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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문제지【논술우수자 전형】 (간호학과-자연)

지원학부(과) :                      이 름 :                   수험번호 : 

[문항 1]  제시문 (가)~(라)를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40점)

 (가) [정의: 함수의 닮은꼴/합동]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와 에 대해, 어떤 세 실수   가 존재
하여 (단, ≠),   의 관계가 모든 실수 에 대해 성립한다면, 함수 와 함수 는   
서로 닮은꼴이라고 하자. 특히,   인 실수 와 실수  가 존재하여, 위 관계식이 모든 실수 에 대해 성
립한다면, 함수 와 함수 는 합동이라고 하자.

 (나) [예시]  ,  ,   인 경우,   이므로 함수 와 함수 는 서
로 닮은꼴이고, 이므로 함수 와 함수 는 합동이다. 이 함수들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의 그래프 <그림 2> 의 그래프 <그림 3> 의 그래프

 (다) [닮은꼴/합동의 성질] 함수 와 함수 가 서로 닮은꼴이고 함수 와 함수 가 서로 닮은꼴이면 
함수 와 함수 는 서로 닮은꼴이다. 마찬가지로 함수 와 함수 가 합동이고 함수 와 함수 
가 합동이면 함수 와 함수 는 합동이다.

 (라) 함수 가 lim
→∞

∞이면 를 양으로 발산하는 함수라고 하고, lim
→∞

∞이면 를 음으로 발산
하는 함수라고 한다.

논제 1. (15점) 제시문 (가)의 정의에 따라, 함수  와 함수  는 서로 닮은꼴임을 논술하라.  
(단, ≠이고   은 실수)

논제 2. (25점) 함수  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를 구하라.  
그리고 구한 함수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논술하라.

  ① 함수 와 함수 는 합동이다.
  ② 함수 는 음으로 발산하는 함수이다. 
  ③ 방정식  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이 실근의 합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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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제시문 (가)~(마)를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40점)

 (가) [외판원 문제] 어느 외판원이 개의 도시를 방문하여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
하려고 할 때, 어느 순서로 도시를 방문해야 여행 거리가 최소가 되는가? 이러한 물음을 일반적으로 “외판원 
문제”라고 한다. 여행 거리가 최소인 경로를 찾는 한 방법으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의 도시를 방
문하는 여행 경로는 개가 있다. 각각의 여행 경로에 대해 여행 거리를 계산하면 여행 거리가 최소인 경로
를 찾을 수 있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도시의 수에 상관없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에 대해서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라도 계승 은 현실적으로 다
룰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문해야 할 도시의 수가 50이라면 모든 경로의 수는 

50!=30414093201713378043612608166064768844377641568960512000000000000
      이다. 이 경우, 각 여행 거리를 아주 빠른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산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한 예

로, 1초에 100조(=)개의 여행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1억(=)대를 사용하면, 답을 구하는 데 
적어도 초가 필요하다. 참고로 우주의 나이는 약 ×초라고 알려져 있다. 계승은 이처럼 빨리 커지는 
수인데, 이 성질을 계승은 지수함수보다 훨씬 빨리 커진다는 표현으로 나타낸다. 이 표현의 타당성은 임의의 
실수 에 대해, 과 의 비가 이 커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계승의 이런 성질로 인해
서 외판원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다.

 (나) [자연로그의 밑 ] 일반항이   
 

인 수열 은 증가수열이다. 즉,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 무한히 커지면 수열 은 자연로그의 밑 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lim
→∞

   ⋯이다.

 (다) [수학적 귀납법] 자연수 에 대한 명제 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의 두 가
지를 보이면 된다.

 
 ①  일 때 명제 이 성립한다. 
 ② 일 때 명제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일 때도 명제 이 성립한다.

 (라) [조임 정리] 세 수열   이 모든 자연수 에 대해   을 만족한다고 하자. 만약 수열 
과 이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로 같다면, 즉, lim

→∞
  lim

→∞
 라면, 수열 은 수렴하고 

lim
→∞

 이다. 

 (마) [극한의 성질] 수열 이 lim
→∞

 을 만족하면, lim
→∞


 이다.

논제 1. (20점)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모든 자연수 에 대해서 


 이 성립함을 논술하라.

논제 2. (20점) 임의의 실수 에 대해 lim
→∞


 의 값을 구하여라. 단, 반드시 논제 1에서 증명한 부등식, 제시문 (라), 그리
고 제시문 (마)를 이용하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있는 ‘계승은 지수함수보다 훨씬 빨리 커진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