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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20점) 제시문 (ㄷ)의 영역  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논제 2. (10점) 제시문 (ㄹ)에서 정의된  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제시문 (ㄱ)~(ㄹ)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30점)문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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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제시문 (ㄱ)~(ㄹ)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30점)

 (ㄱ) 등비수열 의 수렴, 발산은 다음과 같다.

      ①  일 때, lim
→∞

∞

      ②  일 때, lim
→∞

 

      ③ 일 때, lim
→∞

 

      ④ ≤일 때, 수열 은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수렴하는 두 수열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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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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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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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 ≠ )

 (ㄷ) 두 양수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점  로 이루어진 영역을 라고 하자.

lim
→∞

 

 

 (ㄹ) 제시문 (ㄷ)의 영역 에 속하는 점  에 대하여 의 최댓값을 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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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ㄱ)~(ㄴ)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30점)문항 
2

논제 1. (15점) 제시문 (ㄴ)의 함수   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논제 2. (15점) 제시문 (ㄴ)의   에 대하여 우극한  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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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제시문 (ㄱ)~(ㄴ)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30점)

 (ㄱ) 아래 그림은 삼차함수    의 그래프이다. 원점 O(0, 0)와 이 그래프 위의 

      점 P(  ) 사이의 거리를 라고 하자. (단,    )

 (ㄴ) 제시문 (ㄱ)의 점 P(  )와 에 대하여 점 P와 점 Q  를 지나는 

      직선 의  절편을 라고 하자. 이 때 OPOQ이다. 

논제 1. (15점) 제시문 (ㄴ)의 함수 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논제 2. (15점) 제시문 (ㄴ)의 에 대하여 우극한 lim
→

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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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 제시문 (ㄱ)~(ㄹ)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40점)

 (ㄱ) [확률의 덧셈정리]  두 사건  에 대하여

                                  P∪PPP∩
     이 성립한다. 특히 두 사건  가 서로 배반사건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P∪PP

 (ㄴ) [조건부확률] 사건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의 조건부확률 P 는 다음과 같다. (단, P  ) 

P P
P∩

 (ㄷ) [확률의 곱셈정리] 두 사건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단, P   P  )

P∩PP PP 

 (ㄹ) 특정 질병 D에 걸렸는지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가 있다. 이 검사 방법으로 진단할 때, D에 걸린 사람을 

D에 걸렸다고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이고, D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D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은 

0.02라고 한다. D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10%인 어느 실험 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이 초음

파 검사를 한 결과 D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실제로 D에 걸렸을 확률을 라고 하자. 

논제 1. (20점) 제시문 (ㄹ)에서 가 일 때 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논제 2. (20점) 제시문 (ㄹ)에서 가  이상이기 위한 의 범위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제시문 (ㄱ)~(ㄹ)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40점)문항 
3

논제 1. (20점) 제시문 (ㄹ)에서   가   일 때   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논제 2. (20점) 제시문 (ㄹ)에서   가    이상이기 위한   의 범위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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