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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아래 글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좌표평면에 곡선    

   이 있다. 점 P와 Q는 곡선   위에서 

시각 가 증가할 때 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각    일 때, 점 P와 Q는 다음을 만족시킨다.

(가) 점 P의 좌표는  이다. 

(나) 점 Q는 제사분면에 위치한다.

(다) 점  로부터 Q까지의  의 길이는 이다.

(1-1) 곡선  의  에서   까지의 길이를 구하시오.   (60점)

(1-2) 시각   일 때,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60점) 

(1-3) 점 P와 Q가 시각 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

   

      시간 ≥에서 점 P와 Q가 만나는 횟수를 구하시오.   (60점) 

[문제 2] 아래 글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은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작동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불량률은 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불량률은 이라고 한다. 이 기계의 작동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기계에 센서를 설치하였다. 이 센서에 빨간 신호가 켜지면 

기계의 작동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센서에 빨간 신호가 켜지는 확률을 ,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센서에 빨간 신호가 켜지지 않는 확률을 , 

센서에 빨간 신호가 켜졌을 때 실제로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확률을 이라 하자. 즉, 를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사건이라 

하고  를 이 센서에 빨간 신호가 켜지는 사건이라 할 때, 

 P ,   P   ,  P  이다.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 P는 로 일정하며, 

현재    이라고 한다.

(2-1) 이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골랐을 때 이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60점)

(2-2) 확률 을 구하시오.   (60점)

(2-3) 확률 은 (2-2)에서 구한 값보다 작아지지 않으면서, 는 낮추고 을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 확률 은  증가할 때마다 만원씩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

며, 는  감소할 때마다 만원씩의 비용이 절약된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60점)



[문제 3] 아래 글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과 같은 사면체 ABCD에 대하여

AB,  AC ,  AD  , 

cos∠DAC


, cos∠CAB


, cos∠DAB 

이다. 점 D에서 밑면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 점 P에서 변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 점 P에서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R라 하자. (단, 점 P는 

삼각형 ABC의 내부에 있다.)  

  

(3-1)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60점)  

(3-2) 선분 AR의 길이를 구하시오.   (60점)  

(3-3) 선분 PQ의 길이를 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60점) 

(3-4) 사면체 ABCD의 부피가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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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항 출제 의도  
미분법과 적분법을 이용하여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1번 문항 출처  

2번 문항 출제 의도  
조건부 확률의 뜻을 이해하고 확률의 곱셈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2번 문항 출처  

3번 문항 출제 의도  
삼수선의 정리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기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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