x+a)Ç`�-2a(x+a)Ç`�에서

xÛ`(x+a)Ç`�을 전개하면 xÇ`�ÑÚ`의 계수는

(x+a)Ç`�을 전개하였을 때 xÇ`�ÑÜ`의 계수와 같으므로

ÇCÇÐ£_aÜ`=ÇC£_aÜ`=
n(n-1)(n-2)

6  _aÜ`이고,

2a(x+a)n을 전개하면 xn-1의 계수는

2a_(nCn-1_a)  =2a_(nC1_a)  

=2a2n

따라서 (x2-2a)(x+a)n의 전개식에서 xn-1의 계수는


n(n-1)(n-2)

6  _a3-2a2n

a2n=
n(n-1)(n-2)

6  _a3-2a2n

이고, 이 식을 정리하면

6a2n=n(n-1)(n-2)a3-12a2n

18a2n=n(n-1)(n-2)a3

이때 n¾4이고, a는 자연수이므로

위 식의 양변을 a2n으로 나누면

18=(n-1)(n-2)a

a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a= 18
(n-1)(n-2)

a는 자연수이므로 (n-1)(n-2)는 18의 약수이어야 한다.

한편 n은 4 이상의 자연수이므로

(n-1)(n-2)¾6

따라서 (n-1)(n-2)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6, 9, 18이다.

Ú (n-1)(n-2)=6일 때

 n2-3n+2=6

 n2-3n-4=0

 (n+1)(n-4)=0

 n=-1 또는 n=4

 이때 n¾4이어야 하므로

 n=4

Û (n-1)(n-2)=9일 때

¥CÁ_3=8_3=24

 24

68 
{2x+;2!;}6`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2x)6-r{;2!;}r`=¤C¨`26-2rx6-r(r=0, 1, 2, y, 6)

xÝ`항은 6-r=4, 즉 r=2이므로

xÝ`의 계수는 ¤Cª_2Û`= 6_5
2_1 _4=60

  60

69 
(x+2)Ú`á`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Á»C¨ 219-rx¨` (r=0, 1, 2, y, 19)

xû`의 계수는 Á»Cû 219-k

xk+1의 계수는 Á»Ck+1 2
18-k

xû`의 계수가 xk+1의 계수보다 크므로 Á»Cû 219-k>Á»Ck+1 2
18-k에서

Á»Ck_2>Á»Ck+1

19!
k!(19-k)!

_2> 19!
(k+1)!(18-k)!

2
19-k > 1

k+1

3k>17에서 k>:Á3¦:

따라서 자연수 k의 최솟값은 6이다.

 ③

70 
{xÛ`-;[!;}{x+ a

xÛ`
}4`의 전개식에서 xÜ`의 계수는 

{xÛ`-;[!;}의 전개식에서 xÛ`의 계수 1과 {x+ a
xÛ`
}4`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를 곱한 것과

{xÛ`-;[!;}의 전개식에서 ;[!;의 계수 -1과 {x+ a
xÛ`
}4`의 전개식에

서 xÝ`의 계수를 곱한 것의 합과 같다.

{x+ a
xÛ`
}4`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 x4-r{ a
xÛ`
}r`=¢C¨ arx4-r-2r=¢C¨ arx4-3r (r=0, 1, 2, 3, 4)

x항은 4-3r=1, 즉 r=1이므로

x의 계수는 ¢CÁ aÚ`=4a

xÝ`항은 4-3r=4, 즉 r=0이므로

xÝ`의 계수는 ¢C¼ a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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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 17

경
우
의 

수

Ⅰ
 n2-3n+2=9

 n2-3n-7=0

 n=
3Ñ'3�7

2

 즉, 자연수 n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Ü (n-1)(n-2)=18일 때

 n2-3n+2=18

 n2-3n-16=0

 n=
3Ñ'7�3

2

 즉, 자연수 n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Ú~Ü에서 n= 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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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g(n)=(n-1)(n-2), k=4

이므로 

 f(4)+g(4)  = 4_3_2
6 +3_2  

=4+6=10 

 ①

72 
(1+x)Þ`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5Cr x

r (r=0, 1, 2, y, 5)

xÝ`의 계수는 

°C¢	=°CÁ		

=5

xÜ`의 계수는 

°C£=°Cª

= 5_4
2_1

=10

따라서 (1+2x)(1+x)Þ`의 전개식에서 xÝ`의 계수는

5+2_10=25

 25

73 
 f(n)=

n

Á
r=0

ÇC¨	{;9!;}̈`

=ÇC¼+ÇCÁ	{;9!;}Ú̀ +ÇCª	{;9!;}Û̀ +y+ÇCÇ	{;9!;}Ç̀

={1+;9!;}Ç`

={:Á9¼:}Ç`

log` f(n)  =log`{:Á9¼:}Ç`� �

=n(log`10-log`9)  

=n(1-2`log`3)  

=n(1-2_0.4771)  

=n(1-0.9542)  

=0.0458n>1

n> 1 
0.0458 =21.8y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은 22이다.

 ②

74 
(1+x)2n의 전개식에서 xÇ`의 계수는 ªÇCÇ 이다.

(1+x)n(1+x)n의 전개식에서 xn의 계수는

n
Á
k=0

(ÇCû_ÇCÇÐû)=
n
Á
k=0

(ÇCû)Û`이므로

n
Á
k=0

(ÇCû)Û`=ªÇCÇ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n
Á
k=1

{2k_(ÇCû)Û`}

=
n
Á
k=1

{k_(ÇCû)Û`}+
n
Á
k=1

{k_(ÇCÇÐû)Û`} 

={(ÇCÁ)Û`+2_(ÇCª)Û`+y+n_(ÇCÇ)Û`}

+{(ÇCÇÐÁ)Û`+2_(ÇCÇÐª)Û`+y+n_(ÇC¼)Û`}

={(ÇCÁ)Û`+2_(ÇCª)Û`+y+n_(ÇCÇ)Û`}

+{n_(ÇC¼)Û`+(n-1)_(ÇCÁ)Û`+y+(ÇCÇÐÁ)Û`}

=n_(ÇC¼)Û`+n_(ÇCÁ)Û`+y+n_(ÇCÇ)Û`

= n _{(ÇC¼)Û`+(ÇCÁ)Û`+y+(ÇCÇ)Û`}

= n _ ªÇCÇ

이다.

한편,

n
Á
k=1

{2k_(ÇCû)Û`}¾10_ªÇCÇ*Á

n_ªÇCÇ¾10_ªÇCÇ*Á

n_
(2n)!
n!_n! ¾10_

(2n)!
(n+1)!_(n-1)!

n_ 1
n ¾10_ 1

n+1

n+1¾10

n¾9

따라서 부등식 
n
Á
k=1

{2k_(ÇCû)Û`}¾10_ªÇCÇ*Á을 만족시키는 자연

수  n의 최솟값은 9 이다.

즉,  f(n)=ªÇCÇ,  g(n)=n, p=9이므로

 f(3)+g(3)+p  =¤C£+3+9  

=20+3+9  

=3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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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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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문제 본문 28~31 쪽1등급

01  
정답률 29.6%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한다.

방정식 a+b+c=7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  =»C¦=»Cª

= 9_8
2_1

  =36

[STEP 2]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하여 구

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조건 (나)에서 2a_4b=2a_22b=2a+2b이 8의 배수가 되려면 

a+2b¾3이어야 한다. 

즉, a+2bÉ2이면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a+2bÉ2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의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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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36-4=32

 32

a+2b¾3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의 순서쌍 (a, b)를 구

하는 것보다 이 사건의 여사건인 a+2bÉ2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

닌 정수 a, b의 순서쌍 (a, b)를 구한 후 모든 순서쌍의 개수에서 

빼는 것이 더 쉬운 문제풀이 방법이야.

수능이 보이는 강의

= 9!
2!7!

8=2Ü`이므로 a+2b의 값의 범위를 결정하자. 

주의

a, b가 음의 아닌 정수이므로 
a, b의 값을 0부터 생각하자.

b=0인 경우 aÉ2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a=0, 1, 2
b=1인 경우 a=0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36개 중에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순서쌍 (0, 0, 7), (0, 1, 6), (1, 0, 6), (2, 0, 5)의 4개를 빼.

02  
정답률 26.9%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원순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보므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1)!

풀이 전략  원순열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빨간색을 칠할 정사각형을 택한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므로 빨간색을 칠할 정사

각형은 그림과 같이 A, B, C 중에서 택할 수 있다.

[STEP 2]  택한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다.

Ú A에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

 파란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이다.

   나머지 7개의 정사각형에 남은 7가지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는 7!이다.

Û B에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

 파란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다. 

   나머지 7개의 정사각형에 남은 7가지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는 7!이다.

Ü C에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

   파란색을 어떤 정사각형에 칠해도 빨간색이 칠해진 정사각형

과 꼭짓점을 공유하므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Ú ~ 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3)_7!=8_7! 

따라서 k=8

 8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므로 빨간색을 칠할 정사각

형을 택할 수 있어. 택한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조건 (다)를 만족시키

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수능이 보이는 강의

원순열을 이용해.

조건 (다)

조건 (다)

함정

구하는 값이 7! 앞에 곱해진 수이므로 
더 이상 계산하지 말자.

해_001-025-확통(1단원)-OK.indd   18 2020-12-17   오후 3:26:06



정답과 풀이 ● 19

경
우
의 

수

Ⅰ03  
정답률 21.8%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6개의 과일에서 선택한 4개의 과일 중 사과, 배, 귤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고 x, y, z의 개수에 따라 경우의 수를 구한다.

6개의 과일에서 선택한 4개의 과일 중 사과, 배, 귤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자.

Ú   (x, y, z)=(0, 2, 2)인 경우  

배 2개와 귤 2개를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각각 ªHª, ªHª이고, 4개의 과일을 한 명의 학생에게 모두 나누

어 주는 경우는 제외해야 하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ªHª_ªHª-2=£Cª_£Cª-2 

=3_3-2

=7

 (x, y, z)=(2, 0, 2), (2, 2, 0)인 경우의 수도 모두 7이다.

Û   (x, y, z)=(1, 1, 2)인 경우  

사과 1개, 배 1개, 귤 2개를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의 수는 차례로 ªHÁ, ªHÁ, ªHª이고, 4개의 과일을 한 명의 학생

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경우는 제외해야 하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ªHÁ_ªHÁ_ªHª-2  =ªCÁ_ªCÁ_£Cª-2 ` 

=2_2_3-2  

=10

 (x, y, z)=(1, 2, 1), (2, 1, 1)인 경우의 수도 모두 10이다.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_7+3_10=51

 51

다른 풀이  합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

[STEP 1]  6개의 과일에서 선택한 4개의 과일 중 사과, 배, 귤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고, 2명의 학생을 각각 A, B라 한 후 경우를 나누어 경우의 수를 

구한다.

6개의 과일에서 선택한 4개의 과일 중 사과, 배, 귤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고, 2명의 학생을 각각 A, B라 하자.

이때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하고, 학생 A가 

받는 과일이 정해지면 학생 B가 받는 과일도 정해진다.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

=£CÁ =£CÁ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

=£CÁ

Ú   (x, y, z)=(0, 2, 2)인 경우  

학생 A가 받는 배와 귤의 개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0, 1), 

(0, 2), (1, 0), (1, 1), (1, 2), (2, 0), (2, 1)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이다.  

이때 (x, y, z)=(2, 0, 2), (2, 2, 0)인 경우의 수도 모두 7이

다.

Û   (x, y, z)=(1, 1, 2)인 경우  

학생 A가 받는 사과, 배, 귤의 개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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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1, 0, 2), (1, 1, 0), (1, 1, 1)이므로 구하는 경우

의 수는 10이다.  

이때 (x, y, z)=(1, 2, 1), (2, 1, 1)인 경우의 수도 모두 10

이다.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_7+3_10=51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단, ~)’이라고 주어지는 

조건에 항상 유의해야 해. 이 문제에서는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

는 학생은 없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한 명의 학생에게 4개의 과

일을 모두 나누어 주는 경우는 제외해야 해.

수능이 보이는 강의

04  
정답률 20.5%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조건 (가), (나)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구한다.

조건 (가)에 의하여

xÁÉxª-2, xªÉx£-2 

이고 조건 (나)에 의하여

x£É10

이므로

0ÉxÁÉxª-2Éx£-4É6

이때 xª-2=xª', x£-4=x£'이라 하면

0ÉxÁÉxª'Éx£'É6 yy ㉠

주의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는 조건에 유의하자.

(2, 2)의 경우는 학생 B가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해.

(1, 1, 2)의 경우는 학생 B가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해.

xn+1-xn¾2, 즉 xnÉxn+1-2에 n=1, 2를 각각 대입해.

미지수의 조건을 음이 아닌 정수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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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 2)이므로 a, b, c 중 2개가 2인 순서쌍의 개수는 3이

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120-(33+3)=84

  84

조건 (나)에서 a+2, b+2, c+2임을 알 수 있어. 그러나 이 사건의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여사건

인 a, b, c 중 1개가 2인 경우, a, b, c 중 2개가 2인 경우의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하여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에서 빼어

서 구할 수 있어.

수능이 보이는 강의

06  
정답률 19.7%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2명의 학생을 A, B라 하고 두 학생 A, B가 받는 볼펜의 개수의 

순서쌍을 구한다.

2명의 학생을 A, B라 하고 두 학생 A, B가 받는 볼펜의 개수를 

순서쌍 (A, B)로 나타내면

(5, 0), (4, 1), (3, 2), (2, 3), (1, 4), (0, 5)

의 6가지이다.

[STEP 2]  두 학생 A, B가 받는 볼펜의 개수의 순서쌍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를 구한다.

두 학생 A, B에게 나누어 준 검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의 개수를 각각 a, b, c라 하면

a+b+c=5 (단, 0ÉaÉ1, 0ÉbÉ4, 0ÉcÉ4)

이다.

Ú (5, 0)인 경우

 ①   a=0이면 b+c=5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4, 1), (3, 2), (2, 3), (1, 4)의 

4이다.

 ②   a=1이면 b+c=4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검은색 볼펜 1자루, 파란색 볼펜 4자루, 빨간색 볼펜 4자루

이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Á, xª, x£의 모든 

순서쌍 (xÁ, xª, x£)의 개수는 ㉠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Á, xª', x£'의 모든 순서쌍 (xÁ, xª', x£')의 개수와 같다.

[STEP 2]  모든 순서쌍 (xÁ, xª, x£)의 개수를 구한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0, 1, 2, y, 6의 7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H£=7+3-1C£=»C£

= 9_8_7
3_2_1 =84

  84

이 문제에서는 조건 (가)를 이용하여 xÁ, xª, x£의 범위를 구하는 것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야. 또, 0ÉxÁÉxª'Éx£'É6에서 등호가 포함

되므로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자.

수능이 보이는 강의

05  
정답률 19.7%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한다.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Á¢=Á¤Cª= 16_15
2_1 =120

조건 (나)에서 a+2, b+2, c+2

[STEP 2]  a, b, c 중 1개가 2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다.

Ú a, b, c 중 1개가 2인 경우

  a=2일 때, b+c=12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b, c의 모

든 순서쌍 (b, c)의 개수는 ªHÁª이고 (2, 10), (10, 2)인 경우

를 제외하면 ªHÁª-2=Á£CÁ-2=13-2=11

   b=2, c=2인 순서쌍의 개수도 각각 11이므로 a, b, c 중 1개

가 2인 순서쌍의 개수는 11_3=33

[STEP 3]  a, b, c 중 2개가 2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다.

Û a, b, c 중 2개가 2인 경우

 순서쌍 (a, b, c)를 구하면 (2, 2, 10), (2, 10, 2),

주의

문제의 조건에서 중복조합의 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자.

함정

a, b, c 모두 2가 아님에 주의하자.

a, b, c 중 2가 2개야.

a+b+c=14이므로 순서쌍 
(a, b, c)를 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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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 21

경
우
의 

수

Ⅰ
ªH¢ =2+4-1C¢  

=°C¢=°C1 

=5

Û (4, 1)인 경우

 ①   B에게 검은색 볼펜을 나누어 준 경우  

b+c=4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5이다.

 ②   B에게 파란색 볼펜을 나누어 준 경우  

a+b+c=4 (단, 0ÉaÉ1, 0ÉbÉ3, 0ÉcÉ4)  

이고  

㉠   a=0이면 b+c=4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3, 1), (2, 2), (1, 3), (0, 4)

의 4이다.

  ㉡   a=1이면 b+c=3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ªH£ =2+3-1C£  

=¢C£=¢CÁ  

=4

 ③ B에게 빨간색 볼펜을 나누어 준 경우도 Û ②와 같다.

Ü (3, 2)인 경우

 ①   B에게 검은색, 파란색 볼펜을 각각 1개씩 나누어 준 경우 

b+c=3 (단, 0ÉbÉ3, 0ÉcÉ4)  

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4이다.

 ②   B에게 검은색, 빨간색 볼펜을 각각 1개씩 나누어 준 경우도 

Ü ①과 같다.

 ③   B에게 파란색, 빨간색 볼펜을 각각 1개씩 나누어 준 경우 

a+b+c=3 (단, 0ÉaÉ1, 0ÉbÉ3, 0ÉcÉ3)

  ㉠   a=0이면 b+c=3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4이다.

  ㉡   a=1이면 b+c=2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ªHª=2+2-1Cª 

=£C2=£CÁ  

=3

 ④   B에게 파란색 볼펜을 2개 나누어 준 경우  

a+b+c=3 (단, 0ÉaÉ1, 0ÉbÉ2, 0ÉcÉ4)

  ㉠   a=0이면 b+c=3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2, 1), (1, 2), (0, 3)의 3이다.

  ㉡ a=1이면 b+c=2이므로 순서쌍 (b, c)의 개수는 3이다.

 ⑤   B에게 빨간색 볼펜을 2개 나누어 준 경우는 Ü ④의 경우와 

같다.

또, (2, 3), (1, 4), (0, 5)인 경우는 각각 (3, 2), (4, 1), (5, 0) 

인 경우와 같으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4+5)+(5+8_2)+(4_2+7+3_2_2)}  

=2_(9+21+27)  

=2_57=114  114

파란색 볼펜 3자루

파란색 볼펜의 개수와 빨간색 볼펜의 개수가 같으므로 경우가 같아.

검은색 볼펜 0자루, 파란색 볼펜 3자루

파란색 볼펜 3자루, 빨간색 볼펜 3자루

파란색 볼펜 2자루

실수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으므로 빠짐없이 
구하도록 하자.

이 문제는 검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의 개수를 각각 a, 

b, c라 할 때 a+b+c=5 (단, 0ÉaÉ1, 0ÉbÉ4, 0ÉcÉ4)를 만

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이때 검

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의 개수가 다르므로 각각의 경

우를 차분히 따져가며 해결해야 해.

수능이 보이는 강의

07  
정답률 19.6%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함수  f의 치역에 속하는 집합 X의 원소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를 구한다.

조건 (가)에서 함수  f의 치역에 속하는 집합 X의 원소 3개를 택하

는 경우의 수는

¦C£= 7_6_5
3_2_1 =35 yy ㉠

[STEP 2]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다.

치역에 속하는 3개의 원소에 각각 대응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

수를 각각 a, b, c라 하고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a+b+c=7 (a, b, c는 자연수)

a'+1=a, b'+1=b, c'+1=c라 하면

a'+b'+c'=4 (a', b', c'은 음이 아닌 정수)

이때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  =£*¢ÐÁC¢ 

=¤C¢=¤Cª 

= 6_5
2_1

=15 yy ㉡

[STEP 3]  함수  f의 개수를 구한다.

㉠, ㉡에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35_15=525 

 525

= 7!
3!4!

미지수의 조건을 음이 아닌 정수로 바꾸자.

=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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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정답률 18.6%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세 상자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구분하여 경우의 수를 구한다.

Ú 세 상자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가 4, 0, 0인 경우

   흰 공의 개수가 4인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x, 나머

지 두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y, z라 하면 

 x+y+z=6에서 x¾0, y¾2, z¾2이어야 한다.

 y-2=y', z-2=z'이라 하면

 x+y'+z'=2 (단,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  yy ㉠

 ㉠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Hª=¢Cª

 = 4_3
2_1 =6 

 이 각각에 대하여 흰 공이 4개 들어갈 상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CÁ=3

 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6_3=18

Û 세 상자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가 3, 1, 0인 경우

   흰 공의 개수가 3, 1, 0인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면 x+y+z=6에서 x¾0, y¾1, z¾2이어

야 한다. 

 y-1=y', z-2=z'이라 하면

 x+y'+z'=3 (단,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  yy ㉡

 ㉡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H£=°C£=°Cª

 = 5_4
2_1 =10

   이 각각에 대하여 흰 공이 3개, 1개 들어갈 상자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Pª=3_2=6 

 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10_6=60

Ü 세 상자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가 2, 2, 0인 경우

   흰 공의 개수가 2, 2, 0인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면 x+y+z=6에서 x¾0, y¾0, z¾2이어

검은 공을 2개 이상 넣어야 해.

주의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어야 해.

미지수의 조건을 음이 아닌 정수로 바꾸자.

검은 공을 각각 1개 이상, 2개 이상 
넣어야 해.

실수

세 상자 A, B, C가 구분되므로 
순열의 수로 구해야 해.

검은 공을 2개 이상 넣어야 해.

야 한다. 

 z-2=z'이라 하면

 x+y+z'=4 (단,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 yy ㉢

 ㉢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H¢=¤C¢=¤Cª

 = 6_5
2_1 =15

   이 각각에 대하여 흰 공이 2개씩 들어갈 상자 2개를 택하는 경

우의 수는

 £Cª=£CÁ=3

 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15_3=45

Ý 세 상자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가 2, 1, 1인 경우

   흰 공의 개수가 2, 1, 1인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면 x+y+z=6에서 x¾0, y¾1, z¾1이어

야 한다. 

 y-1=y', z-1=z'이라 하면

 x+y'+z'=4 (단, x, y', z'은 음이 아닌 정수)  yy ㉣

 ㉣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H¢=¤C¢=¤Cª

 = 6_5
2_1 =15

   이 각각에 대하여 흰 공이 2개 들어갈 상자 1개를 택하는 경우

의 수는

 £CÁ=3

 이므로 이 경우의 수는 

 15_3=45

Ú~Ý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8+60+45+45=168

 168

09  
정답률 12.6%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x)Ç`=
n
Á
r=0

ÇC¨x¨`=ÇC¼+ÇCÁx+ÇCªxÛ`+y+ÇC¨	x¨`+y+ÇCÇxÇ`

풀이 전략  이항정리를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a¹*Á부터 a»까지의 수 중에서 최솟값, 최댓값을 구한다. 

a¹*Á부터 a»까지의 (9-p)개의 수 중에서 최솟값은 aÏ, 즉 aÏ=1, 

9는 a¹=8보다 큰 수이므로 최댓값은 a»=9이다.

[STEP 2]  첫 번째와 p번째 사이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Ú   첫 번째와 p번째 사이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aÁ=2, 

a¹=8, aÏ=1, a»=9가 적힌 공을 제외한 5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을 1개 이상 넣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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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우
의 

수

Ⅰ
(p-2)개의 공을 꺼내는 조합의 수이므로 °C¹Ðª이다.

[STEP 3]  p번째와 q번째 사이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Û   Ú에서 남아 있는 공 중 p번째와 q번째 사이의 공을 꺼내는 경우

의 수는 aÏ=1, a»=9가 적힌 공을 제외한 9-p-2=7-p(개)

의 공 중에서 (q-p-1)개의 공을 꺼내는 조합의 수이므로   

¦Ð¹CÏÐ¹ÐÁ이다.

[STEP 4]   q번째와 9번째 사이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Ü   Ú과 Û의 과정을 거치면 q번째와 9번째 사이의 공은 정해진

다.

이때 p가 정해지면 q가 취할 수 있는 값은 p+1부터 8까지이므로 

Û에 의하여

 
8
Á

q=p+1
¦Ð¹CÏÐ¹ÐÁ	

q-p-1=k로 놓으면

q=p+1일 때 k=0이고,

q=8일 때 k=7-p이므로

8
Á

q=p+1
¦Ð¹CÏÐ¹ÐÁ		=

7-p

Á
k=0

¦Ð¹Cû	 	

= (1+1)7-p  

=27-p

p의 값은 2부터 7까지 취할 수 있다.

[STEP 5]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러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Ú에 의하여 

 
7
Á
p=2

°C¹Ðª27-p

따라서 p-2=r로 놓으면

p=2일 때 r=0이고, p=7일 때 r=5이므로

7
Á
p=2

°C¹Ðª27-p  =
5
Á
r=0

°C¨25-r  

= (2+1)Þ`  

=243

 243

다른  풀이 1   이항정리를 이용한 풀이 

구하는 경우의 수는 aÁ=2, a¹=8, aÏ=1, a»=9가 적힌 4개의 공

을 제외한 5개의 공을 첫 번째와 p번째 사이, p번째와 q번째 사이, 

q번째와 9번째 사이로 나누는 경우의 수와 같다. 

따라서

°C¼_(°C¼´°C°+°CÁ´¢C¢+°Cª´£C£+°C£´ªCª+°C¢´ÁCÁ+°C°´1)

	 +°CÁ_(¢C¼´¢C¢+¢CÁ´£C£+¢Cª´ªCª+¢C£´ÁCÁ+¢C¢´1)

	 +°Cª_(£C¼´£C£+£CÁ´ªCª+£Cª´ÁCÁ+£C£´1)

 +°C£_(ªC¼´ªCª+ªCÁ´ÁCÁ+ªCª´1)

	 +°C¢_(ÁC¼´ÁCÁ+ÁCÁ´1)+°C°_(1´1)=243

다른  풀이 2   곱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

a¹*Á부터 a»까지의 (9-p)개의 수 중에서 최솟값은 aÏ, 즉 aÏ=1, 

9는 a¹=8보다 큰 수이므로 최댓값은 a»=9이다. 

조합과 Á가 같이 등장하면 이항정리를 생각하자.

실수

p=2이므로 이대로는 
이항정리를 이용할 수 없어.

3이 적힌 공을 꺼내는 경우는 첫 번째와 p번째 사이, p번째와 q번

째 사이, q번째와 9번째 사이 중 하나이므로 그 경우의 수는 3이다.

4, 5, 6, 7이 적힌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각각 3이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Þ`=243

7
Á
p=2

°C¹Ðª27-p에서 p=2이면 이항정리를 이용할 수 없어. 이때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p-2=r로 놓은 후 p=2일 때 r=0임을 

이용하여 
7
Á
p=2

°C¹Ðª27-p  =
5
Á
r=0

°C¨25-r 으로 변형해야 해. 

수능이 보이는 강의

10  
정답률 12.2%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학생 A가 검은색 모자를 4개 또는 5개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조건 (나), (다)에 의하여 학생 A는 검은색 모자를 4개 또는 5개 

받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학생 A가 검은색 모자를 4개 받는 경우

 ㉠   나머지 세 학생 중 한 명의 학생이 검은색 모자를 2개 받는 

경우

검은색 모자를 2개 받는 학생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

이 각각에 대하여 다른 두 학생에게 흰색 모자 1개씩을 나누

어 주고 나머지 흰색 모자 4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검은색 모자를 2개 받은 학생이 흰색 모자를 받지 않는 경우 

나머지 흰색 모자 4개를 세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에서 학생 A가 흰색 모자 4개를 모두 받는 경우의 수를 빼

면 되므로

£H¢-1=¤C¢-1=¤Cª-1

= 6_5
2_1 -1=14

검은색 모자를 2개 받은 학생이 흰색 모자를 1개 받는 경우 

나머지 흰색 모자 3개를 세 학생에게 나누어 주면 되므로

£H£=°C£=°Cª= 5_4
2_1 =10

실수

학생 A는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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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_(14+10)=72

 ㉡   나머지 세 학생 중 두 명의 학생이 검은색 모자를 1개씩 받

는 경우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3

이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두 학생 중에 검은색 모자를 받는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2

이 각각에 대하여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

는 학생에게는 흰색 모자를 나누어 주면 안 되고, 다른 두 

학생에게는 흰색 모자를 1개 이상씩 나누어 주어야 한다. 

즉, 두 학생에게 흰색 모자를 1개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흰

색 모자 4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학생 A가 흰색 모

자 4개를 모두 받는 경우를 빼면 되므로

£H¢-1=14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_2_14=84

Û 학생 A가 검은색 모자를 5개 받는 경우

  나머지 세 학생 중 검은색 모자를 받는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3

  나머지 두 학생에게 흰색 모자를 1개씩 나누어 주고, 검은색 모

자를 1개 받은 학생을 제외한 세 명의 학생에게 나머지 흰색 모

자 4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H¢=¤C¢=¤Cª= 6_5
2_1 =15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_15=45

[STEP 2]  경우의 수를 구한다.

Ú, Û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72+84+45=201

 201

다른 풀이

조건 (나), (다)에 의하여 학생 A는 검은색 모자를 4개 또는 5개 

받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학생 A가 검은색 모자를 4개 받는 경우

 ㉠   나머지 세 학생 중 한 명의 학생이 검은색 모자를 2개 받는 

경우

검은색 모자를 2개 받는 학생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

이 각각에 대하여 학생 A가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a, 검

은색 모자를 2개 받는 학생이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b, 나

머지 두 학생이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각각 c, d라 하면

a+b+c+d=6 

(0ÉaÉ3, 0ÉbÉ1, c¾1, d¾1)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이 A를 포함하여 2명뿐이야.

주의

학생 A는 검은색 모자를 
5개 받으므로 어느 경우에
도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아.

흰색 모자를 검은색 모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어.

이어야 한다. 

b=0인 경우의 수는 a+c'+d'=4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

닌 정수 a, c', d'의 모든 순서쌍 (a, c', d')의 개수에서 

a=4, c'=0, d'=0인 1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되므로

£H¢-1=¤C4-1=¤C2-1

= 6_5
2_1 -1=14

b=1인 경우의 수는 a+c'+d'=3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

닌 정수 a, c', d'의 모든 순서쌍 (a, c', d')의 개수와 같으

므로

£H£=°C£=°Cª

= 5_4
2_1 =10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_(14+10)=72

 ㉡   나머지 세 학생 중 두 명의 학생이 검은색 모자를 1개씩 받

는 경우

검은색 모자를 흰색 모자보다 더 많이 받는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3

이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두 학생 중에 검은색 모자를 받는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2

이 각각에 대하여 학생 A가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a, 검

은색 모자를 1개 받는데 흰색 모자보다 더 많이 받는 학생이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b, 나머지 두 학생이 받는 흰색 모

자의 개수를 각각 c, d라 하면

b=0, a+c+d=6

(0ÉaÉ3, c¾1, d¾1)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a+c'+d'=4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

수 a, c', d'의 모든 순서쌍 (a, c', d')의 개수에서 a=4, 

c'=0, d'=0인 1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되므로

£H¢-1=¤C4-1=¤C2-1

= 6_5
2_1 -1=14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_2_14=84

Û 학생 A가 검은색 모자를 5개 받는 경우

  다른 세 학생 중 검은색 모자를 받는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

는 3

  이 각각에 대하여 학생 A가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a, 검은

색 모자를 1개 받는 학생이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b, 나머지 

두 학생이 받는 흰색 모자의 개수를 각각 c, d라 하면

 b=0, a+c+d=6

 (0ÉaÉ4, c¾1, d¾1)

흰색 모자를 검은색 모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어.

해_001-025-확통(1단원)-OK.indd   24 2020-12-17   오후 3:26:07



정답과 풀이 ● 25

경
우
의 

수

Ⅰ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수는 a+c'+d'=4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c', d'의 모든 순서쌍 (a, c', d')의 개수와 같으므로

 £H¢=¤C¢=¤Cª 

= 6_5
2_1 =15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3_15=45

Ú, Û에 의하여 구하는 경우의 수는

72+84+45=201

11  
정답률 11.7%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조건 (가),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파악한다.

조건 (가), (나)에 의하여 학생 A에게 사탕 1개, 학생 B에게 초콜

릿 1개를 먼저 나누어 주고 나머지 사탕 5개와 초콜릿 4개를 세 명

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STEP 2]  조건 (다)를 만족하는 경우를 파악한다.

그런데 조건 (다)에 의하여 학생 C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적어도  

1개 받아야 하므로 학생 C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STEP 3]  경우의 수를 구한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H°_£H¢-ªH°_ªH¢

=¦C°_¤C¢-¤C°_°C¢

=¦Cª_¤Cª-¤CÁ_°CÁ

=21_15-6_5

=285

  285

수능 문제의 모든 조건은 아무 의미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조건 (가), (나), (다)에서 각각 학생 A, B, C가 받아야 

하는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어. 이들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 문제를 해결해야 해.

수능이 보이는 강의

= 7_6
2_1

= 6_5
2_1

12  
정답률 11.0%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1.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

합이라 한다.

2.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ÇH¨=Ç*¨ÐÁC¨

풀이 전략  중복조합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한다.

180=2Û`_3Û`_5이므로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a=2xÁ3yÁ5zÁ, b=2xª3yª5zª, c=2x£3y£5z£ (i=1, 2, 3에 대하여 xÔ, yÔ, 

zÔ는 음이 아닌 정수)에서

xÁ+xª+x£=2, yÁ+yª+y£=2, zÁ+zª+z£=1이므로 

£Hª_£Hª_£HÁ  =¢Cª_¢Cª_£CÁ  

=6_6_3=108  yy ㉠

[STEP 2]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한다.

조건 (나)는 a+b, b+c, c+a이므로

이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a=b 또는 b=c 또는 c=a이다.

이 중 a=b=c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a, b, c 중 두 수가 같은 순서쌍 (a, b, c)는

(1, 1, 180), (2, 2, 45), (3, 3, 20), (6, 6, 5),

(1, 180, 1), (2, 45, 2), (3, 20, 3), (6, 5, 6),

(180, 1, 1), (45, 2, 2), (20, 3, 3), (5, 6, 6)이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12 yy ㉡

따라서 ㉠, ㉡에서 구하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108-12=96

 96

이 문제에서 이용하는 지수법칙을 다시 확인하자.

a>0, b>0이고 x, y가 실수일  때

⑴ axay=ax+y

⑵ axÖay=ax-y

⑶ (ax)y=axy

⑷ (ab)x=axbx

수능이 보이는 강의

2Û` 3Û` 5

¢Cª= 4!
2!2!

(a-b)(b-c)(c-a)+0

함정

aÜ`=18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여사건을 이용하여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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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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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따라서 ;6!;+P(B)=;2!;에서

P(B)=;2!;-;6!;

=;3!;

 ③

03 
P(A'B)=P(A)+P(B)-P(A;B)

=;9&;-;9@;

=;9%;

 ⑤

04 
A;B=A-(A;B C)이고

A;B C,A이므로

P(A;B)=P(A)-P(A;B C)

=;2!;-;5!;=;1£0;

따라서

P(AC'BC)=P((A;B)C)

=1-P(A;B)

=1-;1£0;=;1¦0;

 ④

05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A'B)=P(A)+P(B)에서

;3@;=;6!;+P(B)

따라서 

P(B)=;3@;-;6!;=;2!;

 ③

06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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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확률Ⅱ

수능 유형별 기출 문제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② 09 ⑤ 10 ②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④ 19 ④ 20 ⑤

21 ⑤ 22 ⑤ 23 ④ 24 ④ 25 ①

26 ③ 27 ① 28 ① 29 ② 30 ④

31 ④ 32 ④ 33 ④ 34 ⑤ 35 ①

36 ② 37 8 38 ② 39 ③ 40 ②

41 ④ 42 ⑤ 43 ② 44 ⑤ 45 16 

46 ② 47 ⑤ 48 ① 49 ④ 50 ③

51 ② 52 ⑤ 53 ④ 54 ③ 55 ②

56 ⑤ 57 ① 58 ① 59 ④ 60 ②

61 11 62 ⑤ 63 ⑤ 64 ② 65 ③

66 ④ 67 ① 68 89 69 ② 70 12

71 ④ 72 19 73 131 74 ⑤ 75 ④

76 ④ 77 ③ 78 ② 79 ① 80 ⑤

81 ③ 82 ⑤ 83 ⑤ 84 ⑤ 85 ②

86 ③ 87 ⑤ 88 ⑤ 89 ② 90 50

91 72 92 ③ 93 30 94 ③ 95 30

96 47 97 ① 98 ④ 99 ④ 100 ①

101 ① 102 ④ 103 ② 104 ① 105 ②

106 ③ 107 137 108 43 109 ① 110 ③

111 43

본문 34~63 쪽

01 
A'B=A'(A�` ;B)

이고, 두 사건 A와 A�` ;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A'B)=P(A)+P(A�` ;B)

따라서

P(A)=P(A'B)-P(A�` ;B)

=;4#;-;3@;=;1Á2;

 ①

02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확률의 연산(덧셈정리와 배반사건)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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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 27

확
률

Ⅱ

=;1¦0;

 ③

07 
P(A;BC)=P(A)-P(A;B)

=;3@;-;4!;=;1°2;

따라서 

P(AC'B)=P(A;BC)C

=1-P(A;BC)

=1-;1°2;

=;1¦2;

 ②

08 
두 사건 A와 B C이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A;B C=∅

즉, A,B이므로

B=A'(A C;B)

이때 두 사건 A와 A C;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B)=P(A)+P(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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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09 
P(A)=P(A;B)+P(A;BC)

=;8!;+;1£6;

=;1°6;

 ⑤

10 
P(A)=;3@;, P(A;B)=;4!;이므로

P(A;BC)=P(A)-P(A;B)

=;3@;-;4!;

=;1°2;

 ②

11 
P(A;BC)=P(A)-P(A;B)=;6!;,

P(AC;B)=P(B)-P(A;B)=;6!; 에서

P(A)=P(B)=P(A;B)+;6!;

P(A'B)=;3@;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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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A;B)+;6!;]-;3@;

=2P(A;B)+;3!;-;3@;

=2P(A;B)-;3!;

따라서 P(A;B)=;3!;

 ④

다른 풀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풀이

A'B=(A;BC)'(A;B)'(AC;B)이고 세 사건  

A;BC, A;B, AC;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A'B)=P(A;BC)+P(A;B)+P(AC;B)

P(A;BC)=P(AC;B)=;6!;, P(A'B)=;3@;이므로 

;3@;=;6!;+P(A;B)+;6!;

따라서 P(A;B)=;3!;

12 
a와 b가 모두 짝수이고 짝수의 개수가 3개이므로 a와 b가 모두 짝

수일 경우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Ú 선택된 수가 짝수 1개, 홀수 2개인 경우

 이 사건을 A라 하면 

	 P(A)=
£CÁ_¢Cª

¦C£

 =
3_6
35 =;3!5*; 

Û 선택된 수가 짝수 2개, 홀수 1개인 경우

 이 사건을 B라 하면 

 P(B)=
£Cª_¢CÁ

¦C£

 =
3_4
35 =;3!5@;

따라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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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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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7^;

 ⑤

13 
P(A'B)=P(A)+P(B)-P(A;B)에서 

1=P(A)+;3!;-;6!;

따라서

P(A�``)=1-P(A)

=;3!;-;6!;

=;6!;

 ④

다른 풀이  

P(A'B)=1이므로

P(A�``)  =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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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6!;

14 
P(A� )=;3@;이므로 

P(A)=1-;3@;=;3!;

A'B=A'(A� ;B)이고

A;(A� ;B)=∅이므로

P(A'B)=P(A)+P(A� ;B)

=;3!;+;4!;

=;1¦2;

 ②

15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P(A;B)=0

따라서 

P(A�` ;B) =P(B)-P(A;B)  

=P(B)

=;3@;

 ⑤

16 
P(B|A)=

P(A;B)
P(A)

=;4!;

이므로

P(A)=4P(A;B)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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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3!;

이므로

P(B)=3P(A;B)

즉, 

P(A)+P(B)=4P(A;B)+3P(A;B)

=7P(A;B)=;1¦0;

따라서 

P(A;B)=;1Á0;

 ④

17 
P(A'B)=P(A)+P(B)-P(A;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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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0;=;1£0;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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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1£0;

;5@;
=;4#;

 ⑤

18 
P(B|A)=

P(A;B)
P(A)

=
;5@;

;3@;
=;5#;

 ④

19 
P(B)=P(A;B)+P(AC;B)

=;3!;+;4!;=;1¦2;

확률의 연산(조건부확률, 곱셈정리, 사건의 독립)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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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 29

확
률

Ⅱ

23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2!;	P(B)

=;1£6;

따라서 P(B)=;1£6;_2=;8#;

따라서 P(B C)=1-P(B)=1-;8#;=;8%;

 ④

24 
P(B)=1-P(B�` )=1-;1£0;=;1¦0;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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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5!;=;1»0;

P(A�` ;B�` )=P((A'B)�` )=1-P(A'B)

=1-;1»0;=;1Á0;

따라서 

P(A�` |B�` )=
P(A�̀  ;B�̀  )

P(B�̀  )

=
;1Á0;

;1£0;
= 1

3

 ④

25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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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
P(A)P(B)

P(B)
=P(A)= ;3!;

에서 

P(AC)=1-P(A)

=1-;3!;=;3@;

 ①

26 
P(A'B)=;6%;에서

P(A'B)=P(A)+P(B)-P(A;B)이므로

P(A)+P(B)-P(A;B)=;6%; yy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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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
;3!;

;1¦2;
=;7$;

 ④

20 
P(A)=1-P(AC)

=1-;5@;=;5#;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5#;_;6!;=;1Á0;

따라서 

P(AC'BC)=P((A;B)C)=1-P(A;B) 

=1-;1Á0;=;1»0;
 ⑤

21 
P(A;B)=P(A)-P(A;B C)

=;1!6#;-;4!;

=;1»6;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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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1»6;

;1!6#;
=;1»3;

 ⑤

22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두 사건 A와 B�``도 서로 독립

이다.

P(A|B)=P(A)=;3!;

P(A;B�` )=P(A)P(B�` )=;1Á2;

따라서 ;3!; P(B�` )=;1Á2;에서 P(B�`	)=;4!;이므로

P(B)=1-P(B�`	)=1-;4!;=;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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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3@; P(B)=;6!;

따라서 P(B)=;4!;

 ②

30 
P(B�``)=;3!; 이므로 

P(B)=1-P(B�``)

=1-;3!;=;3@;

또, P(A|B)= P(A;B)
P(B)

=;2!; 에서

P(A;B)=;2!; P(B)

=;2!;_;3@;

=;3!;

이때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즉 P(A)P(B)=;3!;

 ④

31 
P(AC)=;4!;에서 

1-P(A)=;4!;

따라서 P(A)=;4#;

이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2!;에서 

P(A)P(B)=;2!;

그러므로 ;4#; P(B)=;2!;, 즉 P(B)=;3@;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두 사건 AC, B도 서로 독립이므로

P(B|AC)=P(B)

=;3@;

 ④

32 
P(A�̀ 	)=1-P(A)

=1-;1¦0;

=;1£0;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yy ㉡

㉠, ㉡에서 P(A)+P(B)-P(A)P(B)=;6%; 

이때 P(A)=;3@;이므로

;3@;+P(B)-;3@; P(B)=;6%;

;3!; P(B)=;6!;

따라서 P(B)=;2!;

 ③

27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  =P(A)P(B)   

=;9!; 

이때 P(A)=;3@;이므로

;3@;_P(B)=;9!;

따라서 P(B)=;6!;

 ①

28 
P(B)=

P(A;B)
P(A|B)

=
;1ª5;

;3@;
=;5!;

 ①

29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두 사건 A, BC도 서로 독립이

고 두 사건 AC, B도 서로 독립이다.

P(A;BC)+P(AC;B)=;3!;에서

P(A)P(BC)+P(AC)P(B)=;3!;

P(A){1-P(B)}+{1-P(A)}P(B)=;3!;

이때 P(A)=;6!; 을 대입하면

;6!;{1-P(B)}+;6%; P(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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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 31

확
률

Ⅱ

=;3!;

 ①

36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P(A)

이고 

P(A;B)=P(A)P(B)

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P(A|B)=P(B)이므로

P(A)=P(B)

따라서 

P(A;B)=P(A)P(A)

=;9!;

에서

P(A)=;3!;

 ②

37 
A={1, 3, 5}이므로 P(A)=;2!;

Ú   m=1일 때, B={1}이므로  

A;B={1},  P(B)=;6!;, P(A;B)=;6!;

   따라서 P(A;B)+P(A)P(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 아니다.

Û m=2일 때, B={1, 2}이므로

 A;B={1}, P(B)=;3!;

 따라서 P(A;B)=;6!;이므로

 P(A;B)=P(A)P(B)

 즉,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Ü   m=3일 때, B={1, 3}  

A;B={1, 3}, P(B)=;3!;, P(A;B)=;3!; 

   따라서 P(A;B)+P(A)P(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 아니다.

Ý   m=4일 때, B={1, 2, 4}  

A;B={1}, P(B)=;2!;, P(A;B)=;6!; 

   따라서 P(A;B)+P(A)P(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 아니다.

Þ   m=5일 때, B={1, 5}  

P(A�` ;B�` )=P((A'B)�` )

=1-P(A'B)

=1-;1»0;

=;1Á0;

따라서

P(B�` |A�` )=
P(A�` ;B�` )

P(A�` )

=
;1Á0;

;1£0;

=;3!;

 ④

33 
P(A)=P(A;B)+P(A;BC)

=;4!;+;3!;

=;1¦2;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4!;

따라서 P(B)=;4!;_ 1
P(A)

=;4!;_:Á7ª:=;7#;

 ④

34 
P(A|B)+P(B|A)=

P(A;B)
P(B)

+
P(A;B)

P(A)

=2P(A;B)+3P(A;B)

=5P(A;B)

=:Á7¼:\

따라서 P(A;B)=:Á7¼:_;5!;=;7@;

 ⑤

35 
P(B|A)=

P(A;B)
P(A)

=;6%;이므로

P(A;B)=;6%; P(A)

=;6%;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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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머니에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Cª_¢Cª
¦C¢ = £CÁ_¢Cª

¦C£

=
3_ 4_3

2_1
7_6_5
3_2_1  

=;3!5*;

  ③

40 
A, A, A, B, B, C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를 일

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6! 

3!2! =60과 

같다. 

양 끝 모두에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나열되는 사건을 A라 하자. 

양 끝 모두에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나열되는 경우는 양 끝 모두

에는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나오고 A, B, B, C가 적혀 있는 4장

의 카드가 A, A가 적혀 있는 2장의 카드 사이에 나열되는 경우이다.

이때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 =12와 같다. 

따라서 P(A)=;6!0@;=;5!;

  ②

41 
9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9!

문자 A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Pª=4_3=12

이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6장의 카드와 함께 일렬로 나열하는 경

우의 수는

7!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2_7!
9! =;6!;

  ④

42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은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뒷면이 4번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이다.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의 계산유형 3A;B={1, 5} P(B)=;3!;, P(A;B)=;3!; 

   따라서 P(A;B)+P(A)P(B)이므로 두 사건 A와 B는 서

로 독립이 아니다.

ß   m=6일 때, B={1, 2, 3, 6}  

A;B={1, 3}, P(B)=;3@; 

   따라서 P(A;B)=;3!;이므로

 P(A;B)=P(A)P(B)

 즉,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Ú~ß에서 모든 m의 값의 합은 

2+6=8

 8

38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를 a라 할 때  f(a)=0이 

되는 사건을 A라 하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

를 b라 할 때  f(b)=0이 되는 사건을 B라 하자.

이차방정식  f(x)=0의 해는 x=3 또는 x=4이므로 

P(A)=;6@;= ;3!; , P(B)=;6@;= ;3!; 

구하는 확률 P(A'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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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3!;_;3!;

= ;9!;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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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9%; 

따라서 (가), (나), (다)에 알맞은 수는 각각  ;3!; ,  ;9!; ,  ;9%; 이므로

m_n_k  =;3!;_;9!;_;9%;  

=;24%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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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률

Ⅱ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2!;}
4

=1-;1Á6;=;1!6%;

 ⑤

43 
a>b이고 a>c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a b c

2 1 1

3 1, 2 1, 2

4 1, 2, 3 1, 2, 3

5 1, 2, 3, 4 1, 2, 3, 4

6 1, 2, 3, 4, 5 1, 2, 3, 4, 5

즉,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1_1+2_2+3_3+4_4+5_5

=1+4+9+16+25

=55

한편,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Ü`=21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1°6;

  ②

44 
경찰관 9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C£= 9_8_7
3_2_1 =84

선택된 3명 모두 근무조 A에 속하는 경우의 수는

°C£=°Cª= 5_4
2_1 =10

선택된 3명 모두 근무조 B에 속하는 경우의 수는

¢C£=¢CÁ=4

따라서 선택된 3명 중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1명씩 선

택되는 경우의 수는

84-(10+4)=70

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8&4);=;6%;

 ⑤

45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는 

¤Cª=15

2개 모두 흰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ªCª=1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Á5;이므로 

p+q=15+1=16

 16

46 
세 수를 곱해서 4가 나오는 경우는 1, 1, 4 또는 1, 2, 2이므로

Ú 1, 1, 4인 경우의 확률

 3_{;6!;}3`=;7Á2;

Û 1, 2, 2인 경우의 확률

 3_{;6!;}3`=;7Á2;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7Á2;+;7Á2;=;3Á6;

  ②

47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인 사건을 A라 하면 

A�``은 모두 흰 공인 사건이다. 

따라서

P(A)=1-P(A�``)

=1- ¢C£
¦C£

=1-;3¢5;

=;3#5!;

  ⑤

48 
모든 경우의 수는 여섯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같으므

로 6! 

(A, a), (B, b), (C, c)

와 같이 각 부부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

각 묶음 내에서 부부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_2_2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_2_2_2
6! =;1Á5;

 ①

49 
7개의 구슬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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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는 경우의 수는

¦Cª= 7_6
2_1 =21

이때 꺼낸 구슬에 적힌 두 자연수가 서로소인 경우는

(2, 3), (2, 5), (2, 7), 

(3, 4), (3, 5), (3, 7), (3, 8), 

(4, 5), (4, 7), 

(5, 6), (5, 7), (5, 8), 

(6, 7), (7, 8)

의 14가지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1$;=;3@;

  ④

50 
7개 동아리의 발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7!

Ú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

   두 수학 동아리 A, B를 같은 것으로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경우

의 수는

 
7!
2!

 이 경우의 확률은

 

7!
2!
7!

=;2!;

Û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발표하는 

경우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발표할 2개의 과학 동아리를 택

하고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2_°Pª=40

 네 동아리를 하나로 묶어 전체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4!

 이 경우의 확률은

 
40_4!

7! =;2¢1;

Ü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고,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발표하는 경우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발표할 2개의 과학 동아리를 택

하고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Pª=20

 네 동아리를 하나로 묶어 전체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4!

 이 경우의 확률은

 
20_4!

7! =;2ª1;

Ú ~ Ü에서 구하는 확률은

;2!;+;2¢1;-;2ª1;=;4@2%;

 ③

51 
|a-3|+|b-3|=2인 사건을 A, a=b인 사건을 B라 하자.

Ú P(A)의 값을 구하면 

 |a-3|=0이고 |b-3|=2일 때, 순서쌍 (a, b)는

 (3, 1), (3, 5)

 |a-3|=1이고 |b-3|=1일 때,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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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2이고 |b-3|=0일 때, 순서쌍 (a, b)는

 (1, 3), (5, 3)

 그러므로 

 P(A)= 2+4+2
6_6 =;3¥6;

Û P(B)의 값을 구하면

 a=b일 확률이므로 

 P(B)= 6
6_6 =;3¤6;

Ü P(A;B)의 값을 구하면 

   Ú, Û에서 두 사건 A와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는 (2, 2), (4, 4)

 그러므로 

	 P(A;B)= 2
6_6

=;3ª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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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6;-;3ª6;

=;3!;

  ②

다른 풀이  

|a-3|+|b-3|=2인 사건을 A, a=b인 사건을 B라 하면 구

하는 확률은 P(A'B)이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a, b를 순서쌍 

(a, b)로 나타내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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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P(A)=;3¥6;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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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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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P(B)=;3¤6;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는

(2, 2), (4, 4)

이므로

P(A;B)=;3ª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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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6;-;3ª6;

=;3!;

52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은 1에서 A, B 모두 뽑히지 않을 확률을 

뺀 값이다.

8명의 회원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C°=¥C£= 8_7_6
3_2_1 =56

A, B가 모두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는 ¤C°=¤CÁ=6이므로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은 

1-;5¤6;=;5%6);=;2@8%;

 ⑤

53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_6=36

이차함수  f(x)=xÛ`-7x+10에서 

 f(x)=(x-2)(x-5)

 f(1)>0, f(6)>0,  f(2)=f(5)=0,  f(3)<0,  f(4)<0

이므로  f(a) f(b)<0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는

(1, 3), (1, 4), (3, 1), (4, 1), (6, 3), (6, 4), (3, 6), (4, 6)

의 8개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6;=;9@;

 ④

54 
주머니에서 임의로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Cª_¢CÁ=6_4=24

꺼낸 검은 공에 적힌 수가 꺼낸 흰 공 2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큰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흰 공에 적힌 두 수 검은 공에 적힌 수 

1, 2 5 또는 7 또는 9

1, 3 5 또는 7 또는 9

1, 4 7 또는 9

2, 3 7 또는 9

2, 4 7 또는 9

3, 4 9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4#;이다.

 ③

다른 풀이  조건부확률을 이용한 풀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일 확률은

¢Cª_¢CÁ
¥C£ = 24

56

꺼낸 검은 공에 적힌 수가 꺼낸 흰 공 2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큰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흰 공에 적힌 두 수 검은 공에 적힌 수 

1, 2 5 또는 7 또는 9

1, 3 5 또는 7 또는 9

1, 4 7 또는 9

2, 3 7 또는 9

2, 4 7 또는 9

3, 4 9

꺼낸 검은 공에 적힌 수가 꺼낸 흰 공 2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클 

확률은

3+3+2+2+2+1
¥C£ = 13

5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5!6#;

;5@6$;
=;2!4#;

55 
두 수 a, b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CÁ_¢CÁ=4_4=16

Ú a=1일 때, 

 1<;1B; <4, 즉 1<b<4이므로

 b는 존재하지 않는다.

Û a=3일 때, 

 1<;3B; <4, 즉 3<b<12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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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6, 8, 10

Ü a=5일 때, 

 1<;5B; <4, 즉 5<b<20이므로

 b=6, 8, 10

Ý a=7일 때, 

 1<;7B; <4, 즉 7<b<28이므로

 b=8, 10

Ú~Ý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수 a,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0+4+3+2=9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6;

  ②

56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ÁªC£이다. 

Ú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인 경우

   이 사건을 A라 하면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Á이고 이 각각에 대하여 이 숫자가 적혀 있는 카

드 3장 중 2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ª이다.

   이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선택

하는 경우의 수는 9이므로

 P(A)=
¢CÁ_£Cª_9

ÁªC£

=;5@5&;

Û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3장인 경우

   이 사건을 B라 하면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Á이므로

 P(B)=
¢CÁ
ÁªC£

=;5Á5;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P(A)+P(B)=;5@5&;+;5Á5;

=;5@5*;

 ⑤

57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임의로 일렬로 나열

하는 경우의 수는 1의 숫자가 적힌 공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Ú 1의 숫자가 적힌 공이 1개인 경우

 1, 2, 3, 4의 숫자가 적힌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24

Û 1의 숫자가 적힌 공이 2개인 경우

 2, 3, 4의 숫자가 적힌 공 중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Cª

   이 각각에 대하여 1이 적힌 공 2개와 2, 3, 4의 숫자가 적힌 공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

 이때 경우의 수는 

 £Cª_ 4!
2! =36

Ú, Û에서 4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4+36=60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힌 수를 a, b, c, d라 할 때, 

aÉbÉcÉd인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Ü 1이 적힌 공이 1개인 경우

   2, 3, 4가 적힌 공을 모두 뽑는 경우의 수이므로   

£C£=1

Ý 1이 적힌 공이 2개인 경우

   2, 3, 4가 적힌 공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이므로   

£Cª=3

Ü, Ý에서 aÉbÉcÉd인 경우의 수는

1+3=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6¢0;=;1Á5;

 ①

58 
a_b_c_d=12에서 

a_b_c_d=2Û`_3

이므로 a, b, c, d는 6, 2, 1, 1 또는 4, 3, 1, 1 또는 3, 2, 2, 1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4!
2! + 4!

2! + 4!
2!

6Ý`
=

12+12+12
6Ý`

=;3Á6;

  ①

59 
a<b-2Éc에서 a¾1이므로

1<b-2

3<b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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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b=4일 때,

 a<b-2Éc에서 a<2Éc이므로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1_5=5

Û b=5일 때, 

 a<b-2Éc에서 a<3Éc이므로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2_4=8

Ü b=6일 때, 

 a<b-2Éc에서 a<4Éc이므로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3_3=9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6_6_6=216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5+8+9
216 = 22

216

              = 11
108

 ④

60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5_14_13  yy ㉠

이때 세 부분집합이 A, B, C로 나열되었을 때, A,B,C를 만

족시켜야 하므로 그림과 같고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이고 B-A+∅이고 C-B+∅

그림에서 A, B-A, C-B를 각각 ㉠, ㉡, ㉢이라 하고 이 부분

에 들어갈 원소의 개수로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Ú ㉡: 1개, ㉢: 1개

   1, 2, 3, 4 중 ㉡과 ㉢에 들어갈 서로 다른 2개를 택하는 경우

의 수는 

 4_3 

   이 각각에 대하여 ㉠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1이고 ㉠

에 1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2이므로 경우의 수는 

 3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4_3_3

Û ㉡: 1개, ㉢: 2개

 1, 2, 3, 4 중 ㉡과 ㉢에 원소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4_£Cª=4_£CÁ=4_3

 나머지 원소 1개는 ㉠에 들어가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4_3_1=4_3

Ü ㉡: 2개, ㉢: 1개

  Û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경우의 수는 

 4_3

따라서 구하는 사건을 E라 하면 

P(E)= 4_3_3+4_3_2
15_14_13

= 4_3_5
15_14_13

= 2
7_13

= 2
91

 ②

61 
갑이 주머니 A에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고, 을이 주머니 B에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Cª_¢Cª= 4_3
2_1 _ 4_3

2_1

=36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

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Ú 갑과 을이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같을 때

   이때의 경우의 수는

   ¢Cª= 4_3
2_1 =6

Û   갑이 1과 4가 적힌 카드를 꺼내고 을은 2와 3이 적힌 카드를 꺼

내거나 갑이 2와 3이 적힌 카드를 꺼내고 을은 1과 4가 적힌 카

드를 꺼낼 때

   이때의 경우의 수는 2

Ú, Û에서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은 경우의 수는 6+2=8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3¥6;=;9@;

따라서 p=9, q=2이므로 

p+q=9+2=11

 11

62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큰 사건을 A라 하면

A�` 은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사건이므로

P(A�` )= 17
ÁªCª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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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x, y, z)=(6, 1, 2)인 경우는 공 12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9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색 공 6개, 파란색 공 1개, 노란색 공 2개

를 꺼내는 경우이므로 그 확률은

¤C¤_£CÁ_£Cª
ÁªC» = 1_3_3

220 = 9
220  

(x, y, z)=(6, 2, 1)인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x, y, z)=(6, 2, 2)인 경우는 9개의 공을 꺼낼 때까지 빨간색 

공 5개, 파란색 공 2개, 노란색 공 2개가 나오고,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그 확률은

¤C°_£Cª_£Cª
ÁªC» _;3!;= 6_3_3

220 _;3!;=;2Á2¥0;= 9
110

따라서 p=;22(0;, q=;11(0; 이므로 

p+q=;22(0;+;11(0;=;2ª2¦0;

  ②

65 
오각기둥의 10개의 꼭짓점 중 임의로 3개를 택하여 삼각형을 만드

는 경우의 수는

Á¼C£= 10_9_8
3_2_1

=120

Ú   면 ABCDE에서 1개, 면 FGHIJ에서 2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  

면 ABCDE에서 1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5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면 FGHIJ에서 삼각형의 어떤 변도 

오각기둥의 모서리가 되지 않도록 2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

의 수는 3이므로 곱의 법칙에 의하여   

5_3=15 

Û   면 FGHIJ에서 1개, 면 ABCDE에서 2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  

면 FGHIJ에서 1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5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면 ABCDE에서 삼각형의 어떤 변도 오

각기둥의 모서리가 되지 않도록 2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이므로 곱의 법칙에 의하여   

5_3=15 

Ú, Û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15+15=3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2¼0;=;4!;

 ③

따라서

P(A)=1-P(A�` )=1-;6!6&;=;6$6(;

  ⑤

63 
주어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인 경우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일 확률은 

 ;5@;   yy ㉠

  이때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6, 3, 1 또는 6, 2, 2 

 또는 5, 4, 1 또는 5, 3, 2 

 또는 4, 4, 2 또는 4, 3, 3

 이때의 확률은 

 {3!+ 3!
2!1! +3!+3!+ 3!

2!1! + 3!
2!1! }_{;6!;}3`

 =;8!;  yy ㉡

 ㉠과 ㉡에서 확률은 

 ;5@;_;8!;=;2Á0;

Û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인 경우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일 확률은 

 ;5#;  yy ㉢

  이때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6, 2, 1, 1 또는 5, 3, 1, 1 

 또는 5, 2, 2, 1 또는 4, 4, 1, 1

 또는 4, 3, 2, 1 또는 4, 2, 2, 2

 또는 3, 3, 3, 1 또는 3, 3, 2, 2

 이때의 확률은 

 { 4!
2!1!1! + 4!

2!1!1! + 4!
2!1!1! + 4!

2!2! +4!

  + 4!
3!1! + 4!

3!1! + 4!
2!2! }_{;6!;}4`

 =80_{;6!;}4` yy ㉣

 ㉢과 ㉣에서 확률은 

 ;5#;_80_{;6!;}4`=;2Á7;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2Á0;+;2Á7;=;5¢4¦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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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인 수

의 집합을 각각 A¼, AÁ, Aª라 하면

A¼={3, 6, 9}, AÁ={1, 4, 7, 10}, Aª={2, 5, 8}

이다. 

집합 X의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이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려면 집

합 X는 세 집합 A¼, AÁ, Aª 중 두 집합에서 각각 2개의 원소를 

택하여 이 네 수를 원소로 해야 한다.

Ú A¼, AÁ인 경우의 수는 £Cª_¢Cª=£CÁ_¢Cª=3_6=18

Û A¼, Aª인 경우의 수는 £Cª_£Cª=£CÁ_£CÁ=3_3=9

Ü AÁ, Aª인 경우의 수는 ¢Cª_£Cª=¢Cª_£CÁ=6_3=18

Ú ~ Ü에서 집합 X의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이 항상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의 수는

18+9+18=4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45
210 =

3
14

  ①

68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

여 9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H»=ÁÁC»=ÁÁCª

= 11_10
2_1

=55

이때 a<2 또는 b<2인 사건을 A라 하면 AC은 a¾2이고 b¾2

인 사건이다.

a=a'+2, b=b'+2로 놓으면

(a'+2)+(b'+2)+c=9에서 a'+b'+c=5

방정식 a'+b'+c=5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의 모

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

여 5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H°=¦C°=¦Cª

= 7_6
2_1

=21

P(AC)=;5@5!;

P(A)=1-P(AC)

=1-;5@5!;

=;5#5$;

따라서 p=55, q=34이므로

p+q=55+34=89

 89

66 
Aû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자리에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

여 있는 사건이므로

P(Aû)= k_7!
8 = k

8

이다.

Aµ;AÇ (m<n)은 m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 m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아닌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

고, m번째와 n번째 자리를 제외한 6개의 자리에 나머지 6장의 카

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므로

P(Aµ;AÇ)= m_(n-1)_6!
8!

= m(n-1)
56

이다.

한편, 두 사건 Aµ과 AÇ이 서로 독립이기 위해서는

P(Aµ;AÇ)=P(Aµ)P(AÇ)

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m(n-1)

56 = m
8 _ n

8 이므로

8(n-1)=7n, n=8

이때 m=1, 2, 3, y , 7

따라서 두 사건 Aµ과 AÇ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 n의 모

든 순서쌍 (m, n)은 

(1, 8), (2, 8), (3, 8), y , (7, 8)

이고, 그 개수는 7 이다.

(가)에 알맞은 식은 ;8K; 이므로

p=;8$;=;2!;

(나)에 알맞은 식은 
m(n-1)

56 이므로

q=
3(5-1)

56 =;1£4;

(다)에 알맞은 수는 7이므로

r=7

따라서 

p_q_r=;2!;_;1£4;_7=;4#;

  ④

67 
원소의 개수가 4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Á¼C¢= 10_9_8_7
4_3_2_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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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

조건 (가)에 의하여

4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있는 카드는 5, 6, 7이 적혀 있

는 3장의 카드 중 2장이다.

Ú   4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있는 카드가 6, 7이 적혀 있

는 카드인 경우

 6  4  7  일 때

 조건 (나)에 의하여

   5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있는 카드는 1, 2, 3이 적혀 

있는 3장의 카드 중 2장이고 이 2장의 카드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Cª_2! =£CÁ_2!  

=3_2=6

   이 각각에 대하여 4가 적혀 있는 카드와 양옆에 있는 카드를 1

장의 카드로 생각하고, 5가 적혀 있는 카드와 양옆에 있는 카드

를 1장의 카드로 생각하여 남은 1장의 카드와 함께 3장의 카드

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6

 따라서 6  4  7  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6_6=36

   마찬가지로 7  4  6  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36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36+36=72

Û   4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있는 카드가 5, 6이 적혀 있

는 카드인 경우

 5  4  6  일 때

 조건 (나)에 의하여 

   5가 적혀 있는 카드의 왼쪽 옆에 있는 카드는 1, 2, 3이 적혀 

있는 3장의 카드 중 1장이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3

   이 각각에 대하여 5가 적혀 있는 카드의 왼쪽 옆에 있는 카드와 

5가 적혀 있는 카드, 4가 적혀 있는 카드, 6이 적혀 있는 카드

를 1장의 카드로 생각하여 남은 3장의 카드와 함께 4장의 카드

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24

  따라서 5  4  6  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는

 3_24=72

   마찬가지로 6  4  5  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72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72+72=144

Ü   4가 적혀 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있는 카드가 5, 7이 적혀 있

는 카드인 경우

  Û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144

Ú ~ Ü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72+144+144=36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60
7! = 1

14

 ②

70 
7개의 공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사건을 A라 하면 A의 여사건은 7개

의 공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서

로 이웃하게 나열되는 사건이다.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이다.

4가 적혀 있는 흰 공과 4가 적혀 있는 검은 공을 하나의 공으로 생

각하여 6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이고, 이 각각

에 대하여 4가 적혀 있는 흰 공과 4가 적혀 있는 검은 공이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6!_2!이다. 

이때

P(AC)= 6!_2!
7!

=;7@;

이므로 

P(A)=1-P(AC)

=1-;7@;=;7%;

따라서 p=7, q=5이므로

p+q=7+5=12

 12

71 
집합 A={1, 2, 3, 4}에서 집합 B={1, 2, 3}으로의 모든 함수  f

의 개수는

3Ý`=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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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¾2인 함수의 개수는

2_3Ü`=54

치역이 B인 함수  f의 개수는 정의역을 원소의 개수가 2, 1, 1인 

세 개의 집합으로 나눈 후 집합 B에 일대일대응시키면 되므로

¢Cª_ªCÁ_ÁCÁ_ 1
2! _3!=36

한편  f(1)=2이고 치역이 B인 함수  f의 개수는 다음 두 가지 경

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Ú a+1인 모든 a에 대하여  f(a)=2인 a가 존재하는 경우

 3!=6

Û a+1인 모든 a에 대하여

  f(a)+2인 경우

 £Cª_2!=£CÁ_2!=6

따라서  f(1)=2이고 치역이 B인 함수  f의 개수는

6+6=12

또,  f(1)=3이고 치역이 B인 함수  f의 개수도 12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54+36-(12+12)
81 = 22

27

 ④

72 
방정식 x+y+z=10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

든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HÁ¼=£*Á¼ÐÁCÁ¼

=ÁªCª

= 12_11
2_1

=66

(x-y)(y-z)(z-x)+0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 하면 

(x-y)(y-z)(z-x)=0을 만족시키는 사건은 AC 이다.

이 중에서 (x-y)(y-z)(z-x)=0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x, y, 

z 중에서 오직 두 개만 서로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x=y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x, y, z)는

(0, 0, 10), (1, 1, 8), y, (5, 5, 0)의 6개이므로 

(x-y)(y-z)(z-x)=0을 만족시키는 x, y, z의 모든 순서쌍 

(x, y, z)의 개수는

£Cª_6=3_6=18

따라서 (x-y)(y-z)(z-x)=0을 만족시킬 확률은

P(AC )=;;6!6*;

=;1£1;

(x-y)(y-z)(z-x)+0을 만족시킬 확률은

P(A)=1-P(AC )

=1-;1£1;

=;1¥1;

따라서 p=11, q=8이므로 p+q=11+8=19

 19

73 
처음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카드를 A, B,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

은 카드를 C, D, E라 하자.

Ú   스티커가 3개 붙어 있는 카드가 2장일 경우   

첫 번째 시행에서 A, B를 모두 꺼내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A, 

B를 모두 꺼내야 하므로 그 확률은

   
ªCª
°Cª _

ªCª
°Cª = 1

100

Û   스티커가 3개 붙어 있는 카드가 1장일 경우

 ①   첫 번째 시행에서 A, B를 모두 꺼내는 경우   

두 번째 시행에서 A, B 중에서 1장, C, D, E 중에서 1장을 

꺼내야 한다.  

이 경우의 확률은

  
ªCª
°Cª _

ªCÁ_£CÁ
°Cª = 6

100

 ②   첫 번째 시행에서 A, B 중에서 1장, C, D, E 중에서 1장을 

꺼내는 경우  

첫 번째 시행에서 A, B 중에서 꺼낸 카드를 X, 꺼내지 않

은 카드를 Y라 하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X를 반드시 꺼내

고 나머지 1장을 Y, C, D, E	중에서 꺼내야 한다.  

이 경우의 확률은

  
ªCÁ_£CÁ

°Cª _
ÁCÁ_¢CÁ

°Cª = 24
100

  따라서 스티커가 3개 붙어 있는 카드가 1장일 경우의 확률은 

  ;10^0;+;1ª0¢0;=;1£0¼0;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10!0;+;1£0¼0;=;1£0Á0;

따라서 p=100, q=31이므로 

p+q =100+31  

=131

 131

74 
모든 순서쌍 (aÁ, aª, bÁ, bª)의 개수는

¤Cª_¤Cª=15_15

이때 A;B=∅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aª<bÁ 또는 bª<a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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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B=∅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Á, aª, bÁ, bª)의 개수

는 다음과 같다.

Ú aª<bÁ일 때

 aª=2이면 

 ÁCÁ_¢Cª=1_6=6

 aª=3이면 

 ªCÁ_£Cª=2_3=6

 aª=4이면 

 £CÁ_ªCª=3_1=3

 즉, 이 경우의 수는 6+6+3=15

Û bª<aÁ일 때

  Ú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의 수도 15이다.

따라서 A;B=∅일 확률은

15+15
15_15 =;1ª5;

이므로 여사건의 확률에 의하여 

A;B+∅일 확률은

1-;1ª5;=;1!5#;

 ⑤

다른 풀이  

모든 순서쌍 (aÁ, aª, bÁ, bª)의 개수는

¤Cª_¤Cª=15_15

이때 A;B=∅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aª<bÁ 또는 bª<aÁ이다.

따라서 A;B=∅을 만족시키려면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뽑고, 그 카드에 적힌 4개의 수를 크기순으로 작은 

수부터 xÁ, xª, x£, x¢라 할 때, 

aÁ=xÁ, aª=xª, bÁ=x£, bª=x¢

또는 

bÁ=xÁ, bª=xª, aÁ=x£, aª=x¢

로 정하면 된다.

따라서 A;B=∅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Á, aª, bÁ, bª)의 개수

는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의 2배와 같으므로 

2_¤C¢ =2_¤Cª  

=2_15

따라서 A;B=∅일 확률은

2_15
15_15 =;1ª5;

이므로 여사건의 확률에 의하여 A;B+∅일 확률은

1-;1ª5;=;1!5#;

75 
주머니 A에서 공을 꺼내는 사건을 X,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Y라 하자.

P(X)= 1
2 이므로 P(X;Y)= 1

2 _ 21
50 = 21

100

P(Y)=P(X;Y)+P(X�`;Y)

= 1
2 _ 21

50 + 1
2 _ 14

50 = 35
10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X|Y)= P(X;Y)
P(Y)

=
;1ª0Á0;

;1£0°0;
=;3@5!;=;5#;

 ④

76 
9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A 대학의 탐방을 희

망한 학생일 사건을 A, 3반 여학생일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

률은 P(B|A)이다.

따라서 P(A)=;9%0);, P(A;B)=;9!0!;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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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9!0!;

;9%0);
=;5!0!;

 ④

다른 풀이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풀이

A 대학의 탐방을 희망한 학생 수는 50명이고 이 학생 중 3반 여학

생은 11명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5!0!; 이다.

77 
ab가 6의 배수인 사건을 E, a+b=7인 사건을 F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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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b=3인 경우 ab가 6의 배수가 되는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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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a, b 중 하나가 3인 경우의 수는 3_2=6

b=6인 경우 ab가 6의 배수가 되는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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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확률의 활용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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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a, b 중 적어도 하나가 6인 경우의 수는 

5_2-1=9

즉, P(E)= 6+9
36 =;1°2;

이때 a+b=7인 경우는 (3, 4), (4, 3), (1, 6), (6, 1)이므로 

P(E;F)=;3¢6;

=;9!;

따라서 P(F|E)=
P(E;F)

P(E)
=

;9!;

;1°2;
=;1¢5;

 ③

78 
학생 20명 중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남학생일 사건을 A,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일 사건을 B라 하자.

학생 20명 중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과

목 B를 선택했을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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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2¦0;

;2!0);
=;1¶¦0;

 ②

오답 피하기   확률을 ;2¦0;로 구하지 않도록 한다. 

조건부확률은 남학생이 새로운 근원사건이 되어 

(과목 B를 선택한 남학생의 수)
(남학생의 수)

= 7
10 이 구하는 확률이기 때문

이다.

79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생태연

구를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A, 여학생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P(A)=;2!0!0);=;2!0!;

P(A;B)=;2°0¼0;=;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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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4!;

;2!0!;
=;1°1;

 ①

80 
A,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른 사건을 X, A, B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인 사건을 Y라 하자. 

P(X)=
°CÁ_¢CÁ
°CÁ_°CÁ =;5$;

P(X;Y)=
ªCÁ_ÁCÁ
°CÁ_°CÁ

=;2ª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Y|X)=
P(X;Y)

P(X)

=
;2ª5;

;5$;
=;1Á0;

 ⑤

81 
체험 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과 여학생 70명이므로 

체험 학습 B를 선택한 학생 중 남학생의 수를 a, 여학생의 수를 b

라 하고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명)

남자 여자 합계

체험 학습 A 90 70 160

체험 학습 B a b a+b

합계   360

이때 a+b=360-160=200 yy ㉠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1명의 학생이 체험 학습 B를 선택

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5@; 이므로 체험 학습 B

를 선택할 사건을 A, 남학생일 사건을 B라 하면 

P(B|A)=
n(A;B)

n(A)
= a

a+b =;5@; 이므로 

5a=2a+2b에서  

a=;3@; b yy ㉡

㉡을 ㉠에 대입하면 

;3@; b+b=200에서 ;3%; b=200이므로 

b=120

따라서 이 학교의 여학생의 수는 

70+b=70+120=190

 ③

82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지역 A를 희망한 학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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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8#0@;=;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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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
;5@;

;2»0;

=;9*;

 ⑤

85 
사건 X가 일어날 확률 P(X)는

Ú ㉡을 지나는 경우

 표에 의하여 확률은 ;3!;

Û ㉣을 지나는 경우

 ㉣을 지나기 위해서는 ㉠을 지나야 하므로

 표에 의하여 확률은 ;3!;_;2!;=;6!;

Ü ㉤을 지나는 경우

Û와 같은 방법으로 ;6!;

Ú~Ü에서

P(X)=;3!;+;6!;+;6!;=;3@;

두 사건 X,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X;Y)의 값은

P(X;Y)=;6!;+;6!;=;3!;

따라서 P(Y|X) =
P(X;Y)

P(X)
=

;3!;

;3@;
=;2!;

 ②

86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

건을 A,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사건을 B라 하면 구

하는 확률은 P(B|A)이다.

P(A)=;6%;_;6%;=;3@6%;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 하자. 

사건 A;B를 순서쌍 (a, b)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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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B)=;3¤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사건을 A,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지역 B를 희망

한 학생일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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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5!0$0);

;5!0*0);

=;9&&; 

 ⑤

다른 풀이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풀이

지역 A를 희망한 학생 180명 중에서 지역 B를 희망한 학생은 140

명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1!8$0);=;9&;

83 
갑이 꺼낸 흰 공의 개수가 을이 꺼낸 흰 공의 개수보다 많은 사건

을 A, 을이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인 사건을 B라 하자.

갑이 꺼낸 흰 공의 개수가 을이 꺼낸 흰 공의 개수보다 많으려면 갑

이 꺼낸 흰 공이 2개이고 을이 꺼낸 흰 공이 1개이거나 갑이 꺼낸 흰 

공이 2개이고 을이 꺼낸 흰 공이 없어야 한다.

P(A)=
£Cª
°Cª _

ÁCÁ_ªCÁ
£Cª +

£Cª
°Cª _

ªCª
£Cª

=;1£0;

P(A;B)=
£Cª
°Cª _

ªCª
£Cª

=;1Á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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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1Á0;

;1£0;

=;3!;

 ⑤

84 
선택한 1장이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사진인 사건을 E, 선택한  

1장이 고양이 사진인 사건을 F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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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이다.

P(E)=;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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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률

Ⅱ

=
;1°4;

;2!;
=;7%;

  ⑤

89 
전체 학생이 40+60=100(명)이므로 축구를 선택한 학생은  

100_0.7=70(명), 야구를 선택한 학생은 100_0.3=30(명)이다.

이 학교 전체 학생을 여학생과 남학생, 축구를 선택한 학생과 야구

를 선택한 학생으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명)

축구 야구 합계

여학생 a b 40

남학생 c d 60

합계 70 30 100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1명이 여학생인 사건을 A라 하면 

남학생인 사건은 AC이고, 축구를 선택한 학생인 사건을 B라 하면 

야구를 선택한 학생인 사건은 B C이다.

임의로 뽑은 1명이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일 확률이 ;5@;이므로

P(B;AC)= c
100 = 2

5 에서 

c=40

a+c=70에서 

a=70-40=30

c+d=60에서 

d=60-40=20

a+b=40에서 

b=40-30=10

따라서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1명이 야구를 선택한 학생

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P(A|B C)=
P(A;B 

C)
P(BC)

=
;1Á0¼0;

;1£0¼0;
=;3!;

 ②

90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큰 사

건을 E,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큰 사건을 F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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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이다.

갑, 을, 병이 한 장씩 카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6_3_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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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3¤6;

;3@6%;

=;2¤5;

 ③ 

87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공이 검은색일 사건을 A, 공에 적혀 있는  

수가 짝수일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P(A)=;1»4;, P(A;B)=;1¢4;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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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1¢4;

;1»4;

=;9$;

 ⑤

다른 풀이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풀이

검은색 공 9개 중에서 짝수가 적혀 있는 검은색 공은 4개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9$;이다.

88 
모든 경우의 수는 ¥C£= 8_7_6

3_2_1 =56

a+b+c가 짝수인 사건을 A, a가 홀수인 사건을 B라 하면 사건 

A는 세 수 a, b, c가 모두 짝수이거나 하나만 짝수인 사건이다. 

세 수 a, b, c가 모두 짝수인 경우의 수는 ¢C£=¢CÁ=4, 하나만 짝

수인 경우의 수는 ¢CÁ_¢Cª=4_6=24이므로

P(A)= 4+24
56 =;2!;

사건 A;B는 a+b+c가 짝수이면서 a가 1, 3, 5 중 하나인 사건

이다. 

a=1인 경우의 수는 £CÁ_¢CÁ=3_4=12 

a=3인 경우의 수는 ªCÁ_£CÁ=2_3=6 

a=5인 경우의 수는 ÁCÁ_ªCÁ=1_2=2 

P(A;B)= 12+6+2
56

=;1°4;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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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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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각각 a, b, c라 하자.

aÉb인 경우를 순서쌍 (a, b)로 나타내면 (1, 1), (1, 2), (1, 3), 

(2, 2), (2, 3), (3, 3)으로 그 개수는 6이다.

따라서 aÉb인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6_3=18

그러므로

P(E)=1-P(E�̀  )

=1-;5!4*;=1-;3!;=;3@;

한편, a>b+c인 경우는

a=3, b=1일 때 c=1

a=4, b=1일 때 c=1, 2

a=4, b=2일 때 c=1

a=5, b=1일 때 c=1, 2, 3

a=5, b=2일 때 c=1, 2

a=5, b=3일 때 c=1

a=6, b=1일 때 c=1, 2, 3

a=6, b=2일 때 c=1, 2, 3

a=6, b=3일 때 c=1, 2

따라서 a>b+c인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1+2+1+3+2+1+3+3+2=18이므로

P(E;F)=;5!4*;=;3!;

따라서 k=P(F|E)=
P(E;F)

P(E)
=

;3!;

;3@;
=;2!;이므로

100k=100_;2!;=50

 50

91 
도서관 이용자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명이 남성일 사건을 A, 

20대인 사건을 B, 30대인 사건을 C라 하자.

도서관 이용자 300명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이므

로 그 수는 300_0.12=36(명)이다.

따라서 (60-a)+b=36이므로

a-b=24 yy`㉠

또한 P(B|A)=P(C|A�̀   )이므로

P(A;B)
P(A)

=
P(A�̀  ;C)

P(A� )
a

300

;3@0)0);
=

;30B0;

1-;3@0)0);

a
200 = b

100

a=2b yy`㉡

㉠, ㉡에서 a=48, b=24이므로 

a+b  =48+24  

=72

 72

92 
학생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의 좌석을 배정받는 사건을 T, 학생 

C와 D가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열의 좌석을 배정받는 사건을 U라 

하자. 

P(T)=
2_(2_3_3!)

5!

=;5#;

두 학생 A, B가 서로 다른 구역의 좌석을 배정받을 때, 두 학생 C, 

D가 (나) 구역의 2열의 좌석을 배정받아야 하므로

P(U;T)=
2_(2_1_2!)

5!

=;1Á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U|T)=
P(U;T)

P(T)
=

;1Á5;

;5#;
=;9!;

 ③

93 
두 상자에서 같은 색의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E, 두 상자에서 모

두 흰색의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F라 하자.

이때 사건 E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 상자에서 모두 흰 구슬이 나오

거나 모두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P(E)=
a(100-2a)
100_100 +

2a(100-a)
100_100

= 300a-4aÛ`
100_100

P(E;F)=
a(100-2a)
100_100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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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

a(100-2a)
100_100
300a-4aÛ`
100_100

=
a(100-2a)
300a-4aÛ`

=;9@;

9a(100-2a)=600a-8aÛ`

10aÛ`-30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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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률

Ⅱ

aÛ`-30a=0

a(a-30)=0

이때 a가 자연수이므로 

a=30

 30

94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사건을 A,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B|A)이다.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C¢= 8_7_6_5
4_3_2_1 =70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수가 같은 것이 3만 있는 경우, 

수가 같은 것이 4만 있는 경우, 3, 4가 적힌 흰 공과 3, 4가 적힌 

검은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므로

P(A)=
¤Cª-1

¥C¢ +
¤Cª-1

¥C¢ + 1
¥C¢

=;7!0$;+;7!0$;+;7Á0;

=;7@0(;

한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수가 같은 것

이 3만 있고 검은 공이 2개인 경우, 수가 같은 것이 4만 있고 검은 

공이 2개인 경우, 3, 4가 적힌 흰 공과 3, 4가 적힌 검은 공을 동시

에 꺼내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므로

P(A;B)=
£CÁ_£CÁ-1

¥C¢ +
£CÁ_£CÁ-1

¥C¢ + 1
¥C¢

=;7¥0;+;7¥0;+;7Á0;

=;7!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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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7!0&;

;7@0(;

=;2!9&;

 ③

95 
여성 직원의 수를 n이라 하면 B 부서에 속해 있는 여성 직원의 수

는 0.6n이므로 직원 60명을 두 개의 부서 A, B와 남자, 여자로 나

누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명)

A 부서 B 부서

남자 10 40-0.6n

여자 10 0.6n

n=10+0.6n에서 n=25

임의로 선택한 직원이 B 부서에 속해 있을 사건을 E, 여성 직원인 

사건을 F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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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

0.6n
60

;6$0);

=
;6!0%;

;6$0);

=;4!0%;

=;8#;

따라서 p=;8#; 이므로 

80p=80_;8#;=30

 30

96 
점심에 한식을 선택하는 사건을 A, 저녁에 양식을 선택하는 사건

을 B라 하면 

P(A)=;5#;, P(B|A�`	)=;4!;

P(B�`	|A)=;1£0;이므로 

P(B|A)=1-;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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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
P(A)P(B|A)

P(A)P(B|A)+P(A�̀ 	)P(B|A�̀ 	)

=
;5#;_;1¦0;

;5#;_;1¦0;+;5@;_;4!;

=;2@6!;

따라서 p=26, q=21이므로 p+q=26+21=4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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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Ú   7개의 수의 합이 19인 경우  

두 동전을 각각 던졌을 때 나온 수의 합을 각각 a, b라 하면 7

개의 수의 합이 19인 경우를 순서쌍 (a, b)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16), (4, 15), (5, 14), (6, 13)  

이때의 확률은

£C£{;2!;}Ü`_¢C¼{;2!;}Ý`+£Cª{;2!;}Ü`_¢CÁ{;2!;}Ý`

 +£CÁ{;2!;} Ü`_¢Cª{;2!;}Ý`+£C¼{;2!;}Ü`_¢CÁ{;2!;}Ý`

={;2!;}à`+12_{;2!;}à`+18_{;2!;} à`+4_{;2!;}à`

=;1£2°8;

Û   7개의 수의 합이 20인 경우  

두 동전을 각각 던졌을 때 나온 수의 합을 각각 a, b라 하면 7

개의 수의 합이 20인 경우를 순서쌍 (a, b)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16), (5, 15), (6, 14)  

이때의 확률은

£Cª{;2!;}Ǜ _¢C¼{;2!;}Ý̀ +£CÁ{;2!;}Ǜ _¢CÁ{;2!;}Ý̀ +£C¼{;2!;}Ǜ _¢Cª{;2!;}Ý̀

=3_{;2!;}à`+12_{;2!;} à`+6_{;2!;}à`

=;1ª2Á8;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1£2°8;+;1ª2Á8;=;1¦6;

 ①

102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 때, 얻은 점수의 

합이 6 이하가 되려면 X=0 또는 X=1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C¼{;2!;}Þ`+°CÁ{;2!;}Þ`=;3Á2;+;3°2;

=;1£6;

 ④

103 
상자를 던져서 2가 나올 확률은  ;4!; 이고, 2가 아닌 숫자가 나올 확

률은   ;4#; 이다.

이 상자를 3번 던지는 시행이므로 0ÉmÉ3, 0ÉnÉ3이고  

m+n=3, 즉 n=3-m이므로 

97 
한 개의 주사위를 1번 던져서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6!; 이다. 

따라서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4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은 

£CÁ {;6!;}Ú`{;6%;} Û`=;2!;_;3@6%;

=;7@2%;

 ①

98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서 앞면이 2번 이상 나오는 사건을 A라 하면 

A�` 은 앞면이 0번 또는 1번 나오는 사건이므로 그 확률은

P(A�` )=¤C¼{;2!;} â`{;2!;}ß`+¤CÁ{;2!;}Ú`{;2!;} Þ`=;6¦4;

따라서 P(A)=1-P(A�` )=1-;6¦4;=;6%4&;

 ④

99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모두 

n (n=1, 2, 3, 4, 5, 6)일 확률은 

;6!;_¤CÇ{;2!;}
n

{;2!;}
6-n

= 1
6_2ß`

_¤CÇ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N6+!{ 1
6_2ß`

_¤CÇ}

= 1
6_2ß`

_(2ß`-1)=;1ª2Á8;

  ④

100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

수의 곱이 6인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각각 2회, 3회 나오거나 3회, 2

회 나오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Cª {;2!;} Û`{;2!;}Ü`+°C£ {;2!;}Ü`{;2!;}Û`  =;3!2);+;3!2);  

=;8%; 

 ①

101 
동전 A를 세 번 던져 나온 3개의 수의 합은 3, 4, 5, 6 중 하나이고, 

동전 B를 네 번 던져 나온 4개의 수의 합은 12, 13, 14, 15, 16 중 

독립시행의 확률유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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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률

Ⅱ

m-n=m-(3-m)=2m-3

0ÉmÉ3에서

|2m-3|=3 또는 |2m-3|=1

즉, |m-n|=3 또는 |m-n|=1

그런데 i |m-n|=-i이므로

|m-n|=3

따라서 m=3, n=0 또는 m=0, n=3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C£ {;4!;}Ü`{;4#;}â`+£C¼ {;4!;}â`{;4#;}Ü`=;6Á4;+;6@4&;

=;6@4*;

=;1¦6;

 ②

104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사건을 A, 

동전을 4번 던지는 사건을 B라 하자.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P(A)=;3¤6;_¢Cª{;2!;}
2

 {;2!;}
2

+;3#6)';_ªCÁ{;2!;}Ú̀ {;2!;}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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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
48 =;4@8#;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B)=;3¤6;_¢Cª{;2!;}
2
 {;2!;}

2

=;1Á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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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1Á6;

;4@8#;
= 3

23

  ①

105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5번씩 던진 후, A는 1의 눈이 2번, B는 

1의 눈이 1번 나왔고, C가 주사위를 3번째 던졌을 때 처음으로 1

의 눈이 나왔으므로 A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C가 주사위를 4번

째, 5번째 던졌을 때 모두 1이 아닌 눈이 나와야 한다.

주사위를 1번 던질 때, 1이 아닌 눈이 나올 확률은  ;6%; 이므로 A가 

승자가 될 확률은 

 ;6%;_;6%;=;3@6%;

또, C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C가 주사위를 4번째, 5번째 던졌을 

때 모두 1의 눈이 나와야 하므로 C가 승자가 될 확률은 

;6!;_;6!;=;3Á6;

따라서 A 또는 C가 승자가 될 확률은

;3@6%;+;3Á6;=;3@6^;

=;1!8#;

  ②

106 
6번째 시행 후 상자 B에 8개의 공이 들어 있으려면 동전의 앞면이 

뒷면보다 2번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즉, 동전의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와야 한다.

상자 B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되

어야 하므로 5번째 시행 후에는 7이어야 하고 4번째 시행 후에는 

6이어야 한다.

4번째 시행까지 동전의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와야 하고, 이 

중에서 상자 B에 공이 8개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동전의 앞면을 , 뒷면을 ×로 나타내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

는 경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  ×  

 × ×   

×   ×  

×  ×   

× ×    

5가지 경우 모두 4번째 시행까지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오므

로 각각의 확률은

{;2!;}Ý`{;2!;}Û`={;2!;}ß`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5_{;2!;}ß`=;6°4;

  ③

107 
a-b=3이므로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a=5이고 b=2일 때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5번 나오고, 동전을 4번 던

질 때 앞면이 2번 나와야 하므로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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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5

{;2!;}
0

_¢Cª{;2!;}
2

{;2!;}
2

 

= 1
2Þ`

_ 3
2Ü`

 

= 3
2¡`

Û a=4이고 b=1일 때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4번 나오고, 동전을 4번 던

질 때 앞면이 1번 나와야 하므로 확률은

 °C¢{;2!;}
4

{;2!;}
1

_¢CÁ{;2!;}
1

{;2!;}
3

 

= 5
2Þ`

_ 1
2Û`

 

= 5
2à`

Ü a=3이고 b=0일 때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3번 나오고, 동전을 4번 던

질 때 앞면이 0번 나와야 하므로 확률은

 °C£{;2!;}
3

{;2!;}
2

_¢C¼{;2!;}
0

{;2!;}
4

 

= 5
2Ý`

_ 1
2Ý`

 

= 5
2¡`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3
2¡`

+ 5
2à`

+ 5
2¡`

= 18
2¡`

= 9
2à`

=;12(8;

이므로

p+q=128+9=137

  137

108 
한 개의 동전을 1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 이고, 한 개

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

보다 클 때는 앞면이 4, 5, 6회 나올 때이다.

Ú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4회, 뒷면이 2회 나올 확

률은 

 ¤C¢{;2!;}Ý ̀{;2!;}Û ̀=¤Cª{;2!;}ß ̀

Û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5회, 뒷면이 1회 나올 확

률은

 ¤C°{;2!;}Þ`{;2!;}Ú`=¤CÁ{;2!;}ß`

Ü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6회, 뒷면이 0회 나올 확

률은

 ¤C¤{;2!;}ß ̀{;2!;}â ̀=¤C¼{;2!;}ß ̀

Ú~Ü에서 구하는 확률은 

¤Cª{;2!;}ß ̀+¤CÁ{;2!;}ß ̀+¤C¼{;2!;}ß ̀=(¤Cª+¤CÁ+¤C¼)_{;2!;} ß ̀ 

=(15+6+1)_{;2!;}ß ̀

=;6@4@;

=;3!2!;

이므로 p+q=32+11=43

 43

109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내기로 하자.

Ú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

 H 3개와 T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C£		= 7_6_5
3_2_1   

=35 

 H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C£=°Cª

 = 5_4
2_1

 =10

 즉, 조건 (나)를 만족시킬 확률은 

 (35-10)_{;2!;}
7

Û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

 H 4개와 T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C¢=¦C£

 = 7_6_5
3_2_1

 =35

 H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1

 즉, 조건 (나)를 만족시킬 확률은 

 (35-1)_{;2!;}
7

Ü 앞면이 5번 이상 나오는 경우

 조건 (나)를 항상 만족시키므로 이 경우의 확률은

 (¦C°+¦C¤+¦C¦)_{;2!;}
7

Ú ~ Ü에서 구하는 확률은 

(25+34+29)_{;2!;}
7
=;1¥2¥8;

=;1!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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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경우는

Ú   점 A가 (0, 2)에 있을 때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

Û 점 A가 (1, 2)에 있을 때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

Ü 점 A가 (2, 2)에 있을 때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다.

이때 점 A의 x좌표가 1인 경우는 Û의 경우이다.

Ú의 경우의 확률은 

ªCª{;2!;}
2

_;2!;=;8!;

Û의 경우의 확률은 

£Cª{;2!;}
3

_;2!;=;1£6;

Ü의 경우의 확률은 

¢Cª{;2!;}
4

_;2!;=;1£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6;

;8!;+;1£6;+;1£6;
=

;1£6;

;2!;

=;8#;

 ③

111 
a=6이고 0ÉbÉ6이므로 a+b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b=0, 3, 6

구하는 확률은 

¤C¤{;2!;}
6
 {;2!;}

0

+¤C£{;2!;}
3
 {;2!;}

3
 +¤C¼{;2!;}

0
 {;2!;}

6
 

=;6Á4;+;6@4);+;6Á4;

=;3!2!;

따라서 p=32, q=11이므로

p+q  =32+11  

=43

 43

01 43 02 22 03 46 04 15 05 48

06 587 07 135

고난도 문제 본문 64~65 쪽1등급

01  
정답률 27.9%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조건부확률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

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

의 조건부확률이라 하고, 기호로 P(B|A)와 같이 나타낸다. 사건 A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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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단, P(A)>0)

풀이 전략  조건부확률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2m¾n인 사건의 확률을 구한다.

2m¾n인 사건을 A, 흰 공의 개수가 2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

는 확률은 P(B|A)이다.

2m¾n인 경우는 m=1 또는 m=2 또는 m=3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m=1, n=2인 경우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꺼낸 경우이므로 이 경우의 확률은

 
£CÁ_¢Cª

¦C£ =
3_ 4_3

2_1
7_6_5
3_2_1  

 =;3!5*;

Û m=2, n=1인 경우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꺼낸 경우이므로 이 경우의 확률은

 
£Cª_¢CÁ

¦C£ = 3_4
7_6_5
3_2_1

 =;3!5@;

Ü m=3, n=0인 경우

 흰 공 3개를 꺼낸 경우이므로 이 경우의 확률은

 
£C£
¦C£ =;3Á5;

Ú~Ü에서 확률의 덧셈정리에 의하여

P(A)=;3!5*;+;3!5@;+;3Á5;

=;3#5!;

[STEP 2]  2m¾n일 때, m=2일 조건부확률을 구한다.

주의

표본공간이 어떤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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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3!5@;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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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3!5@;

;3#5!;
=;3!1@;

[STEP 3]  p+q의 값을 구한다.

따라서 p=31, q=12이므로 

p+q=43

  43

조건부확률은 표본공간이 전체가 아닌 특정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이 문제는 2m¾n인 사건이 표본공간이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해.

수능이 보이는 강의

02  
정답률 22.5%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수학적 확률

표본공간 S에서 각각의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P(A)=
n(A)
n(S) =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풀이 전략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m>n이기 위한 조건을 파악한다.

aû (1ÉkÉ6)을 순서쌍

(aÁ, aª, a£, a¢, a°, a¤)

으로 나타내면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6!
2!2!2! =90

이때 m>n이기 위해서는

aÁ>a¢ 또는 aÁ=a¢, aª>a°	

이어야 한다. 

[STEP 2]  m>n이기 위한 경우의 수를 구한다.

Ú aÁ>a¢인 순서쌍은

 (2, aª, a£, 1, a°, a¤) 또는 (3, aª, a£, 1, a°, a¤) 또는 

 (3, aª, a£, 2, a°, a¤)이므로 그 개수는

 3_ 4!
2! =36 

Û aÁ=a¢, aª>a°인 순서쌍은

 (1, 3, a£, 1, 2, a¤) 또는 (2, 3, a£, 2, 1, a¤) 또는  

m=2이고 2m¾n일 때, 즉 m=2, n=1일 확률

2m¾n일 때, m=2일 조건부확률

함정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2개씩 있어.

백의 자리의 수가 크거나 백의 자리의 수가 같은 경우 
십의 자리의 수가 커야 해.

 (3, 2, a£, 3, 1, a¤)이므로 그 개수는

 3_2!=6

[STEP 3]  확률을 구한다.

Ú, Û 에서 구하는 확률은

36+6
90 =;1¦5;

따라서 p=15, q=7이므로 

p+q =15+7  

=22  22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 y일 때, n개를 모

두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n!
p!q!r!y  (단, p+q+r+y=n)

수능이 보이는 강의

03  
정답률 22.1%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조건부확률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

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

의 조건부확률이라 하고, 기호로 P(B|A)와 같이 나타낸다. 사건 A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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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단, P(A)>0)

풀이 전략  조건부확률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주머니에 있는 8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C¢= 8_7_6_5
4_3_2_1

=70

[STEP 2]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한다.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경우는 3이 적힌 공이 2개 또는 4

가 적힌 공이 2개 또는 3, 3, 4, 4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이다.

이때 3이 적힌 공이 2개 나오는 경우는 나머지 6개의 공 중에서 2

개의 공을 꺼낼 때 4가 적힌 공 2개가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므로

¤Cª-1=15-1=14

따라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경우의 수는

14_2+1=29
3이 적힌 공이 2개 또는 4가 적힌 공이 2개인 경우의 수는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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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으면서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인 

경우의 수를 구한다.

3이 적힌 공이 2개 나온 경우 중 검은 공이 2개인 경우는 나머지 

검은 공 중 4가 적힌 공을 제외한 2개의 공 중 1개를 꺼내고 흰 공 

3개 중 1개를 꺼내거나 나머지 검은 공 중 4가 적힌 공을 꺼내고 

흰 공 중 4가 적힌 공을 제외한 2개의 공 중 1개를 꺼내면 되므로

ªCÁ_£CÁ+1_ªCÁ=6+2=8

따라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으면서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인 경우의 수는

8_2+1=17

[STEP 4]  확률을 구한다.

이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사건을 A,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B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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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
;7!0&;

;7@0(;
=;2!9&;

따라서 p=29, q=17이므로

p+q=29+17=46

 46

조건부확률은 표본공간이 전체가 아닌 특정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이 문제는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같은 

사건이 표본공간이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해.

수능이 보이는 강의

04  
정답률 21.3%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수학적 확률

표본공간 S에서 각각의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P(A)=
n(A)
n(S) =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풀이 전략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집합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집합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의 개수는

¢P¢=4Ý`=256

[STEP 2]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조건 (가)에 의하여 다음 네 가

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3이 적힌 공이 2개 또는 4가 적힌 공이 2개인 경우의 수는 같아.

주의

표본공간이 어떤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

함정

f(1),   f(2)의 값은 1, 2가 될 수 없어.

Ú  f(1)=f(2)=3인 경우

   조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의역의 원소 3, 4의 함숫값은 

1, 2, 4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짝 지으면 된

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Pª=3_2=6

Û  f(1)=f(2)=4인 경우 

  Ú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 경우의 수는

 6

Ü  f(1)=3,  f(2)=4인 경우

   조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 되어

야 하므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f(3)의 값이 3 또는 4인 경우  f(4)의 값은 1 또는 2가 되어

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2=4

 ㉡    f(4)의 값이 3 또는 4인 경우  f(3)의 값은 1 또는 2가 되어

야 하므로 이 경우의 수는  

2_2=4

 ㉢    f(3),  f(4)의 값이 모두 1이거나 모두 2인 경우의 수는  

2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는

 4+4+2=10

Ý  f(1)=4, f(2)=3인 경우

 Ü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 경우의 수는 

 10

Ú~Ý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6+6+10+10=32

[STEP 3]  확률을 구한다.

따라서 

p= 32
256 =;8!;

이므로

120p=120_;8!;=15

 15

두 집합 X, Y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m, n일 때

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의 개수는 ÇPµ개

⑵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일대일함수의 개수는   

ÇPµ개 (단, n¾m)

⑶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일대일대응의 개수는   

n!개 (단, m=n)

수능이 보이는 강의

실수

같은 경우를 파악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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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답률 15.2%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조건부확률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

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

의 조건부확률이라 하고, 기호로 P(B|A)와 같이 나타낸다. 사건 A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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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단, P(A)>0)

풀이 전략  조건부확률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n=3k 또는 n=3k+1 또는 n=3k+2 (̀ k는 자연수)일 때 조건을 

이용해서 k의 값을 구한다.

n=3k 또는 n=3k+1 또는 n=3k+2 (k는 자연수)일 때 b가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3+6+9+y+3k

=3(1+2+3+y+k)

=;2#; k(k+1)

이 중에서 a=b인 경우의 수는 k이고 a=b일 확률은 ;9!;이므로 

k

;2#; k(k+1)
=;9!;, 2

k+1 =;3!;

k+1=6, k=5

[STEP 2]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한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15+16+17=48

 48

⑴ 1+2+3+y+n=
n
Á
k=1

k=
n(n+1)

2

⑵ 1Û`+2Û`+3Û`+y+nÛ`=
n
Á
k=1

kÛ`=
n(n+1)(2n+1)

6

⑶ 1Ü`+2Ü`+3Ü`+y+nÜ`=
n
Á
k=1

kÜ`=[ n(n+1)
2 ]Û`

수능이 보이는 강의

모든 자연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로 구분할 수 있어.

n=3k 또는 n=3k+1 또는 n=3k+2에 k=5를 각각 대입해.

06  
정답률 13.5%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수학적 확률

표본공간 S에서 각각의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P(A)=
n(A)
n(S) =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풀이 전략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인 확률을 구한다.

주어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인 경우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일 확률은 

 ;5@; yy ㉠

  이때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6, 3, 1 또는 6, 2, 2 또는 5, 4, 1 

 또는 5, 3, 2 또는 4, 4, 2 또는 4, 3, 3

 이때의 확률은 

 {3!+ 3!
2!1! +3!+3!+ 3!

2!1! + 3!
2!1! }_{;6!;}3`

 =;8!; yy ㉡

 ㉠과 ㉡에서 확률은 

 ;5@;_;8!;=;2Á0;

[STEP 2]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인 확률을 구한다.

Û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인 경우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일 확률은 

 ;5#; yy ㉢

  이때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6, 2, 1, 1 또는 5, 3, 1, 1 

 또는 5, 2, 2, 1 또는 4, 4, 1, 1

 또는 4, 3, 2, 1 또는 4, 2, 2, 2

 또는 3, 3, 3, 1 또는 3, 3, 2, 2

 이때의 확률은 

 { 4!
2!1!1! + 4!

2!1!1! + 4!
2!1!1! + 4!

2!2! +4! 

  + 4!
3!1! + 4!

3!1! + 4!
2!2! }_{;6!;}4`

 =80_{;6!;}4` yy ㉣

함정

모든 경우를 빠지지 않고 
구해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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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률

Ⅱ

 ㉢과 ㉣에서 확률은 

 ;5#;_80_{;6!;}4`=;2Á7;

[STEP 3]  확률을 구한다.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2Á0;+;2Á7;=;5¢4¦0; 

이므로 p=540, q=47

따라서 p+q=540+47=587

 587

두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각각의 확률을 구한 후 더해준

다는 것을 잊지마.

수능이 보이는 강의

07  
정답률 6.0%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독립시행의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

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ÇC¨ pr(1-p)n-r (단, r=0, 1, 2, y, n)

풀이 전략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A가 가진 공의 개수를 나누어 확률을 구한다.

한 번의 시행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① A가 가진 공의 개수가 1개 늘어나는 경우

   A가 던진 주사위의 눈의 수가 짝수이고 B가 던진 주사위의 눈

의 수가 홀수이므로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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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가 가진 공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경우

   A, B가 던진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홀수

이므로 확률은 

 ;4!;+;4!;=;2!; 

③ A가 가진 공의 개수가 1개 줄어드는 경우

	 		A가 던진 주사위의 눈의 수가 홀수이고 B가 던진 주사위의 눈

의 수가 짝수이므로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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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4번째 시행 후 센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6이 될 확률을 구한다.

한편, 4번째 시행 후 센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6이 되는 경우는 4

번째 시행에서 ①이 일어나고 3번째 시행에서는 ① 또는 ②가 일

어나야 한다.

Ú 3번째 시행에서 ①이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에서 ①, ③이 일어나거나 두 시행 모두 

②가 일어나야 하므로

  [2!_{;4!;} Û`+{;2!;}Û`]_;4!;=;3£2;

Û 3번째 시행에서 ②가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에서 ①, ②가 일어나야 하므로

 {ªCÁ_;4!;_;2!;}_;2!;=;8!;

그러므로 구하는 확률은 

{;3£2;+;8!;}_;4!;=;12&8;

따라서 p=128, q=7이므로 

p+q=128+7=135

 135

함정

3번째 시행까지 센 공의 개수가 6이 되면 안되는 것이 함정이야.

2번째 시행 후 공의 개수의 변화가 
없어야 해.

2번째 시행 후 공의 개수가 1개 
늘어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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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4)_;5!;+0_;1Á0;+4_;5!;+8_;2!;

         =-;5$;+0+;5$;+4=4

따라서 E(3X)=3E(X)=3_4=12

 ⑤

02 
확률의 합은 1이므로 a+{a+;4!;}+{a+;2!;}=1에서

3a+;4#;=1, a=;1Á2;

P(XÉ2)=1-P(X=3)

=1-{;1Á2;+;2!;}=;1°2;

 ⑤

03 
E(X)=(-5)_;5!;+0_;5!;+5_;5#;

         =-1+0+3

         =2

따라서 E(4X+3)=4E(X)+3=4_2+3=11

 11

04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 무게가 1인 추 1개를 주머니에 넣는 확

률은

;6@;=;3!;, 무게가 2인 추 1개를 주머니에 넣는 확률은 ;6$;=;3@;이다.

Ú  X=3인 사건은 주머니에 무게가 2인 추 3개가 들어 있는 경우

이므로 

 P(X=3)={;3@;} Ü`= 8
27

Û X=4인 사건은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무게가 4이고 네 번째 시행에서 

무게가 2인 추를 넣는 경우와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무

게가 5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P(X=4)=£Cª{;3!;}Û`{;3@;}_;3@;+£CÁ{;3!;}Ú`{;3@;}Û`

              = 4
27 +£CÁ{;3!;}Ú`{;3@;} Û`

Ü X=5인 사건은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무게가 4이고 다섯 번째 시행에

서 무게가 2인 추를 넣는 경우와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무게가 5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P(X=5)=4C4{;3!;} Ý`{;3@;} â`_;3@;+4C3{;3!;} Ü`{;3@;} Ú`

=4C4{;3!;} Ý`{;3@;} â`_;3@;+ 8
81

Ý X=6인 사건은

 다섯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무게가 5인 경우이므로

P(X=6)={;3!;} Þ` 

따라서 a=;2¥7;, b=;2¢7;, c=;8¥1;이므로  

ab
c
=

;2¥7;_;2¢7;

;8¥1;
=;9$;

 ①

05 
점프를 반복하여 점 (0, 0)에서 점 (4, 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

우의 수를 N이라 하자. 

점 (0, 0)에서 점 (4, 3)까지 이동하는 횟수가 최소인 경우는 

(x+1, y+1)점프 3번, (x+1, y)점프 1번인 경우이므로 확률변

수능 유형별 기출 문제

01 ⑤ 02 ⑤ 03 11 04 ① 05 ②

06 ⑤ 07 ⑤ 08 ① 09 121 10 ②

11 ⑤ 12 ⑤ 13 ⑤ 14 ① 15 ① 

16 ① 17 32 18 ② 19 80 20 59 

21 15 22 80 23 18 24 300 25 15

26 ③ 27 ③ 28 80 29 ③ 30 ②

31 ⑤ 32 ④ 33 ③ 34 ④ 35 ③

36 ③ 37 ④ 38 ⑤ 39 8 40 ⑤

41 ⑤ 42 59 43 ③ 44 ④ 45 ①

46 ② 47 155 48 35 49 ② 50 ②

51 ⑤ 52 ③ 53 ④ 54 ① 55 ②

56 ⑤ 57 ③ 58 ② 59 ① 60 ④

61 ⑤ 62 26 63 ⑤ 64 ① 65 ③

66 25 67 ① 68 ② 69 12 70 ④

71 ④ 72 64 73 25 74 10

본문 68~89 쪽

통계Ⅲ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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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Ⅲ

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 하면 k= 4 이고 

가장 큰 값은 k+3이다.

X=k일 때, (x+1, y+1)점프 3번, (x+1, y)점프 1번인 경우

이므로 

P(X=k)= 1
N _ 4!

3! =
4
N

X=k+1일 때, (x+1, y+1)점프 2번, (x+1, y)점프 2번, 

(x, y+1)점프 1번인 경우이므로

P(X=k+1)= 1
N _ 5!

2!2! =
30
N

X=k+2일 때, (x+1, y+1)점프 1번, (x+1, y)점프 3번, 

(x, y+1)점프 2번인 경우이므로 

P(X=k+2)= 1
N _ 6!

3!2! =
1
N _ 60

X=k+3일 때, (x+1, y)점프 4번, (x, y+1)점프 3번인 경우

이므로 

P(X=k+3)= 1
N _ 7!

3!4! =
35
N

이고

k+3
Á
i=k

 P(X=i)=1 

4
N + 30

N + 60
N + 35

N =1, 129N =1

이므로 N= 129 이다.

따라서 확률변수 X의 평균 E(X)는 다음과 같다. 

E(X)=
k+3
Á
i=k

 {i_P(X=i)}=:ª4°3¦:

그러므로 a=4, b=60, c=129이므로 

a+b+c  =4+60+129  

=193

 ②

06 
확률의 합이 1이므로

;k!; (¢CÁ+¢Cª+¢C£+¢C¢)=1

이항정리에 의하여

k =¢CÁ+¢Cª+¢C£+¢C¢	 	

=2Ý`-1=15

E(X)=;1Á5; (2_¢CÁ+2Û`_¢Cª+2Ü`_¢C£+2Ý`_¢C¢)

         =;1Á5; (3Ý`-1)

         =;1Á5;_80

         =: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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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Á3¤:+1  

= 17

 ⑤

07 
P(1ÉXÉ3)=k(1+2+3)=6k=1  

k=;6!;

E(X)=1_k+2_2k+3_3k

=k+4k+9k

=14k=14_;6!;=;3&;

E(6X+1)=6E(X)+1

=6_;3&;+1=15

 ⑤

08 
자연수 k (4ÉkÉn)에 대하여 확률변수 X의 값이 k일 확률은 1

부터 k-1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와 k가 적혀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P(X=k)=
ûÐÁC£
ÇC¢  이다.

자연수 r (1ÉrÉk)에 대하여 ûC¨=;rK;_ûÐÁC¨ÐÁ이 성립하므로 

r=4를 대입하면 ûC¢=;4K;_ûÐÁC£, k_ ûÐÁC£=4_ ûC¢ 이다. 

그러므로 

E(X)=
n
Á
k=4

{k_P(X=k)}= 1
ÇC¢  

n
Á
k=4

(k_ ûÐÁC£ )

= 4
ÇC¢  

n
Á
k=4

 ûC¢   

이다. 
n
Á
k=4

 ûC¢ =Ç*ÁC°이므로

E(X)= 4
ÇC¢ _Ç*ÁC°=4_

Ç*ÁC°
ÇC¢

=4_

(n+1)n(n-1)(n-2)(n-3)
5!

n(n-1)(n-2)(n-3)
4!

 

=(n+1)_ ;5$; 

따라서  f(k)=ûÐÁC£,  g(k)=ûC¢, a=;5$; 이므로 

a_f(6)_g(5)=;5$;_°C£_°C¢=;5$;_°Cª_°CÁ

=;5$;_10_5=4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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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V(X)  =E(XÛ`)-{E(X)}Û`  

=5-2Û`  

=1

이때 Y=10X+1이므로

E(Y)  =E(10X+1)  

=10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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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두 이산확률변수 X, Y가 가지는 확률변수가 1부터 5까지의 자연

수이고 E(X)=4이므로

E(X)=
5

Á
k=1

{k_P(X=k)}

=4

P(Y=k)=;2!;P(X=k)+;1Á0; (k=1, 2, 3, 4, 5)이므로

E(Y)=
5

Á
k=1

{k_P(Y=k)}

=
5

Á
k=1

 [k[;2!;P(X=k)+;1Á0;]] 

=
5

Á
k=1

[;2!;kP(X=k)]+
5

Á
k=1

 ;1Á0;k

=;2!;
5

Á
k=1

{k_P(X=k)}+;1Á0;
5

Á
k=1

 k

=;2!;E(X)+;1Á0;_ 5_6
2

=;2!;_4+;1Á0;_15

=2+;2#;

=;2&;

 ②

11 
X 0.121 0.221 0.321 합계

P(X=x) a b ;3@; 1

Y=10X-2.21이라 하자. 

이때 확률변수 Y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1 0 1 합계

P(Y=y) a b ;3@; 1

확률의 합이 1이므로

a+b+;3@;=1

즉, a+b=;3!; yy ㉠

E(X)=0.271에서 

E(Y)=10E(X)-2.21 

=10_0.271-2.21

=0.5=;2!;

E(Y)=(-1)_a+0_b+1_;3@;

=-a+;3@;=;2!;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 1
6 , b= 1

6 이고 V(Y)=;1¦2;이다. 

한편, Y=10X-2.21이므로 V(Y)= 100 _V(X)이다. 

그러므로 V(X)= 1
100

_;1¦2;이다. 

따라서 p=;6!;, q=;6!;, r=100이므로 

pqr=;6!;_;6!;_100

=:ª9°:

 ⑤

12 
E(Y) =E(XÛ`)  

=V(X)+{E(X)}Û`

=1+6Û`=37

 ⑤

13 
a와 b는 1Éa<bÉ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이고 b-a의 값이 확

률변수 X이므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 가장 큰 값

은 n-1 이다.

X=k일 때, b-a=k에서

a=b-k이므로 1ÉaÉn-k이고,

d-c=n-k에서 c=d-n+k인데

c는 자연수이고 dÉn이므로 1ÉcÉ k 이다.

1ÉaÉn-k, 1ÉcÉ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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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k)=
(n-k)_ k
n-1

Á
i=1

(n-i)_i

P(X=k)의 분모를 계산하면

n-1
Á
i=1

 (n-i)_i=
n-1
Á
i=1

 (ni-i Û`)

                  =
n(n-1)(n+1)

6

따라서

E(X)=
n-1

Á
k=1

{k_P(X=k)}

         =
n-1

Á
k=1

[k_ 6(n-k)_ k
n(n-1)(n+1)

]

         =
6

n(n-1)(n+1)

n-1

Á
k=1

{k_(n-k)_ k }

         =;2N;

따라서  f(n)=n-1,  g(k)=k, h(n)=n(n-1)(n+1)이므로

h(7)
 f(8)_g(6) =

7_6_8
7_6

                  =8

 ⑤

14 
확률변수 X가 가장 큰 값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와 6번째 꺼낸 공

에 적힌 수가 홀수이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꺼낸 공에 적힌 수

가 모두 짝수일 때이므로 m= 6

Ü X=k`(3ÉkÉm)인 경우

  9개의 공에서 k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내는 경우의 수는 »Pû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

는 °Pª

  두 번째부터 (k-1)번째까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

인 경우의 수는 ¢PûÐª

   그러므로 P(X=k)=
°Pª_¢PûÐª

»Pû 에서

 f(k)=°Pª_¢PûÐª

 따라서 a=6, f(4)=°Pª_¢Pª=20_12=240이므로

 a+f(4)=6+240=246

 ①

15 
전체 공의 개수는 n+(n-1)+y+1=

n(n+1)
2 이므로

P(X=k)= n-k+1
n(n+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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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변수 X의 평균은

E(X)=
n
Á
k=1

kP(X=k)

=
2

n(n+1)
_

n
Á
k=1

 k(n-k+1)

= 2
n(n+1)

_
n
Á
k=1

{(n+1)k-kÛ`}

= 2
n(n+1)

[(n+1)_
n(n+1)

2 -
n(n+1)(2n+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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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n+2)

E(X)=;3!; (n+2)¾5에서 n의 최솟값은 13 이다.

 f(n)=n(n+1),  g(n)=;3!; (n+2), a=13이므로

 f(7)+g(7)+a  =56+3+13  

=72

 ①

16 
이항분포 B {n, ;2!;}에서

E(X)=n_;2!;=;2N;

이고, V(X)=E(XÛ`)-{E(X)}Û`에서

E(XÛ`)-V(X)={E(X)}Û`이므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E(X)}Û`=25

nÛ`
4 =25

따라서 n=10

 ①

17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n, ;4!;}을 따르고 V(X)=6이므로 

V(X)=n_;4!;_;4#;=6

따라서 n=32

 32

이항분포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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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의 배수의 눈이 3, 6이므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3!; 이다. 

따라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36, ;3!;}을 따르므로 

V(X)=36_;3!;_;3@;=8

 ②

19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10, ;3!;}을 따르므로

V(X)=10_;3!;_;3@;=:ª9¼:

V(6X)=36V(X)=36_:ª9¼:=80

 80

20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n, ;3!;}을 따르므로

V(X)=n_;3!;_;3@;= 2n
9 이고 V(2X-1)=80이므로

V(2X-1)=4_ 2n
9 =80, 즉 n=90 

따라서

E(2X-1)=2E(X)-1

=2_90_;3!;-1=59

 59

21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80, p)를 따르므로 

E(X)=80p=20에서

p=;4!;

따라서

V(X)=80_;4!;_;4#;=15

 15

22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n, ;2!;}을 따르므로 

V(X)=n_;2!;_;2!;=;4N;

V{;2!;X+1}=;4!; V(X)=5이므로

V(X)=4_5=20

따라서 ;4N;=20에서

n=20_4=80

 80

23 
E(3X)=3E(X)=18에서 

E(X)=np=6  yy ㉠

E(3XÛ`)=3E(XÛ`)=120에서 

E(XÛ`)=40

V(X)=np(1-p)=E(XÛ`)-{E(X)}Û`에서

6(1-p)=40-6Û`=4이므로 

1-p=;3@;, p=;3!;

따라서 p=;3!; 을 ㉠에 대입하면 

;3!; n=6, n=18

 18

24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n, ;3!;}을 따르므로

V(X)=n_;3!;_;3@;=;9@;n=200에서

n=900

따라서 E(X)=900_;3!;=300

 300

25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n, ;2!;}을 따르므로

V(X)=n_;2!;_;2!;=;4N;

따라서 

V(2X+1)=4V(X)

=4_;4N;=n

이고 V(2X+1)=15이므로

n=15

 15

26 
주사위를 15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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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확률밀도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주어진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0, x=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므로

:)1``kx(1-xÜ`)dx=k:)1``(x-xÝ`)dx

=k[;2!;xÛ`-;5!;xÞ`]1)

=;1£0; k

=1

k=:Á3¼:

따라서 24k=24_:Á3¼:=80

 80

29 
확률밀도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주어진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므로 

;2!;_a+;2!;_;2!;_a=;2!; a+;4!; a

=;4#; a

=1

따라서 a=;3$;

 ③

30 
0ÉxÉ2에서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2!;_;3!;_;4#;+{a-;3!;}_;4#;+;2!;_(2-a)_;4#;=1

;8#; a=;8#;에서

a=1

따라서

P	{;3!;ÉXÉa}=P	{;3!;ÉXÉ1}

={1-;3!;}_;4#;

=;2!;

 ②

27 
확률밀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x=4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P(2ÉXÉ4)=P(4ÉXÉ6)

P(0ÉXÉ2)=P(6ÉXÉ8)

이때 P(2ÉXÉ4)=a, P(0ÉXÉ2)=b로 놓으면

주어진 조건에서

3a=4b yy ㉠

확률의 총합이 1이므로

2(a+b)=1  yy ㉡

㉠, ㉡에서 a+;4#; a=;2!;, a=;7@;

따라서

P(2ÉXÉ6)  =P(2ÉXÉ4)+P(4ÉXÉ6)  

=2a

=2_;7@;

=;7$;

 ③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분포유형 3

라 하면 확률변수 Y는 이항분포 B{15, ;3!;}을 따르므로 

E(Y)=15_;3!;

=5

이때 원점에 있던 점 P가 이동된 점의 좌표는

(3Y, 15-Y)

이고, 이 점과 직선 3x+4y=0 사이의 거리 X는

X= |3_3Y+4_(15-Y)|
"Ã3Û`+4Û`

= |5Y+60|
5

=Y+12

따라서 

E(X) =E(Y+12)  

=E(Y)+12  

=5+12  

=1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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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ÉXÉm+12)-P(XÉm-12)=0.3664에서

P(mÉXÉm+12)=P { m-m
r ÉZÉ m+12-m

r }

=P {0ÉZÉ 12
r }

P(XÉm-12)=P{ZÉ m-12-m
r }=P{ZÉ- 12

r }

=P{Z¾ 12
r }=0.5-P{0ÉZÉ 12

r }

따라서 

P(mÉXÉm+12)-P(XÉm-12)

=P {0ÉZÉ 12
r }-[0.5-P {0ÉZÉ 12

r }]

=-0.5+2P {0ÉZÉ 12
r }=0.3664

2P {0ÉZÉ 12
r }=0.5+0.3664=0.8664

P {0ÉZÉ 12
r }=0.4332

이때 P(0ÉZÉ1.5)=0.4332이므로 
12
r =1.5, r=8

 ③

34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8, 3Û`)을 따르고 확률변수 Y가 정규

분포 N(m, rÛ`)을 따르므로 ZÁ= X-8
3 , Zª= Y-m

r 으로 놓

으면 두 확률변수 ZÁ, Zª는 모두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4ÉXÉ8) 

=P{ 4-8
3 ÉZÁÉ 8-8

3 } 

=P{-;3$;ÉZÁÉ0} 

=P{0ÉZÁÉ;3$;} 

이고

P(Y¾8)=P{Zª¾ 8-m
r }  

이므로 P(4ÉXÉ8)+P(Y¾8)=;2!;에서 

8-m
r =;3$;

m=8-;3$;r

따라서

P{YÉ8+ 2r
3 }

=P	»ZªÉ
8+ 2r

3 -{8- 4r
3 }

r
¼

31 
호르몬의 양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30.2, 0.6Û`)

을 따르고, 	Z= 
X-30.2

0.6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29.6ÉXÉ31.4)

=P { 29.6-30.2
0.6 ÉZÉ 31.4-30.2

0.6 }

=P(-1ÉZÉ2)

=P(-1ÉZÉ0)+P(0ÉZÉ2)

=P(0ÉZÉ1)+P(0ÉZÉ2)

=0.3413+0.4772

=0.8185

 ⑤

32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 m

3 }Û`}을 따르므로 Z=X-m
m
3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P{XÉ;2(;}=P»ZÉ
9
2
-m

m
3  

¼=0.9987

이고, 

P(ZÉ3)  =0.5+P(0ÉZÉ3)  

=0.5+0.4987=0.9987

이므로

9
2
-m

m
3
 

=3

;2(;-m=m, 2m=;2(;

따라서 m=;4(;

 ④

33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rÛ`)을 따르므로 Z= X-m

r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정규분포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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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ªÉ2)

=;2!;+P(0ÉZªÉ2)

=0.5+0.4772

=0.9772

 ④

35 
쌀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1.5, 0.2Û`)을 

따르고, Z= 
X-1.5
0.2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1.3ÉXÉ1.8)

=P { 1.3-1.5
0.2 ÉZÉ 1.8-1.5

0.2 }

=P(-1ÉZÉ1.5) 

=P(0ÉZÉ1)+P(0ÉZÉ1.5)

=0.3413+0.4332

=0.7745

 ③

36 
축구공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430, 14Û`)을 따르고, 	Z= X-430
14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X¾409)=P{Z¾ 409-430
14 }

=P(Z¾-1.5)

=0.5+P(0ÉZÉ1.5)

=0.5+0.4332

=0.9332

 ③

37 
수하물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18, 2Û`)을 

따르고, Z= 
X-18

2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16ÉXÉ22)

=P { 16-18
2 ÉZÉ 22-18

2 }

=P(-1ÉZÉ2) 

=P(0ÉZÉ1)+P(0ÉZÉ2)

=0.3413+0.4772

=0.8185

 ④

38 
확률밀도함수 y=f(x)의 그래프는 직선 x=m에 대하여 대칭이

다.

Ú f(8)>f(14)에서 m< 8+14
2 , 즉 m<11

Û f(2)<f(16)에서 m> 2+16
2 , 즉 m>9

Ú, Û에서 m은 자연수이므로 m=10

그러므로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10, 4Û`)을 따르고, 

Z= X-10
4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XÉ6)=P{ZÉ 6-10
4 }=P(ZÉ-1)

=0.5-P(0ÉZÉ1)

=0.5-0.3413

=0.1587

 ⑤

39 
 g(12)=P(4ÉXÉ12)가  g(k)의 최댓값이므로

m= 4+12
2 =8

 8

40 
이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180, 20Û`)을 따르고 Z= X-180
20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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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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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 회사 직원들의 이 날의 출근 시간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66.4, 15Û`)을 따르고, Z= X-66.4
15 로 놓으면 확률

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P(X¾73)=P {Z¾ 73-66.4
15 }

=P(Z¾0.44)

=0.5-P(0ÉZÉ0.44)

=0.5-0.17

=0.33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0.33_0.4+0.67_0.2=0.266

 ⑤

42 
P(X¾k)=P(YÉk)에서

P{Z¾ k-50
r }=P{ZÉ k-65

2r }

즉, 
k-50
r =- k-65

2r 이므로 

k=55

P{Z¾ 55-50
r }=P{Z¾ 5

r }=0.1056이므로

P{0ÉZÉ 5
r }  =0.5-0.1056  

=0.3944 

따라서 
5
r =1.25에서 r=4이므로 

k+r=55+4=59

 59

43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m, 5Û`)을 따르므로 곡선 y=f(x)는 

직선 x=m에 대하여 대칭이다.

조건 (가)에서  f(10)>f(20)이므로 

m< 10+20
2 , m<15  yy ㉠

조건 (나)에서  f(4)< f(22)이므로 

m> 4+22
2 , m>13     yy ㉡

㉠과 ㉡에서 m은 자연수이므로 

m=14

그러므로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14, 5Û`)을 따르고  

Z= 
X-14

5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17ÉXÉ18)

=P { 17-14
5 ÉZÉ 18-14

5 }

=P(0.6ÉZÉ0.8)  

=P(0ÉZÉ0.8)-P(0ÉZÉ0.6)  

=0.288-0.226  

=0.062

 ③

44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x=5에 대하여 대

칭이고 P(XÉ9-2a)=P(X¾3a-3)이므로 

(9-2a)+(3a-3)
2 =5에서 

a=4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5, 2Û`)을 따르므로 Z= X-5
2 로 놓

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9-2aÉXÉ3a-3)

=P(1ÉXÉ9)

=P{ 1-5
2 ÉZÉ 9-5

2 }

=P(-2ÉZÉ2)

=2_P(0ÉZÉ2)

=2_0.4772=0.9544

 ④

45 
 f(12)Ég(20)이므로

m-2É20Ém+2

이어야 한다.

즉, 18ÉmÉ22이므로 m=22일 때 확률 P(21ÉYÉ24)는 최

댓값을 갖는다.

확률변수 Y가 정규분포 N(m, 2Û`)을 따르므로 Z= Y-22
2 로 놓

으면 확률변수 Z는 정규분포 N(1, 0)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의 최댓값은

P(21ÉYÉ24)=P { 21-22
2 ÉZÉ 24-22

2 }

=P(-0.5ÉZ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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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P(0ÉZÉ0.52)=0.2이므로 

m-3
r =0.52

즉, m=3+0.52r yy ㉠

P(3ÉXÉ80)=0.3에서

P(XÉ3)+P(3ÉXÉ80)=P(XÉ80)=0.6이므로 m<80

P(3ÉXÉ80)=P { 3-m
r ÉZÉ 80-m

r } 

                     =P { 3-m
r ÉZÉ0}+P {0ÉZÉ 80-m

r }

                     =P {0ÉZÉ m-3
r }+P {0ÉZÉ 80-m

r }

                     =0.2+P {0ÉZÉ 80-m
r }

                     =0.3

P {0ÉZÉ 80-m
r }=0.1

이때 P(0ÉZÉ0.25)=0.1이므로

80-m
r =0.25

m=80-0.25r yy ㉡

㉠, ㉡에서 3+0.52r=80-0.25r

0.77r=77, r=100

따라서 m=3+0.52_100=55이므로

m+r  =55+100  

=155

 155

48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4, 3Û`)을 따르므로 Z= 

X-4
3 로 놓

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때

7
Á
n=1

 P(XÉn)=
7

Á
n=1

 P {ZÉ n-4
3 }

                   =P(ZÉ-1)+P {ZÉ-;3@;}+P {ZÉ-;3!;}

                   +P(ZÉ0)+P {ZÉ;3!;}

                   +P {ZÉ;3@;}+P(ZÉ1)

                   =P(Z¾1)+P {Z¾;3@;}+P {Z¾;3!;}

                   +P(ZÉ0)+P {ZÉ;3!;}

                   +P {ZÉ;3@;}+P(ZÉ1)

=P(-0.5ÉZÉ0)+P(0ÉZÉ1)

=P(0ÉZÉ0.5)+P(0ÉZÉ1)

=0.1915+0.3413

=0.5328

  ①

46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X, Y의 표준편차가 같으므로 확

률밀도함수 y=f(x)와 y=g(x)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일치할 수 있다.

확률변수 Y가 정규분포 N(m, 4Û`)을 따르고, P(Y¾26)¾0.5이

므로 m¾26이다. 

또한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10, 4Û̀ )을 따르고  f(12)=g(26)

이므로 두 함수 y=f(x), y= g(x)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x10 12 26 m

y=f(x) y=g(x)

이때 m=26+2=28이므로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 N(28, 4Û`)

을 따르고, Z= 
Y-28

4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 을 따른다.

따라서

P(YÉ20)=P{ZÉ 20-28
4 }

               =P(ZÉ-2)

               =P(Z¾2)

               =0.5-P(0ÉZÉ2)

               =0.5-0.4772

               =0.0228

 ②

47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m, rÛ`)을 따르므로 Z= X-m

r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É3)=0.3에서 m>3 

P(XÉ3)=P {ZÉ 3-m
r }

              =P {Z¾ m-3
r }

              =0.5-P {0ÉZÉ m-3
r }

P {0ÉZÉ m-3
r }=0.5-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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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규분포 N(20, 5Û`)을 따르는 확률변수를 X라 하면 

E(X)=20, r(X)=5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이

XÕ이므로 

표본평균의 분포유형 5

                   ={P(Z¾1)+P(ZÉ1)}

                   +[P {Z¾;3@;}+P {ZÉ;3@;}]

                   +[P {Z¾;3!;}+P {ZÉ;3!;}]+P(ZÉ0)

                   =1+1+1+;2!;=;2&;

따라서 a=;2&;이므로 

10a=10_;2&;=35

 35

다른 풀이  정규분포곡선을 이용한 풀이

정규분포 N(4, 3Û`)을 따르는 연속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를  

 f(x)라 하면 그림과 같이 확률밀도함수 y=f(x)의 그래프는 직

선 x=4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f(4+x)=f(4-x), 즉  

 f(x)=f(8-x)를 만족시킨다.

x

y=f(x)

4 k8-k

위의 그림에서 P(XÉ8-k)=P(X¾k)이고, 

P(XÉk)+P(X¾k)=1이므로 

P(XÉk)+P(XÉ8-k)=1

P(XÉ1)+P(XÉ7)=1, P(XÉ2)+P(XÉ6)=1, 

P(XÉ3)+P(XÉ5)=1이고, P(XÉ4)=0.5이므로 

7
Á
n=1

 P(XÉn)

=P(XÉ1)+P(XÉ2)+P(XÉ3)+P(XÉ4)

 +P(XÉ5)+P(XÉ6)+P(XÉ7)

={P(XÉ1)+P(XÉ7)}+{P(XÉ2)+P(XÉ6)}

 +{P(XÉ3)+P(XÉ5)}+P(XÉ4)

=1+1+1+0.5

=3.5=a

따라서 10a=10_3.5=35

E(XÕ)+r(XÕ)=E(X)+ r(X)
'¶16

=20+;4%;

=;;¥4°;;

 ②

50 
이 도시의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14, 3.2Û`)을 따르므로 크기

가 256인 표본평균 XÕ는 정규분포 N{14, 3.2Û`
256 }, 

즉 N(14, 0.2Û`)을 따른다.

이때 Z= XÕ-14
0.2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13.7ÉXÕÉ14.2)=P{ 13.7-14
0.2 ÉZÉ 14.2-14

0.2 }

=P(-1.5ÉZÉ1)

=P(0ÉZÉ1.5)+P(0ÉZÉ1)

=0.4332+0.3413

=0.7745

 ②

51 
E(XÕ)=E(X)에서 E(XÕ)=;6%;이고 E(X)=a+2b이므로

a+2b=;6%;

 ⑤

52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rÛ`)을 따른다고 하면

P(X¾3.4)=;2!; 이므로 m=3.4

또, P(ZÉ-1)=P(Z¾1)이므로

P(XÉ3.9)+P(Z¾1)=1에서

P(X¾3.9)=P(Z¾1)

P(X¾3.9)=P{Z¾ 3.9-3.4
r }

=P{Z¾ 0.5
r }

이므로 
0.5
r =1, 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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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3.4, 0.5Û`)을 따르므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3.4,	 0.5Û`
25 },	즉 N(3.4, 0.1Û`)을 따른다.

따라서 

P(XÕ¾3.55)=P{Z¾ 3.55-3.4
0.1 }

=P(Z¾1.5)  

=0.5-P(0ÉZÉ1.5)  

=0.5-0.4332  

=0.0668

 ③

53 
확률의 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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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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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Û`)-{E(X)}Û`

=:Á3¤:-2Û`

=;3$;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20인 표본의 표본평균이 XÕ이므로 

V(XÕ)=
V(X)
20

=;2Á0;_;3$;

=;1Á5;

 ④

54 
1인당 수하물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15, 4Û̀ )

을 따른다.

이때 임의추출한 크기가 16인 표본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확률

변수 XÕ는 정규분포 N {15,  {;4$;}Û`}, 즉 N(15, 1Û`)을  따르고, 

Z= XÕ-15
1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XÕ¾17)=P {Z¾ 17-15
1

}

=P(Z¾2)

=0.5-P(0ÉZÉ2)

=0.5-0.4772

=0.0228

 ①

55 
생산된 야구공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144.9, 6Û`)을 따른다.

이때 임의로 선택한 9개의 야구공 무게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144.9, {;3^;} Û`}, 즉 N(144.9, 2Û`)을 따

르고, Z= XÕ-144.9
2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141.7ÉXÕÉ148.9)

=P { 141.7-144.9
2 ÉZÉ 148.9-144.9

2 }

=P(-1.6ÉZÉ2)

=P(0ÉZÉ1.6)+P(0ÉZÉ2)

=0.4452+0.4772=0.9224  ②

56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1개의 내용량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

는 정규분포 N(201.5, 1.82)을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 임의추출한 9개의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 {201.5,  1.8Û`9 }, 

즉 N(201.5, 0.6Û`)을  따르고,

Z= XÕ-201.5
0.6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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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ÉXÕÉ47)=P { 44-45
2 ÉZÉ 47-45

2 }

=P(-0.5ÉZÉ1)

=P(0ÉZÉ0.5)+P(0ÉZÉ1)

=0.1915+0.3413

=0.5328

 ②

59 
정규분포 N(50, 8Û`)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16

인 표본의 표본평균 XÕ는 정규분포 N {50, {  8
'¶16

}Û` }, 즉 

N(50, 2Û`)을 따르고, ZÁ= XÕ-50
2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Á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

P(XÕÉ53)=P {ZÁÉ 53-50
2 }

               =P(ZÁÉ1.5)

               =0.5+P(0ÉZÁÉ1.5)

정규분포 N(75, rÛ`)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25

인 표본의 표본평균 YÕ는 정규분포 N {75, {  r
'¶25

}Û` }, 즉   

N {75, { r5 }Û` }을 따르고, Zª=YÕ-75
r
5

로 놓으면 확률변수 Zª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YÕÉ69)=P ¦ZªÉ 69-75
r
5

¥

=P {ZªÉ- 30
r }

=P {Zª¾ 30
r }

=0.5-P {0ÉZªÉ 30
r }

이때 P(XÕÉ53)+P(YÕÉ69)=1이므로 

0.5+P(0ÉZÁÉ1.5)+0.5-P {0ÉZªÉ 30
r }=1

P(0ÉZÁÉ1.5)=P {0ÉZªÉ 30
r }

즉, 1.5= 30
r 이므로 

r=20

따라서 

P(YÕ¾71)=P {Zª¾ 71-75
4 }

=P(Zª¾-1)

=0.5+P(-1ÉZªÉ0)

=0.5+P(0ÉZªÉ1)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XÕ¾200)=P{Z¾ 200-201.5
0.6 }

=P(Z¾-2.5)

=P(-2.5ÉZÉ0)+P(Z¾0)

=P(0ÉZÉ2.5)+P(Z¾0)

=0.4938+0.5

=0.9938

 ⑤

57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	{0, {;3$;}Û`}을 따르고, ZÁ= XÕ-0

;3$;
으

로 놓으면 확률변수 ZÁ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확률변수 YÕ는 정규분포 N	{3, {;2!;} Û`}을 따르고, Zª= YÕ-3

;2!;
으

로 놓으면 확률변수 Zª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Õ¾1)=P(YÕÉa)에서

P(XÕ¾1)=P ¦ZÁ¾ 1-0

;3$; ¥

=P {ZÁ¾;4#;}

P(YÕÉa)=P ¦ZªÉ a-3

;2!; ¥

             =P(ZªÉ2(a-3))

             =P(Zª¾2(3-a))

따라서  ;4#;=2(3-a), 3=24-8a이므로 

8a=21, a=:ª8Á:

 ③

58 
이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

는 정규분포 N(45, 8Û`)을 따른다.

이 지역의 1인 가구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가구의 월 식료품 구

입비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E(XÕ)=45, r(XÕ)= 8
'¶16

=2

이므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45, 2Û̀ )을 따르고, Z= XÕ-45
2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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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413

=0.8413

 ①

60 
주어진 모집단의 확률분포에서

r Û`=V(X)=1_;6!;+4_;3!;+9_;2!;-;;¢9»;;=6-;;¢9»;;=;9%;

이므로 p=;9%;

XÕ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므로

V(XÕ)=
V(X)
10 =;9%;_;1Á0;=;1Á8;

즉, q=;1Á8;

또,

V(Y)=V(10XÕ)=100V(XÕ)=100_;1Á8;=;;°9¼;;

이므로 r=;;°9¼;;

따라서

p+q+r=;9%;+;1Á8;+;;°9¼;;=;;£6¦;;

 ④

61 
r(XÕ)= r

'§n
= 14

'§n
=2

'§n =7이므로 

n=49

 ⑤

62 
P(XÕ=1)= 1

(n+1)Û`
=;4Á9;에서 

(n+1)Û`=49, n=6

E(XÕ)는 모평균과 같으므로

E(XÕ)= 1+3n
n+1 = 1+3_6

6+1 =:Á7»:에서 

p=7, q=19

따라서 p+q=7+19=26

 26

63 
이 제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1상자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104, 4Û`)을 따른다. 

이 제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중에서 임의추출한 과자 4상자의 

무게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104, 4Û`4 }, 

즉 N(104, 2Û̀ )을 따른다. 

Z= XÕ-104
2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aÉXÕÉ106)=P{ a-104
2 ÉZÉ 106-104

2 }

=P{ a-104
2 ÉZÉ1}

이때 

P(-0.5ÉZÉ1)=P(0ÉZÉ0.5)+P(0ÉZÉ1)

=0.1915+0.3413=0.5328

이므로 
a-104

2 =-0.5

따라서 a=-1+104=103

 ⑤

64 
확률의 합이 1이므로

a=1-;3!;-;2!;=;6!;

E(X)=(-2)_;3!;+0_;2!;+1_;6!;

=-;2!;

E(XÛ`)=(-2)Û`_;3!;+0Û`_;2!;+1Û`_;6!;

=;2#;

V(X)=E(XÛ`)-{E(X)}Û`

=;2#;-{-;2!;}Û`

=;4%;

이때 표본의 크기가 16이므로

V(XÕ)= V(X)
16 =;6°4;

 ①

65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

규분포 N(m, 5Û`)을 따른다.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 임의추출한 36명의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

본평균을 XÕ라 하면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m, 
5Û`
36 },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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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모표준편차가 10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였을 

때 그 표본평균의 값을 x ® 라 하면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구간은

x®-1.96_ 10
'§n
ÉmÉx®+1.96_ 10

'§n

이때 신뢰구간이 38.08ÉmÉ45.92이므로

x®-1.96_ 10
'§n

=38.08  yy`㉠

x®+1.96_ 10
'§n

=45.92  yy`㉡

㉡-㉠을 하면

2_1.96_ 10
'§n

=7.84

'§n=5 

따라서 n=25

 ①

68 
학생 25명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이 xÁÕ이므로 모평균 m

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ÁÕ-1.96_ 5
'2�5
ÉmÉxÁÕ+1.96_ 5

'2�5
xÁÕ-1.96ÉmÉxÁÕ+1.96

즉, xÁÕ-1.96=80-a, xÁÕ+1.96=80+a이므로 

xÁÕ=80, a=1.96

학생 n명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이 xªÕ이므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ªÕ-1.96_ 5
'�n
ÉmÉxªÕ+1.96_ 5

'�n

즉, xªÕ-1.96_ 5
'�n

=;1!6%; xÁÕ-;7%; a, 

xªÕ+1.96_ 5
'�n

=;1!6%; xÁÕ+;7%; a이므로

xªÕ=;1!6%; xÁÕ이고, 1.96_ 5
'�n

=;7%; a

xªÕ=;1!6%; xÁÕ에서 xªÕ=;1!6%;_80=75

1.96_ 5
'�n

=;7%; a에서 

1.96_ 5
'�n

=;7%;_1.96, '�n=7, n=49

따라서 n+xªÕ=49+75=124

  ②

모평균의 추정유형 6N{m, {;6%;}Û`}을 따른다.

이때 

P(XÕ¾38)=P ¦Z¾
38-m

;6%; ¥

=P{Z¾;5^; (38-m)}

=0.9332

이므로 

P{0ÉZÉ;5^; (m-38)}=0.9332-0.5

=0.4332

P(0ÉZÉ1.5)=0.4332이므로 

;5^; (m-38)=1.5

따라서 m=39.25 

  ③

66 
이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8, 1.22)을 따른다. 

이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평균 XÕ는 

E(XÕ)=8, V(XÕ)= 1.2Û`
n

따라서 확률변수 XÕ는 정규분포 N {8, { 1.2
'§n

}2`}을 따르고, 

Z=XÕ-8
1.2
'§n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

른다 .

P(7.76ÉXÕÉ8.24)=P ¦
7.76-8
1.2
'§n

ÉZÉ 8.24-8
1.2
'§n

¥

=P {- '§n
5 ÉZÉ '§n

5 }

=2P{0ÉZÉ '§n
5 }

P(7.76ÉXÕÉ8.24)¾0.6826에서

2P {0ÉZÉ '§n
5 }¾0.6826, 즉 P {0ÉZÉ '§n

5 }¾0.3413

이때 P(0ÉZÉ1)=0.3413이므로 
'§n
5 ¾1, 즉 n¾25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하는 n의 최솟값은 25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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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69 
표준편차 r, 표본의 크기 n=16이고, 표본평균 x®=75일 때, 신뢰

도 95`%의 신뢰구간은 

75-1.96_ r
'¶16
ÉmÉ75+1.96_ r

'¶16
표본평균 x®=77일 때,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은

77-2.58_ r
'¶16
ÉmÉ77+2.58_ r

'¶16

b=75+1.96_ r
'¶16

,

d=77+2.58_ r
'¶16

이므로

d-b={77+2.58_ r
'¶16

}-{75+1.96_ r
'¶16

}

=2+0.155r=3.86

0.155a=1.86

따라서 r=12

 12

70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은 표준편차 r=40이고 표본의 크기 n=64, 표본평균의 

값이 x®이므로

x ®-2.58_ 40
'¶64
ÉmÉx®+2.58_ 40

'¶64
x®-2.58_5ÉmÉx ®+2.58_5

x®-12.9ÉmÉx ®+12.9

따라서 c=12.9

 ④

71 
이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표준편차 r=1.4, 표본의 크기 n=49이고, 

표본평균의 값을 x ®라 하면

x ®-1.96_ 1.4
'¶49
ÉmÉx ®+1.96_ 1.4

'¶49
7.992-a

={x®+1.96_ 1.4
'¶49

}-{x®-1.96_ 1.4
'¶49

}

=2_1.96_ 1.4
'¶49

=0.784

이므로

a=7.992-0.784=7.208

 ④

72 
모표준편차가 1이고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표본평균의 값을 x ®	라 

하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의 신뢰구간은 

x®-1.96_ 1
'§n
ÉmÉx®+1.96_ 1

'§n

a=x®-1.96_ 1
'§n

, b=x®+1.96_ 1
'§n

이므로

b-a={x®+1.96_ 1
'§n

}-{x®-1.96_ 1
'§n

}=2_1.96_ 1
'§n

따라서 100(b-a)=100_2_1.96_ 1
'§n

=49에서

'§n=8, n=64

 64

73 
표준편차가 r, 표본의 크기가 49이고 표본평균의 값이 x®이므로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의 신뢰구간은

x®-1.96_ r
'¶49
ÉmÉx®+1.96_ r

'¶49
이다.

x®-1.96_ r7 =1.73  yy ㉠

x®+1.96_ r7 =1.87  yy ㉡

㉠+㉡을 하면 2x®=3.6에서 x®=1.8

㉡-㉠을 하면 2_1.96_ r7 =0.14

r= 0.14_7
2_1.96 =0.25

따라서 k= 0.25
1.8 =;1ª8°0;이므로

180k=180_;1ª8°0;=25

 25

74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이 표준편차 r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64명

을 임의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의 값을 x®라 하면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1.96_ r
'¶64
ÉmÉx®+1.96_ r

'¶64

즉, x ®-1.96_ r8 ÉmÉx®+1.96_ r8  

이때 aÉmÉb이고 b-a=4.9이므로 

b-a=2_1.96_ r
8
=0.49r

따라서 0.49r=4.9에서

r=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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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률 28.9%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⑴ 확률변수 X의 기댓값(평균) E(X)는

  E(X)=xÁpÁ+xªpª+y+xÇpÇ=
n
Á
i=1

xÔpÔ

⑵ 확률변수 X의 분산 V(X)는

  V(X) =E((X-m)Û`)=
n
Á
i=1

(xÔ-m)Û`pÔ

  =E(XÛ`)-{E(X)}Û`

   (단, X의 기댓값 E(X)=m)

⑶ 확률변수 X의 표준편차 r(X)는

  r(X)="ÃV(X)

풀이 전략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를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최댓값을 구한다.

처음부터 6의 약수의 눈이 연속으로 5회 나오는 경우 확률변수 X

는 최댓값을 갖고 그 값은 10이므로 a=10

[STEP 2]  P(X=-3), P(X=9)의 값을 구한다.

6의 약수인 눈이 나오는 경우를 ,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경우를 ×라 하자.

X=-3인 경우는

6의 약수인 눈이 1회,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5회 나오는 경우의 

¤CÁ 가지 중 ×××××, ×××××인 경우를 제외한

(¤CÁ-2)가지이므로 b=4

X=9인 경우는

6의 약수인 눈이 5회,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1회 나오는 경우의 

¤CÁ 가지 중 ×인 경우를 제외한 (¤CÁ-1)가지이므로 

c=5

[STEP 3]  a+b+c의 값을 구한다.

따라서 a+b+c=10+4+5=19

 ③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문제는 문제가 길고 여러 가지 조건이 포함되

는 경우가 많아. 이때 간단한 기호나 그림을 이용하여 문제를 정리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수능이 보이는 강의

2_5=10

간단한 기호나 그림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실수

점 P의 좌표가 -4 이하가 될 수 있어.
=6-2=4

실수

점 P의 좌표가 9 이상이 될 수 있어.

=6-1=5

02  
정답률 29.7%

정답 공식 개념만 확실히 알자!

확률변수의 표준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rÛ`)을 따를 때

⑴ 확률변수 Z= X-m
r 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확률변수 X를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르는 확률변수 

Z로 변환하는 것을 확률변수 X를 표준화한다고 한다.

⑵ P(aÉXÉb)=P{ a-m
r ÉZÉ b-m

r }

풀이 전략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표준화를 이용한다.

문제 풀이

[STEP 1]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표준화를 이용하여 m, r의 값을 

구한다.

F(x)=P(XÉx)

=P {ZÉ x-m
r }

F{:Á2£:}=0.8413, P(0ÉZÉ1)=0.3413이므로 

:Á2£:-m

r =1, r=:Á2£:-m yy ㉠

0.5ÉF{:Á2Á:}É0.6915이므로 

0É
:Á2Á:-m

r É0.5 yy ㉡

㉡에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2(;ÉmÉ:Á2Á:이고 m이 자연수이므로 

m=5, r=;2#;

[STEP 2]  F(k)=0.9772를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한다.

F(k)=0.9772이므로

k-5

;2#;
=2, k=8

 8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m, rÛ`)을 따를 때 정규분포곡선은 직선 

x=m에 대하여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 다음이 성립해.

⑴ P(XÉm)=P(X¾m)=0.5
⑵ P(XÉk)=1-P(X¾k)
⑶ P(XÉk)=0.5+P(mÉXÉk) (단, mÉk)
⑷ P(X¾k)=P(XÉ-k)

수능이 보이는 강의

=0.5+0.3413

주의

정규분포곡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변형할 수 있어야 해.

=0.5+0.1915

0É
:Á2Á:-m

:Á2£:-m
É0.5,  0É:Á2Á:-mÉ;2!;{:Á2£:-m}

r=:Á2£:-5=;2#;

=0.5+0.4772

k=2_;2#;+5=8

01 ③ 02 8

고난도 문제 본문 90 쪽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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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EBS 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 경찰대학, 사관학교 기출 문제

01 
7명의 학생 중 A, B, C를 제외한 4명의 학생이 의자에 앉는 경우

의 수는

(4-1)!=3!=6

4명의 학생 사이사이에 A, B, C가 앉는 경우의 수는

¢P£=4_3_2=24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_24=144

 ④

02 
2개의 파란 공과 2개의 노란 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2!2! =6

4개의 공의 앞뒤와 사이사이에 3개의 빨간 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C£=°Cª

= 5_4
2_1

=10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_10=60

 ④

03 
xÁ
10 +

xª
10Û`

+
x£
10Ü`

=0.xÁxªx£

집합 P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부터 나열하면

0.999, 0.997, 0.995, 0.993, y

0.9 꼴의 경우: °Pª=5Û`=25(가지)

0.79 꼴의 경우: 5가지

0.77 꼴의 경우: 5가지

0.75 꼴의 경우: 5가지

25+5+5+5=40이므로 41번째로 큰 원소는 0.739이다.

따라서 a=7, b=3, c=9이므로

a+b+c=7+3+9=19

 ⑤

04 

A S

BP

Q R

A`→`P`→`B로 가는 경우의 수는 1

A`→`Q`→`R`→`B로 가는 경우의 수는 

4!
2!2! _1_ 5!

3!2!   =6_1_10  

=60 

A`→`S`→`B로 가는 경우의 수는 1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60+1=62

 62

05 
다섯 자리 자연수 중 각 자리의 수로 숫자 1, 2, 3을 각각 한 번 이

상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2개의 숫자를 a, b라 하면 모든 자리의 

수의 합이 10이므로

a+b+1+2+3=10, 즉 a+b=4 …… ㉠

Ú (a, b)=(0, 4), (4, 0)인 경우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4_4!=96

Û	(a, b)=(1, 3), (3, 1)인 경우

  다섯 개의 숫자 1, 1, 2, 3, 3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5!
2!2! =30 

Ü (a, b)=(2, 2)인 경우

  다섯 개의 숫자 1, 2, 2, 2, 3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여러 가지 순열유형 1

Ⅰ경우의 수

01 ④ 02 ④ 03 ⑤ 04 62 05 ③

06 ② 07 14 08 ① 09 ⑤ 10 ④

11 ④ 12 90 13 31 14 50 15 ②

16 ① 17 ④ 18 ② 19 ① 20 135

21 80 22 4 23 ③

본문 92~9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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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20 

Ú, Û, Ü에서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96+30+20=146

 ③

06 
Ú n=1일 때, 

   (좌변)=
ªPÁ
2Ú`

=1이고 (우변)= 2!
2Ú`

= 1  이므로 (C)이 성립

한다.

Û n=m일 때, (C)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m
Á
k=1

ªûPû
2Ú`
É (2m)!

2µ``

 이다. n=m+1일 때, 

 
m+1
Á
k=1

ªûPû
2û`

=
m
Á
k=1

ªûPû
2û`

+ 2m+2Pm+1

2m+1

 =
m
Á
k=1

ªûPû
2û`

+
(2m+2)!

2m+1_(m+1)!

 É (2m)!
2µ``

+
(2m+2)!

2m+1_(m+1)!

 =
(2m)!
2m+1 _[2+ (2m+2)(2m+1)

(m+1)!
]

 =
(2m+2)!

2m+1 _[ 1
(m+1)(2m+1)  

+ 1
(m+1)!

]

 <
(2m+2)!

2m+1

 이다. 따라서 n=m+1일 때도 (C)이 성립한다.

즉, p=1,  f(m)=(2m+2)!,  g(m)=(m+1)(2m+1)이므로

p+
 f(2)
 g(4) =1+ 6!

5_9 =17

 ②

07 
버튼 ㉠을 m번, 버튼 ㉡을 n번 누르면 원점 (0, 0)에 있는 점 P

를 점 (m+2n, m+n)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원점 (0, 0)에 있는 점 P를 점 C(9, 7)로 이동시키려면 두 방정식 

m+2n=9, m+n=7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m=5, n=2

즉, 버튼 ㉠을 5번, 버튼 ㉡을 2번 누르는 방법의 수는 

㉠㉠㉠㉠㉠㉡㉡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으므로

7!
5!2! =21

이때 (0, 0) → A → C로 이동시키는 경우와 (0, 0) → B → C

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

Ú   원점 (0, 0)에 있는 점 P를 점 A(5, 5)로 이동시키려면 두 방

정식 m+2n=5, m+n=5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m=5, n=0

   즉, 버튼 ㉠을 5번, 버튼 ㉡을 0번 누르는 방법의 수는 1

   A → C로 이동시키려면 버튼 ㉠을 0번, 버튼 ㉡을 2번 눌러야 

하므로 누르는 방법의 수는 1

 따라서 (0, 0) → A → C로 이동시키는 방법의 수는 1_1=1

Û   원점 (0, 0)에 있는 점 P를 점 B(6, 4)로 이동시키려면 두 방

정식 m+2n=6, m+n=4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m=2, n=2

   즉, 버튼 ㉠을 2번, 버튼 ㉡을 2번 누르는 방법의 수는 ㉠㉠㉡

㉡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으므로 
4!
2!2! =6 

   B → C로 이동시키려면 버튼 ㉠을 3번, 버튼 ㉡을 0번 눌러야 

하므로 누르는 방법의 수는 1

 따라서 (0, 0) → B → C로 이동시키는 방법의 수는 6_1=6

   전체 방법의 수에서 Ú, Û의 방법의 수를 제외하면 구하는 경

우의 수는 

 21-1-6=14

 14

08  

A 스티커와 E 스티커는 90ù씩 회전하더라도 처음의 모양과 일치

한다.

따라서 A 스티커와 E 스티커는 회전에 의하여 각각 1가지씩의 경

우가 생긴다.

B 스티커와 C 스티커는 360ù 회전했을 때, 처음으로 같은 모양이 

나온다.

따라서 B 스티커와 C 스티커는 회전에 의하여 각각 4가지씩의 경

우가 생긴다.

D 스티커는 180ù 회전했을 때, 처음으로 같은 모양이 나온다.

따라서 D 스티커는 회전에 의하여 2가지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모양의 판의 중앙에 붙이는 스티커에 따라 다음과 같

이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Ú A 또는 E를 붙이는 경우 

   나머지 4개의 스티커를 중앙을 제외한 4개의 위치에 붙일 위치

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4-1)!=3!이고 중앙에 A 또는 E를 붙이는 경우의 수이므

로 2_3!  

이 각각에 대하여 각 스티커를 회전하여 문양이 달리지도록 4

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1_2_4_4=32이므로 A 

또는 E를  모양의 판의 중앙에 붙이는 모든 경우의 수는 

2_3!_32

Û B 또는 C를 붙이는 경우

   나머지 4개의 스티커를 중앙을 제외한 4개의 위치에 붙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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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4-1)!=3!이고 이 각각에 대하여 

B 또는 C를 중앙에 붙이는 경우의 수가 4이므로 중앙에 B 또

는 C를 붙이고, 나머지 4개의 스티커를 붙일 위치를 정하는 경

우의 수는

 4_3!= 24

   이 각각에 대하여 각 스티커를 회전하여 문양이 달리지도록 4

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1_1_2_4=8이므로

   B 또는 C를  모양의 판의 중앙에 붙이는 모든 경우의 수는

 2_ 24 _8

Ü D를 붙이는 경우

   나머지 4개의 스티커를 중앙을 제외한 4개의 위치에 붙일 위치

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4-1)!=3!이고 이 각각에 대하여 D

를 중앙에 붙이는 경우의 수가 2이므로 중앙에 D를 붙이고, 나

머지 4개의 스티커를 붙일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2_3!= 12

   이 각각에 대하여 각 스티커를 회전하여 문양이 달리지도록 4

개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는 16

   따라서 D를  모양의 판의 중앙에 붙이는 모든 경우의 수는

 12 _ 16

따라서 a=24, b=12, c=16이므로 

a+b+c=24+12+16=52

 ①

09 
5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은 1+2+3+4+5=15이므로 한 상자

에 5개의 공을 모두 넣으면 안 된다.

4개의 공 중 1+2+3+5=11, 1+2+3+4=10이므로 공에 적

힌 수의 합이 11 이하인 경우는 두 가지이고, 상자 A, B, C에 4

개, 1개, 0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2_3!=12

3개의 공 중 3+4+5=12인 경우가 아니면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1 이하이므로 5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뽑는 경우의 수는 

°C£-1=10-1=9이고, 상자 A, B, C에 3개, 2개, 0개 또는 3

개, 1개, 1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9_(3!+3!)=108

상자 A, B, C에 2개, 2개, 1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3_ 5!
2!2! =90

따라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12+108+90=210

 ⑤

10 
A를 출발하여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개수는 

13!
8!5! =1287

A를 출발하여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 중 P에서 좌회전하는 최

단 경로의 개수는

4!
3! _ 7!

6! =4_7=28

A를 출발하여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 중 Q를 지나는 최단 경로

의 개수는

7!
5!2! _ 6!

3!3! =21_20=420

A를 출발하여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 중 P에서 좌회전하고 Q를 

지나는 최단 경로는 없다.

따라서 구하는 최단 경로의 개수는

1287-28-420=839

 ④

11 
다섯 개의 자연수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수

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H£=¦C£= 7_6_5
3_2_1 =35

택한 세 수의 곱이 6 미만인 경우는

1_1_1=1, 1_1_2=2, 1_1_3=3, 1_1_4=4,

1_2_2=4, 1_1_5=5의 6가지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5-6=29

 ④

12 
(x+y+z)(s+t)=49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s, t는 

x+y+z=7, s+t=7을 만족시킨다.

Ú x+y+z=7인 경우

   x-1=x', y-1=y', z-1=z'이라 하면 x'+y'+z'=4이므

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 

(x', y', z')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H¢=¤Cª

= 6_5
2_1 =15

중복조합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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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s+t=7인 경우

   s-1=s', t-1=t'이라 하면 s'+t'=5이므로 구하는 순서쌍

의 개수는 음이 아닌 정수 s', t'의 순서쌍 (s', t')의 개수를 구

하는 것과 같으므로 

 ªH°  =¤CÁ  

=6

Ú, Û에서 구하는 순서쌍 (x, y, z, s, t)의 개수는 

15_6=90

 90

13 
조건 (가)에서 ab(c+d+e)=12이고

c+d+e¾3이므로 

c+d+e=3 또는 c+d+e=4 또는 c+d+e=6 또는  

c+d+e=12

Ú c+d+e=3인 경우

 c=d=e=1, ab=4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a, b 모두 짝수이어야 하므로

 a=b=2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1이다.

Û c+d+e=4인 경우

 ab=3에서 (a, b)=(1, 3), (3, 1)

 (c, d, e)=(1, 1, 2), (1, 2, 1), (2, 1, 1)

 이때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은 없다.

Ü c+d+e=6인 경우

 ab=2에서 (a, b)=(1, 2), (2, 1)

  이때 c+d+e=6일 때, 세 자연수 c, d, e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킨다.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2_£H6-3=2_°C£=2_°Cª=2_ 5_4
2_1 =20

Ý c+d+e=12인 경우

 ab=1에서 (a, b)=(1, 1)

  이때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세 자연수 c, d, e 모두 짝수이

어야 하므로

  c=2c'+2, d=2d'+2, e=2e'+2

(c', d', e'은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으면 

 c+d+e=2(c'+d'+e')+6=12

 c'+d'+e'=3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C£=°Cª= 5_4
2_1 =10

따라서 구하는 모든 순서쌍 (a, b, c, d, e)의 개수는

1+20+10=31

 31

14 
조건 (나)에 의하여 a와 b 모두 홀수이므로 

a=2a'+1, b=2b'+1 (a', b'은 음이 아닌 정수)로 놓을 수 있다. 

또, c=c'+1, d=d'+1, e=e'+1 (c', d', e'은 음이 아닌 정수)

로 놓을 수 있다.

이를 조건 (가)에 대입하면

(2a'+1)+(2b'+1)+(c'+1)+(d'+1)+(e'+1)=10

즉, 2(a'+b')+c'+d'+e'=5 (a', b', c', d', e'은 음이 아닌 정수)

Ú a'+b'=0인 경우

   a'+b'=0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는 (0, 0)의 1이고, 이 각각에 대하여  

c'+d'+e'=5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c', d', e'의 순서

쌍 (c', d', e')의 개수는

 £H°=¦C°=¦Cª

 = 7_6
2_1 =21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1_21=21

Û a'+b'=1인 경우

   a'+b'=1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는

 ªHÁ=2+1-1CÁ=ªCÁ=2

   이 각각에 대하여 c'+d'+e'=3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c', d', e'의 순서쌍 (c', d', e')의 개수는

 £H£=3+3-1C£=°C£=°Cª

 = 5_4
2_1 =10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2_10=20

Ü a'+b'=2인 경우

   a'+b'=2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는

 ªHª =2+2-1Cª=£Cª=£C1  

=3

   이 각각에 대하여 c'+d'+e'=1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c', d', e'의 순서쌍 (c', d', e')의 개수는

 £HÁ =3+1-1CÁ=£CÁ  

=3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3_3=9

Ú~Ü에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21+20+9=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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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Ú 상자 A에 흰색 탁구공을 3개 넣는 경우

   상자 A에는 반드시 주황색 탁구공이 적어도 1개 들어 있어야 

한다.

   이때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주황색 탁구공 3개를 

넣는 경우의 수는

 £H£=°C£=°Cª

 = 5_4
2_1 =10

Û 상자 A에 흰색 탁구공을 2개 넣는 경우

   상자 A에는 반드시 주황색 탁구공이 적어도 1개 들어 있어야 

한다.

   또, 남은 흰색 탁구공 1개를 넣는 상자에는 반드시 주황색 탁구

공이 적어도 1개 들어 있어야 하므로 흰색 탁구공 1개와 주황

색 탁구공 2개를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ªCÁ_£Hª=ªCÁ_¢Cª

 =2_ 4_3
2_1 =12

Ü 상자 A에 흰색 탁구공을 1개 넣는 경우

   상자 A에는 반드시 주황색 탁구공이 적어도 1개 들어 있어야 

한다.

   이때 흰색 탁구공 2개와 주황색 탁구공 3개를 넣는 방법을 생

각해 보자.

 ①   흰색 탁구공 2개를 한 상자에 모두 넣는 경우 주황색 탁구공

은 적어도 1개 들어 있어야 하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위

의 3개의 공을 상자 B 또는 상자 C에 넣고 남은 주황색 탁

구공 2개를 넣는 경우의 수와 같다.

 ªCÁ_£Hª=ªCÁ_¢Cª

 =2_ 4_3
2_1 =12

 ②   흰색 탁구공 2개를 상자 B, C에 각각 1개씩 넣는 경우 주황

색 탁구공도 상자 B, C에 적어도 1개씩 들어 있어야 하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HÁ=£CÁ=3

Ú~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0+12+12+3=37

 ②

16 
상자 A와 B에 공을 넣는 횟수를 p회, 상자 B와 C에 공을 넣은 횟

수를 q회, 상자 C와 D에 공을 넣은 횟수를 r회라 하면

p+q+r=5를 만족시킨다.

이때 a=p, b=p+q=5-r, c=q+r=5-p, d=r로 나타낼 

수 있다.

순서쌍 (a, b, c, d)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p+q+r=5를 만족시

키는 음이 아닌 정수 p, q, r의 순서쌍 (p, q, r)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H°=£*°ÐÁC°

=¦C°=¦Cª

= 7_6
2_1 =21

 ①

17 
Ú 두 종류로만 나오는 경우

 세 종류 중 꺼내지는 두 종류를 택하는 경우는 £Cª가지이다.

 예를 들어, 볼펜과 연필로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볼펜과 연필이 나오는 개수를 각각 a, b라 할 때, 이 경우를 순

서쌍 (a, b)로 나타내면 (6, 2), (5, 3), (4, 4), (3, 5),  

(2, 6)의 5가지이다.

 두 종류로만 8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Cª_5  =3_5  

=15

Û 세 종류가 모두 한 개 이상씩 나오는 경우

   꺼내지는 볼펜, 연필, 지우개의 개수를 각각 x, y, z라 하면 순

서쌍 (x, y, z)의 개수는 방정식 x+y+z=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와 같다.

 이때 x-1=x', y-1=y', z-1=z'이라 하면

   x'+y'+z'=5이므로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 (x', y', z')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H°=¦C°=¦Cª

 = 7_6
2_1 =21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15+21=36

 ④

18 
{xÜ`+ 1

x }
Þ`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xÜ`)5-r{ 1x }
¨`=°C¨ x15-4r (r=0, 1, y, 5)

xÜ` 항은 15-4r=3에서 r=3일 때이다.

이항정리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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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xÜ`+ 1
x }

Þ`의 전개식에서 xÜ`의 계수는 

°C£=°Cª= 5_4
2_1 =10

 ②

19 
{2xÛ`+ 1

x }
Þ`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C¨(2xÛ`)5-r{ 1x }
¨`=°C¨ 25-rx10-3r (r=0, 1, y, 5)

xÝ` 항은 10-3r=4에서 r=2일 때이다.

따라서 {2xÛ`+ 1
x }

Þ`의 전개식에서 xÝ`의 계수는 

°Cª_2Ü`= 5_4
2_1 _2Ü`=80

 ①

20 
{3xÛ`+;[!;}ß`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C¨(3xÛ`)6-r{;[!;}¨`=¤C¨ 36-rx12-3r (r=0, 1, y, 6)

따라서 상수항은 12-3r=0에서 r=4일 때이므로

구하는 상수항은 

¤C¢_3Û`  =15_9  

=135

 135

21 
(2x+1)Þ`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C¨(2x)r=°C¨ 2rxr (r=0, 1, y, 5)

따라서 xÜ`항은 r=3일 때이므로 

구하는 xÜ`의 계수는 

°C£_2Ü`= 5_4_3
3_2_1 _8=80

 80

22 
{xÇ`+;[!;}Ú`â`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Á¼C¨(xÇ`)r{;[!;}
10-r

=Á¼C¨ xnr+r-10 (r=0, 1, y, 10)이고, 상수항

이 45이므로 Á¼C¨=45를 만족시켜야 한다.

즉, Á¼C¨=45= 10_9
2_1 에서

r=8, 2

Ú r=8인 경우

 xnr+r-10=xâ`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4!;이다.

 이때 n의 값이 자연수가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Û r=2인 경우

 xnr+r-10=xâ`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4이다.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n의 값은 4이다.

 4 

23 
(x-y+1)n+2={(x+1)-y}n+2의 전개식에서 (x+1)nyÛ`항은

n+2Cª(x+1)nyÛ`=
(n+2)(n+1)

2 (x+1)nyÛ`

이때 (x+1)n의 전개식에서 xn의 계수는 nC0=1이므로

(x-y+1)n+2의 전개식에서 xnyÛ`의 계수  f(n)은

 f(n)=
(n+2)(n+1)

2

1
 f(1)

+
1

 f(2)
+

1
 f(3)

+y+
1

 f(2020)

=
2020
Á
k=1

2
(k+1)(k+2)

=2
2020
Á
k=1
{ 1
k+1 - 1

k+2 }

=2[{ 12 - 1
3 }+{

1
3 - 1

4 }+y+{ 1
2021 - 1

2022 }]

=2{ 12 - 1
2022 }=1- 1

1011 = 1010
1011

따라서 a=1010, b=1011이므로 

a+b=1010+1011=202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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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A'B)=P(A)+P(B)-P(A;B)이므로

;5$;=;2!;+;5@;-P(A;B)

P(A;B)=;2!;+;5@;-;5$;

=;1Á0;

확률의 연산(조건부확률, 곱셈정리, 사건의 독립)유형 2

01 
P(A�` 'B) =P((A;B�` )�` )   

=1-P(A;B�` )=;3@;  

P(A;B�` )=1-;3@;=;3!;

따라서 

P(A) =P(A;B)+P(A;B�` )   

=;6!;+;3!;=;2!;  

 ③

02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므로 

P(A;B)=P(A)P(B)

즉, ;4!;=;3@;_P(B)이므로 

P(B)=;8#;

 ②

확률의 연산(덧셈정리와 배반사건)유형 1

05 
ab가 6의 배수가 되는 순서쌍 (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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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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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15가지이다.

이 중 a 또는 b가 홀수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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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6, 5)

의 10가지이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0
15 = 2

3  

즉, p=3, q=2이므로 p+q=5

 5

06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3!; 

상자에서 꺼낸 구슬 중 검은 구슬의 개수가 2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의 계산유형 3

P(BÈA)=
P(A;B)

P(A)

=
;1Á0;

;2!;
=;5!;

 ②

04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므로 두 사건 A와 B�``도 서로 독립

이다.

P(A;B� ̀)=P(A)P(B� ̀)

               =;3!;_P(B� ̀)

               =;5!;

P(B� ̀)=;5!;_3

=;5#;

따라서 P(B)=1-P(B� ̀)=1-;5#;=;5@;

 ③

Ⅱ확률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5
06 151  07 ③  08 ②  09 ①  10 259
11 ③  12 68  13 49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①
21 28  22 ④  23 ①  24 ④

본문 97~10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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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고 상자에서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 구슬인 경우의 확률은

 ;3!;_ ¢Cª
¦Cª =;3!;_;2¤1;=;2ª1;

Û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고 상자에서 

꺼낸 3개의 구슬 중 흰 구슬이 1개, 검은 구슬이 2개인 경우의 

확률은 

 ;3@;_ £CÁ_¢Cª
¦C£ =;3@;_ 3_6

35 =;3!5@;

Ú, Û의 경우는 서로 배반사건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2ª1;+;3!5@;= 10+36
105 = 46

105

따라서 p=105, q=46이므로 

p+q=151

 151

07 
z+ z

i =a+2bi+ a+2bi
i =a+2bi-(-2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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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z+ z
i 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a=2b이어야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_6=36

이고 a=2b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의 개수는 (2, 1), (4, 2), 

(6, 3)의 3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3£6;=;1Á2;

 ③

08 
Ú A, B만으로 한 개의 조를 구성하는 경우

 나머지 6명을 3명씩 2개의 조로 나누면 되므로 그 경우의 수는

 ¤C£_£C£_ 1
2! = 6_5_4

3_2_1 _1_;2!;

                         =10

Û A, B가 있는 조에 한 명이 더 포함되는 경우

   나머지 6명 중 한 명을 A, B와 같은 조에 편성하고, 나머지 5

명을 3명과 2명으로 나누면 되므로 그 경우의 수는

 ¤CÁ_°C£_ªCª=6_ 5_4_3
3_2_1 _1

                        =60

8명의 학생을 3명, 3명, 2명씩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C£_°C£_ªCª_ 1
2! = 8_7_6

3_2_1 _ 5_4_3
3_2_1 _1_;2!;

                            =28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10+60
280 =;4!;

 ②

09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각각 전날 사용한 색의 밴

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색의 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

체 경우의 수는

¢P¢=4Ý`

첫째 날과 다섯째 날에 파란색의 밴드를 사용했을 때, 둘째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파란색을 제외한 4가지이고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Ú	셋째 날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중 하나를 사용한 경우 

  넷째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전날에 사용한 색과 파란색을 

제외한 3가지이므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4_3_3

Û	셋째 날에 파란색을 사용한 경우 

  넷째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파란색을 제외한 4가지이므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4_1_4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4_9+4_4 
4Ý`

= 13
64

 ①

10 
여섯 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720

이웃한 두 장의 카드 중 왼쪽 카드에 적힌 수가 오른쪽 카드에 적

힌 수보다 큰 경우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Ú	 6  의 위치를 움직이는 경우 

 6      : °C¼_°C°=°C¼ 

  6     : °CÁ_¢C¢=°CÁ 

   6    : °Cª_£C£=°Cª 

    6   : °C£_ªCª=°C£

     6  : °C¢_ÁCÁ=°C¢ 

 °C¼+°CÁ+°Cª+°C£+°C¢=2Þ`-1

Û	 6  을 고정하고 5  의 위치를 움직이는 경우 

 5      6  : ¢C¼_¢C¢=¢C¼ 

  5     6  : ¢CÁ_£C£=¢C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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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 ¢Cª_ªCª=¢Cª 

    5   6  : ¢C£_ÁCÁ=¢C£ 

 ¢C¼+¢CÁ+¢Cª+¢C£=2Ý`-1

Ü	 5 , 6  을 고정하고 4  의 위치를 움직이는 경우 

 £C¼+£CÁ+£Cª=2Ü`-1

Ý	 4 , 5 , 6  을 고정하고 3  의 위치를 움직이는 경우 

 ªC¼+ªCÁ=2Û`-1

Þ	 3 , 4 , 5 , 6  을 고정하고 2  의 위치를 움직이는 경우 

 ÁC¼=2Ú`-1

따라서 

(2Ú`-1)+(2Û`-1)+(2Ü`-1)+(2Ý`-1)+(2Þ`-1)

=
2(2Þ`-1)
2-1 -5=57

이고, 전체 확률은 
57
720 = 19

240 =
q
p 이므로 

p+q=240+19=259

 259

11 
방정식 

a+b+c=3n  yy ()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H3n-3=3+3n-3-1C3n-3=3n-1C3n-3=3n-1Cª

=
(3n-1)(3n-2)

2

이다. 

선택한 순서쌍 (a, b, c)가 ‘a>b 또는 a>c’를 만족시키는 사건

을 A라 하면 사건 A의 여사건 A�` 은 선택한 순서쌍 (a, b, c)가 

‘aÉb이고 aÉc’를 만족시키는 사건이다.

‘aÉb이고 aÉc’인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구하자.

a=k`(1ÉkÉn)일 때, b¾k이고 c¾k이므로 

a=k일 때, 방정식 ()에서

k+b+c=3n, b+c=3n-k

b=b'+k, c=c'+k라 하면 b', c'은 음이 아닌 정수이고 방정식

()은

k+(b'+k)+(c'+k)=3n, b'+c'=3n-3k

이므로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b', c'의 순서쌍

(b', c')의 개수는

ªH3n-3k  =2+3n-3k-1C3n-3k=3n-3k+1C3n-3k  

=3n-3k+1CÁ=3n-3k+1

따라서 a=k일 때, 방정식 ()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3n-3k+1 이다.

사건 A�` 의 원소의 개수는

n
Á
k=1

( 3n-3k+1 )=3nÛ`-3_ n(n+1)
2 +n= n(3n-1)

2

이므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A)=1-P(A�` )=1-

n(3n-1)
2

(3n-1)(3n-2)
2

= 2n-2
3n-2

이다.

따라서

p= 5_4
2 =10, q=3_7-3_2+1=16, r= 2_4-2 

3_4-2 =;5#;

이므로

p_q_r=10_16_;5#;=96

 ③

12 
점 {cos` np6 , sin` np6 }에  n=1, 2, 3, y, 11을 대입하여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단위 원을 점 A(1, 0)으로부터 12등분한 점들이다.

삼각형 ABC가 이등변삼각형인 경우는 이등변삼각형의 꼭짓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두 점을 택하는 경우이다.

Ú   꼭짓점을 기준으로 간격이 한 칸인 경우  

(1, 11), (1, 2), (10, 11)로 세 가지 경우이다.

Û   꼭짓점을 기준으로 간격이 두 칸인 경우  

(2, 10), (2, 4), (8, 10)으로 세 가지 경우이다.

Ü   꼭짓점을 기준으로 간격이 세 칸인 경우  

(3, 9), (3, 6), (6, 9)로 세 가지 경우이다.

Ý   꼭짓점을 기준으로 간격이 네 칸인 경우  

(4, 8)로 한 가지 경우이다.  

이때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Þ   꼭짓점을 기준으로 간격이 다섯 칸인 경우  

(5, 7), (5, 10), (2, 7)로 세 가지 경우이다.

Ú~Þ에서 삼각형 ABC가 이등변삼각형인 경우의 수는  

3+3+3+1+3=13

삼각형 ABC가 이등변삼각형일 확률은 

13
ÁÁCª=

13
55

따라서 p=55, q=13이므로 

p+q=55+13=68

 68

13 
Ú 1열에 A, B가 앉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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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에 A가 좌측에 앉거나 우측에 앉고 남은 자리에 B가 앉으

므로 2가지   

2, 3열 중에 C가 앉는 경우 4가지

 C가 앉은 후 다른 열에 D가 앉는 경우 2가지 

 남은 2자리 중 E가 앉는 경우 2가지 

 남은 자리에 F가 앉는 경우 1가지

 경우의 수는 2_4_2_2_1=32

Û 2열에 A, B가 앉는 경우 

   2열에 A가 좌측에 앉거나 우측에 앉고 남은 자리에 B가 앉으

므로 2가지

 1, 3열 중에 C가 앉는 경우 4가지

 C가 앉은 후 다른 열에 D가 앉는 경우 2가지

 3열에 E가 앉는 경우 1가지

 남은 자리에 F가 앉는 경우 1가지

 경우의 수는 2_4_2_1_1=16

Ü 3열에 A, B가 앉는 경우

 Û에서 경우의 수는 16

Ú~Ü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32+16+16=64

6명의 학생을 6개의 좌석에 앉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720이

므로 구하는 확률은 

;7¤2¢0;=;4¢5;

따라서 p=45, q=4이므로 

p+q=45+4=49

 49

14 
1회에서 1의 눈이 나와 시행을 멈출 확률: ;6!;

1회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고 2회에서 1의 눈이 나와 시행을 멈출 

확률:  ;2!;_;6!;



1~9회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고 10회에서 1의 눈이 나와 시행을 

멈출 확률:  {;2!;}
9

_;6!;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6!;+;2!;_;6!;+{;2!;}
2

_;6!;+y+{;2!;}
9

_;6!;

=;6!;[1+;2!;+{;2!;}
2

+y+{;2!;}
9

]

=;6!;_
1-{;2!;}

10
 

1-;2!;

=;3!;_;1!0)2@4#;

=;1£0¢2Á4;

 ④

15 
집합 S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2Ý`-1=15이다. 

한 번 택한 집합은 다시 택하지 않으므로 모든 경우의 수는

15_14=210

n(A)_n(B)=2_n(A;B)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n(A)=2, n(B)=1 또는 n(A)=1, n(B)=2이어야 한다.

Ú n(A)=2, n(B)=1인 경우

 A를 뽑을 때, 원소가 2개인 집합을 뽑을 확률은 ;1¤5;이다.

   B를 뽑을 때, B는 A의 원소 2개 중 1개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B를 뽑을 확률은 ;1ª4;이다. 

 그러므로 n(A)=2, n(B)=1인 경우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확률은 ;1¤5;_;1ª4;=;3ª5;이다.

Û n(A)=1, n(B)=2인 경우

 A를 뽑을 때, 원소가 1개인 집합을 뽑을 확률은 ;1¢5;이다.

   B를 뽑을 때, B는 원소가 2개이어야 하고, A의 원소를 포함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B를 뽑을 확률은 ;1£4;이다.

 그러므로 n(A)=1, n(B)=2인 경우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확률은 ;1¢5;_;1£4;=;3ª5;이다.

Ú, Û에서 구하는 확률은 

;3ª5;+;3ª5;=;3¢5;

 ③

다른 풀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 풀이

(A;B),A, (A;B),B이므로 

n(A;B)Én(A), n(A;B)Én(B)이다.

따라서 n(A)_n(B)=2_n(A;B)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Ú n(A)=2, n(B)=1, n(A;B)=1인 경우

 B,A이므로 ¢Cª_2= 4_3
2_1 _2=12(가지)

Û n(A)=1, n(B)=2, n(A;B)=1인 경우

 A,B이므로 4_£CÁ=4_3=12(가지)

그리고 집합 S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2Ý`-1=15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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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15_14 =;3¢5;

16 
ㄱ.   첫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짝수이면 aª=-1, 홀수이면 

aª=1이다.  

따라서 aª=1일 확률은 첫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확률과 같으므로  ;2!;이다. (참)

ㄴ.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반복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1, 0, 1 

각각의 개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값 1회 2회 3회 4회 … n회 (n+1)회 (n+2)회 …

1 1 1 3 2+3=5 … a a+b 3a+b …

0 0 2 2 3+3=6 … b 2a 2(a+b) …

-1 1 1 3 3+2=5 … a a+b 3a+b …

총 개수 2 4 8 16 … 2Ç 2n+1 2n+2 …

결정 aª a£ a¢ a° … aÇ*Á aÇ*ª aÇ*£ …

n회에서 1의 개수가 a개이면 (n+1)회에서 0과 -1의 개수

가 각각 a개씩 증가한다.  

n회에서 0의 개수가 b개이면 (n+1)회에서 1과 -1의 개수

가 각각 b개씩 증가한다.  

n회에서 -1의 개수가 c개이면 (n+1)회에서 0과 1의 개수

가 각각 c개씩 증가한다.  

첫 번째의 시행 결과는 aª를 결정짓고, 두 번째의 시행 결과는 

a£을 결정짓고, n번째의 시행 결과는 aÇ*Á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2회의 시행 결과 a£=1일 확률은  ;4!;이고, 3회의 시행  

결과 a¢=0일 확률은 ;8@;= ;4!;이다.  

따라서 P(a£=1)=P(a¢=0)= ;4!; (참)

ㄷ. ㄴ의 표에서 n=8이라 하면

a»=0일 확률 P(a»=0)=p= b
2¡̀

이고 

aÁÁ=0일 확률 P(aÁÁ=0)=
2(a+b)

2Ú`â`
= a+b

2á
이다.

한편, 2a+b=2¡`이므로 

a=2à`-;2B;

따라서

P(aÁÁ=0)= a+b
2á

=
2à`+;2B;

2á

=
1+ b

2¡̀
2Û`

=
1+p
4

이므로 aÁÁ=0일 확률은 
1+p
4 이다.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③

17 
서로 다른 6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임의로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3ß`

이때 빈 상자가 없도록 분배하는 경우는

(1, 1, 4), (1, 2, 3), (2, 2, 2)로 3가지가 있다.

Ú (1, 1, 4)인 경우 

 ¤CÁ_°CÁ_¢C¢_ 3!
2! =6_5_1_3

                                =90

Û (1, 2, 3)인 경우

 ¤CÁ_°Cª_£C£_3!=6_10_1_6

 =360

Ü (2, 2, 2)인 경우

 ¤Cª_¢Cª_ªCª  =15_6_1  

=90

빈 상자가 없도록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90+360+90=54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540
3ß`

= 20
27

 ③

18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인 사건을 S, 주머니 A

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T라 하자.

두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머니 A 주머니 B 확률

홀수 짝수 ;5#;_;3@;=;5@;

짝수 홀수 ;5@;_;3!;=;1ª5;

조건부확률의 활용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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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5@;+;1ª5;=;1¥5;

P(S;T)=;5@;

따라서

P(T|S)=
P(S;T)
P(S)

=
;5@;

;1¥5;
=;4#;

 ⑤

19 
시행을 한 번 하여 꺼낸 공의 색깔이 서로 같은 사건을 E, 상자 A

를 택한 사건을 A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AÈE)=
P(A;E)
P(E)

 =
;2!;_ ªCª+£Cª

°Cª

{;2!;_ ªCª+£Cª
°Cª }+{;2!;_ £Cª+¢Cª

¦Cª }
 

 =
;1¢0;

;1¢0;+;2»1;

 =;1¥7¢4;

 =;2!9$;

 ④

20 
A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므로 

{2, 4, 6}이고,

B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므로 

{2, 3, 5}이다.

A;B={2}, A�` ;B={3, 5}

P(BÈA)-P(BÈA�` )=
P(A;B)
P(A)

-
P(A�` ;B)
P(A�` )

=
;6!;

;2!;
-

;3!;

;2!;

=-;3!;

 ①

21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인 사건을 E,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라 하면 구하는 확률은 P(AÈE)

이다.

P(E)=1-(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일 확률)

 =1- £C£
¤C£

 =1-;2Á0;

 =;2!0(;

첫 번째에는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서 

적어도 한 번은 짝수가 적힌 공이 나와야 하므로 

P(A;E)=;2!;_{1- ªCª
°Cª }

=;2!;_;1»0;

=;2»0;

P(AÈE)=
P(A;E)
P(E)

=
;2»0;

;2!0(;

=;1»9;

따라서 p=19, q=9이므로

p+q=19+9=28

 28

22 
프로파일러가 10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

하여 면담하였을 때,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 사건을 A, 

프로파일러가 범인으로 판단하는 사건을 E라 하면 

P(A)=0.2, P(A� )=1-0.2=0.8

P(E|A)=0.99, P(E|A� )=0.04

구하는 확률 P(E)는

P(E)=P(A;E)+P(A� ;E)

=P(A)P(E|A)+P(A� )P(E|A� )

=0.2_0.99+0.8_0.04

=0.2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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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ª= 6_5
2_1 =15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두 수의 차가 0인 경우의 수는 

£Cª+ªCª=3+1=4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두 수의 차가 1인 경우의 수는 

£CÁ_ªCÁ+ªCÁ_ÁCÁ=3_2+2_1=8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두 수의 차가 2인 경우의 수는 

£CÁ_ÁCÁ=3_1=3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0 1 2 합계

P(X=x) ;1¢5; ;1¥5; ;1£5; 1

따라서 E(X)=0_;1¢5;+1_;1¥5;+2_;1£5;=;1!5$;

 ①

02 
확률의 총합은 1이므로 

P(X=0)+P(X=2)+P(X=4)+P(X=6)=1

a+;2!;+;4!;+;6!;=1

a=1-;1!2!;=;1Á2;

E(X)=0_P(X=0)+2_P(X=2)

 +4_P(X=4)+6_P(X=6)

=2_;2!;+4_;4!;+6_;6!;=3

따라서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유형 1

Ⅲ통계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② 07 17 08 ⑤ 09 ⑤ 10 ⑤

11 ① 12 ④ 13 72 14 ① 15 ②

16 29 17 ② 18 ③ 19 ③ 20 ①

21 149 22 ④ 23 ③ 24 ② 25 ④

26 ⑤ 27 19 28 88 29 ① 30 ②

31 ② 32 ④ 33 ② 

본문 104~112 쪽

23 
5회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온 횟수를 a, 검은 공이 나온 횟수를 b라 

하면 a+b=5, a+2b=7이므로 

a=3, b=2

1회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3!;이

고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므로 구하는 확률은  

°Cª{;3@;}3`{;3!;}2`=10_;2¥7;_;9!;

=;2¥4¼3

 ①

24 
4회의 시행 중 5가 적힌 구슬이 3회, 4 이하의 수가 적힌 구슬 중 

한 개가 1회 나올 확률은 ¢C£{;5!;}3`{;5$;}1`=
16
625 이다.

4회의 시행 중 5가 적힌 구슬이 2회, 4가 적힌 구슬이 1회, 3 이하

의 수가 적힌 구슬 중 한 개가 1회 나올 확률은 

¢Cª{;5!;}2`_ªCÁ{;5!;}1`{;5#;}1`=
36
625 이다.

P(N¾14)=P(N=15)+P(N=14)

={;62!5;+;6Á2¤5;}+{;62^5;+;6£2¤5;}

=
59
625

따라서 p=16, q=36, r=59이므로

 p+q+r=16+36+59=111  ④

독립시행의 확률유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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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0 1 2 3 합계

P(X=x)

°C¢
¥C¢

=;1Á4;

°C£_£CÁ
¥C¢

=;1¤4;

°Cª_£Cª
¥C¢

=;1¤4;

°CÁ_£C£
¥C¢

=;1Á4;
1

따라서

E(X)=0_;1Á4;+1_;1¤4;+2_;1¤4;+3_;1Á4;

=;1@4!;

=;2#;

 ①

06 
홀수와 짝수를 모두 포함해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으므로

k+((가)-k)=3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3

(2n-1)장의 카드 중에서 짝수가 적힌 카드는 (n-1)장, 홀수가 

적힌 카드는 n장이다. 

택한 3장의 카드 중 짝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가 확률변수 X이므

로 X는 0, 1, 2, 3의 값을 갖는다.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0 1 2 3 합계

P(X=k) n-1C¼_ÇC£
2n-1C£

n-1CÁ_ÇCª
2n-1C£

n-1Cª_ÇCÁ
2n-1C£

n-1C£_ÇC¼
2n-1C£

1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P(X=0)=

n(n-1)(n-2)
3_2_1

(2n-1)(2n-2)(2n-3)
3_2_1

=
n(n-2)

2(2n-1)(2n-3)

P(X=1)=
(n-1)_

n(n-1)
2_1

(2n-1)(2n-2)(2n-3)
3_2_1

=
3n(n-1)

2(2n-1)(2n-3)

P(X=2)=

(n-1)(n-2)
2_1

_n

(2n-1)(2n-2)(2n-3)
3_2_1

=
3n(n-2)

2(2n-1)(2n-3)

P(X=3)=

(n-1)(n-2)(n-3)
3_2_1

(2n-1)(2n-2)(2n-3)
3_2_1

E(aX)=aE(X)=;1Á2;_E(X)

=;1Á2;_3=;4!;

 ②

03 
확률의 총합은 1이므로

a+;3!;+;4!;+b=1

a+b=1-;1¦2;=;1°2; …… ㉠

E(X)=:Á6Á:에서

0_a+1_;3!;+2_;4!;+3_b=:Á6Á:

;3!;+;2!;+3b=:Á6Á:

3b=1

b=;3!; …… ㉡

㉠, ㉡에서 

a=;1°2;-;3!;=;1Á2;

따라서 ;aB;=
;3!;

;1Á2;
=4

 ④

04 
확률의 총합은 1이므로

a+b+c=1 …… ㉠

E(X)=b+2c=1 …… ㉡

V(X)=E(XÛ`)-{E(X)}Û`

=b+4c-1Û`=;4!;

b+4c=;4%; …… ㉢

㉠, ㉡, ㉢을 연립하여 풀면 

a=;8!;, b=;4#;, c=;8!;

따라서 P(X=0)=a=;8!;

 ③

05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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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받는 돈을 확률변수 X라 하고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000 2000 3000 y n_1000 y

P(X) ;3!; ;3@;_;3!; {;3@;}Û`_;3!; y {;3@;}
n-1

_;3!; y

받는 돈의 기댓값을 E(X)라 하면

E(X)=
¦
Á
n=1

 [(n_1000)_{;3@;}
n-1

_;3!;]

=:Á:¼3¼:¼: lim
n`Ú¦

 
n
Á
k=1

 k{;3@;}
k-1

 yy ㉠

한편, SÇ=
n
Á
k=1

k{;3@;}
k-1

이라 하면

SÇ=1+2{;3@;}+3{;3@;}
2

+y+n{;3@;}
n-1

 yy ㉡

;3@; SÇ=;3@;+2{;3@;}
2

+3{;3@;}
3

+y+n{;3@;}
n

 yy ㉢

㉡-㉢을 하면

;3!; SÇ=1+;3@;+{;3@;}
2

+y+{;3@;}
n-1

-n{;3@;}
n

SÇ=3

(
{
9

1-{;3@;}
n

 

1-;3@;
-n{;3@;}

n

)
}
0

=9-(3n+9){;3@;}
n

 yy ㉣

㉠, ㉣에서

E(X)=:Á:¼3¼:¼: lim
n`Ú¦

 [9-(3n+9){;3@;}
n

]

=:Á:¼3¼:¼:_9

=3000(원)

 ⑤
     

=
(n-2)(n-3)

2(2n-1)(2n-3)

따라서

E(X)=
3
Á
k=0

{k_P(X=k)}

=
3n(n-1)

2(2n-1)(2n-3)
+2_

3n(n-2)
2(2n-1)(2n-3)

 +3_
(n-2)(n-3)

2(2n-1)(2n-3)

= 3nÛ`-3n+6nÛ`-12n+3nÛ`-15n+18
2(2n-1)(2n-3)

= 12nÛ`-30n+18
2(2n-1)(2n-3)

=
6(n-1)(2n-3)
2(2n-1)(2n-3)

=
3(n-1)
2n-1

따라서 a=3,  f(n)=
3n(n-2)

2(2n-1)(2n-3)
,  g (n)=3(n-1)이

므로 

a_f(5)_g(8)=3_ 3_5_3
2_9_7 _(3_7)

=:¢2°:

 ②

07 
1

1-2

13
-2

1

13 13

3개의 점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위 그림

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때의 넓이는  각각 
'3
4 , 
'3
2 , 

3'3
4 이다.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3
4

'3
2

3'3
4 합계

P(X=x) 6
¤C£

12
¤C£

2
¤C£ 1

P{X¾ '32 }=1- 6
¤C£

                =1-;2¤0;=;1¦0;

따라서 p=10, q=7이므로 p+q=10+7=17

 17

09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50, ;4!;}을 따르므로

E(X)=50_;4!;=:ª2°:

V(X)=50_;4!;_;4#;=:¦8°:

따라서 V(4X)=16V(X)=16_:¦8°:=150

 ⑤

이항분포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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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5이므로 n_;4!;=5에서 n=20

 ⑤

11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B{20, ;5$;}를 따르므로 

V{;4!;X+1}=;1Á6;V(X)

=;1Á6;_20_;5$;_;5!;

=;5!;

 ①

12 
P(X=3)  =°C£ pÜ`(1-p)Û`  

=10pÜ`(1-p)Û`

P(X=4)  =°C¢ pÝ`(1-p)  

=5pÝ`(1-p)

P(X=3)=P(X=4)에서

10pÜ`(1-p)Û`=5pÝ`(1-p)이므로 2(1-p)=p

p=;3@; 

E(X)=5_;3@;=:Á3¼:

따라서

E(6X)=6E(X)

=6_:Á3¼:=20

 ④

13 
V(X)=300_;5@;_;5#;=72

 72

14 
E(3X+1)=3E(X)+1=19이므로 

3E(X)=18, E(X)=np=6

E(XÛ`)=40이므로 

V(X)=np(1-p)=E(XÛ`)-{E(X)}Û`=40-36=4

1-p=;3@;, p=;3!;, ;3!; n=6, n=18

17 
확률의 합은 1이므로

{a_;4£a;}+[;2!;_(2-a)_;4£a;]=1

;4#;+ 3(2-a)
8a =1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분포유형 3

따라서 
P(X=1)
P(X=2)

=
Á¥CÁ{;3!;}

1

{;3@;}
17

 

Á¥Cª{;3!;}
2
{;3@;}

16 = 4
17

 ①

15 
부부가 상품을 받을 확률은 ;3!;_;3!;=;9!;이다.

상품을 받는 부부의 쌍의 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이항분포 

B{n, ;9!;}을 따른다.

이때 상품을 받는 부부가 2쌍 이하일 확률이 ;3%2&;{;9*;}
n

이므로

nC0{;9*;}
n

+nC1{;9!;}
1
{;9*;}

n-1

+nC2{;9!;}
2
{;9*;}

n-2

=;3%2&;{;9*;}
n

[1+ n
8 +

n(n-1)
128 ]{;9*;}

n

=;3%2&;{;9*;}
n

1+ n
8 +

n(n-1)
128 =;3%2&;

16n+n(n-1)=100, nÛ`+15n-100=0

(n-5)(n+20)=0

따라서 n은 자연수이므로 

n=5

 ②

16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25, p)를 따르므로

V(X)=25p(1-p)=4에서

25pÛ`-25p+4=0, (5p-1)(5p-4)=0

0<p<;2!;이므로 p=;5!;

따라서 E(X)=25_;5!;=5이므로

E(XÛ`)=V(X)+{E(X)}Û`=4+25=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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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5^;

따라서 P{0ÉXÉ;2!;}=;2!;_;4£a;=;2!;_;4#;_;6%;=;1°6;이므로

P{;2!;ÉXÉ2}=1-P{0ÉXÉ;2!;}

P{;2!;ÉXÉ2}=1-;1°6;

P{;2!;ÉXÉ2}=;1!6!;

 ②

18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에서 확률밀도함수  f(x)는

 f(x)=

(
{
9

;4!;x (0ÉxÉ2)

1-;4!;x  (2<xÉ4)

1<k<2인 상수 k에 대하여 

P(kÉXÉ2k)=P(kÉXÉ2)+P(2ÉXÉ2k)

=;2!;(2-k){;4!;k+;2!;}+;2!;(2k-2){;2!;+1-;2!;k}

=;8!;(2-k)(2+k)+;2!;(k-1)(3-k)

=-;8%; kÛ`+2k-1

=-;8%;{k-;5*;}Û`+;5#;

따라서 P(kÉXÉ2k)는 k=;5*;일 때, 최댓값을 갖는다.

 ③

19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에서 확률밀도함수  f(x)는

 f(x)=

(
{
9

;4!;x (0ÉxÉ2)

1-;4!;x  (2<xÉ4)

구하는 값은 전체 확률 1에서

P{0ÉXÉ;2!;}과 P(3ÉXÉ4)의 값을 뺀 것과 같다.

따라서

P{;2!;ÉXÉ3}=1-P{0ÉXÉ;2!;}-P(3ÉXÉ4) 

=1-;2!;_;2!;_;8!;-;2!;_1_;4!;

=1-;3Á2;-;8!;

=1-;3°2;=;3@2&;

 ③

20 
이 대학에 지원한 5000명의 입학 시험점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63.7, 10Û`)을 따른다.

이때 Z= X-63.7
10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가 a이므로

P(X¾a)=P{Z¾ a-63.7
10 }= 50

5000 =0.01 

이때 

P(Z¾2.33)=0.5-P(0ÉZÉ2.33)=0.5-0.490=0.01

이므로

a-63.7
10 =2.33

a=63.7+23.3=87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b이므로

P(X¾94.6) =P{Z¾ 94.6-63.7
10 }=P(Z¾3.09) 

= b
5000  

이때 

P(Z¾3.09)=0.5-P(0ÉZÉ3.09)=0.5-0.499=0.001

이므로

b
5000 =0.001

b=5

따라서 a+b=87+5=92

 ①

21 
정규분포 N(m, rÛ`)을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조건 (가)에

서 P(X¾128)=P(XÉ140)이므로

128-m=-(140-m), 2m=128+140=268

따라서 m=134

조건 (나)에서 

P(mÉXÉm+10)=P{ m-m
r ÉZÉ m+10-m

r }

=P{0ÉZÉ 10
r }

=P(-1ÉZÉ0)

이므로 
10
r =1, r=10

P(X¾k)=P{Z¾ k-134
10 }

=0.0668

정규분포유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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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332

=0.5-P(0ÉZÉ1.5)

=P(Z¾1.5)

 따라서 
k-134

10 =1.5이므로 k=134+15=149

 149

22 
수험생의 성적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500, 30Û`)

을 따르고,  Z= X-500
30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

포 N(0, 1)을 따른다. 

지원한 수험생이 500명일 때, 입학정원이 35명이므로 합격하기 

위한 최저점수를 a라 하면  P(X¾a)=;5£0°0;=0.07이어야 한다.

P(X¾a)=P{Z¾ a-500
30 }

=0.5-P{0ÉZÉ a-500
30 }

=0.07

P{0ÉZÉ a-500
30 }=0.5-0.07

=0.43

따라서 
a-500

30 =1.5이므로 

a=1.5_30+500=545

 ④

23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67, 12Û̀ )

을 따르고, Z= X-67
12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성취도가 A 또는 B인 학생이기 위해서는 수학 점수가 79점 이상

이어야 하므로 구하는 것은 P(X¾79)이다.

P(X¾79)=P{Z¾ 79-67
12 }

=P(Z¾1)

=0.5-P(0ÉZÉ1)

=0.5-0.3413

=0.1587

 ③

24 
한 개의 주사위를 72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이항분포 B{72, ;3!;}을 따른다. 

이때 시행횟수 72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72_;3!;=24, 

72_;3!;_;3@;=16에서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24, 4Û`)을 따

르고,  Z= X-24
4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

은 따른다. 

P(30ÉXÉ36)=P{ 30-24
4 ÉZÉ 36-24

4 }

=P(1.5ÉZÉ3)

=P(0ÉZÉ3)-P(0ÉZÉ1.5)

=0.4987-0.4332

=0.0655

 ②

25 
조건 (가)에서 x=t+5로 놓으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f(15+t)=f(15-t)가 성립하므로 함수 y= f(x)의 그래프는 직

선 x=15에 대하여 대칭이다.

따라서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의하여 m=15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15, 4Û`)을 따르므로  ZÁ= X-15
4 로 

놓으면 확률변수 ZÁ은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¾17)=P{ZÁ¾ 17-15
4 }=P(ZÁ¾0.5)

또,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 N(20, rÛ`)을 따르므로  Zª= X-20
r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ª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YÉ17)=P{ZªÉ 17-20
r }=P{ZªÉ -3

r }

조건 (나)에서 P(X¾17)=P(YÉ17)이 성립하므로 

- 3
r=-0.5, 즉 r=6

따라서 

P(XÉm+r)=P(XÉ15+6)=P(XÉ21)

=P{ZÁÉ 21-15
4 }=P(ZÁÉ1.5)

=0.5+P(0ÉZÁÉ1.5) 

=0.5+0.4332=0.9332

 ④

26 
두 확률변수 X, Y의 표준편차가 서로 같으므로 함수 y=g(x)의 

그래프는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m-10

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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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0-m
r =1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군용 위장크림 중에서 임의추출한 4개의 무

게의 평균을 X Õ라 하면 X Õ는 정규분포  N{m, { r2 }
Û` }을 따르므로

Z= XÕ-m
r
2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Õ¾50)=P »Z¾ 50-m
r
2

¼

=P(Z¾2)

=0.5-P(0ÉZÉ2)

=0.5-0.4772

=0.0228

 ①

30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5, 1Û`)를 따른다. 

이때 임의추출한 100명이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의 

표본평균을 XÕ라 하면 XÕ는 정규분포 N{5, {;1Á0;}
2

},  

즉 N(5, (0.1)Û`)을 따르고,  Z= XÕ-5
0.1 로 놓으면 Z는 표준정규

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P(4.85ÉXÕÉ5.2)=P{ 4.85-5
0.1 ÉZÉ 5.2-5

0.1 }

=P(-1.5ÉZÉ2)

=P(-1.5ÉZÉ0)+P(0ÉZÉ2)

=0.4332+0.4772

=0.9104

 ②

27 
E(XÕ)=15이고 r(XÕ)= 8

'4 =4이므로

E(XÕ)+r(XÕ)=15+4=19

 19

28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85, 6Û`)을 따르므로 표본평균 XÕ는 정

규분포 N{85, {;4^;} Û` }, 즉 N(85, 1.5Û`)을 따르고,  Z= XÕ-85
1.5

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Õ¾k)=P{Z¾ k-85
1.5 }=0.5-P{0ÉZÉ k-85

1.5 }=0.0228

이므로  P{0ÉZÉ k-85
1.5 }=0.5-0.0228=0.4772에서 

k-85
1.5 =2 

따라서 k=2_1.5+85=88

 88

29 
군용 위장크림 1개의 무게를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m, rÛ`)를 따르므로  Z= X-m
r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

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P(X¾50)=P{Z¾ 50-m
r }

=0.5-P{0ÉZÉ 50-m
r }=0.1587

표본평균의 분포유형 5

10+m
2 =k, m=2k-10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 N(m, 5Û`)을 따르므로 Z= Y-m
5 으로 

놓으면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 N(0, 1)을 따른다.

따라서 

P(YÉ2k)=P{ZÉ 2k-m
5 }=P(ZÉ2)

=0.5+P(0ÉZÉ2)  

=0.5+0.4772=0.977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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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표본의 크기 n=36일 때의 표본평균 x ®에 대하여 신뢰도 95`%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x®-1.96_ 1.5
'§36
ÉmÉx+1.96_ 1.5

'§36

이 신뢰구간이 aÉmÉ6.49와 일치하므로

6.49-a=2_1.96_ 1.5
6 =0.98

따라서 a=5.51

 ②

32 
모집단의 표준편차 r=50, 표본평균 xÕ=1740이므로 표본의 크기

를 n이라 하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1740-1.96_ 50
'§nÉmÉ1740+1.96_ 50

'§n

1740-1.96_ 50
'§n =1720.4이므로 19.6=1.96_ 50

'§n
50
'§n =10

n=25

a=1740+1.96_ 50
'¶§25 =1740+19.6=1759.6

따라서 n+a=25+1759.6=1784.6

 ④

33 
어느 도시의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확률변

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 N(m, rÛ`)을 따른다.

이 도시의 직장인들 중에서 36명을 임의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36

명이 하루 동안 도보로 이동한 거리의 총합이 216`km이므로 표본

평균 x ®는 

x®=:ª3Á6¤:=6

이다. 

따라서 확률변수 X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6-1.96_ r
'§36
ÉmÉ6+1.96_ r

'§36

이 신뢰구간이 aÉmÉa+0.98과 일치하므로

a=6-1.96_ r6      yy ㉠

a+0.98=6+1.96_ r6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모평균의 추정유형 6 0.98=2_1.96_ r6 , r=1.5

따라서 

a=6-1.96_ 1.5
6 =6-0.49=5.51이므로

a+r=5.51+1.5=7.0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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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답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③ 

07 ① 08 ③ 09 ④ 10 ① 11 ① 12 ① 

13 ⑤ 14 ⑤ 15 75 16 36 17 ② 18 6 

19 840 20 ② 21 33 22 ① 23 546 24 40 

25 450 26 ① 27 84 28 ③ 29 10 30 ②

31 ② 32 ⑤ 33 ① 34 8 35 ③ 36 ③ 

37 ③ 38 ④ 39 36 40 ④ 41 ② 42 ⑤ 

43 ⑤ 44 ① 45 ① 46 49 47 37 48 32 

49 68 50 ③ 51 49 52 ① 53 74 54 ③ 

55 ① 56 24 57 ② 58 ⑤ 59 ④ 60 15

61 ④ 62 ② 63 ⑤ 64 ④ 65 24 66 ⑤ 

67 24 68 60 69 ③ 70 ② 71 ① 72 25 

73 ② 74 ①

수능 유형별 기출 문제 본문 8~27 쪽

경우의 수Ⅰ

01 32 02 8 03 51 04 84 05 84 06 114 

07 525 08 168 09 243 10 201 11 285 12 96

1등급 고난도 문제 본문 28~31 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② 09 ⑤ 10 ②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④ 

19 ④ 20 ⑤ 21 ⑤ 22 ⑤ 23 ④ 24 ④ 

25 ① 26 ③ 27 ① 28 ① 29 ② 30 ④

31 ④ 32 ④ 33 ④ 34 ⑤ 35 ① 36 ② 

37 8 38 ② 39 ③ 40 ② 41 ④ 42 ⑤ 

43 ② 44 ⑤ 45 16 46 ② 47 ⑤ 48 ① 

49 ④ 50 ③ 51 ② 52 ⑤ 53 ④ 54 ③ 

55 ② 56 ⑤ 57 ① 58 ① 59 ④ 60 ②

61 11 62 ⑤ 63 ⑤ 64 ② 65 ③ 66 ④ 

67 ① 68 89 69 ② 70 12 71 ④ 72 19 

73 131 74 ⑤ 75 ④ 76 ④ 77 ③ 78 ② 

79 ① 80 ⑤ 81 ③ 82 ⑤ 83 ⑤ 84 ⑤ 

85 ② 86 ③ 87 ⑤ 88 ⑤ 89 ② 90 50

91 72 92 ③ 93 30 94 ③ 95 30 96 47 

97 ① 98 ④ 99 ④ 100 ① 101 ① 102 ④ 

103 ② 104 ① 105 ② 106 ③ 107 137 108 43 

109 ① 110 ③ 111 43

수능 유형별 기출 문제 본문 34~63 쪽

확률Ⅱ

01 43 02 22 03 46 04 15 05 48 06 587 

07 135

1등급 고난도 문제 본문 64~6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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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부록 경찰대학, 사관학교 기출 문제

01 ④ 02 ④ 03 ⑤ 04 62 05 ③ 06 ② 

07 14 08 ① 09 ⑤ 10 ④ 11 ④ 12 90 

13 31 14 50 15 ② 16 ① 17 ④ 18 ② 

19 ① 20 135 21 80 22 4 23 ③

Ⅰ 경우의 수 본문 92~97 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5 06 151 

07 ③ 08 ② 09 ① 10 259 11 ③ 12 68 

13 49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① 21 28 22 ④ 23 ① 24 ④

Ⅱ	확률 본문 97~104 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② 

07 17 08 ⑤ 09 ⑤ 10 ⑤ 11 ① 12 ④ 

13 72 14 ① 15 ② 16 29 17 ② 18 ③ 

19 ③ 20 ① 21 149 22 ④ 23 ③ 24 ② 

25 ④ 26 ⑤ 27 19 28 88 29 ① 30 ②

31 ② 32 ④ 33 ② 

Ⅲ	통계 본문 104~112 쪽

01 ⑤ 02 ⑤ 03 11 04 ① 05 ② 06 ⑤ 

07 ⑤ 08 ① 09 121 10 ② 11 ⑤ 12 ⑤ 

13 ⑤ 14 ① 15 ① 16 ① 17 32 18 ② 

19 80 20 59 21 15 22 80 23 18 24 300 

25 15 26 ③ 27 ③ 28 80 29 ③ 30 ②

31 ⑤ 32 ④ 33 ③ 34 ④ 35 ③ 36 ③ 

37 ④ 38 ⑤ 39 8 40 ⑤ 41 ⑤ 42 59 

43 ③ 44 ④ 45 ① 46 ② 47 155 48 35 

49 ② 50 ② 51 ⑤ 52 ③ 53 ④ 54 ① 

55 ② 56 ⑤ 57 ③ 58 ② 59 ① 60 ④

61 ⑤ 62 26 63 ⑤ 64 ① 65 ③ 66 25 

67 ① 68 ② 69 12 70 ④ 71 ④ 72 64 

73 25 74 10

수능 유형별 기출 문제 본문 68~89 쪽

통계Ⅲ

01 ③ 02 8

1등급 고난도 문제 본문 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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