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열Ⅱ)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  명

 유 의 사 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답안을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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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좌표평면 위의 점의 집합을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2) 부등식     ≤ 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3) 집합 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넓이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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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수   ln   이며      이다. (단, ln 는 자연로그이며 는 실수이다.) 

합성함수   ∘ 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합성함수 가 일대일 대응이 되고 ′≥ 가 되는 실수 의 최대범위를 정하시오. 

(2)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최솟값이 이라고 할 때 실수 의 값을 구하시오.  

(3) 문제 (1)에서 정한 의 범위에서 합성함수 의 역함수를     라고 하자. 의 값이 ln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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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인 그릇이 두 개 있다. 왼쪽 그릇의 높이가 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반지름이 





 인 원이다. 오른쪽 그릇은 반지름이 인 구의 윗부분이 밑면에 평행하게 잘린 모양이다. 

[40점]

(1)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   일 때,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2) 두 그릇에 높이가 같도록 물을 담을 때, 각각의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같아지는 높이가 있음을 보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