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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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좌표공간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인 구면을 라 하자.

<나> 좌표공간에서 세 평면   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다> 구면 와 각각의 평면   의 교선은 원이다. 이를 각각     이라 하자.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원 를 경계로 하는 원판을 라 할 때, 원판 의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시오.

2. 원   의 교점 중 좌표가 양인 점을 M , 원   의 교점 중 좌표가 양인 점을 M , 원    의 교점 중 
좌표가 양인 점을 M이라 하자. 점 M, M , M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이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3. 반지름이 인 구면의 넓이는 이다. 세 원   은 구면 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 
조각들 중 가장 작은 조각의 넓이를 구하시오. 



 모든 양의 실수 에 대하여 함수 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n    ≤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이차함수   의 그래프와 함수 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2. 이차함수   의 그래프와 함수 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3. 양의 실수 에 대하여 함수   의 극댓값을 라 할 때,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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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구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