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분
1. 부정적분과 정적분
2. 정적분의 활용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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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은 왜 배울까?
우주선의 크기를 정할 때는
그 우주선에 실릴 연료의 양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선의 운동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적분을 이용하여 유도한 로켓 방정식을 활용한다.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미분과 함께 변화하는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알아보고 나의 학습 계획을 적어 보자.
학습 내용

■

부정적분의 뜻

■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

정적분의 뜻

■

다항함수의 정적분

■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

속도와 거리

학습 계획
•예습과 복습을 하겠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
다.
•과제를 열심히 하겠다.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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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적분과 정적분
수학

생활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계량기는 수도관에서 물이 흐르는 속도를 측정하여 수돗물 사용
량을 계산한다. 여기서 물이 흐르는 속도는 사용량의 순간변화율에 비례하므로 계량기는 그
순간변화율에서 물의 사용량을 알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순간변화율을 구하는 것의 역과정으로, 적분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 시설 기준”]

“매 순간 함수의 변화율을 알면 그 함수를 찾을 수 있을까?”

1
2

106

함수 ~f(x)=-2x+1에서 ~f(3)-f(-1)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⑴ y=100

⑵ y=x^6

Ⅲ.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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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분
•부정적분의 뜻을 안다.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을 알고,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부정적분이란 무엇일까?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미분하여 2x가 되는 함수의 형태를 추측하시오.
함수 x^2, ~x^2&-1, x^2&+2는
모두 미분하면 2x가 돼.

그럼 미분하여 2x가 되는
함수는 어떤 형태일까?

위의 개념 열기에서 (x^2&)'=2x, (x^2&-1)'=2x, (x^2&+2)'=2x이므로 미분

하여 2x가 되는 함수의 형태는 x^2&+k (k는 상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함수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즉

기호 int은 ‘i&ntegral’

이라고 읽는다.

     F'(x)=f(x)

일 때, 함수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int~&f(x)~dx
와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함수 x^2, x^2&-1, x^2&+2는 모두 함수 2x의 부정적분이다.

이때 함수 2x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고 상수항만 다름을 알 수 있다.

두 함수 F(x), G(x)가 모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F'(x)=f(x), G'(x)=f(x)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G(x)-F(x)}'=G'(x)-F'(x)=f(x)-f(x)=0

그런데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함수이므로 이 상수를 C라고 하면

     G(x)-F(x)=C, 즉 G(x)=F(x)+C

이다.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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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은

     F(x)+C (C는 상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상수 C를 적분상수라고 한다.

또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f(x)를 적분한다고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분

int&~f(x)~dx=F(x)+C
도함수

부정적분의 정의

F'(x)=f(x)일 때,

   int&~f(x)~dx=F(x)+C (단, C는 적분상수)
| 참고 | 부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 보자.

01

d
`int&~f(x)~dx=f(x)이다.
~dx

⑴ (x)'=1이므로 int&1~dx=x+C
⑵ (x^3)'=3x^2이므로 int&3x^2~dx=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⑴ int&5~dx

int 1~dx는 보통

int dx로 나타내.

+C

⑵ int&4x^3~dx

의사소통
수학

기르기

설명할 때는
수학적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한다.

108

다음 등식이 성립하는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d
d
~^{~int&f(x)~dx^}=~int&~^{&~
~~f(x)^}~dx
~dx
~dx

Ⅲ.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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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y=x^n~(n은 양의 정수)과 y=k~(k는 상수)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구할까?
다음 표는 함수 ~f(x)와 그 도함수 ~f~'(x)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완성하고, 도함수가

~f~'(x)=x^n~(n은 양의 정수)인 함수 ~f(x)를 추측하시오.
1
x^2
2

~f(x)

~f~'(x)

x

1
x^3
3

1
x^4
4

1
x^5
5

부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1
1
x^2^)'=x이므로 int&x~dx= x^2&+C
2
2

     ^(

1
1
x^4^)'=x^3이므로 int&x^3~dx= x^4&+C
4
4

     ^(

1
1
x^3^)'=x^2이므로 int&x^2~dx= x^3&+C
3
3

일반적으로 n이 양의 정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

1
1
x^n+1^)'=x^n이므로 int&x^n~dx=
x^n+1&+C
n+1
n+1

한편 k가 상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kx)'=k이므로 int&k~dx=kx+C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수 y=k (k는 상수)와 y=x^n (n은 양의 정수)의 부정적분
~int&x^n~dx=

1
x^n+1&+C
n+1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 보자.

❶ k가 상수일 때, int&k~dx=kx+C (단, C는 적분상수)

❷ n이 양의 정수일 때, int&x^n~dx=

⑴ ~int&2~dx=2x+C
⑵ ~int&x^6~dx=

1

+1

x^6+1&+C=

1
x^n+1&+C (단, C는 적분상수)
n+1

+C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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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부정적분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단, C는 적분상수)

① int&3~dx •

• ㉠

② int&x^4~dx •

• ㉡

④ int&x^8~dx •

• ㉣

③ int&x^5~dx •

1
x^5&+C
5
1
x^9&+C
9

• ㉢ 3x+C

1
x^6&+C
6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구할까?

두 함수 ~f(x), g(x)의 한 부정적분을 각각 F(x), G(x)라고 할 때, 즉

   ~int&~f(x)~dx=F(x)+C_1, ~int&g(x)~dx=G(x)+C_2~~(C_1, C_2는 적분상수) 

일 때,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을 구해 보자.

❶ {kF(x)} '=kF '(x)=kf(x)~(k는 0이 아닌 상수)이므로
   ~int&kf(x)~dx=kF(x)+C_3~(C_3은 적분상수)

한편 k~int&~f(x)~dx=k{F(x)+C_1}=kF(x)+kC_1
여기서 C_1, C_3은 임의의 상수이므로

   ~int&k~f(x)~dx=k~int&~f(x)~dx~
이다.

❷ {F(x)+G(x)} '=F '(x)+G '(x)=f(x)+g(x)이므로

   ~int&{`f(x)~+g(x)}~dx=F(x)+G(x)+C_4~(C_4는 적분상수)

한편 ~int&~f(x)~dx+~int&g(x)~dx=F(x)+G(x)+(C_1&+C_2)

여기서 C_1, C_2, C_4는 임의의 상수이므로

   ~int&{`f(x)~+g(x)}~dx=~int&~f(x)~dx+~int&~g(x)~dx
이다.

❸ ❷와 같은 방법으로

   ~int&{`f(x)~-g(x)}~dx=~int&~f(x)~dx-~int&g(x)~dx
이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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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

두 함수 ~f(x), g(x)가 부정적분을 가질 때

❶ int&kf(x)~dx=kint&f(x)~dx (단, k는 0이 아닌 상수)

❷ int&{~f(x)+g(x)}~dx=int&f(x)~dx+int&g(x)~dx
❷, ❸은 세 개 이상의
함수에서도 성립한다.

❸ int&{~f(x)-g(x)}~dx=int&f(x)~dx-int&g(x)~dx

부정적분 int&(2x^3&+3x^2&-4x)~dx를 구하시오.

1

적분상수가
여러 개일 때는
묶어서 하나로
나타내.

~int&(2x^3&+3x^2&-4x)~dx=2int&x^3&~dx+3int&x^2~dx-4int&x~dx
=2^(
=



1
1
1
x^4&+C_1^)+3^( x^3&+C_2^)-4^( x^2&+C_3^) 
4
3
2

1
x^4&+x^3&-2x^2&+(2C_1&+3C_2&-4C_3)
2

이때 C_1, C_2, C_3은 모두 상수이므로 C=2C_1&+3C_2&-4C_3이라고 하면
   int&(2x^3&+3x^2&-4x)~dx=

1
x^4&+x^3&-2x^2&+C
2

답

1
x^4&+x^3&-2x^2&+C
2

03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04

다음은 ~f~'(x)=8x^3&-6x^2&+3, ~f(0)=-1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이

⑴ int&(5x^4&-8x^3&+4x-3)~dx

⑵ int&(x-1)(x^2&+1)~dx

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단, C는 적분상수)

~f(x)=int&(8x^3&-6x^2&+3)~dx=

이때 ~f(0)=-1에서 C=

   ~f(x)=

이므로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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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분
•정적분의 뜻을 안다.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정적분이란 무엇일까?
함수 ~f(x)=2x의 세 부정적분 F(x), G(x), H(x)를 각각 정하고, 다음 값을 구
하여 비교하시오.

F(3)-F(1)

G(3)-G(1)

H(3)-H(1)

위의 개념 열기에서 함수 ~f(x)=2x의 세 부정적분을 각각 F(x)=x^2, 

G(x)=x^2&+1, H(x)=x^2&-2라고 하면

     F(3)-F(1)=8, G(3)-G(1)=8, H(3)-H(1)=8

이므로 구하는 세 값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두 부정적분을 각각

F(x), G(x)라고 하면

     F(x)=G(x)+C (C는 상수)

이므로 F(b)-F(a)는

     F(b)-F(a)={G(b)+C}-{G(a)+C}=G(b)-G(a)

이다.

따라서 함수 ~f(x)의 어떤 부정적분 F(x)에서도 F(b)-F(a)의 값은 하나

로 결정된다.

이 값을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inta ^b&~&f(x)~dx
와 같이 나타낸다.

(Riemann, G. F. B., 
독일의 수학자 리만

1826&~1866)은 정적분 이

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하였다.

112

이때 정적분의 값 F(b)-F(a)를 기호로

     ^[F(x)^]a^b

와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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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적분 inta ^b&~f(x)~dx에

서 변수 x 대신 다른 문자
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즉,

~inta ^b&~f(x)~dx=inta ^b&~f(t)~dt

정적분의 정의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inta ^b&~f(x)~dx=^[F(x)^]a^b&=F(b)-F(a)

또 a=b이면 inta ^a&~f(x)~dx=0으로 정의한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01

⑴ ~int1^2&&3x^2~dx=^[x^3^]1^2&=2^3&-1^3&=7
⑵ ~int2^2&&(x+1)~dx=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⑴ int1^3&4x^3~dx

⑵ int-^-1&
1 (x^2&-3x&+1)~dx

한편 a>b일 때, 정적분 inta ^b&~f(x)~dx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nta ^b&~f(x)~dx=-intb^a&~&f(x)~dx

따라서 a>b이고 F '(x)=f(x)일 때,

     inta ^b&~f(x)~dx=-intb^a&~&f(x)~dx=-^[F(x)^]b^a & 

=-{F(a)-F(b)}

이다.

=F(b)-F(a)

즉, 정적분은 a, b의 대소에 관계없이

     inta ^b&~f(x)~dx=F(b)-F(a)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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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 보자.

02

~int2^1&&3x^2~dx=^[

^]2^1&=1^3&-2^3=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⑴ int3^-1&~4x^3~dx

⑵ int1^-2&~&5x^4~dx

미분과 적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속인 함수의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함수 ~f(t)=3t^2에서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int1^x&3t^2~dt=Ct^3D_1^x&=x^3&-1

이므로

    

d ~int1^x&3t^2~dt=3x^2
~dx

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t)의 한 부정적분을 F(t)라

고 할 때, 열린구간 (a, b)에 속하는 x에 대하여

     inta ^x&~f(t)~dt=CF(t)D_a^x&=F(x)-F(a)
이므로

    
이다.

d
d
~inta ^x&~f(t)~dt=
~{F(x)-F(a)}=F'(x)=f(x)
~dx
~dx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

함수 ~f(t)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114

d
~inta ^x&~f(t)~dt=f(x) (단, a<x<b)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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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을 구하시오.

⑴

04
수학

생활

d
~int0^x&(2t^2&+1)~dt
~dx

⑵

d
~int-^x&1`(5t^3&-2t+4)~dt
~dx

에서 x년 후 일인당 연간 인터넷 사용 시간을 ~f(x)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기준 시점

3
2

     ~f(x)=2+int0^x&^(- t^2&+12t+6^)`dt (0<x<8)

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5 년 후 일인당 연간 인터넷 사
2

용 시간의 순간변화율을 구하시오.


[참고 자료: Frank C. Wilson 외, “College Algebra”]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int1^x&~f(t)~dt=x^2&-2x+a를 만족시키는 연속함수 ~f(x)와

1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int1^x&~f(t)~dt=x^2&-2x+a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f(x)=2x-2

또 ~int1^x&~f(t)~dt=x^2&-2x+a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0=1-2+a

따라서 a=1

05

답

~f(x)=2x-2, a=1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int-^x&1 &~f(t)~dt=x^3&+6x^2&+7x+a를 만족시키는 연속함수 ~f(x)

와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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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정적분은 어떻게 구할까?

연속인 두 함수 ~f(x), g(x)의 한 부정적분을 각각 F(x), G(x)라 하고, 

적분상수를 C라고 할 때,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정적분을 구해 보자.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어.

❶ ~int&kf(x)~dx=kint&f(x)~dx=kF(x)+C~(k는 0이 아닌 상수)이므로
   inta ^b&kf(x)~dx=^[kF(x)^]a^b&



=k^[F(x)^]a^b&



=kF(b)-kF(a)

=k{F(b)-F(a)}
=kinta ^b&~f(x)~dx

이다. 또 이 식은 k=0일 때도 성립한다.

❷ ~int&{~f(x)+g(x)}~dx=int&f(x)~dx+int&g(x)~dx=F(x)+G(x)+C이므로
   inta ^b&{~f(x)+g(x)}~dx=^[F(x)+G(x)^]a^b



={F(b)+G(b)}-{F(a)+G(a)}
={F(b)-F(a)}+{G(b)-G(a)}
=^[F(x)^]a^b&+^[G(x)^]a^b

이다.



=inta ^b&~f(x)~dx+inta ^b&~g(x)~dx

❸ ~int&{~f(x)-g(x)}~dx=int&f(x)~dx-int&g(x)~dx=F(x)-G(x)+C이므로
   ~inta ^b&{~f(x)-g(x)}~dx=^[F(x)-G(x)^]a^b



={F(b)-G(b)}-{F(a)-G(a)}
={F(b)-F(a)}-{G(b)-G(a)}
=^[F(x)^]a^b&-^[G(x)^]a^b

이다.

116



=~inta ^b&~f(x)~dx-inta ^b&~g(x)~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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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정적분

두 함수 ~f(x), g(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❶ ~inta ^b&kf(x)~dx=k~inta ^b&f(x)~dx (단, k는 상수)

❷ ~inta ^b&{~f(x)+g(x)}~dx=~inta ^b&f(x)~dx+~inta ^b&g(x)~dx
❸ ~inta ^b&{~f(x)-g(x)}~dx=~inta ^b&f(x)~dx-~inta ^b&g(x)~dx

2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⑴ ~int1^2&(6x^2&-4x+5)~dx

⑵ ~int-^21`(2x^2&-3x)~dx+~int-^21`(-x^2&+3x)~dx
⑴ int1^2&(6x^2&-4x+5)~dx=6int1^2&x^2~dx-4int1^2&x~dx+int1^2&&5~dx

1
1
=6^[ x^3^]1^2&-4^[ x^2^]1^2&+^[5x^]1^2&
3
2



8 1
1
=6^( - ^)-4^(2- ^)+(10-5)
3 3
2
=13

⑵ int-^21`(2x^2&-3x)~dx+int-^21`(-x^2&+3x)~dx=int-^2&1`{(2x^2&-3x)+(-x^2&+3x)}~dx

1
=int-^21`x^2~dx=^[ x^3^]^2_-1
3
8
1
= -^(- ^)
3
3
=3

06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⑴ ~int-^12`(-9x^2&-2x+3)~dx



답 ⑴

13 ⑵ 3

⑵ ~int1^3&(4x&+1)^2~dx-int1^3&(4x-1)^2~dx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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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누어진 구간에서 정적분을 알아보자.

임의의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을 F(x)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inta ^c&~f(x)~dx+intc^b&~f(x)~dx=^[F(x)^]a^c&+^[F(x)^]c^b& 

={F(c)-F(a)}+{F(b)-F(c)}
=F(b)-F(a)=^[F(x)^]a^b& 

~inta ^c&~f(x)~dx+~intc^b&~f(x)~dx

=inta ^b&~f(x)~dx

=~inta ^b&~f(x)~dx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적분의 성질은 a, b,
c의 대소에 관계없이 성립
한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118

정적분의 성질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inta ^c&~f(x)~dx+intc^b&~f(x)~dx=inta ^b&~f(x)~dx

~int-^21`(4x-1)~dx+int2^3&(4x-1)~dx=int-1 `(4x-1)~dx
=^[2x^2&-x^]-1& =

07

정적분 ~int1^4&(3x^2&-2)~dx+int4^3&(3x^2&-2)~dx를 구하시오.

08

함수 ~f(x)=^{



x-1 (x->1)
에서 정적분 ~int0^3&~f(x)~dx를 구하시오.
1-x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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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1. 부정적분과 정적분
정답과 해설 ▶ 173 쪽

부정적분의 정의: F'(x)=f(x)일 때,

다음 문장이 참이면 표, 거짓이면 ×표를

	   int&~f(x)~dx=F(x)+C (단, C는 적분상수)

하시오.

함수 y=k (k는 상수)와 y=x^n& (n은 양의 정수)의 부정적분

1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다.

① k가 상수일 때, int&k~dx=kx+C (단, C는 적분상수)

② n이 양의 정수일 때, int&x^n&~dx=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

1
x^n+1&+C (단, C는 적분상수)
n+1

① ~int&kf(x)~dx=k~int&~f(x)~dx (단, k는 0이 아닌 상수)

d
2	등식 ~int0 ^x&c~ dt ~f(t)d~dt=f(x)는 항
상 성립한다.

② ~int&{~f(x)+g(x)}~dx=int&~f(x)~dx+int&~g(x)~dx
③ ~int&{~f(x)-g(x)}~dx=int&~f(x)~dx-int&~g(x)~dx

	정적분의 정의: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inta ^b&~f(x)~dx=^[F(x)^]a^b&=F(b)-F(a)

미분과 적분의 관계: 함수 ~f(t)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d
~inta ^x&~f(t)~dt=f(x) (단, a<x<b)
dx

두 함수 ~f(x), g(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정적분

3	int100^100&(5x^2&-6x+1)~dx=0이다.

4 ~int-^31(x^2&+1)~dx=~int3^-1&(x^2&+1)~dx
이다.

① ~inta ^b&&kf(x)~dx=k~inta ^b&~f(x)~dx (단, k는 상수)

② ~inta ^b&&{~f(x)+g(x)}~dx=~inta ^b&~f(x)~dx+~inta ^b&~g(x)~dx

5 ~int1^5x^3~dx-~int5^2x^3~dx=~int1^2x^3~dx이다.

③ ~inta ^b&&{~f(x)-g(x)}~dx=~inta ^b&~f(x)~dx-~inta ^b&~g(x)~dx

2
1

등식 ~int&~f(x)~dx=3x^2&-2x+C를 만족시키
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단, C는 적분상수)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⑴ int&(3x^2&+4x-1)~dx

⑵ int&(x+1)^3~dx-int&(x-1)^3~dx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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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⑴ int1^5&(2x+7)~dx

6

하면

   F(x)=xf(x)-5x^3&+4x^2

이 성립하고 ~f(2)=8일 때, 함수 ~f(x)를 구

⑵ int1^4&(x&-3)^2~dx+int1^4&(6x-11)~dx

⑶ int-^2&1 (x^3&+x)~dx+int2^3&(x^3&+x)~dx

하시오.

7
4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inta ^x&~f(t)~dt=2x^2&-8x+6

을 만족시키는 연속함수 ~f(x)와 상수 a의

함수 ~f(x)가

   ~f~'(x)=1+2x+3x^2&+ … +10x^9&

값을 구하시오.

을 만족시키고 ~f(0)=0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8
5

점 (1, 7)을 지나는 곡선 y=f(x) 위의 임
의의 점 (x, y)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3x^2&-12x+8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120

함수 ~f(x)=x^2&+ax+b가
   int0^3`f(x)~dx=3

8
3
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int-^11 ~f(x)~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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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적분 ~int0^1&(9a^2&x^2&-12ax+5)~dx의 값이 최
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과 그때 정적

분의 값을 구하시오.

12

두 다항함수 ~f(x), g(x)가

d
{~f(x)+g(x)}=2x+3
dx
d
  
{~f(x)g(x)}=3x^2&+8x-1
dx
  

을 만족시키고 ~f(0)=2, g(0)=-5일 때,
두 함수 ~f(x), g(x)를 구하시오.

10

다음은 함수 ~f(x)=8x^3&+x-5에서
   int-^1&2 ~f(x)~dx-int2^1&~f(x)~dx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
을 써넣으시오.
~int-^12 f(x)~dx-int2^1&~f(x)~dx

=~int-^12 f(x)~dx+int1 &~f(x)~dx

13

=



^]-2
^2

14
11

정적분 ~int0^2|x-x^2|~dx를 구하시오.

   ~int1^x&(x-t)f(t)~dt=2x^3&+ax^2&-4x+3
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int-2` &(8x^3&+x-5)~dx
=^[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단, a는 상수)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시
오.

   ~f(x)=x^2&-6x+9~int0^1~&f(t)~dt

1. 부정적분과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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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의사
소통

활동 목표 부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한 다음 대화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
~f(x)=4x^3&+9x^2&-8x+1
이야.

함수 ~f(x)+g(x)는
함수 ~f(x)-g(x)의
부정적분 중 하나야.

1

함수 g(x)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구해 보자.

2

함수 g(x)를 구해 보자.

3

위의 문제에서 두 학생이 말하는 조건을 바꾸어 함수 g(x)를 구하고, 그 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해
바꾸어 풀어 보기

보자.

부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였는가?
자기 평가

문제를 적절히 변형하고 해결하였는가?
자신의 과제 해결 방법을 친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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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학과

통 하다

로봇 인지 기술의
핵심 도구, 적분!
로봇 산업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로봇의 기능은 다양한
데, 특히 움직이는 로봇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자동차는 도로, 건물 등과 같이 고정된 물체뿐만 아니라 자동
차, 사람 등과 같이 주위에서 움직이는 대상도 빠르게 인지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로봇에 인지 기능을 장착하려면 로봇을 만들 때 주변 사물을 식별하는 방법을 입력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감지기에 입력되는 정보를 적분을 이용하여 특정한 형태
로 변환하고, 이것을 미리 입력된 정보와 비교하여 사물을 구별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
되고 있다.
그런데 감지기에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많으면 인지 기능의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정
보를 비교하기 위한 계산 과정이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사물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만 뽑아내어 변환하고 비교
하는 것이 로봇 인지 기능의 핵심
기술이다.
[참고 자료: Srikanta Patnaik, 
“Robot Cognition and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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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적분의 활용
수학

기술

별을 기준으로 항해하던 시대에는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항로를 벗
어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면서 속도와
거리의 관계로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사고가 크게 줄어들
었다.
현대에도 비행기, 위성, 로켓 등의 속도와 이동 거리를 알아내는 데 정적분의 개념이 이
용된다.

“매 순간의 속도를 알면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24

1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2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x=-t^2&+6t일 때, t=2에서 점 P의 속도
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⑴ y=2x^2&-4x+1

⑵ y=x^3&-3x^2&+5

Ⅲ.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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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정적분과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닫힌구간 [a, b]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t

y

1 S(t)를 구하시오.
2 S '(t)와 ~f(t)를 비교하시오.

1

에 대하여 함수 ~f(x)=x+1 의 그래프와 x 축 및 두 직선

x=a, x=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O

3	2의 결과를 이용하여 ~inta ^b&~f(x)~dx=S(b)임을 설명하시오.

y=f(x)

a

S(t)

x

t b

위의 개념 열기에서 넓이 S(t)는

1
1
     S(t)= \{(a+1)+(t+1)}\(t-a)= (t^2&+2t-a^2&-2a)
2
2

이므로 S '(t)=t+1이다.

따라서 S '(t)=f(t)이므로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inta ^b&~f(x)~dx=^[S(x)^]a^b&=S(b)-S(a)

이다. 이때 S(a)=0이므로 inta ^b&~f(x)~dx=S(b)이다.

이와 같이 넓이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적분과 넓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x)->0일 때,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S=inta ^b&~f(x)~dx

y

O

y=f(x)

a

S

b

2. 정적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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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⑴ 곡선 y=x^2&+1과 x축 및 두 직선 x=0, x=1로 둘러싸인 도형
⑵ 곡선 y=-x^2&+3x-2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⑴ 닫힌구간 [0, 1]에서 y>0이므로 구하는 넓이 S는

y

   S=int0^1&(x^2&+1)~dx 

2

1
4
=^[ x^3&+x^]0^1&=
3
3

1

⑵ 곡선 y=-x^2&+3x-2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y

   x=1, x=2

O

닫힌구간 [1, 2]에서 y->0이므로 구하는 넓이 S는
   S=int1^2&(-x^2&+3x-2)~dx

-2



1
3
1
=^[- x^3&+ x^2&-2x^]1^2&=
3
2
6

01

2

x

y=-x^2+3x-2

4
3

⑵

1
6

⑴ 곡선 y=x^3과 x축 및 두 직선 x=0, x=3으로 둘러싸인 도형
도형의 넓이

➡

곡선과 x축의 교점의 x좌표

생활

x

1

1

답 ⑴

⑵ 곡선 y=-x^2&+6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수학

O

다음 도형의 넓이를 단계에 따라 구하시오.
y의 부호 확인

02

y=x^2+1

➡

y의 부호 확인

2
y=- x^2&+10의 그래프의 일부와 같다고 할 때, 터널 입
5
오른쪽 그림과 같이 터널 입구의 곡선 부분이 함수 

도형의 넓이

➡

y

y=-2
5&x^2+10
/

구의 넓이를 구하시오.

O

12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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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

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해 보자.

❶ 닫힌구간 [a, b]에서 ~f(x)->0일 때, 정적분
과 넓이의 관계에 따라 S는
   S=inta ^b&~f(x)~dx

❷ 닫힌구간 [a, b]에서 ~f(x)-<0일 때, 곡선 

y=f(x)는 곡선 y=-f(x)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f(x)->0이므로 S는

이다.
닫힌구간 [a , b] 에서

함수 ~f(x) 가 양의 값과

~f(x)의 값이 양수인 구간

음의 값을 모두 가질 때는
과 음수인 구간으로 나누
어 생각한다.

=inta ^b&|~f(x)|~dx



[c, b]에서 f(x)-<0일 때, S는

   S=inta ^c&~f(x)~dx+intc ^b&{-f(x)}~dx

=inta ^c&|~f(x)|~dx+intc ^b&|~f(x)|~dx
=inta ^b&|~f(x)|~dx

S

a

y

O

x

b

y=-f(x)
S

a

S

x

b

y=f(x)

❸ 닫힌구간 [a, c]에서 f(x)->0이고, 닫힌구간

이다.

y=f(x)

O

이다.

   S=inta ^b&{-f(x)}~dx

y




y
O

a

c

S

y=f(x)
b

x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함수 ~f(x)가 닫힌구간 [a , b] 에서 연속일 때, 곡선 y=f(x)와 x 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S=inta ^b&|~f(x)|~dx

2. 정적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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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y=x^2&-2x와 x축 및 두 직선 x=-2, x=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

2

시오.

곡선 y=x^2&-2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x=0, x=2

y

닫힌구간 [-2, 0]에서 y->0, 닫힌구간 [0, 2]에서 y-<0이므

로 구하는 넓이 S는

   S=int^0
_-2&(x^2&-2x)~dx+int0^2&(-x^2&+2x)~dx

1
1
=^[ x^3&-x^2&^]^0_-2&+^[- x^3&+x^2&^]0^2
3
3
=

20 4
+ =8
3
3



8

-2 O



y=x^2-2x

03

다음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 x=-1, x=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04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⑴ y=x^2&-x-2

x

2
답

8

⑵ y=x(x&-3)^2

⑴ y=x^2&-9

⑵ y=-x(x-1)(x+1)
추론ㅣ의사소통

수학

기르기

추론할 때는
자신의 추측 과정이 옳
은지 검토하고 정당화한다.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닫힌구간 [-a, a]에서 연속인 함수 y=f(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int-^aa f(x)~dx=2~int0^a&`f(x)~dx,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 
~int-^aa ~f(x)~dx=0임을 설명해 보자.

함수 y=x^2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a

128

y

y=x^2

O

a x

함수 y=x^3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a

y

y=x^3

O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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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두 함수 ~f(x), g(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f(x), 

y=g(x)와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해 보자.

❶ 닫힌구간 [a, b]에서 ~f(x)->g(x)->0일 때,

S는

   S=inta ^b&~f(x)~dx-inta ^b&~g(x)~dx

이다.

=inta ^b&{~f(x)-g(x)}~dx

y

y=f(x)


O

❷ 닫힌구간 [a, b]에서 ~f(x)->g(x)이고

a

y

g(x)의 값이 음수인 경우가 있을 때, 두

곡선 y=f(x), y=g(x)를 y축의 방향으
로 k만큼 평행이동하여

O

   ~f(x)+k->g(x)+k->0

이 되도록 할 수 있다.

a

k

y=g(x)

S

x

b

S
S

y=f(x)+k

k

y=g(x)+k
y=f(x)

b

x
y=g(x)

이때 평행이동한 도형의 넓이는 변하지 않
으므로 S는

   S=inta ^b&{~f(x)+k}~dx-inta ^b&{g(x)+k}~dx 

이다.
닫힌구간 [a , b] 에서

두 함수 ~f(x), g(x)의 대

~f(x)-g(x) 의 값이 양
소가 바뀔 때는 

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
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inta ^b&{~f(x)-g(x)}~dx

❸ 닫힌구간 [a, c]에서 f(x)->g(x)이고, 닫
힌구간 [c, b]에서 f(x)-<g(x)일 때, S는
   S=inta ^c&{~f(x)-g(x)}~dx 


+intc^b&{~g(x)-f(x)}~dx

y

O

a

=inta ^c&|~f(x)-g(x)|~dx+intc^b&|~f(x)-g(x)|~dx 
이다.

y=g(x)

S
c

b

y=f(x)

=inta ^b&|~f(x)-g(x)|~dx

2. 정적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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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함수 ~f(x), g(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f(x), y=g(x)
와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S=inta ^b&|~f(x)-g(x)|~dx

두 곡선 y=x^2&-x+1, y=-x^2&+3x+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3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는 x=0, x=2

y

   S=int0^2&{(-x^2&+3x+1)-(x^2&-x+1)}~dx 

1

닫힌구간 [0, 2]에서 x^2&-x+1-<-x^2&+3x+1이므로 구하

3

는 넓이 S는

=int0^2&(-2x^2&+4x)~dx 
2
=^[- x^3&+2x^2&^]0^2&
3
=

05

8
3

O

x

2

y=-x^2+3x+1

답

8
3

다음 도형의 넓이를 단계에 따라 구하시오.

⑴ 곡선 y=-x^2&+2와 직선 y=x로 둘러싸인 도형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

두 함수의 대소 확인

➡

도형의 넓이

➡

⑵ 두 곡선 y=x^2&-2x+3, y=-x^2&+4x-1로 둘러싸인 도형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

130

y=x^2-x+1

두 함수의 대소 확인

➡

도형의 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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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곡선 y=x^2&, y=-x^2&+2x와 두 직선 x=0, x=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4

구하시오.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는 x=0, x=1

y

   S=int0^1&{(-x^2&+2x)-x^2&}~dx+int1^2&{x^2&-(-x^2&+2x)}~dx 

1

닫힌구간 [0, 1]에서 x^2&-<-x^2&+2x, 닫힌구간 [1, 2]에서 

y=x^2

4

x^2&->-x^2&+2x이므로 구하는 넓이 S는

=int0^1&(-2x^2&+2x)~dx+int1^2&(2x^2&-2x)~dx 
2
2
=^[- x^3&+x^2&^]0^1&+^[ x^3&-x^2&^]1^2&
3
3

O 1

2

x

y=-x^2+2x

1 5
= + =2
3 3

답

06

두 곡선 y=x^3&, y=-x^3&+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07

함수 y=x^2&+ax+b에서 상수 a, b의 값을 각각 정하고, 두 곡선 y=x^2&+ax+b, 

2

y=-x^2&+4x-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단,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생기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한다.)



창의 · 융합ㅣ문제 해결
수학

기르기

창의적 활동을 할 때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창의적 생각을
떠올린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금박 무늬가 들어간 포장지 A와 물결 모양의 금박 무

늬가 들어간 포장지 B가 있다. 두 포장지의 금박의 어느 지점에서 세로로 직선을 그어도

직선으로 금박이 잘린 부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할 때, 두 포장지 A, B의 금박 무늬의 넓
이를 비교해 보자. (단, 두 포장지 A, B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일정

↕일정
[포장지 A]

직선으로 금박이
잘린 부분의 길이는
두 포장지 A, B가
서로 같아.

[포장지 B]
2. 정적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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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속도와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직선 도로를 20`m/s의 속도로 달리는 어떤 자동차가

제동을 건 지 t초 후의 위치를 x`m라고 하면
   x=-

라고 한다.

10
t^2&+20t (0-<t-<3)
3

1	t초 후 자동차의 속도를 v(t)`m~/s라고 할 때, 정적분 ~int0^3&~&v(t)~dt를 구하시오.

2 3초 후 자동차의 위치를 구하고, 1의 결과와 비교하시오.

위의 개념 열기에서

     int0^3&v(t)~dt=int0^3&~^(-

20
t+20^)~dt=30
3

이므로 3초 후 자동차의 위치 x=30과 같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v(t)일 때, 점 P의 위치 

속도
적분

미분

위치

x=f(t)를 구해 보자.

시각 t_0에서 점 P의 위치를 ~f(t_0)=x_0이라고 하면 v(t)=f~'(t)이므로

     int ^tv(t)~dt=f(t)-f(t_0)=f(t)-x_0

이다.

t_0&

따라서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는

     x=f(t)=x_0&+int ^tv(t)~dt

이다.

t_0&

또 시각 t=a에서 t=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f(b)-f(a)=inta ^b&v(t)~dt
이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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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a에서 t=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

보자.
a-<t-<b에서 

r1 	v(t)->0일 때, 점 P가
par
~f(b)-f(a)

움직인 거리는 
P

f (a)

f (b) x


일 때, 점 P가
r2 v(t)-<0
par

~f(a)-f(b)

움직인 거리는 

f (b)

P
f (a) x

inta ^b&~f(x)~dx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 v(t)를 나타내는 그

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t-<c에서

v(t)->0이므로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f(c)-f(a)=inta ^c&v(t)~dt

v(t)

O

a

c

b

t

이다.

또 c-<t-<b에서 v(t)-<0이므로 점 P가 움

직인 거리는

     ~f(c)-f(b)=intb^c&v(t)~dt
이다.

따라서 시각 t=a에서 t=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f(c)-f(a)}+{`f(c)-f(b)}=inta ^c&v(t)~dt+intb^c&&v(t)~dt 

=inta ^c&v(t)~dt+intc^b&{-&&v(t)}~dt 

=-intb^a&~f(x)~dx

=inta ^c&|v(t)|~dt+intc^b&|&v(t)|~dt 
=inta ^b&|v(t)|~dt

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v(t)이고, 시각 t_0에서 위치를 x_0이
라고 할 때

❶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는
   x=x_0&+int ^tv(t)~dt
t_0

❷ 시각 t=a에서 t=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inta ^b&v(t)~dt

❸ 시각 t=a에서 t=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inta ^b&|v(t)|~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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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1

v(t)=4-2t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⑴ 시각 t=3에서 점 P의 위치

⑵ 시각 t=1에서 t=3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⑶ 시각 t=1에서 t=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⑴ 1+int0^3&(4-2t)~dt=1+^[4t-t^2^]0^3&=1+3=4
⑵ ~int1^3&(4-2t)~dt=^[4t-t^2^]1^3&=0

⑶ 1-<t-<2에서 v(t)->0, 2-<t-<3에서 v(t)-<0이므로 시각 t=1에서 t=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int1^2&(4-2t)~dt+int2^3&(-4+2t)~dt=^[4t-t^2^]1^2&+^[-4t+t^2^]2^3& 

=&1+1=2

01

답 ⑴

4 ⑵0 ⑶2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v(t)=6t-3t^2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⑴ 시각 t=4에서 점 P의 위치

⑵ 시각 t=1에서 t=4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⑶ 시각 t=1에서 t=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02
수학

생활

지상 1`m 높이에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 올린 공의 t초 후의 속도를 v(t)`m/s라고 하면

     v(t)=10-10t (0-<t-<2)

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공을 위로 던진 후 2초 동안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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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S=inta ^b&|~f(x)|~dx

	두 함수 ~f(x), g(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두 곡선 사이의 넓이

y=f(x), y=g(x)와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S=inta ^b&|~f(x)-g(x)|~dx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v(t)이고, 시각 t_0&에서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위치를 x_0이라고 할 때

①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는 x=x_0&+int^t&`v(t)~dt

③ 시각 t=a에서 t=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inta ^b&|v(t)|~dt

곡선 y=x^2&-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3

두 곡선 y=x^2&-4x+6, y=-2x^2&+5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1	~inta ^b&~f(x)~dx>0이면 ~inta ^b&~f(x)~dx의

값은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
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2	곡선 y=x^2과 직선 y=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int0^1&(
& x-x^2&)~dx이다.

3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의
변화량은 움직인 거리와 같다.

좌표가 5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

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v(t)=t-2일 때, t=4에서 점 P의 위치를

넓이를 구하시오.

2

하시오.

t_0

② 시각 t=a에서 t=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inta ^b&~v(t)~dt

1

다음 문장이 참이면 표, 거짓이면 ×표를

구하시오.

4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

도가 v(t)=t^2&-4t일 때, t=1에서 t=6까
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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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곡선 y=2x^3과 x축 및 두 직선 x=-2, 

8

17 일 때,
x=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2x^2&+6x와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선 y=2x로 나누

S_2
의 값을 구하시오.
S_1

어진 부분 중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를 각각

S_1, S_2라고 할 때,
y

S_1
O

곡선 y=-x^2&+5x와 직선 y=ax로 둘러싸

y=2x

S_2

3

x

y=-2x^2+6x

32 일 때, 상수 의 값을
a
3
구하시오. (단, 0<a<5)

인 도형의 넓이가
y

y=ax

9
O

7

접하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

x

y=-x^2+5x

함수 ~f(x)=x^2~(x->0)의 그래프와 그 역함
수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를 구하시오.

136

5

곡선 y=x^3과 이 곡선 위의 점 (1, 1)에서

하시오.

10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

도가 v(t)=3t-t^2일 때, t=2에서 t=4까
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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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낙하대에서 뛰어내려 수

13

직 방향으로 낙하하다가

이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이며 지면에 안전하게 착
지하는 놀이 기구가 있



다. 어떤 사람이 낙하대에서 뛰어내린 지 t초
후의 속도를 v(t)`m/s라고 하면

(0-<t-<2)

p

라고 한다. 뛰어내린 지 12초 후에 지면에 착

x=2+h~(h>0)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 의 값을 구하시
S(h)라고 할 때, ~lim
h=0+~
h
오.

(단, -1<p<0)

B

x

y=-x^2+2x+p

지한다고 할 때, 낙하대의 높이를 구하시오.

곡선 y=3x^2&+1과 x축 및 두 직선 x=2-h,

y

OA

   v(t)=^{
24-2t (2-<t-<12)

12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B=1：2이다.

어느 지점부터 속도를 줄

10t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x^2&+2x+p와

14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가 있다.

점 P는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하여 시각 t

에서 속도가 v(t)=3t^2&-2이고, 점 Q는 좌

표가 k인 점에서 출발하여 시각 t에서 속도가

1이다. 두 점 P, Q가 동시에 출발한 후 두 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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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활동 목표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여 발사체가 결합하는 시각을 구할 수 있다.

2014년 유럽 우주국은 인류 최초로 혜성에 탐사선을 착륙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우주국은 10여 년에 걸친 작업 끝에

초속 38`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혜성과 거의 같은 속
도로 착륙선을 안착시켰다.



[참고 자료: 항공 우주국, https://science.nasa.gov]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발사체 A, B를 발사한 지 t초 후의 속도를 각각 초속 v_A(t)`km, 초
속 v_B(t)`km라고 하면

1 ,
t^2 v_B(t)=at (a는 양수)
20
라고 할 때, 다음 조건에 따라 두 발사체 A, B를 결합하려고 한다.

     v_A(t)=

㈎ A를 발사한 지 2초 후에 같은 지점에서 B를 발사한다.

㈏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하는 순간 A, B의 속도를 같게 한다.

1

두 발사체 A, B가 결합하는 시각은 발사체 A가 발사된 지 몇 초 후인지 구해 보자.

2

a의 값을 구해 보자.

3

v_A(t)를 바꾸어 위의 1, 2 를 해결해 보자.
바꾸어 풀어 보기

적분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였는가?
자기 평가

과제 해결 방법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문제를 적절히 변형하고 해결하였는가?

138

Ⅲ. 적분

수학2 교과서3-2(124~143)2차수정OK.indd 138

2017-11-13 오전 11:14:42

자연! 수학과

통 하다

쇠똥구리가 적분을 안다?
우리는 종종 도심이나 숲속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그럴 때 대부분은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를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나 목표 지점을 알
아낸다. 그러나 쇠똥구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생태학자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쇠똥구리는 자신의 먹이를 공처럼 만든 후 직선 경로
를 따라 굴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이때 주변 지형지물을 옮겨 놓
거나 바닥을 돌려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아도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를 향해 직
선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주변 지형이 바뀌었는데 쇠똥구리는 어떻게 방향을 알아내는 것일까?
연구에 따르면 쇠똥구리는 자신이 움직이는 속도와 이동 방향의 변화를 기억해 두었
다가 먹이를 구한 후 그 기억을 바탕으로 목적지로 돌아가는 경로를 효율적으로 재구성
한다고 한다. 쇠똥구리가 먹이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와 방향의 변화를 축적하여 원하는
이동 방향과 거리를 알아내는 방식을 일컬어 경로에 따라 정보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경로 적분(path i&ntegration)’이라고 한다.

작은 생명체인 쇠똥구리가 적분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참고 자료: PLoS, http://journals.pl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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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수 ~f(x)가

 ~int (x-1)f(x)~dx=2x^3&+3x^2&-12x+1

4

오.

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① -1
④6

② 3		
⑤7

x^2
1
~dx-~int1^2&~
~dt를 구하시
x+1
t+1

③5

5

2

정적분 ~int1^2&~

정적분 ~int-^23 ~(2|x|+1)~dx는?
① 14

④ 20

함수 ~f(x)가 ~f~'(x)=3x^2&-ax를 만족시키

② 16		
⑤ 22

③ 18

고 ~f(0)=4, ~f(-1)=2일 때, 상수 a의 값

을 구하시오.

6

함수 ~f(x)=~int0^x(3t^2&-3t-18)~dt의 극댓값

은?

3

① 18
④ 21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y에

② 19		
⑤ 22

③ 20

대하여

   ~f(x+y)=f(x)+f(y)

를 만족시키고 ~f~'(0)=9일 때, ~f(1)의 값
은?

①8

④ 11

140

② 9		

⑤ 12

③ 10

7

곡선 y=(x-2)^2과 직선 y=-x+4로 둘
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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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함수 ~f(x)=x^3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int1^3&~f(x)~dx+~int1^27&~g(x)~dx의 값은?

① 20

② 40		

④ 80

③ 41

⑤ 81

[10~14] 다음 문제의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10

삼차함수 ~f(x)의 도함수 y=f~'(x)의 그래프

가 다음 그림과 같다. 함수 ~f(x)의 극댓값이

8이고 ~f(1)=6일 때, ~f(x)의 극솟값을 구
하시오.

9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

이는 점 P의 시각 t초에서 속도 v(t)의 그래

y

O

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게 말한 학생을

y=f '(x)
2

x

찾으시오.
v(t)
2
O

-2

혜지

1

3

4

5

6

8 t

11

~int-^a&a~ ~(6x^2&-2x)~dx=32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점 P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
이 두 번 바뀌어.

민호

점 P는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수진

점 P는 출발한 지 8초 후에 다시 원
점에 있어.

12

함수 ~f(x)가

   ~f(x)=intx ^0& (4t^3&-3t^2)~dt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⑴ ~f~'(x)를 구하시오.

⑵ 정적분 ~int1 ^2&~f~'(x)~dx를 구하시오.

Ⅲ. 적분

수학2 교과서3-2(124~143)2차수정OK.indd 141

141

2017-11-13 오전 11:14:44

13

다항함수 ~f(x)가

   ~int-^1&3 ~f(x)~dx=5, ~int0^5&~f(x)~dx=6

14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

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를 v(t)`m/s라고 하면

   ~int1^5&~f(x)~dx=8

   v(t)=50-10t`(0-<t-<11)

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int-^0&3 {~f(x)-4x}~dx

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를 구하시오.

시간
⑵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기 평가

1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나의 성취 수준을 아래 그림에 점으로 표시하고, 이웃한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자.
부정적분의 뜻

1수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속도와 거리

2수준: 개념을 일부 이해하였다.
3수준: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다.
4수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였다.
5수준: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정적분의 뜻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다항함수의
정적분

2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 내용을 복습!
문제가 더 필요하면
수학 익힘책 156쪽으로~

	이 단원에서 세운 학습 계획을 잘 실천하였는지 평가해 보고, 아쉬웠던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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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수학과

만 나다

비행기와 우주선을 개발하는

항공 우주 공학자
저는 비행기와 우주선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항공 우주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술 분야의 하나로 선정되었어요.
이 분야에 기술을 제공하는
항공 우주 공학자가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항공 우주 공학자가 하는 일은?

	항공 우주 공학자는 비행기와 우주선을 개발하고, 이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작하는
일을 한다. 또 이러한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
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협업하여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체를 탐구하는 임
무도 수행한다.
항공 우주 공학에 수학이 이용되나요?

	항공기를 설계할 때, 안전성과 연료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기와 물체 사이의
운동 법칙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운동 법칙의 원리를 수학으로 설명한다.
또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를 예측할 때, 미분과 적분의 개념이 이용된다.
	한편 우주선과 같은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여러 요소의 변화량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분과 적분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미국 항공 우주 학회, https://info.aia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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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분
1

부정적분 ~int&(x+2)^3~dx-~int&(x^3&+12x)~dx

4

를 구하시오. l 2점 l

2

함수 ~f(x)가

   ~f(x)=~int&^{

d
(2x^3&-3x)^}~dx
dx

5

두 다항함수 ~f(x), g(x)가

   ~int&g(x)~dx=x^5~f(x)+a

일 때, ~f(x)의 극솟값은? l 3점 l

8
3
11
④
3

6

④ -4

⑤ -2

③ -4

⑤4

③3

를 만족시키고 ~f(2)=9일 때, ~f(-3)의 값

④ -3

② -5		

17 		
6

6x^2& (x->1)
   ~f~'(x)=^{~
2x+4 (x<1)
은? l 4점 l

① -6

②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를 만족시키고 ~f(1)=-2, ~f~'(1)=6일 때,

g(1)의 값은? (단, a는 상수) l 3점 l

l 3점 l

함수 ~f(x)=int&(-x^2&+x)~dx의 극댓값이 3
①

시오. l 3점 l

156

~f(2)=5일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고 ~f(0)=10일 때, ~f(-2)의 값을 구하

3

함수 ~f(x)가 ~f~'(x)=4x-3을 만족시키고

① -13

② -10
⑤ -1

③ -7

수학 익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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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 182쪽

7

연속함수 ~f(x)의 도함수 y=f~'(x)의 그래

9

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원점을 지나는 함
수 y=f(x)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1

y

①

1

1

O

③

⑤

-1

y

1

y

-1 O
-1

O 1
-1
1

1

x

④ 10

x

1

-2
x

①4

y=f'(x)

O

y

②

1

-1 O

④

y

-1 O
-1

1
1

   ~f(x)=~int0^x&(t^2&-6)~dt+int0^x&~3t~dt
를 만족시킬 때, ~f~'(3)의 값은? l 3점 l

l 4점 l

y
1

함수 ~f(x)가

1

x

10

x

④2

11

⑤ 12

③8

1
lim
h=0&~^{ ~int1^1+h&(5x^2&-6x+3)~dx^}의 값은?
h
l 3점 l

① -1

x

② 6		

② 0		
⑤3

③1

정적분 int-^12 (-4x^3&+2x+1)~dx를 구하시오.
l 2점 l

8

이차함수 ~f(x)와 다항함수 g(x)가

   g(x)=~int0^x&{t^2&-f(t)}~dt
   ~f(x)g(x)=-x^4&-2x^3

을 만족시킬 때, ~f(2)+g(-1)의 값을 구하

시오. l 4점 l

12

일차함수 ~f(x)가

   ~int-^1&1`xf(x)~dx=6, ~int-^1&1`~f(x)~dx=-8
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l 3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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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분

13

함수 ~f(x)=-3x^2&+8x에서

~int1^2&~f(x)~dx+~int-^1&2 ~f(x)~dx-~int3^2&~f(x)~dx

의 값은? l 3점 l
① -35
④5

② -25
⑤ 15

16

함수 ~f(x)=2x^3&-6x-2에 대하여

-1-<x-<t에서 |~f(x)|의 최댓값을 g(t)라
고 할 때, 정적분 ~int-^1&1~g(t)~dt는? 

③ -15



①6
④

14

15
2

   ~int-^3&3 ~f(x)~dx=~int0^3&~f(x)~dx

를 만족시키고 ~f(0)=-3일 때, ~f(5)의 값

17

⑤8

③7

곡선 y=x^2&-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①3

을 구하시오. l 4점 l

④6

~int0^a&|3x^2&-6x|~dx=8일 때, 실수 a의 값은?
①

5
2

④4

158

13 		
2

이차함수 ~f(x)가

=~int-^0&3 ~f(x)~dx

15

②

(단, t->-1) l 4점 l

② 3		
⑤

9
2

(단, a>2) l 3점 l
③

7
2

18

9 일 때, 양수 의 값은? l 3점 l
a
2
② 4		
⑤7

③5

두 곡선 y=x^2&-3x+2, y=-x^2&+3x-2

와 두 직선 x=0, x=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l 3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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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함수 ~f(x)=(x-1)^3&+8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f(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21

라 하고, 점 A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

도가 v(t)=6-2t일 때, t=1에서 t=4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l 2점 l

을 l이라고 하자. 또 곡선 y=f(x)와 y축 및

직선 y=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1이
라 하고, 곡선 y=f(x) 와 직선 l 및 직선

y=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2라고 하
자. S_1=S_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l y

7
S_2

A

20

(단, 0<k<7) l 4점 l
y=f(x)

S_1

O

④ 36

② 30		

v(t)

y=k

2

O

x

⑤ 39

③ 33

의 시각 t에서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
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l 3점 l

-2

할 때, ~int3^12&~f(x)~dx+~int0^3&~g(x)~dx의 값은?

① 27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림과 같을 때, 시각 t=0에서 t=8까지 점 P

함수 ~f(x)=rtx-3& 의 역함수를 g(x)라고


22

l 4점 l

23

1 2

3

4

5

6

8 t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1층에서 출

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3초까지는 4`m/s^2의 가속도로 올라가

고, 3초 후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

며, 8초 후부터는 -3`m/s^2의 가속도로 올라

가서 멈춘다. 이 승강기가 출발하여 멈출 때
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l 4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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