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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형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응시좌석번호
감독확인

==================================================================================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35점)
  생명표란 어떤 생물학적 종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소멸과정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것은 그 종의 역사와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출생 후 년 동안 산 개체가 그 후 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뜻하며, 는 년 동안 산 개체가 그 후 
년 안에 사망할 확률을 뜻한다     . 또한 는 신생 개체 개 중 년까지 살아있는 개체의 
수를 나타내고, 는 출생하여 년까지 산 개체가 이후 생존하는 기간(년) 즉 잔여수명을 나타내며  




∞

 (년)으로 정의한다.

(년) 44 45 46 47 48 49 50
(개

) 1,132 500 347 201 85 17 0

［1-1]  다음 표는 어떤 종의 생명표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단, 주어진 종의 최대 수명은 50년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출생 후 개체가 45년 동안 생존할 확률과, 출생 후 45년을 산 개체가 3년 안에 사망할 확률을 구하시오. (15점)

［1-2］위의 표와 다르게, 어느 종의 개체수가        ≤ ≤ 로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잔
여수명이    (년)일 때 그 개체의 나이 를 추정하시오. (20점)

【문제 2】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그림 1> 스크램블러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오른쪽 <그림 1>과 같은 스크램블러(scrambler)는 회전하
는 두 팔로 구성되어 있다. 길이가 3 m인 안쪽 팔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경우 
각속도가 1 sec라고 가정하면 안쪽 팔 끝점의 위치는 매개변수방정식 
 cos   sin 로 나타낼 수 있다. 안쪽 팔 끝에서는 한 쪽의 길이가 1 m인 바깥쪽 
팔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바깥쪽 팔의 회전 속도는 안쪽 팔 회전 속도의 세 배이다. 
<그림 1>의 바깥쪽 팔의 오른쪽 끝점에 타고 있는 사람의 위치는 매개변수 시간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cos  sin sin 

［2-1] 위 제시문의 매개변수방정식을 사용하여, 스크램블러의 안쪽 팔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곡선의 그래프, 즉 움직이는 점 ( )의 자취를 좌표평면에 그리시오. (10점)
 
［2-2］위 제시문의 스크램블러에 타고 있는 사람의 속력을 나타내는 식과 그 값이 0 인 시각을 구하시오. 
  그리고 문제［2-1]에서 그린 곡선의 길이, 즉 스크램블러의 안쪽 팔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20점)               (뒷면에 계속)



-2/2-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원주) 논술시험 자연계열 문제지

【문제 3】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35점)

   동전을 던져서 앞면(H)과 뒷면(T)이 나올 확률을 각각 0.5라 하자. 동전을 7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가 뒷면이 나온 수
보다 한 번 많았다. 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에서 뒷면이 나온 수를 뺀 수를 ( ⋯ )이라고 하고, 점 
 을 연결한 그래프를 고려하자. 예를 들어 7번 동전을 던진 결과가 {H,H,T,T,H,H,T}인 경우를 →에 
이르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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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 이르는 그래프의 예

［3-1] 조건부확률     을 구하시오. (10점)

① 처음부터 앞면이 나온 수가 많으려면 그래프는 반드시 점 를 통과해야 한다. 
② 축을 만나는 어떤 그래프   →에 대해서도 그래프 가 처음 축과 만나는 점까지는 축에 대해 대칭이
고 이 후는 일치하는 그래프    → 가 존재한다. 역으로 어떤 그래프    → 는 반드시 축을 만나야 하므
로, 그래프 가 처음 축과 만나는 점까지는 축에 대해 대칭이고 이후는 일치하는 그래프   →가 존재한
다. 따라서, 그래프   →와    → 는 일대일 대응이 성립한다. (<그림 2> 참조)

［3-2］에 이르는 동안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될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먼저 →, 
→에 이르는 가능한 그래프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리고 아래 조건 ①과 ②를 이용하여 
→에 이르는 그래프 중에서 한 번도 축을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한 후, 앞에서 구한 값들을 이용하
여 확률을 구하시오. 

(25점)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원주) 논술시험 자연계열
출제의도 및 문항분석

[출제의도] 
  수리적 또는 과학적 설명이나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
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과학분야의 수학 능력을 측정
하고자 했다. 또한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리와 추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창의적
인 답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항분석]
<문제 1>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수식화하여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 삼각함수와 미적분학의 기본 지식과 개념을 활용하여, 매개변수방정식으로 
주어진 점의 운동을 파악하고 그 속력과 움직인 거리 등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문제 3> 고등학교 자연계 학생들이 학습하는 확률과 통계 영역 중 조건부 확률과 이항분
포에 관한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응용하여 실제 적용의 문제로 
확대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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