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일반(오전)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오전 1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복소수, 이항 계수, 이항 정리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복소수  

 
는 이차방정식     의 하나의 해로서   이 성  

     립한다.

(나) 이항정리에 의해 모든 자연수 과 복소수 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C  C C ⋯ C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_자연계열 (오전)

①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 수열 은 다음과 같이 이항계수의 합으로 정의된다. 이때, 은 

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C  C  C ⋯ C

(1-1)  
 

일 때, 음이 아닌 정수 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

시오. (5점)



4. 출제 근거

3. 출제 의도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수학 I]-(나) 방정식과 부등식-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① 복소수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성취기준

[수학 I]-나. 방정식과 부등식-1)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수학1211.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① 이항정리를 이해한다.

②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취기준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4) 이항정리

확통1141/1142. 이항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제 1-1

교육과정

[수학 I]-(나) 방정식과 부등식-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① 복소수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성취기준

[수학 I]-나. 방정식과 부등식-1)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수학1211.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계산을 할 수 

있다. 

논제 1-2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① 이항정리를 이해한다.

②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취기준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4) 이항정리













 가 의배수일때
 가 의배수가아닐때

(1-2) 자연수 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1-3) 자연수 이 3의 배수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1-4) 자연수 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이항계수의 합을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제시문을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수학과 교

육과정”, 성취기준:“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



5. 문항 해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16 47-61

확률과 통계 이준역 외 천재교육 2016 63-64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신사고 2016 38-42

기타

확통1141/1142. 이항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제 1-3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① 이항정리를 이해한다.

②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취기준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4) 이항정리

확통1141/1142. 이항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제 1-4

교육과정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① 이항정리를 이해한다.

②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취기준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4) 이항정리

확통1141/1142. 이항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1-1) 제시문(가)의  
 

가      ,   임을 활용하여 가 3의 배수

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를 구할 수 있다.  

(1-2)         를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1-1)의 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식을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1-3) 3의 배수인 경우     인 사실을 (1-2)의 결과에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1-4)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인 사실을 (1-2)의 결과에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7. 예시 답안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의 값에 따라   의 계산과정에서    을 정확하게 이용

하면 5점 
5점

(1-2)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의 계산이 맞으면 5점 5점

(1-1)를 적용하여 식을 완성하면 5점 5점

(1-3)
    임과 (1-2)의 결과를 이용하여   


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3의 배수일 때, (1-1)의 결과     를 적용하여 답을 구하면 5점

5점

(1-4)
    임과 (1-2)의 결과를 이용하여   


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3의 배수가 아닐 때, (1-1)의 결과     를 적용하여 답을 구하면 

5점

5점 

 ⦁이항정리 및 이항계수의 기본 성질의 이해능력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지식, 제시문의 내용, 그리고 앞의 문제

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제의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1-1) 제시문(가)에 의해,     이고    이다.

     (i)   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ii)   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iii)   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므로 
 

은 에 따라 3의 주기로 순환하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가 의배수일때
 가 의배수가아닐때



(1-2) 제시문(나) (이항정리)에 의해

     
  



  
  

  



C     
  



C

따라서

 
       

 
 
  



C 
  



C
  



C
 
  



C
    의결과를적용 

 C  C  C ⋯ C
 

(1-3)     이므로 (1-2)번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 3의 배수일 때, (1-1)번의 결과에 의해     이므로,

  
  



(1-4)     이므로 (1-2)번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1-1)번의 결과에 의해     이므로,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일반)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오전 2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평면, 직선, 삼수선의 정리

예상 소요 시간 30분

(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평면을 결정한다.

(나) 직선 이 평면  위의 서로 다른 두 직선 의 교점 를 지나고 과 각각 

수직이면 직선 은 평면 에 수직이다. 

(다)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와 평면  위의 직선 , 직선  위의 한 점 , 

평면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에 대하여 다음의 성질이 성립한다. 

이를 삼수선의 정리라고 한다.

   (1) ⊥, ⊥ 이면 ⊥ 이다.   

   (2) ⊥, ⊥ 이면 ⊥ 이다.    

   (3) ⊥, ⊥, ⊥  이면 ⊥ 이다.

                                                          

            

1. 일반정보

2. 문항 및 제시문

②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3. 출제 의도 

4. 출제 근거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도형

①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

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1) 공간도형

기벡1311.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

계에 대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도형

①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

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1) 공간도형

기벡1311.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

계에 대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제시문 (다)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도형

②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기벡131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논제 2-1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도형

①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

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②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1) 공간도형

기벡1311.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

(※) 평면 와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두 점  , 가 주어졌다. (단, 직선 는 

와 수직이 아니다.) 점 를 지나고 직선 에 수직인 평면을 ′라 두고 와 ′
의 교선을 이라 하자. 점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하고,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자.

  

(2-1) 선분 와 이 수직임을 보이시오. (5점)

(2-2) 네 점 는 같은 평면에 있음을 보이시오. (10점)

(2-3) 좌표공간의 점  , 에 대하여 의 좌표가 이고, 가 평면이라 

하자. 직선 의 방정식이       일 때, ∆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

하시오.  (10점) 

평면의 결정조건, 평면과 직선의 수직관계, 삼수선의 정리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수학과 교

육과정”, 성취기준:“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 황선욱 외
(주) 좋은책 

신사고
2016 139-141 

기하와 벡터 류희한 외 천재교육 2016 128-142

기하와 벡터 김창동 외 교학사 2016 122-136

기타

5. 문항 해설

계에 대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기벡131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논제 2-2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도형

①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

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②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1) 공간도형

기벡1311.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

계에 대한 간단한 증명을 할 수 있다.

기벡1312.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논제 2-3

교육과정

[수학 I]-(다)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③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공간좌표

①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수학 I]-다. 도형의 방정식-2) 직선의 방정식

수학1323.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기하와 벡터]-다. 공간도형과 공간벡터-2) 공간좌표

기벡1321. 좌표공간에서 점과 좌표를 이해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2-1) 제시문(다)의 삼수선의 정리를 활용하여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2-2) 제시문(가)에 의해 평면의 존재성을 파악하고 점 와 를 포함하는 두 평면이 

같음을 제시문 (나)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네 점이 한 평면에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삼수선이 정리를 이용하여 ⊥ 와 ⊥ 임을 보이면 5점. (⊥ 
만 보인 경우는 2점)

5점

(2-2)
네 점이 평면위에 있다는 설정을 제시하면 3점 3점

제시문(나)를 이용하여 두 평면이 같음을 보이면 7점 7점

(2-3) 

가 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놓여있고 이 원이 ∆의 외접원

임을 보이면 4점
4점

평면의 점 에서 직선 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구하면 6점 6점 

6. 채점 기준

7. 예시 답안

⦁삼수선의 정리이해와 적용능력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파악능력

⦁공간상의 좌표표현 능력, 한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계산, 외접원의 지름 인지능력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지식, 제시문의 내용, 그리고 앞의 문제

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제의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2-3) 사각형 에서 ∠  ∠가 직각이라는 사실로부터 점 이 를 지

름으로 하는 원임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원이 ∆의 외접원임을 인지하고 공간상의 점 

와 를 공간좌표로 표현하고 한 평면에 있는 직선과 점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생각하자.

 

                    



(2-1) ⊥, ⊥ 이므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 ⊥ 이다. ⊥′ , ⊥ 이
므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 ⊥ 이다.

(2-2) 점  , , 를 포함하는 평면을 라 하고, 점  ,  , 를 포함하는 평면을 

라 한 후    임을 보이자. (제시문(가)에 의해 이러한 평면이 존재한다.) 

⊥ , ⊥이므로 제시문(나)에 의해 ⊥ 이다. 즉 는 과 수직이고 를 지난

다.  같은 방법으로 ⊥ , ⊥이므로 ⊥ 이다. 즉 는 과 수직이고 를 지난

다. ∴     

(2-3) 사각형 에서 ∠  ∠가 직각이다. 따라서 는 를 지름

으로 하는 원에 놓여 있고, 이 원이 ∆의 외접원이다. 여기서 이므로 

이다. 평면의 점 에서 직선    에 이르는 거리는 


 

이다. 

   ∴ 




 이고 구하는 반지름은 


 이다.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일반)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오전 3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조건, 명제, 진리집합

예상 소요 시간 30분

(가) `는 6의 약수이다.', `   '과 같이 변수 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의 참, 거

짓이 의 값에 따라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또, 전체집합 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의 값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나) 명제 → 에서 두 조건  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고 할 때

    ⋅ ⊂  이면 명제 → 는 참이다.

    ⋅ ⊄  이면 명제 → 는 거짓이다.

2. 문항 및 제시문

③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3

1. 일반정보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 가 상수일 때, 실수의 집합을 전체집합으로 하는 조건 이 다음과 같다.

         :     이고     이다.

         :     이고     이며, 는 정수이다.

         :  ≥   또는  ≤   이다.

(3-1) 조건 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상수 가 만족하는 부등식을 구하시

오. (5점)

(3-2) 명제 → 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의 순서쌍 를 모두 구하시오. 

(10점)

(3-3) 명제 → 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의 순서쌍 를 모두 구하시오.  

(10점)



3. 출제 의도 

4. 출제 근거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 명제

①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

제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2)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

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 집합

①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 명제

①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

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1) 집합

수학2112. 두 집합 사이의 표함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2)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

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논제 3-1

교육과정
[수학 I]-(다) 도형의 방정식-수 부등식의 영역

① 부등식의 영역의 의미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수학 I]-다. 도형의 방정식-5) 부등식의 영역

수학1351-1. 부등식   의 영역을 나타낼 수 있다.

논제 3-2

교육과정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 집합

①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 명제

①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

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1) 집합

수학2112. 두 집합 사이의 표함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2)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

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이해하는지, 명제의 참/거짓을 진

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수학과 교

육과정”, 성취기준:“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 정상권 외 금성출판사 2014 192-198

수학 II 신항균 외 지학사 2016 42-48

수학 II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16 35-41

기타

5. 문항 해설

6. 채점 기준

⦁부등식의 영역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진리집합사이의 포함관계 이해능력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

논제 3-3

교육과정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 집합

①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 명제

①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

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1) 집합

수학2112. 두 집합 사이의 표함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수학 II]-가. 집합과 명제-2)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

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2. 자료 출처

(3-1) 조건 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될 조건을 이해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3-2)&(3-3)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두 조건 로 이루어진 명제 → 의 진리집합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하고 거짓일 조건의 부등식의 영역을 분석하고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에

서 정수의 순서쌍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때, 참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될 조건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5점 5점

(3-2)

참이 되는 세 가지 경우의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면 3점 3점

거짓이 되는 영역에서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면 7점 (1개당 1점, 틀리면 –1점 

감점)
7점

(3-3) 
참이 되는 세 가지 경우의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면 5점 5점

거짓이 되는 영역에서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면 5점 5점 

7. 예시 답안

(3-1) 조건 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려면  ≤   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하는 부등식은 ≥  이다. 

(3-2) 조건 의 진리집합을  , 조건 의 진리집합을 이라 하면,  ⊂  인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의 하나가 성립할 때이다.

   (1)   ∅인 경우: ≥ 인 경우이다.

   (2) 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경우:   ≥  .  즉,  ≥  인 경우이다.

   (3)     ,   ∞ ∪ ∞이고,  ≤   또는   ≥    

      인 경우:  ≥  또는  ≤ 인 경우이다.    

                          

                           

→ 이 거짓인 경우는 가 위 그림에서 사다리꼴 내부에 있을 때이다. 

따라서, 구하는 순서쌍은  ,  ,  , , , ,  이다.

(3-3) 조건 의 진리집합을 라고 하면, 정수   에 대하여     는 정수이고 

  ≤ ≤    이다. 

한편, 모든 정수가 의 원소인 것은    ≥  .  즉,  ≥  일 때이다. 

따라서, ⊂ 인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성립할 때이다. 



  (1)  ≥ ,     (2)  ≥  ,     (3)    ≤    또는     ≥  

즉, 구하려는 순서쌍은 (1)'    , (2)'    , (3)'    이고    을 모두 만족

해야 한다. 

(3-2)에서 구한 순서쌍 중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뿐이다.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일반)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오전 4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미적분 I, 미적분 II

핵심개념 및 용어
부등식, 함수의 증가와 감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30분

(가) 닫힌 구간 에서 두 함수 와 가 연속이고 ≤ 이면 다음 부등

식이 성립한다.






  ≤




 

(나) 모든 실수 에 대하여 함수 가 미분가능하고 ≥  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 

(다) 모든 실수 에 대하여 함수 가 미분가능하고    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ln  

′

1. 일반정보

2. 문항 및 제시문

④ 논술우수자 자연계(오전) 문항4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 와 는 미분가능하다.

(4-1) 실수  ≤ ≤ 에 대하여 ′≥  이고,    ,   인 함수 에 대

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5점)

 ≤




  ≤ 

(4-2) 실수  ≥  에 대하여 ′≥ 이고   일 때,  ≥  에서 ≥  임



3. 출제 의도 

4. 출제 근거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미적분 I]-(라) 다항함수의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미적분 I]-라. 다항함수의 적분법-3) 정적분의 활용

미적1431.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미적분 II]-(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

수의 미분

②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성취기준

[미적분 II]-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의 미분

미적212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제시문 (다)

교육과정

[미적분 II]-(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

수의 미분

②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성취기준

[미적분 II]-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의 미분

미적212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논제 4-1

교육과정

[미적분 I]-(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

다.

[미적분 I]-(라) 다항함수의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미적분 I]-다. 다항함수의 미분법-3)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 I]-라. 다항함수의 적분법-3) 정적분의 활용

미적1431.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논제 4-2 교육과정 [미적분 I]-(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을 보이시오. (10점)

(4-3) 실수  ≤ ≤ 에 대하여 ′≥ 이고,   ,   인 함수 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10점)




≤



ln   ≤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함수의 증감을 판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수들의 대소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정적분의 대소 관계로 유도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수학과 교

육과정”, 성취기준:“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미적분 I 정상권 외 금성출판사 2014 125-127

미적분 II 김창동 외 교학사 2014 184-193

기타

5. 문항 해설

6. 채점 기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지식, 제시문의 내용, 그리고 앞의 문제  

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논제의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

다.

성취기준

[미적분 I]-다. 다항함수의 미분법-3)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논제 4-3

교육과정
[미적분 II]-(라)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③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미적분 II]-라. 적분법-1) 여러 가지 적분법

미적2413-1. 함수    (은 실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4-1) 도함수가 양이라는 조건에서 함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시문(가)

의 두 함수사이에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의 부등식관계로 나타낼 수 있음을 

적용하여 부등식을 보이는 문항이다. 

(4-2) 제시문(나)의 지수함수와 관련된 함수의 도함수 공식을 활용하여  

   가 증가함수임을 보이고 ≥ 임을 이용하여 부등식관계를 보일 

수 있다.

(4-3) (4-2)에 얻은 부등식과 제시문(다)의 로그함수의 미분 공식으로부터 ln≥ 
임을 알 수 있고 조건   를 이용하여 ln≤   임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에 제시문(가)의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관계를 보일 수 있다.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 로부터 증가함수임을 확인하고 제시문(가)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보이면 5점 (그림으로 설명해도 5점)
5점

(4-2)
   가 증가함수임을 보이면 5점 5점

가 증가함수와  ≥   임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보이면 5점 5점

(4-3)

동치인 두 조건   ≤ ≤   ,  ≤ ln≤   중 하나를 확

인한 경우
5점

제시문(가)를 이용하여 적분값을 계산하면 5점 5점

7. 예시 답안

(4-1) ′≥ 에서 는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 ≤ 인 에 대하여

  ≤ ≤   

이다. 이제 제시문(가)에 의하여

  




 ≤




 ≤




 ≤ 

이다. 

(4-2)    라 두고, 제시문(나)를 이용하면

′    ′ ≥ 
이다.  따라서 는 증가함수이고,  모든  ≥ 에 대하여 ≥   이다.  

그러므로   ≥ 이다.

 

(4-3) (4-2)의 풀이과정에서    는 증가함수이므로,  ≤ ≤ 일 때 

 ≤ ≤    이다. 따라서  ≤ ≤   이고 여기에 증가함수인 ln 를 

적용하면,  ≤ ln≤  이다.  

이제 (4-1)에서와 같이 제시문(가)에 의하여 









 ≤


ln ≤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