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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1]
(1)   의 경우 하나 당 1점 (+7)점
(2)   의 경우 단계별 2점 (+8)점
   * 을 구할 때 곱의 법칙/합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나열하면서 세면,
     17개: 8점, 16개: 6점, 15개: 5점, 14개: 4점, 
     13개: 3점, 12개: 2점, 11개: 1점, 10개 이하: 0점

[논제 1-2]
   ,  각 3점, 증명에 14점 (+20)점
   * 을 두 항 으로 잘 나누고 이들의 점화식을 잘 구하는데 7점, 최종 증명까지 7점
   *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한 증명의 경우   일 때의 언급에 2점, 나머지 12점. 
     이 경우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모범답안과 유사해야 올바른 증명

[논제 1-3]
(1)     증명 포함하여 (+5)점
(2) 유리함수 구하는 과정 (+10)점
   * 점화식을 푸는 방법을 사용하여 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시도할 경우,
     의 일반항을 제대로 구하는 데까지 5점, 이후 를 유리함수 꼴로 바꾸는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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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논제 2-1]
(1) 두 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점 R의 좌표를 맞게 구하면 (+5)점.
(2) 두 점 R과 E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점 P*Q의 좌표를 맞게 구하면 (+5)점.

[논제 2-2] 
  ″을 잘 구했으면 (+7)점.
  식을 통하여 ″  인 좌표가       ±뿐임을 확인하면 (+8)점.
  ″의 부호를 통하여 찾은 두 점 과  이 변곡점인지 확인하면 (+5)점.
  * ″  인 점이 항상 변곡점이 아님에 유의. 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의 부호가 
    변함을 관찰해야 함

[논제 2-3]
   (1) 점  및  에서 조건이 성립함을 보이면 (+3점)
       에서 조건이 성립함을 보이면 (+5점)
      위 세 점이 아닌 다른 점과 를 지나는 직선은 항상 곡선상의 다른 점을 만남을 
      보이면 (+2점)

   (2) 에서 성립함은 문제의 조건에서 자명하므로 배점 없음
      에서의 접선이 를 지날 때 ∗  임을 이용하여 의 좌표 하나  를 
      찾으면 (+6점)
      ∗의 존재성으로부터   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외에는  이 
      유일함을 확인하면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