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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원 학부ㆍ학과 수험 번호

유의 사항

      1. 75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1) 답안지를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수열 {}, {}, {}이
                   ≠        ⋯
을 만족시킬 때,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가> 은 곡선   과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축의 둘레로 회전시켜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이다.

<나> 은 정적분 







 ln 의 값이다. 

<다> 은 곡선   , 축, 축,  로 둘러싸인 부분을 축의 둘레로 회전시켜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이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로 일정할 때, 무한급수 
 

∞

이 수렴하는지를 밝히고, 수렴하면 수렴하는 값을 구하시오. 

2.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로 일정할 때, 무한급수 
 

∞

이 수렴하는지를 밝히고, 수렴하면 수렴하는 값을 구하시오. 

3.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로 일정할 때, 무한급수 
 

∞

과 
 

∞



 이 수렴하는지를 각각 밝히고, 수렴하면 수렴하
는 값을 구하시오. 



<가> 두 벡터  와 가 이루는 각을  라 할 때,  와  의 내적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cos

<나> 점 E과 E의 위치벡터를 각각  과  라 하자.

<다> 평면 위에 영벡터가 아닌 벡터 와 이 이루는 각은 이고, 은    를 만족시킨다.

<라> 벡터    과 이 이루는 각은 이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제시문에서 주어진 두 벡터  에 대하여      일 때, 내적  ∙의 값을 구하시오. 

2. 제시문에서 주어진 벡터 의 성분과 성분을 과 로 나타내시오.
(단,  는 제시문 <다>와 <라>에서 주어진 각이다.)

3. 제시문에서 주어진  에 대하여 부등식 sinsin  sin ≤
 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