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자연계열Ⅱ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1>

【1-1】 (25점)
❍ 모범답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의 수를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는  가지이다. 이 중 꺼낸 3개
의 수가 모두 연속하는 경우는 8가지이다. 그리고 3개의 수 중 2개의 수만이 연속되는 경우는
  (1) 연속된 두 수가    인 경우는 
            ⋯    의 7가지와          ⋯   의 7가지로 
      총 14가지이다.
  (2) 연속된 두 수가    이 아닌 경우는 
          ⋯ 를 포함하는 7가지의 각 경우에 대하여 6가지이다. 
       예를 들어,  을 포함된 경우는       ⋯  의 6가지이다. 
       따라서 총 42가지이다. 
그러므로 꺼낸 3개의 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은 확률은 
       







 으로 
 이다.

❍ 채점기준: 모든 경우의 수인  을 구하면 5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10점
             구해진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면 10점

【1-2】 (25점)
❍ 모범답안: 조건 (a)로부터 E 


이고 

조건 (b)로부터 ≤ 


≤

 이므로 


를 만족한다. 
따라서 이고  이고 확률변수 는 정규분포   을 따르므로
             P≤ P≤

  P≤ 이다.  

❍ 채점기준: 조건 로부터 E 
 임을 이용하여 평균 를 구하면 5점

            조건 로부터 


임을 이용하여 표준편차   를 구하면 10점 

            구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확률 P≤ 를 구하면 10점

【1-3】
 (1) (20점) 
❍ 모범답안: 임의로 선택한 문항에 대하여 A학생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건을 K, 모르고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건
인 경우 UK,  정답을 택한 사건을 C라고 하자.  
임의로 선택한 문항에 대하여 A학생이 정답을 알고 있는 문항이었으며, 이 경우 철수가 정답을 택할 확률
은 PC∩K  PCKPK =  ×이다. 그리고 임의로 선택한 문항에 대하여 A학생이 정답을 모르거나 정답이 확

실하지 
않는 문항이었으며, 이 경우 A학생이 정답을 택할 확률은

PC∩UK  PCUKPUK = ×이다.

따라서, 임의의 문항에 대하여 철수가 정답을 택할 확률   ××    
 이다. 

한편, A 학생이 90점 이상을 받을 확률은           



             P≥   C      이다.

따라서, P≥  = 

 = = 이므로,      ×  이다.

❍ 채점기준: 임의의 문항에 대하여 A 학생이 정답을 택할 확률   
 임을 구하면 5점

            A 학생이 90점 이상을 받을 확률을 구하면 10점
            의 값을 구하면 5점  

 (2) (30점)
❍ 모범답안:  

A학생이 선택한 답이 정답일 확률은 문제 (1)에서   PC 

 이다.

그러므로, 제시문 (나)조건부확률의 정의에 의하여 A학생이 정답을 맞힌 문제가 A학생이 정답을 알고 답하였을 확률
은

PKC PC
PK∩C  

×
 



❍ 채점기준: 

A학생이 선택한 답이 정답일 확률은 문제 (1)에서  PC 인 것을 이해한 경우 10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PKC PC
PK∩C 식을 사용한 경우 10점

계산을 하여 정답
 을 구한 경우 10점



2019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자연계열Ⅱ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문제 2>

【2-1】

(1) (20점) 점 P의 좌표를 P라 하면, 접선 의 방정식은  



 이므로,

 

 ,  
 . 즉,  .

❍ 채점기준: 접선 의 방정식을 구한다. (5점)
             직선 OP의 기울기를 구한다. (5점)
             의 값을 구한다. (10점)

(2) (20점) 조건으로부터 접선 과 직선 PB가 이루는 각은 과 직선 PA가 이루는 각 로 같다. 그러므로 직선 과 이 
이루는 각은 


이다. 따라서,

tan

 

 ------(*)

그런데, 직선 과 직선 PB가 이루는 각이 이므로

tan 









이다.
 

  tan

⋅tan  


⋅




,     ⇒  .

(1)로부터  

 , 





⇒  





. 그러므로 접선 의 방정식은    . 


   .

❍ 채점기준: 의 값을 구한다. (10점)
           점 P의 좌표를 구한다. (5점)
           접선 의 방정식을 구한다. (5점)
             

(3) (30점) 직선 OP와 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이므로 축과 직선 BC는 평행하다. 그래서, 점 B와 C의 좌

표는 같다. 한편, 타원은 이차식이고 직선 PB는 원점을 지나므로 B의 좌표는 




이다. 직선 의 방정식에 대

입하면, C의 좌표는 



 .

❍ 채점기준: 직선 BC와 축의 관계를 안다. (10점)
           점 B의 좌표를 구한다. (15점)
           점 C의 좌표를 구한다. (5점)
     



【2-2】 (30점)

∠PBC  

과  로부터

 tan  tan

 tan

 tan


 ,

sec⋅′ 


⇒ ′ cos⋅

 



❍ 채점기준: tan를 구한다. (10점)
            도함수 ′를 구한다. (15점)
             ′의 값을 구한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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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3-1】 (15점)
❍ 모범답안:  
  cossin라 두면   cossin cossin 이므로 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함수이다.

따라서 


 cossin=이다.

❍ 채점기준: cossin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하는 함수임을 안다. (10점)
            기함수의 부터 적분이 0임을 안다. (5점)

【3-2】 (35점)

❍ 모범답안: A=




coscossinsincossin를 먼저 계산을 하자. 

A


 coscossin
  로 치환하면 

A


cos cossin을 얻는다.

  coscossin라 놓으면  

A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므로






 
 



 




이다.  

따라서 A


 coscossin이다.

제시문 (가)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와 【3-1】에 의하여

A


 coscossin


 cossinsincos




 coscossin
이다. 

부분적분을 두 번 적용하면 


 cos 




 cos이다. 

따라서,   

cossin이다. 

  
을 만족하는 t에 대하여 



 



cossin이므로 cossin  

 이다.



❍ 채점기준: 치환 적분   을 한다.  (5점)
             주기 함수의 주기 구간 적분의 값이 변하지 않음을 안다. (10점) 

             A


 coscossin을 구한다. (10점)

            부분적분을 하여 를 구한다. (5점)
            제곱하여 cossin을 구한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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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4-1】 (20점) 세 점 ABD을 지나는 평면을 라 하면, 점 M은 선분 BD의 중점이므로  위에 있다. 조건 (b)를 이용하면,
ABAD CBCD ABACADAC

ABAD AC
이므로 

ABAD  AC
이다. M이 선분 BD의 중점이므로 

AM 
ABAD

 


AC

이다. 따라서 점 C는 직선 AM위에 위치하므로 네 점 ABCD는 평면 위에 있고 
AM MC  

이다. 

❍ 채점기준: ①=2 (10점), ②=1 (10점), 부분 점수 없음

【4-2】 (40점)  ∠BAC라 하자. 조건 (a)와 【4-1】에 의해 선분 AC와 선분 BD는 선분 BD의 중점 M에서 수직으로 만나므로 
AC이고 두 직각 삼각형 ACB와 BCM는 닮음이다. 따라서 ACBCBCMC이고, MC 이라 두면 【4-1】에 의해 

AC 이다. 이로부터 BC 임을 알 수 있고, sin AC
BC


 


 이고 

cos 




 이다.

□ABCD의 내접원의 중심을 M′이라 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가 선분 AC에 대칭이므로 점 M′은 선분 AC위에 있다. 
점 M′에서 선분 AB와 선분 C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과 M′으로 두면  M′M′M′M′이고 두 직각 삼각형 
AM′M′와 M′CM′는 닮음이다. 따라서 

  
 AM′M′Csin


cos



이므로




sincos
sincos

 


이다.
❍ 채점기준: 두 직각 삼각형 ACB와 BCM의 닮음을 이용한다. (10점)
              sin를 구한다. (5점)
              cos를 구한다. (5점)
              두 직각 삼각형 AM′M′와 M′CM′의 닮음을 이용한다. (5점)
              를 , sin 그리고 cos로 나타낸다. (10점)

             
 를 구한다. (5점)

【4-3】 (40점) 원점 O를 두 평면 와 위로 정사영한 점을 각각 O와 O라 두면, O는 □ABCD의 외접원의 중점이다. 

여기서 세 점 OOA는 ∠OOA 
 인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제시문 (나)에 의하여 OO

 이고, OA이므로

 OA 






이다.



따라서 AC  




 이고 【4-1】에 의해 MC

 




 이므로 

OOOMMC





  

이다. 구 가 평면 와 만나는 원의 반지름을 라 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다음을 알 수 있다.

 

 OO




  

따라서 구 가 평면 와 만나는 원의 넓이는

 



이다.
❍ 채점기준: 를 구한다. (10점)
            MC를 구한다. (10점)
            OO를 구한다. (10점)
            를 구한다. (5점)
            를 구한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