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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교시                      2 학년 반 번   성명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학년․ 반․ 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학년․ 반․ 번호․ 성명을 쓰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번부터 8번까지는 문제지를 읽고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시간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하되, ‘과정’은 풀이과정과 

풀이결과를 포함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문항 1

전체집합 의 두 부분집합 ,  에 대하여 ∩∪ 가 
성립함을 증명하되, ‘드모르간의 법칙’과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4점]

서술형문항 2

실수 전체의 집합 의 임의의 두 원소  , 에 대하여 연산 ◎을 
◎  로 정의하자. 연산 ◎에 대한 항등원을 라 할 때, 
의 값과 의 역원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4점]

서술형문항 3

등식 × CP × C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4점]

서술형문항 4

에 대한 이차방정식  의 두 근을 , 라 하자. 
 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되, 반드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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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항 5

정의역이  ≤≤인 이차함수  의 최댓값이 , 
최솟값이 일 때, 실수 ,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 [7점]

서술형문항 6

그림과 같이 동서로 뻗은 직선 모양의 지방도가 있고, 이 도로와 의 
각을 이루면서 교차하는 직선 모양의 국도가 있다. 두 도로의 교차점을 
O라 할 때, 지점 O로부터 동쪽으로 km, 북쪽으로 km 떨어진 지점 
A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국도에 이르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자 
한다. 지점 A에서 국도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모든 도로의 폭은 무시한다.)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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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항 7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에 대한 두 이차식 , 에 대하여 
와 의 최대공약수를 , 최소공배수를 라 하자.
  , 의 두 근의 합이 , 의 두 근의 곱이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5점]

(2)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5점]

서술형문항 8

그림과 같이 ∠AED , DF 인 삼각기둥 ABCDEF가 
있다. 모서리 CF 위의 점 G가 ∠CAG ∠GEF, EG  를 
만족시킬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sin 로 계산한다.) 

[총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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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분 AG와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6점]

(2) 삼각형 AEG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4점]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