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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문항 (가)]  제시문 (ㄱ)~(ㄹ)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20점)

 (ㄱ) 자동차의 연비는 1리터(L)의 휘발유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고 단위는 kmL이다. 

 (ㄴ) 휘발유의 가격은 1리터(L)에 1500원이다. 

 (ㄷ)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자동차로 가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사용하는 만큼의 휘발유 가격에 유료도로, 유료터널 
등을 지날 때에 지불하는 통행료를 더한 것이다.

 (ㄹ) 가홍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거리가 km인 경로 1에서 가
홍이는  kmh 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고, 거리가 km 인 경로 2에서 가홍이는 
  kmh 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경로 2에는 유료터널이 있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1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에 신호
등에 걸리거나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 속력이 잠시 변할 수도 있지만, 가홍이는 자동차의 
속력이 경로에 따라 각각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어느 경로로 가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지 판단하려고 한다. 
한편, 가홍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연비   kmL 는 자동차의 속력   kmh 의 함수이고 
   


  이다. 

논제 1. (10점)  제시문 (ㄹ)에서 가홍이가 오전 5시에 A 지점을 출발할 경우, 경로 2를 택할 때의 비용이 경로 1을 
택할 때의 비용보다 적으려면 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논제 2. (10점)  제시문 (ㄹ)에서 가홍이가 오후 5시에 A 지점을 출발할 경우, 경로 2를 택할 때의 비용이 경로 1을 
택할 때의 비용보다 적으려면 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2. 수학 문항 (나)]  제시문 (ㄱ)~(ㅁ)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40점)

 (ㄱ) 닫힌구간 에서 연속인 함수 에 대하여 그 구간에서의 최댓값을 max라고 쓴다.

 (ㄴ) 두 다항함수 와 에 대하여 를 닫힌구간 에서 의 최댓값으로 정의한다. 이를 수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max

 (ㄷ) 닫힌구간 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에 대하여, 집합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ㄹ) 모든 일차함수의 집합을  라고 하자. 어떤 다항함수 에 대하여 집합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ㅁ) “두 실수  의 최댓값이 보다 작거나 같다”와 동치인 명제는 “≤ 이고 ≤”이다.

논제 1. (20점)  라고 할 때, 에 대하여 제시문 (ㄷ)의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영역 의 면적이 무엇
이 되는지 논술하시오. 

논제 2. (20점)  에서 0이 되는 모든 일차함수의 집합을 이라고 하자.   라고 할 때, 와 의 교집
합∩ 에 대하여 제시문 (ㄷ)의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영역 ∩의 면적이 무엇이 되는지 논술하시
오. 



[3. 수학 문항 (다)]  제시문 (ㄱ)~(ㄷ)을 읽고 문제(논제 1, 논제 2)에 답하시오. (40점)

（ㄱ）  (단,   ∈ ≠)라고 하면, 의 부호에 따라   의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해를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이다. 그런데, 
 


이므로, 이 조건은  이 된다.

（ㄴ）  (단,    ∈ ≠)라고 하면, 의 부호에 따라   의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방정식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해를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방정식 ′ 이 서로 다른 두 실수해  를 갖고,  ”이다. 

 (ㄷ) 집합 와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이차방정식이 실수해를갖지 않는다. 

 ∈삼차방정식 이 서로 다른 세 실수해를 갖는다 

논제 1. (20점) 방정식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해를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임을 
제시문 (ㄴ)을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단, ∈)

논제 2. (20점) 제시문 (ㄷ)의 두 집합의 교집합 ∩이 나타내는 영역의 면적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