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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오후(1)-1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자연계 오후(1) 문제 1번의 첫 번째 문항은 두 연속함수  가 만족하는 성질로부터 특정한 실수에서의 
함숫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두 번째 문항은 두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세 번째 문항은 단순하게 보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이용하여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
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분의 정의를 바탕으로 주어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
여 구체적으로 도함수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질을 찾아낼 수 있는 논
리적 사고력이 있는지, 미분과 적분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출제의도가 있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20
 제시문 (가),(나)의 성질을 이용하여 을 잘 구했는가? 10
 제시문 (가),(나)의 성질을 이용하여 을 잘 구했는가? 10

2 30
 함수 의 대칭성을 파악하였는가?
 즉      를 설명하였는가? 15
 제시문(가)의 의 성질과 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15

3 50
함수 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함을 설명하였는가? 25
 정적분을 잘 계산하였는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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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오후(1)-2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
정의 범위에서 출제하였다. 특히,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출제를 하였다. 개념과 원리의 이
해와 수리적 사고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가 될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쟁
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자연계 오후1의 문제 2번은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등식의 성립여부 및 실근의 
존재여부를 판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적분 II에 해당하고, 고등학교 수학교과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의 이해 및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성실한 이수여부와 활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분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주어진 다항함수를 수열의 부분합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항함수의 값의 비교를 묻
는 문항과 미분법의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미분법의 이해를 통한 수학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능력과 응용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30
       

  의 미분을 구하고,   와의
 크기를 비교했는가?

15

 는 증가함수임을 보이고,   임을 보였는가? 15

2 30
 의 값을 구했는가? 5
 의 값과 0과의 크기를 비교를 제대로 했는가? 25

3 40
  ≥ 인 경우    을 만족하는 실근이 없음을 보였는가? 5
  인 경우 의 극값은   인 에서 가짐을 보였는가? 20
  인 경우    임을 보였는가?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