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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  고등학교 수험 번호 성  명

2014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

 유 의 사 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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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기원전 10000년부터 서기 2000년까지 인류의 추정 인구수를 시간 t의 함수 P(t)로 표시한 그래프이다. 그림에

서 세로축은 같은 간격마다 일정한 비율로 값이 커지는 로그 척도로 표시되어 있고, 큰 눈금은 각각 1M(백만), 10M(천

만), 100M(일억), 1000M(십억), 10000M(백억)명을 나타낸다. 그래프를 보면 인구수가 유목시대에는 4~5백만명으로 매우 완

만하게 증가하다, 그래프를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는 기원전 5000년부터 서기 1600년까지 농경시대 동안은 인구가 거의 일정

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1600년 이후 산업화시대에는 매우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 인구수 P(t), -10000≤t≤2000년

(1) 기원전 5000년 5백만이었던 인구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서기 1600년 5억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시대 인구가 2배 

증가하는데 소요된 평균기간을 구하시오. [10점] (단 상용로그 log 2의 근사 값은 0.3임)

(2) 1927년 20억명이었던 인구수는 거의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여 1970년대 40억명에 도달하였고, 2027년 80억명

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100년 동안의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을 아래 70-배증법칙을 이용하여 근사하여 보시

오. [10점]

70-배증법칙 :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수열 
비율 

연수
의 값이 2가 되려면 연수×비율의 값은 

근사적으로 70과 같다. (참고로 이 근사식은 연수가 비율(%) 보다 큰 경우 유용한 근사 값을 제공한다.)

(3) 산업화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때, 전기 350년(16C 후반 ~ 20C 초반) 동안 인구수는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4배, 

후기 100년(20C 초반 ~ 21C 초반) 동안 또 다른 일정 비율로 증가하여 다시 4배로 증가하였다고 하자. 만약 산업화 시대 전

기 350년 동안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이 과거 전기 추정 값의 1/2이었고, 후기 100년 동안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이 과거 후기 

추정 값의 1/4이라고 가정하면, 이 450년 동안(16C 후반 ~ 21C 초반) 인구는 몇 배로 증가되었을지 구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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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함수   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축과 직선   :       

사이에 존재한다. 함수    위의 임의의 한 점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자. 고정점      에 대하여 선분 

의 길이와 선분 의 길이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함수   를 구하시오. [15점]

(2) 선분 의 길이와 선분 의 길이의 곱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5점]

(3) 삼각형 ∆ 면적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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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그림과 같은 평면 위의 정수 격자점에서 상하좌우 중 한 방향을 골라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 이

때 상하좌우로 이동할 확률을 좌우 각각   상하 각각   라 하자. 원점 으로부터 시작하여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격자점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P(1,3)

•

  O(0,0)

•

(1) 4번 시행했을 때 좌표 에 도달할 확률을   


,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2)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이 ≥   ≥  ,    을 만족할 확률을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3) 번 시행했을 때 도달한 좌표 이 부등식   을 만족할 확률을  에 대하여 구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