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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오후(2)-2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
위에서 출제하였다. 특히,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논리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제를 하였다. 개념과 원리의 이해와 수
리적 사고력은 민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가 될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수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
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중요한 정리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연계 오후(2)의 2번 문제는 미분, 적분 및 수열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
제이다. 문항 1은 미분가능한 함수의 성질을 숙지하고, 평균값 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하고 간단한 적분을 통해 부등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문항 2는 부분적분법을 이
해하고 이를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적분에 적용하여 적분값을 구하고 급수의 
합을 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문항 3은 수열의 합이 함수의 적분값에 의해 유계되는 부등식
을 구하고, 이를 통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써 수열과 적분을 결합한 전형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고등학교 수학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수열과 급수, 미분, 적분단원의 문제이고, 이
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수열과 급수의 극한, 평균값 
정리와 부분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부등식이나 적분값을 구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
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30
 평균값 정리를 이해하고, 
 부등식 cos ≤ sin   sin ≤ cos을 구하였는가? 20

 적분을 통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였는가? 10

2 30
 부분적분을 이용하여  정적분 

 










cos을 올바로 구했는가? 15

 일반항 을 구하고 급수 


∞

 의 합을 구했는가? 15

3 40

 부분합 
 





 을 구했는가? 15

 적분을 이용하여 구한 부등식을 통해 극한값 lim
→∞


 을 구했는가? 15

 극한값 lim
→∞







 을 구했는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