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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의 그래프 위의 점들 중 축 위의 점  과 가장 가까운 점을  

이라고 하자.(단,  )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1. 를 의 함수로 나타내어라.

1-2. 위와 같은  에 대하여, 에서  까지의 그래프 위의 점들과  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얻은 영역을 라 할 때, 영역 의 넓이를 의 함수로 나타내어라.

1-3. 영역 의 넓이가 1이 되는 의 개수를 구하여라.

문제 2 이차정사각행렬    
 

와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2-1.  
  ⋯  일 때, 의  성분을 구하여라. 

     (단, 은 자연수, 는 단위행렬)

2-2.  
       ⋯   이라고 하자. (은 자연수)

     →∞일 때 의  성분의 극한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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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수지가 다음과 같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다. 이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다.

(가) 하나의 게임은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수지는 파란 구슬 100개, 

빨간 구슬 100개와 점수 1점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한다.

(나) 첫 번째부터 열 번째 게임까지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점수가 3배가 되고 파란 구슬을 2개 받고 빨간 구슬을 1개 빼앗기며,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점수가 2배가 되고 파란 구슬을 1개 받고 빨간 구슬을 2개 

빼앗긴다.

(다) 열한 번째부터 스무 번째 게임까지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점수가 4배가 되고 파란 구슬을 1개 빼앗기며,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점수는 

그대로이고 빨간 구슬을 1개 빼앗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1. 처음 10게임 후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202개일 확률을 구하여라.

3-2. 20게임 후 나올 수 있는 각 경우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여라.

3-3. 20게임 후 파란 구슬이 개, 빨간 구슬이 개 나올 수 있는  의 조건을 구하여라.

3-4. 20게임 후 파란 구슬이 개, 빨간 구슬이 개가 되는 경우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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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원   위에 있는 점 가 점 을 출발하여 

원호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점 을 향해 움직인다. 점 에서 원의 접선이 축과 

만나는 점을 라고 하자. 점 를 지나며 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과 점 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이라고 하자. 이 때, 의 자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1. ∠를 라고 할 때, 점  의 자취를 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어라. 즉,

      ≤   
 

     의 꼴로 나타내어라.

1-2. 점  의 자취의 방정식을   의 꼴로 나타내어라.

1-3. 문제 1-2에서 구한 함수   의 최솟값과 그 그래프의 변곡점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 이 문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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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

[개념]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출처] 고등학교 수학, (주)고려출판, 178페이지, Ⅲ기하 2-2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개념]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

[출처]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교학사, 44페이지, Ⅱ다항함수의 미분법 1-1미분계수

[출제의도] 이 문제는 (a,0)에서 포물선위에 점에 그은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될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길이가 

최소가 될 조건을 찾아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두 직선이 수직이 될 조건 및 “고등학교 미

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배우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1-2

[개념] 적분을 이용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기

[출처]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교학사, 99페이지, Ⅲ다항함수의 적분법 2-1넓이

[출제의도] 이 문제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을 잘 찾는다면 “고등학교 미적

분과 통계 기본”에서 배운 정적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1-3

[개념] 증가함수

[출처]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교학사, 58페이지, Ⅱ다항함수 미분법 2-1접선의 방정식과 함수의 증

가, 감소

[개념] 중간값의 정리

[출처] 고등학교 미적분과 통계 기본, (주)교학사, 32페이지, Ⅰ함수의 극한과 연속 2-2연속함수의 성질

[출제의도] 앞에서 구한 넓이가 a가 변함에 따라 b로 표현한영역의 넓이가 1을 지나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2-1

[개념] 행렬과 그 연산

[출처] 고등학교 수학Ⅰ, (주)금성출판사, 12페이지, Ⅰ행렬과 그래프 1행렬과 그 연산

[개념] 등비수열의 합

[출처] 고등학교 수학Ⅰ, (주)금성출판사, 125페이지, Ⅲ수열 1-3등비수열

[출제의도] 이 문제는 행렬의 거듭제곱을 통해, 그 행렬의 특징을 파악한 후, “고등학교 수학Ⅰ”에서 배우

는 행렬의 연산을 통해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 답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문제2-2

[개념] 등비수열의 극한

[출처] 고등학교 수학Ⅰ, (주)금성출판사, 173페이지, Ⅳ수열의 극한 1-3무한등비수열의 극한

[출제의도] 이 문제는 앞에 문제2-1와 비슷하게, 행렬와 행렬의 특징을 파악한 후 “고등학교 수학Ⅰ”에

서 배우는 행렬의 연산을 통해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일반항 을 구한 후,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

용하여 답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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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1

[개념] 확률

[출처] 고등학교 미적분학과 통계 기본, (주)교학사, 123페이지, Ⅳ확률 2-1확률의 뜻

[개념] 조합

[출처] 고등학교 수학, (주)고려출판, 314페이지, Ⅴ확률과 통계 1-3조합

[출제의도] 이 문제는 각 게임에서 동전에 앞면과 뒷면에 따라 받거나 잃는 구슬의 총 개수를 파악하여 총 개수

가 202개가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적분과 통계”에 명시되어있는 기본적인 확률의 정의

와 “고등학교 수학”의 조합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쉽게 해

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문제3-2

[개념] 이항정리

[출처] 고등학교 미적분학과 통계 기본, (주)교학사, 119페이지, Ⅳ확률 1-2이항정리

[출제의도] 이 문제는 모든 경우의 점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서는 20번 게임 

후 수지의 점수를 모두 생각하고, 각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등학교 수학”의 조

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점수들의 총합을 식으로 나타냈다면 “고등학교 미적분학과 통

계 기본”에서 배우는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3-3

[개념]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일차방정식

[출처] 중학교 수학2, (주)금성출판사, 78페이지, Ⅲ방정식 1-2연립일차방정식

[출제의도] 이 문제는 20게임 후 수지가 가질 수 있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의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

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학2”에서 배우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빨간 구슬이 a개 파란 

구슬이 b개가 될 경우를 동전의 앞면(또는 뒷면)이 나타나는 횟수와 연관시킨다면 a,b의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3-4

[개념] 주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출제의도] 20게임 후 수지가 빨간 구슬이 110개, 파란 구슬이 80개가 될 각각의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앞선 문제들을 풀면서 구한 식에서 a=110, b=80을 대입하면 답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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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1

[개념] 삼각함수의 정의 및 성질 

[출처] 고등학교 수학, (주)고려출판, 268페이지, Ⅳ함수 4-2삼각함수, 4-3삼각함수의 성질

[개념] 삼각형의 닮음

[출처] 중학교 수학2, (주)금성출판사, 244페이지, Ⅷ도형의 닮음 1-2삼각형의 닮음조건

[출제의도]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각도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이다. “고등학

교 수학”의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면 점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고, “중학교 수학2”

의 삼각형의 닮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4-2

[개념] 삼각함수의 정의 및 성질 

[출처] 고등학교 수학, (주)고려출판, 268페이지, Ⅳ함수 4-2삼각함수, 4-3삼각함수의 성질

[출제의도]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의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를 이용하여 표현된 방정식

을    꼴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엔 함수를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보다    꼴로 나타내는 것이 그래프의 개형 등 그 성질을 이해하기 쉬우므로 다음 문제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4-3

[개념] 도함수의 활용 [출처] 고등학교 수학Ⅱ, (주)지학사, 154페이지, Ⅳ미분법 3-1그래프에의 활용

[출제의도]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Ⅱ”에서 학습한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의 개형(극점, 변곡점)에 대한 이해

가 충분하다면 약간의 계산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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