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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함수   (은 정수),   (은 유리수),   (는 실수)의 도함수를 구하
는 과정에 대한 물음에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50점)

(가) 다항식 에 대하여  이면  인 다항식 가 존재하며, 

다항함수는 도함수가 존재하며 연속이다.

(나) 함수 가  에서 미분가능하고 함수 가  에서 미분가능할 때, 

합성함수 의  에서 미분계수는  ′  ′이다.

(다) 함수 와 가   에서 미분가능하면 함수 의  에서 미분계

수는  ′ ′이다. 

(라) 양수 에 대하여 ln   이다. 

1.� 자연수� 과� 실수� 에� 대하여�   라� 할� 때,�   인� 다항식� 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다항식� 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를� 이용하여� 다항함수�

  의�   에서�미분계수를�구하시오.

2.� 양수� ,� 자연수� ,� 정수� 에� 대하여,� 함수�   




의�  에서� 미분계수를� ≥ 인�

경우와�  인�경우로�나누어서�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구하시오.�

3.� 양수� ,� 자연수� ,� 정수� 에�대하여,� 함수�   




에� 대하여�   에서� 미분계수를� 제시

문� (가),� (나),� (라)를� 이용하여�구하시오.�

4.� 양수� 와� 유리수� 에� 대하여�   의�  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위의� 결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양수� 와� 유리수가� 아닌� 실수� 에� 대하여�   의�  에서� 미분계수를�

구할�수� 있는지를�위의�결과의�관점에서�설명하시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한없이 넓은 초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초원 위에 ㎞의 거리를 두고 A마을과 B마

을이 있다. 한 사람이 A마을을 출발해서 B마을로 가는 도중에 초원의 한 곳에 보물을 

숨겼다고 하자. 초원엔 별다른 장애물이 없고 이 사람이 이동하는 속력은 시속 ㎞로 

일정하다. 또한 보물을 숨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고 가정하

자.

1.� 이� 사람이� B마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시간(  )일� 때�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

이�있는�지역의�모양은�어떻게�되는가?

2.� 이� 사람이� B마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시간일� 때�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넓이를� 라�하자.� 가�한없이�커질�때�



은�어떤�수에�한없이�가까와지겠는가?�

3.� 이� 사람이� 4시간� 만에� B마을에� 도착했다면�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넓이는�

얼마나�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