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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올림포스 고난도•수학Ⅰ2

지수와 로그01

내신        우수 문항기출

01 ④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6 ④ 07 ③ 08 ② 09 ① 10 ④

11 ④ 12 ③ 13 ② 14 ① 15 ④

16 ② 17 ⑤ 18 ② 19 ① 20 ③

21 ④ 22 -;2!; 23 10

본문 8~11쪽

01 32의 제곱근 중 음의 실수인 것은 

-'¶32=-"Ã2Ý`_2=-4'2
-2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Ü '¶24=-Ü "Ã2Ü`_3=-2 Ü '3
a=-4'2, b=-2 Ü '3 이므로

ab =(-4'2 )_(-2 Ü '3 )  

=8_ß "�2Ü`_ß "�3Û`  

=8 ß '¶72
 ④

02 (Ü '6 )ß`-Ü '¶12_Ü '¶18+"ÃÜ '¶64

  =Ü "�6ß`-Ü "Ã(2Û`_3)_(2_3Û`)+ß "�2ß` 
  =36-6+2 

  =32

 ④

03 A=Ý '2_ß '3=Ú`Û "�2Ü`_Ú`Û "�3Û`=Ú`Û "Ã2Ü`_3Û`=Ú`Û '¶72
B=Ü '3=Ú`Û "�3Ý`=Ú`Û '¶81

C=ÜÜ ¿·2 Ý '5=Ü ¿¹Ý "Ã2Ý`_5=Ú`Û "Ã�2Ý`_5=Ú`Û '¶80
따라서 A, B, C의 대소 관계는 A<C<B

 ②

04 ㄱ. (반례) n=3, a=-2이면

Ü "Ã(-2)Ü` =-2

(Ü "Ã|-2|)Ü`=(Ü '2 )Ü`=2 (거짓)

ㄴ.   aÛ`¾0이므로 n이 짝수이면 aÛ`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ÑÇ "�aÛ` 이

다. (참)

ㄷ. (반례) n=3, a=-2, b=-4이면

Ü 'Ä-2_Ü 'Ä-4=-Ü '2_(-Ü '4 )=Ü '8 =2

Ü "Ã(-2)_(-4) =Ü '8 =2이므로 

Ü 'Ä-2_Ü 'Ä-4 =Ü "Ã(-2)_(-4)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ㄴ이다.

 ①

05 a¹`=¿¹aû`_Ü '§a

  =(aû`_a;3!;);2!;

  =a;2K;+;6!; 

aÏ`=Ý "�a3k_Ü "��aÝ`

=a
3k
4 _a;3$;

=a
3k
4 +;3$;

ap+q=a{;2K;+;6!;}+{ 3k
4 +;3$;}

=a
5k
4 +;2#;

2p+q=4'2=2;2%; 이므로 

p+q=;2%;

5k
4 + 3

2 = 5
2

따라서 k=;5$;

 ④

06 a3x-a-3x

ax+a-x

  = ax(a3x-a-3x)
ax(ax+a-x)  

  = a4x-a-2x

a2x+1
  

  =
3Û`-;3!;
3+1  

  =:Á6£:

 ④

07 "�3Å`=3;2{;=6에서 3=6;[@;

12´`=6에서 12=6;]!;

두 식을 변끼리 곱하면

36=6;[@;+;]!;이므로

2
x + 1

y =2

 ③

08 (x;3!;+x-;3!;)Ü`

  =(x;3!;)Ü`+(x-;3!;)Ü`+3x;3!; x-;3!;(x;3!;+x-;3!;)

  =x+xÑÚ`+3(x;3!;+x-;3!;)

따라서

x+xÑÚ` =3Ü`-3_3  

=1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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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3

09 x년 전 화석이 생성될 당시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T¼이라 하면

현재로부터 100년 전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m=T¼_2- x-100
t  yy ㉠

현재로부터 20년 후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ß '¶32
2 m=T¼_2- x+20

t  yy ㉡

㉠Ö㉡을 하면

2
ß '¶32

=2- x-100
t -{- x+20

t }=2
120
t  

2
ß '¶32

=2Ö2;6%;=2;6!;이므로 

;6!;= 120
t  

따라서 t=720

 ①

10 (밑)>0, (밑)+1, (진수)>0이어야 하므로

3-x>0에서 x<3 yy ㉠

3-x+1에서 x+2 yy ㉡

-xÛ`+4x+5>0에서 (x-5)(x+1)<0

-1<x<5 yy ㉢

㉠, ㉡, ㉢에서 -1<x<2 또는 2<x<3이므로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0+1=1

 ④

11 logª {1+log£ (log°`x)}=1에서

1+log£ (log°`x)=2, log£ (log°`x)=1

log°`x=3

x=5Ü`=125

log° {-1+logª (log£`y)}=0에서

-1+logª (log£`y)=1

logª (log£`y)=2

log£`y=2Û`=4

y=3Ý`=81

따라서 x-y=125-81=44

 ④

12 logª`'¶12+;2!; logª`3-logª`6

  =logª`'¶12+logª`'3-logª`6

  =logª`
'¶36`
6  

  =logª`1

  =0

 ③

13 logª (a-b)-logª`a=logª` a-b
a =logª`{1- b

a }=1

1- b
a =2이므로 

b
a =-1, 즉 b=-a

log£ (a+5)+log£ (b+5)

=log£ (a+5)+log£ (-a+5)

=log£ (a+5)(-a+5)

=log£ (25-aÛ`)

=2

25-aÛ`=3Û`=9이므로 aÛ`=16

진수 조건에서 a>b, a>0이므로 a=4, b=-4

따라서 2a+b=4

 ②

14 log�`b=;4!; 에서 
1

logº`c =;4!;, logº`c=4

log�`b=3에서 
1

logº`a =3, logº`a=;3!;

logº`ac=logº`a+logº`c

=;3!;+4

=:Á3£:

 ①

15 밑이 2인 로그로 변환하면

logª`3_log°`Ü '¶16_log'3 25

=logª`3_
logª`Ü "�2Ý``
logª`5 _

logª`5Û`
logª`'3

=logª`3_
;3$; logª`2

logª`5 _
2 logª`5

;2!; logª`3

=:Á3¤:

 ④

16 1
logª`a + 1

log¢`a + 1
log¥`a + 1

logÁ¤`a   

  =log�`2+log�`4+log�`8+log�`16 
  =log� (2_2Û`_2Ü`_2Ý`)

  =10 log�`2 

  = 10
logª`a =5

logª`a=2이므로 a=4

 ②

17 logª`3=a에서 
1

log£`2 =a, log£`2=;a!;

log¤`'¶20 을 밑이 3인 로그로 변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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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포스 고난도•수학Ⅰ4

정답과 풀이

log£`'¶20`
log£`6  

=
;2!; (2 log£`2+log£`5)

1+log£`2

=
;a@;+b

2 {1+;a!;}
 

= ab+2
2a+2

 ⑤

18 log`
'¶20`
5

  =log '¶20-log`5 

  =;2!; (2 log`2+log`5)-log`5

  =log`2-;2!; log`5 

  =log`2-;2!; (1-log`2) 

  =;2#; log`2-;2!; 

  =0.4515-0.5 

  =-0.0485

 ②

19 logÁ°`60

  =
log`60
log`15  

  =
log (2Û`_3_5)

log (3_5)
 

  =
2 log`2+log`3+log`5

log`3+log`5   

  =
2 log`2+log`3+(1-log`2)

log`3+(1-log`2)  

  = 1+a+b
1-a+b  

 ①

20 100ÉA<1000에서 2Élog`A<3이므로

log`A=2+a
즉, n=2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na=2a=;3@;이므로 a=;3!;

n+a=;3K;=2+;3!;=;3&;

따라서 k=7

 ③

21 주변 공기의 온도가 T¼=24이고 물체의 처음 온도는 TÁ=120이

므로 

log (36-24)=log (120-24)-0.02t

log`12=log`96-0.02t

0.02t=log`96-log`12=log`8=3 log`2=0.9

t=0.9_ 1
0.02 =45 

따라서 물체의 온도가 36`¾가 되는 것은 45분 후이다.

 ④

22 8Å` =9에서

23x=3Û`, 2=3
2
3x  yy ㉠

  (가)

12´`=;2Á7; 에서

(2Û`_3)´`=3ÑÜ`

2Û`_3=3- 3
y , 2'3=3- 3

2y   yy ㉡

  (나)

㉠Ö㉡을 하면

1
'3 =3

2
3x + 3

2y

따라서 
2
3x + 3

2y =-;2!;

  (다)

 -;2!;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3;3ª[;의 값을 구한 경우 30`%

(나) 3-;2£];의 값을 구한 경우 30`%

(다) ;3ª[;+;2Ò£];의 값을 구한 경우 40`%

23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log`a+log`b=6

log`a_log`b=3

  (가)

log�`b+logº`a

=
log`b
log`a +

log`a
log`b

=
(log`a)Û`+(log`b)Û`

log`a_log`b

  (나)

=
(log`a+log`b)Û`-2 log`a_log`b

log`a_lo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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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5

내신        고득점 문항

24 ① 25 ③ 26 ④ 27 ⑤ 28 ② 

29 ③ 30 ③ 31 ③ 32 7 33 ③

34 ② 35 ⑤ 36 ⑤ 37 ④ 38 ③

39 ④ 40 ⑤ 41 ① 42 ③ 43 ④

44 ② 45 -
5'2
4   46 4

본문 12~15쪽

상위

7%

24 ㄱ.  f(n, aÛ`)=Ç "�aÛ`=2n"�aÝ`=f(2n, aÝ`)(참)

ㄴ.  f(n, a)_f(n+1, a)

=Ç '§a_n+1'§a 

=n(n+1)"Ãan+1_n(n+1)"�aÇ` 

=n(n+1)"Ãa2n+1 (거짓)

ㄷ. (Ç '§a)µ``Ç`=aµ``,(µ`'a)µ``Ç`=aÇ`

aµ``<aÇ` 이고 Ç '§a>0, µ`'a>0이므로

Ç '§a<µ`'a
그러므로  f(n, a)<f(m, a)(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이다.

 ①

25 (µ`AEÇ ¿¹18'2 )
24

=(µ``Ç ¿¹18'2 )
24

=µ``Ç ¿¹(18'2 )24=µ``Ç "Ã236_348

이 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n이 36과 48의 공약수이어야 한다.

즉, mn의 값은 4, 6, 12이다.

mn=4인 경우 (2, 2)

mn=6인 경우 (2, 3), (3, 2)

mn=12인 경우 (2, 6), (3, 4), (4, 3), (6, 2)

따라서 순서쌍 (m, n)의 개수는 1+2+4=7

 ③

26 A={-6, -3, -2, 2, 3, 6}

B={4, 6, 9, 12, 18, 36}

이고 º '§a 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0이거나 a<0일 때 b가 홀수이어

야 한다.

a=6이고 b=36일 때, 36'6 은 실수이고 a+b가 최대가 되므로

M=6+36=42

a=-6일 때, º '§a 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b는 홀수이어야 하므로 b=9이

어야 하고 이때 a+b는 최소가 되므로 m=(-6)+9=3

따라서 M+m=42+3=45

 ④

27 4Å` =6´`=a½`=k ( k는 실수)라 하면

4=k
1
x , 6=k

1
y , a=k

1
z

6Û`=k
2
y , aÝ`=k

4
z 이므로

4_6Û`=k
1
x + 2

y =k
4
z =aÝ`

따라서 aÝ`=12Û` 

a는 양수이므로 a='¶12=2'3
 ⑤

28 x=a;3!;-a-;3!; 의 양변을 세제곱하면

xÜ`=a-aÑÚ`-3(a;3!;-a-;3!;)=a-aÑÚ`-3x

xÜ`+3x=a-aÑÚ`이므로

4xÜ`+12x+15

=4(xÜ`+3x)+15

=4(a-aÑÚ`)+15

=0

4a-4aÑÚ`+15=0의 양변에 a를 곱하면

4aÛ`+15a-4=0에서

(4a-1)(a+4)=0

a는 양수이므로 a=;4!; 

따라서 a+aÑÚ`=;4!;+4=:Á4¦:

 ②

29 9x+y=8에서 32(x+y)=2Ü`  yy ㉠

4x-y=27에서 22(x-y)=3Ü`

2
2(x-y)

3 =3 yy ㉡

㉡을 ㉠에 대입하면 

32(x+y)=2 ;3$;(x-y)(x+y)=2Ü`, ;3$; (xÛ`-yÛ`)=3

따라서 xÛ`-yÛ`=;4(;

 ③

30 2x-y=3에서 2x=3+y

4Å` +2´` =22x+2´`   

=23+y+2´`   

=9_2´`=36

= 6Û`-2_3
3

=10

  (다)

 10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log`a+log`b, log`a_log`b의 값을 각각 구한 경우
30`%

(나)
log�`b, logº`a를 밑이 10인 로그로 변형하여 통분한 

경우
30`%

(다) (가)를 이용하여 log�`b+logº`a의 값을 구한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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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2y=4, y=2

2x-y=3이므로 x=;2%;

따라서 16
x
y -32

y
x =16;4%;-32;5$;=32-16=16

 ③

31 "�2�`=3에서 2�`=3Û`, Ü ¿µ6º`=2에서 6º`=2Ü`

ㄱ. 6ab=(6º`)�`=(2Ü`)�`=(2�`)Ü`=(3Û`)Ü`=3ß`=729 (참)

ㄴ. 2a-b= 2�`
2º`

= 2�`
6º`
3º`

= 2�`
2Ü`
3º`

=;8(;_3º`

 6º`=2Ü` 에서 b>1이므로 3º`>3

 그러므로 2a-b=;8(;_3º`> ;8(;_3=:ª8¦:>3

 2a-b>3 (거짓)

ㄷ. 2�`=9이므로 3<a<4

 6º`=8이므로 1<b<2

 4<a+b<6. 3Ý`<3a+b<3ß`

 3<Ý ¿¹3a+b <3'3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③

32 (Ü '3 )ß`=9, ('2 )ß`=8이므로 Ü '3 >'2

Ü '3 È '2={ Ü '3`
'2`
}ß`=;8(;

;8(; <Ý '4='2이므로 

N=(Ü '3 È '2) È Ý '4

=;8(; È '2

=('2)
16
3   

=2
8
3  

NÜ`=2¡`=256

6Ü`=216, 7Ü`=343이므로 6<N<7

따라서 N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7이다.

 7

33 로그의 밑의 조건에 의하여 8-a-b>0, 8-a-b+1

a+b<8, a+b+7 yy ㉠

로그의 진수의 조건에 의하여

2a+3b-ab-6  =a(2-b)-3(2-b)=(a-3)(2-b)>0

a>3, b<2 또는 a<3, b>2 yy ㉡

㉠, ㉡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 (a, b)는 다음과 같다.

(1, 3), (1, 4), (1, 5)

(2, 3), (2, 4)

(4, 1)

(5, 1)

따라서 순서쌍 (a, b)의 개수는 7이다.

 ③

34 aÜ`=bÞ`에서

log�`aÜ`=log�`bÞ`, log�`b=;5#;

bÞ`=cÚ`Û`에서

logº`bÞ`=logº`cÚ`Û`, logº`c=;1°2;

log�`'b+logº`cÛ`

=;2!; log�`b+2 logº`c

=;2!;_;5#;+2_;1°2;

=;1!5&;

 ②

35  f(x)=log�`¾̈1+ 2
2x+1  

 =;2!; log�` 2x+3
2x+1

`f(1)+f(2)+f(3)+y+f(39)

=;2!; log�`;3%;+;2!; log�`;5&;+;2!; log�`;7(;+y+;2!; log�`;7*9!;

=;2!; log�`{;3%;_;5&;_;7(;_y_;7*9!;}

=;2!; log�`:¥3Á:

=;2#; log�`3

=1

log�`3=;3@;

따라서 a;3@;=3이므로

a=3;2#;=3'3
 ⑤

36 4Å`=8´`=a½`의 각 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x logª`4=y logª`8=z logª`a

즉, 2x=3y=z logª`a

2x=z logª`a에서 

3
x = 6

z logª`a =
6 log�`2

z

3y=z logª`a에서 

1
y = 3

z logª`a =
3 log�`2

z

3
x - 1

y =
3 log�`2

z = 2
z

log�`2=;3@; 이므로

a;3@;=2

따라서 a=2;2#;=2'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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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7

37 log£`27=3, log£`81=4이므로 

3Élog£`36<4에서 n=3

x-log£`36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x의 최솟값은 log£`36의 

소수 부분이므로 

a=log£`36-3

=log£`;2#7^;

=log£`;3$;

n
a+1 = 3

log£`;3$;+1

= 3

log£`;3$;+log£`3
  

= 3
log£`4

=3 log¢`3

따라서 4
n

a+1 =43 log¢`3=4log¢`27=27

 ④

38 log¢`x+log ;2!; y=;2!; logª`x-logª`y=5

logª`x+(log¢`y)Û`=logª`x+{;2!; logª`y}Û`=7

logª`x=A, logª`y=B라 하면

;2!; A-B=5 yy ㉠

A+;4!;BÛ`=7 yy ㉡

㉡-2_㉠을 하면 

;4!;BÛ`+2B=-3

BÛ`+8B+12=0

(B+2)(B+6)=0

A=6, B=-2 또는 A=-2, B=-6

0<x<1, 0<y<1이므로 A<0, B<0

따라서 A=-2, B=-6이므로

log¥` xÜ`
yÛ`

=;3!; (logª`xÜ`-logª`yÛ`)

=;3!; (3A-2B)

=2

 ③

39 (가)에서 logª`ab=logª`a+logª`b= 1
log�`2 + 1

logº`2 이므로 

1
log�`2 + 1

logº`2 =
log�`2+logº`2
log�`2_logº`2 =4 yy ㉠

(나)에서 
1

2 log�`2 +logº`2= 2
log�`2 이므로 양변에 2 log�`2를 곱하면

1+2 log�`2_logº`2=4

즉, log�`2_logº`2=;2#; yy ㉡

㉡을 ㉠에 대입하면

log�`2+logº`2=4_;2#;=6

따라서 

(log�`2)Û`+(logº`2)Û`
=(log�`2+logº`2)Û`-2 log�`2_logº`2

=6Û`-2_;2#;

=33

 ④ 

40 log`xÛ`과 log` 1
x 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므로 

log`xÛ`-log` 1
x =2 log`x-(-log`x)=3 log`x=n ( n은 정수)

log`x= n
3

그런데 10Éx<100에서 1Élog`x<2이므로 n=3, 4, 5

즉, x=10 또는 x=10;3$; 또는 x=10;3%;

따라서 모든 x의 값의 곱은 10_10;3$;_10;3%;=10Ý`

 ⑤

41 aÛ`b가 9자리 자연수이므로 10¡`ÉaÛ`b<10á`

8Élog`aÛ`b<9

8É2 log`a+log`b<9 yy ㉠

a가 n자리의 수이므로

10n-1Éa<10n, n-1Élog`a<n yy ㉡

aÛ`
b 의 정수 부분도 n자리의 수이므로

10n-1É aÛ`
b <10n, n-1Élog` aÛ`

b <n

즉, n-1É2 log`a-log`b<n yy ㉢

㉠, ㉢을 변끼리 더하면

n+7É4 log`a<n+9

n+7
4 Élog`a< n+9

4  

㉡에서 n-1É n+7
4 , 

n+9
4 Én이어야 하므로

3ÉnÉ:Á3Á: 이고 n은 정수이므로 n=3

  ①

42  f(x)=log`x-[log`x]이므로 

log`a=n+a (n은 정수, 0Éa<1)이라 할 때,

 f(a)=a 

log`;a!; =-log`a=-n-a=-n-1+(1-a)이므로

 f {;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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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3 f {;a!;}에서 a=3(1-a)이므로 a=;4#; 

즉,  f(a)=;4#;

log`aÛ`=2 log`a=2 {n+;4#;}=(2n+1)+;2!; 이므로 

 f(aÛ`)=;2!;

따라서  f(a)-f(aÛ`)=;4#;-;2!;=;4!;

 ③

43 현재 이 국가의 유소년층의 인구 수를 a라 하고 노년층의 인구 수

를 b라 하면 현재 이 국가의 노령화 지수는 ;aB; 이다.

10년 후의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수는 각각 a_(0.99)Ú`â`,  

b_(1.02)Ú`â`이므로 10년 후 이 국가의 노령화 지수는

b_(1.02)Ú`â`
a_(0.99)Ú`â`

=;aB;_{ 1.02
0.99 }

Ú`â`

'§k={ 1.02
0.99 }

Ú`â`이므로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2!; log`k=10(log`1.02-log`0.99)

           =10 {log`1.02-log` 9.9 
10 }  

           =10(log`1.02-log`9.9+1) 

           =10(0.009-0.996+1)

           =0.130

log`k=0.260이므로 k=1.82

 ④

44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양을 l¼이라 하면 A 유리를 5장 통과한 후

의 자외선 양은 l¼_(0.04)Þ`이다. 

B 유리를 n장 설치했을 때 통과된 자외선 양은 l¼_(0.1)Ç`

p보다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얻기 위해서는

l¼_(0.04)Þ` >l¼_(0.1)Ç`

즉, {;2Á5;}Þ` >{;1Á0;}Ç`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5 log`25>-n

10 log`5<n

상용로그표에서 log`2=0.3010이므로 

10 log`5=10(1-log`2)=6.990<n

따라서 B 유리는 적어도 7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45 a;2!;+a-;2!;='6 의 양변을 제곱하면

a+aÑÚ`+2=6

a+aÑÚ`=4

  (가)

(a;2!;-a-;2!;)Û`  =a+aÑÚ`-2  

=4-2=2

0<a<1이므로 a;2!;<a-;2!;

즉, a;2!;-a-;2!;<0이므로 

a;2!;-a-;2!;=-'2

  (나)

이 식의 양변을 세제곱하면

a;2#;-a-;2#;-3(a;2!;-a-;2!;)=2'2

a;2#;-a-;2#;+3'2=-2'2

a;2#;-a-;2#;=-5'2

따라서 
a;2#;-a-;2#;

a+aÑÚ` 
=-

5'2
4

  (다)

 -
5'2
4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a+aÑÚ`의 값을 구한 경우 30`%

(나) a;2!;-a-;2!;의 값을 구한 경우 30`%

(다) a;2#;-a-;2#;의 값을 구하여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한 경우 40`%

46 로그의 밑의 조건에 의하여 a-1>0, a-1+1

즉, 1<a<2 또는 a>2 yy ㉠

로그의 진수의 조건에 의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Û`-2ax+4>0이어야 하므로 이차방정식 axÛ`-2ax+4=0의 판별

식을 D라 하면

D
4 =aÛ`-4a<0, 0<a<4 yy ㉡

㉠, ㉡에 의하여 정수 a의 값은 3

  (가)

따라서 

1
log3a-1 (a+1)

+log2a-2 (2aÛ`+3a+5)

= 1
log¥`4

+log¢`32

  (나)

=log¢`8+log¢`32

=;2#;+;2%;

=4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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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변별력 문항

47 11 48 ③ 49 ③ 50 10 51 ①

52 ① 53 4 54 ③ 55 ③ 56 254

57 ② 58 501 

본문 16~18쪽

상위

4%

47 
2ÉnÉ100인 자연수 n에 대하여 Ú`Û '§n 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11

(12'§n )Ç`의 값이 자연수이다.

  

 거듭제곱근의 뜻을 이용한다.

(12'§n )Ç` =m ( m은 자연수) 에서 n과 m의 관계식을 세운다.

12'§n 이 어떤 자연수 m의 n제곱근이라 하면

(12'§n )Ç` =m

n;1÷2;=m

n은 지수와 밑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n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

수인 경우로 분류한다. 

Ú n=kÛ` ( k는 자연수)인 경우

 (kÛ`)
kÛ`
12 =k

kÛ`
6 이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k는 6의 배수이어야 한다.

 즉, k=6, 12, 18, y 이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n=6Û`=36

Û n=kÜ` ( k는 자연수)인 경우

 (kÜ`)
kÜ`
12 =k

kÜ`
4 이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k는 2의 배수이어야 한다.

 즉, k=2, 4, 6, y 이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n=2Ü`=8, n=4Ü`=64

Ü n=kÝ` ( k는 자연수)인 경우

 (kÝ`)
kÝ`
12 =k

kÝ`
3 이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k는 3의 배수이어야 한다. 

 즉, k=3, 6, 9, y 이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n=3Ý`=81

Ý n=kß` ( k는 자연수)인 경우

(kß`)
kß`
12 =k

kß`
2 이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k는 2의 배수이어야 한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kÛ`
6 이 자연수이면 kÛ`이 6

의 배수이어야  하고, k도 

6의 배수이어야 한다.

kÜ`
4 이 자연수이면 kÜ`이 4

의 배수이어야  하고, k는 

2의 배수이어야 한다.

kÝ`
3 이 자연수이면 kÝ`이 3

의 배수이어야  하고, k도 

3의 배수이어야 한다.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로그의 밑, 진수 조건을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한 경우 50`%

(나) a의 값을 대입하여 식을 세운 경우 20`%

(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한 경우 30`%

즉, k=2, 4, 6, y 이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n=2ß`=64

Þ   거듭제곱수가 아닌 경우 n은 12의 배수이어야 하므로 100 이하의 

12의 배수는 n=12, 24, 36, 48, 60, 72, 84, 96 

n의 개수를 구한다. 

Ú~Ý 에서 Þ 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n의 개수는 3이고

Þ 에서 n의 개수는 8이므로 자연수 n의 개수는 3+8=11

 11

48 
실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의 개수를  f(a, n)이라 하자.

`f(9, 2)+f(8, 3)+f(7, 4)+y+f(11-k, k)=2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은?

① 15 ② 18 ③ 21

④ 24 ⑤ 27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a의 부호,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a>0인 경우  f(a, n)의 값을 구한다.

Ú 11-k>0, 즉 k<11인 경우

 k가 홀수이면  f(11-k, k)=1

 k가 짝수이면  f(11-k, k)=2

a<0인 경우  f(a, n)의 값을 구한다.

Û 11-k<0, 즉 k>11인 경우

 k가 홀수이면  f(11-k, k)=1

 k가 짝수이면  f(11-k, k)=0

a=0인 경우  f(a, n)의 값을 구한다.

Ü 11-k=0, 즉 k=11인 경우

  f(11-k, k)=f(0, 11)=1

k의 최솟값을 구한다.

Ú, Û, Ü 에서

`f(9, 2)+f(8, 3)+f(7, 4)+y+f(1, 10)

=5_2+4_1

=14

`f(0, 11)=1

풀이전략

문제풀이

a>0인 경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n이 홀수이면 Ç '§a, n이 짝수이면 ÑÇ '§a

a<0인 경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n이 홀수이면 Ç '§a, n이 짝수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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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xÛ̀

xa^ ^{;aB;}b§

y=xÛ y=x

C

A
B

O

D
y  

위의 점 A의 x좌표가 a^ 이고 

점 A를 지나고 y축에 수직인 

직선이 직선 y=x와 만나는 점

을 B라 하자. 점 B를 지나고 x 

축에 수직인 직선이 곡선 

y=xÛ`과 만나는 점을 C, 점 C

를 지나고 y축에 수직인 직선

이 직선 y=x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두 점 B, D의 x좌표가  

각각  b§`, { b
a }t`일 때, t+ 10

s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10 (단, 점 A는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다.) 

두 점 A, B의 y좌표는 서로 같고, 

점 B는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같다.

두 점 B, C의 x좌표는 서로 같다.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각 점의 좌표를 표현한다.

네 점 A, B, C, D의 좌표를 구한다.

점 A의 y좌표가 a2t이므로 점 B의 x좌표도 a2t이다. 

a2t=b§` yy ㉠

점 C의 x좌표가 b§`이므로 y좌표는 (b§`)Û`=b2s이고 점 D의 x좌표도 b2s

이다.

{;aB;} t`=b2s yy ㉡

네 점 A, B, C, D의 좌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x, y 사이의 관계식

을 구한다.

㉠, ㉡에서 

{;aB;}t`=b2s=(a2t)Û`=a4t

b^` =a5t이므로 aÞ`=b

㉠에서 a2t=b§`=(aÞ`)§`=a5s이므로 2t=5s

s=;5@; t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여 t+ 10
s 의 최솟값을 구한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t+ 10
s =t+ 25

t ¾2'¶25=10 {단, 등호는 t= 10
s 일 때 성립}이므로 

t= 25
t , 즉 t=5일 때 t+ 10

s 은 최솟값 10을 갖는다.

따라서 t+ 10
s 의 최솟값은 10이다.

  10

풀이전략

문제풀이

`f(-2, 13)+f(-4, 15)+f(-6, 17)+f(-8, 19)+f(-10, 21)

=5

이므로 k=21 또는 k=22일 때, 

`f(9, 2)+f(8, 3)+f(7, 4)+y+f(11-k, k)=20

따라서 k의 최솟값은 21이다.

  ③

49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Ü '4, ¿¹Ü '¶16 이고 높이가 '¶32 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V라 하고, 이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와 높이

를 각각 Ü '4 씩 늘여서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를 V'이라 하자. 두 자

연수 a, b에 대하여 V'=aV+b일 때, a+b의 값은?

① 6 ② 8 ③ 10

④ 12 ⑤ 14 

가로의 길이는 '4+Ü '4, 높이는 '¶32 +Ü '4이고 

세로의 길이는 ¿¹Ü '¶16이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한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V의 값을 구한다.

V=Ü '4_¿¹Ü '¶16 _'¶32 
=ß "Å2Ý`_ß "Å2Ý`_ß "�2Ú`Þ`
=ß "Å2Û`Ü`
=8 ß "Å2Þ`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V'의 값을 구한다.

V'=(Ü '4+Ü '4 )_¿¹Ü '¶16_('¶32+Ü '4 )
=2 Ü '4_Ü '4_('¶32+Ü '4 )
=2(Ü "�2Û` )Û`_("�2Þ`+Ü "�2Û` ) 
=2 ß "�2¡`_(ß "�2Ú`Þ`+ß "�2Ý` )
=2 ß "�2Û`Ü`+2 ß "�2Ú`Û` 
=16 ß "�2Þ`+8

=2V+8

V'을 V로 표현하여 a, b의 값을 구한다.

V'=aV+b 이므로 a=2, b=8

따라서 a+b=2+8=10

 ③

k가 11보다 큰 짝수이면  f(11-k, k)=0

풀이전략

문제풀이

가로, 세로의 길이와 높이를 ß '§a 꼴로 표현하

여 거듭제곱근의 성질 Ç '̀§a_Ç '̀b=Ç '̀¶ab 를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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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2

m+2 
3 _('3 )

3m-1 
2 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최댓값은?

① 91 ② 93 ③ 95

④ 97 ⑤ 99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값의 지수를 간단히 표현한다.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자연수의 소인수분해꼴로 표현한다.

12
m+2 

3 _('3 )
3m-1 

2

=(2Û`_3)
m+2 

3 _(3;2!;)
3m-1 

2  

=2
2m+4 

3 _3
m+2 

3 _3
3m-1 

4   

=2
2m+4 

3 _3
m+2 

3 + 3m-1 
4  

=2
2m+4 

3 _3
13m+5 

12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2m+4

3 , 
13m+5

12 가 모두 음이 아

닌 정수가 되어야 한다. 

2m+4
3 , 

13m+5
12 가 정수이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 

2m+4가 0 또는 3의 배수이어야 하므로 2m+1이 3의 배수이면 된다.

그러므로 m=1, 4, 7, y, 3t+1, y (단, t는 음이 아닌 정수)

13m+5가 0 또는 12의 배수이어야 하므로 m+5가 12의 배수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m=7, 19, 31, y, 12s+7, y
(단, s는 음이 아닌 정수)

자연수 m의 최댓값을 구한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은

m=7, 19, 31, y, 12s+7, y( s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12s+7É100에서 sÉ;1(2#;

따라서 자연수 m은 s=7일 때, 최댓값 91을 갖는다.

  ①

풀이전략

문제풀이

2m+4
3 =1+ 2m+1

3 이고 m은 자연수이므로 

2m+1
3 이 자연수이어야 한다.

13m+5
12 =m+ m+5

12 이고 m은 자연수이므로 

m+5
12 가 자연수이어야 한다.

52 
1보다 큰 자연수 n과 두 실수 a, b에 대하여 0<a<1<b, ab<1

일 때, 세 수  A=a
n+1 

n _b, B=a_b
n 

n+1 , C=a
n 

n+1 _b
n+1 

n 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① A<B<C ② A<C<B ③ B<A<C

④ B<C<A ⑤ C<A<B

 

 두 양수 x, y에 대하여 
x
y >1이면 x>y이다.

A, B의 대소를 비교한다.

A
B = a

n+1 
n _b

a_b
n

n+1
=a

1
n _b

1 
n+1

ab<1에서 a<bÑÚ`이므로

a
1
n _b

1 
n+1 <(bÑÚ`)

1
n _b

1 
n+1 =b

1 
n+1  - 

1
n =b

-1
n(n+1) <1

그러므로 A<B

B, C의 대소를 비교한다.

C
B = a

n 
n+1 _b

n+1 
n

a_b
n 

n+1
=a- 

1 
n+1 _b

2n+1
n(n+1) >1

그러므로 C>B

따라서 A<B<C

  ①

53 
세 양의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log ;2!;`a+log '2`b+logª`c의 값을 구하시오. 4

(가) log ;2!;`a-log ;4!;`b-log ;1Á6;`c=1

(나) log'2 ab+logª`bc+log¢`ac=6

(가), (나)의 각 항의 밑이 

모두 다르므로 로그의 밑

의 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밑을 2로 통일시킨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표현한다.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가), (나)조건을 간단히 나타낸다.

(가)에서 

log ;2!;`a-log ;4!;`b-log ;1Á6;`c

=-logª`a+;2!; logª`b+;4!; logª`c

=logª` b
;2!;c;4!; 

a =1

따라서 
b;2!;c;4!; 

a =2

풀이전략

문제풀이

b>1이고 
-1

n(n+1)
<0

이므로 b
-n

n(n+1) <1

0<a<1이고 - 1
n+1 <0이므로 a- 1

n+1>1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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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4!;=2a의 양변을 네제곱하면 bÛ`c=16aÝ`  yy ㉠

(나)에서 

log'2 ab+logª`bc+log¢`ac

=2 logª`ab+logª`bc+;2!; logª`ac

=logª`a;2%; bÜ`c;2#;

=6

a;2%; bÜ`c;2#;=64 yy ㉡ 

두 식을 연립하여 미지수 a의 값을 구한다.

㉠에서 bÜ`c;2#;=(bÛ`c);2#;=(16aÝ`);2#;=64aß` 이므로

㉡에서 a;2%; bÜ`c;2#;=a;2%;_64aß`=64

따라서 a=1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한다.

㉠에서 bÛ`c=16aÝ`=16이고 log ;2!;`a=log ;2!;`1=0이므로

log ;2!;`a+log '2`b+logª`c

=2logª`b+logª`c  

=logª`bÛ`c  

=logª`16  

=4

  4

54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변 AB, CD

P

D

A B

C
4

6

가 서로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

서 ABÓ=6, CDÓ=4이다. 사다리꼴  

ABCD의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점 P라 할 때, APÓ=log�`b, BPÓ=log�`b이고 BPÓ`:`CPÓ=2`:`1이

다. k log�`c+log�`a>6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솟값은?  

 (단, a, c는 1이 아닌 양수이다.)

① 5 ② 6 ③ 7

④ 8 ⑤ 9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log�`c, log�`a의 값을 구한다.

닮은 삼각형을 찾고, 닮음비를 이용하여 선분의 길이를 구한다.

사다리꼴 ABCD에서 ABÓ `CDÓ이므로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즉, ∠DCA=∠BAC, ∠CDB=∠ABD

두 삼각형 ABP, CDP는 서로 닮음이고 닮음비는 6`:`4, 즉 3`:`2이다.

APÓ=log�`b이므로 CPÓ=;3@; log�`b

풀이전략

문제풀이

ABÓ`:`CDÓ=APÓ`:`CPÓ=PBÓ`:`PDÓ

APÓ`:`CPÓ=3`:`2

BPÓ`:`CPÓ=2`:`1이므로

log�`b`:`;3@; log�`b=2`:`1

log�`b=;3$; log�`b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을 이용하여 log�`c, log�`a의 값을 구한다.

log�`b
log�`b =

logº`a
logº`c =log�`a=;3$;

정수 k의 최솟값을 구한다.

k log�`c+log�`a= 3k 
4 +;3$; >6

;4#; k> :Á3¢:

k>:°9¤:

따라서 정수 k의 최솟값은 7이다.

  ③

55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는?  

 (단,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가) [log`3n]=[log`n]+1

(나) log`n-[log`n]<log`5

n이 k자리의 수이면 3n은 k+1자리의 수이다.

n의 최고 자리의 숫자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① 11 ② 14 ③ 17

④ 20 ⑤ 23

0Élog`n<2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용하여 등식, 부등식을 표현한다.

1Én<10인 경우 n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n은 100보다 작은 자연수이므로 

0Élog`n<2

Ú 0Élog`n<1인 경우 

1Én<10이고 [log`n]=0

(가)에서 [log`3n]=1이므로 

1Élog`3n<2

10É3n<100

:Á3¼: Én<;:!3):); yy ㉠

(나)에서 log`n<log`5이므로 

n<5 yy ㉡

㉠, ㉡ 에서 :Á3¼: Én<5이므로 n=4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 log�`c= 1
log�`a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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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Én<100인 경우 n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Û 1Élog`n<2인 경우 

10Én<100이고 [log`n]=1

(가)에서 [log`3n]=2이므로 

2Élog`3n<3

100É3n<1000

;:!3):); Én<:Á:¼3¼:¼: yy ㉢

(나)에서 log`n-1<log`5이므로 

log`n<1+log`5=log`50, n<50 yy ㉣

㉢, ㉣ 에서 ;:!3):); Én<50이므로 n=34, 35, 36, y, 49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한다.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1+16=17

  ③

56 
a>b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log¥`a-[log¥`a],  

B=log¥`b-[log¥`b]라 하자. 100<ab<1000, A+B=1일 때, 

a-b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단,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254A, B는 각각 log¥`a, log¥`b의 소수 부분이다.

 log¥`a+log¥`b는 정수이다.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문자로 표현하여 주어진 조건의 식을 정

리한다.

log¥`a, log¥`b의 정수 부분을 각각 m, n으로 놓고 m, n의 조건을 구

한다.

log¥`a=m+A, log¥`b=n+B ( m, n은 정수)라 하면

log¥`ab=log¥`a+log¥`b

=(m+A)+(n+B)

=m+n+1

100<ab<1000이므로 

2<m+n+1<4 

m+n=2

m+n=2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나누어 a, b의 값을 구한다. 

Ú m=2, n=0인 경우

 log¥`a=2+A, log¥`b=B=1-A

 a=82+A=64_23A, b=8_2-3A이고 a, b는 자연수이므로 

 A=;3!; 또는 A=;3@;

 A=;3!; 이면 a=128, b=4

 A=;3@; 이면 a=256, b=2

풀이전략

문제풀이

100<ab<1000이고 log¥`64=2,

log¥`8Ý`=log¥`4096=4이므로 2<log¥`ab<4

Û m=1, n=1인 경우

 log¥`a=1+A, log¥`b=1+B=2-A

 a=81+A=8_23A, b=82-A=64_2-3A이고 a, b는 자연수이므로 

 A=;3!;  또는 A=;3@;

 A=;3!; 이면 a=16, b=32이므로 a>b에 모순이다.

 A=;3@; 이면 a=32, b=16

a-b의 최댓값을 구한다.

따라서 a-b의 최댓값은 256-2=254

  254

57 
어느 밀폐된 실험실에서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여 처음 양의 r`%가 

증발하는 데 t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

한다고 한다.

  log`r=log (1-k ^`)+2 (단, k는 양의 상수이다.)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여 처음 양의 96`%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처음 양의 80`%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몇 배인가?

① ;2#; ② 2 ③ ;2%;

④ 3 ⑤ ;2&; 

r=96일 때, t의 값=tª

r=80일 때, t의 값=tÁ

 

  조건에 맞는 값을 r, t에 대한 관계식에 대입한다.

 

r=80을 대입하여 처음 양의 80`%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tÁ을 

구한다.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여 처음 양의 80`%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을 tÁ이라 하면 

log`80=log (1-ktÁ)+2

log`80-log`100=log (1-ktÁ)

log`;5$; =log (1-ktÁ)

;5$; =1-ktÁ

k tÁ=;5!;

tÁ=logû`;5!;

r=96을 대입하여 처음 양의 96`%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tª를 

구한다.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여 처음 양의 96`%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을 tª라고 하면 

log`96=log (1-ktª)+2

log`96-log`100=log (1-ktª)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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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2@5$; =log (1-ktª)

;2@5$; =1-ktª

k tª=;2Á5;, tª=logû`;2Á5;

tª
tÁ 의 값을 구한다.

tª
tÁ =

logû`;2Á5;

logû`;5!;
=

2 logû`;5!;

logû`;5!;
=2

따라서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여 처음 양의 96`%가 증발하는 데 걸리

는 시간은 처음 양의 80`%가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2배이다.

  ②

58  
밤하늘에 육안으로 보이는 천체의 밝기 x log`x

3.16 0.5

3.98 0.6

5.01 0.7

6.31 0.8

를 나타낸 것을 겉보기 등급이라 하며, 

이 천체를 10`pc의 거리에 두었을 때

의 밝기를 나타낸 것을 절대등급이라고 

한다. 지구에서 천체까지의 거리를 

r(pc)이라 하면 겉보기 등급 m과 절

대등급 M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M=m+5-5 log`r

시리우스와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각각 -1.5등급, 2등급이고 

절대등급은 각각 1.4등급, -3.6등급일 때, 지구에서 북극성까지

의 거리는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의 거리의 k배이다. 10k의 값을 

오른쪽 상용로그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501

 (단, pc(파섹)은 거리의 단위이다.)

m에 각각 -1.5, 2를 대입한다.

M에 각각 1.4, -3.6을 대입한다.

두 별 시리우스, 북극성까지의 거리를 각각 rÁ, rª라 할 때 k=
rª
rÁ

 

  조건에 맞는 값을 M, m에 대한 관계식에 대입한다.

M=1.4, m=-1.5를 대입하여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의 거리 rÁ에 

대한 식을 구한다.

시리우스의 겉보기 등급이 -1.5등급, 절대등급이 1.4등급이고, 지구

에서 시리우스까지의 거리를 rÁ이라 하면 

1.4=-1.5+5-5 log`rÁ 

5 log`rÁ=2.1 yy ㉠

M=-3.6, m=2를 대입하여 지구에서 북극성까지의 거리 rª에 대한 

식을 구한다.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이 2등급, 절대등급이 -3.6등급이고, 지구에서 

북극성까지의 거리를 rª라 하면 

풀이전략

문제풀이

-3.6=2+5-5 log`rª 

5 log`rª=10.6 yy ㉡

상용로그표를 이용하여 
rª
rÁ 의 값을 구한다. 

㉡-㉠에서 

5(log`rª-log`rÁ)=8.5

log`
rª
rÁ =1.7=1+0.7

          =log`10+log`5.01

          =log`50.1
rª
rÁ =50.1이므로 rª=50.1rÁ

따라서 k=50.1이므로 10k=501

  501

59 
10<x<1000인 실수 x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를

   f(x)=log°`x-[log°`x], g(x)=log`x-[log`x]

라 하자.  f(x)=g(x)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아래

의 상용로그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단, [x]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이다.)

수 0 1 2 y 7 8 9

2.0 .301 .303 .305 y .316 .318 .320

2.1 .322 .324 .326 y .337 .339 .340

2.2 .342 .344 .346 y .356 .358 .360

2.3 .362 .364 .366 y .375 .377 .378

① 20.9<x<21.9 ② 21.9<x<22.9 ③ 209<x<219

④ 219<x<229 ⑤ 229<x<239

log°`x=
log`x
log`5 , log`5<1이므로 log°`x>log`x

 

 상용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log`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표현하기

  상용로그 log`x의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따라 x의 자리의 수와 숫자

의 배열이 결정됨을 파악한다.

 log°`x와 log`x의 정수 부분의 크기에 따라 경우를 나눈다.

log°`x, log`x의 정수 부분을 변수로 표현한다.

log°`x=
log`x
log`5 , log`5<1이므로 log°`x>log`x

[log°`x]=m, [log`x]=n ( m, n은 정수)이라 하면 1ÉnÉm이다.

파헤치기문항

point 찾기실수

풀이전략

문제풀이

내신 상위 4% of 4% 본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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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x, log`x의 정수 부분이 같은 경우의 x를 구한다.

Ú   m=n인 경우   

 f(x)=g(x)에서 log°`x=log`x이어야 하고 x=1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없다.

(log°`x의 정수 부분)=(log`x의 정수 부분+1)인 경우의 x를 구한다.

Û   m=n+1인 경우   

 f(x)=g(x)에서 log°`x-(n+1)=log`x-n

 log°`x=log`x+1

 log°`x=log`x+1=a라 하면 x=5�`

 log`x+1=log`5�`+1=a log`5+1=a

 1+a log`5=a이므로 

 a= 1
1-log`5 = 1

log`2 =logª`10

   3<logª`10<4이므로 

 3<a<4이고 3<log°`x<4, 2<log`x<3

 따라서 125<x<625

 log`x=a-1

=logª`10-1

= 1
log`2 -1

= 1
0.301 -1

= 0.699
0.301

=2.32y
 이므로 2.32<log`x<2.33

(log°`x의 정수 부분)¾(log`x의 정수 부분+2)인 경우의 x를 구한다.

Ü m¾n+2인 경우 

log°`x-(n+2)¾log`x-n

log°`x¾log`x+2=log`100x

log°`x=a라 하면 x=5�`

a¾log`x+2=log`5�`+2=a`log`5+2

a(1-log`5)¾2

a¾ 2
log`2 =2 logª`10=logª`100

   6<logª`100<7이므로 6<a이고 6<log°`x, 1000<5ß`<x이므

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용로그표를 이용하여 x의 값을 구한다.

따라서 Û에서 2.32<log`x<2.33<2.34이므로 

2+log`2.09<log`x<2+log`2.19

209<x<219

  ③

logª`8=3, logª`16=4이므로 3<logª`10<4이다.

log°`x의 정수 부분은 n+2보다 크고, 즉 [log°`x]¾n+2이고 

log°`x-[log°`x]=log`x-n이므로 

log°`x-(n+2)¾log`x-n이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02

내신        우수 문항기출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④

06 36 07 ④ 08 ⑤ 09 ② 10 ①

11 ③ 12 ① 13 ② 14 ① 15 ③

16 ③ 17 ③ 18 ① 19 ⑤ 20 ③

21 ③ 22 14 23 26

본문 22~25쪽

01 함수 y=aÅ` 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함수 y=ax-1-3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즉,  f(x)=ax-1-3이고  f(3)=aÛ`-3=1이므로 a=2

`f(x)=2x-1-3이므로  f(4)=2Ü`-3=5

 ②

02 y=8_22x-1=2Ü`_22x-1=22x+2=4x+1

함수 y=4x+1의 그래프와 y=ax-b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

이므로 4-x+1=ax-b

4-x+1=4-(x-1)={;4!;}
x-1

=ax-b

따라서 a=;4!;, b=1이므로 

a+b=;4!;+1=;4%;

 ③

03 y={;4!;}
x-2

-4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이 x축과 점 (1, 0)에

서 만나고 y축과  점 (0, 12)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f(x)=21-x+n이라 하면 함수 y=f(x)의 그래프가 

y={;4!;}
x-2

-4의 그래프와 제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f(0)<12, f(1)>0이어야 한다.

O
1

12

x

y

y=2`Ú`ÑÅ``+n

y={;4!;}   -4
x-2

 f(0)<12에서 2+n<12, n<10이고

 f(1)>0에서 1+n>0, n>-1

그러므로 -1<n<10

따라서 정수 n은 0, 1, y, 9이므로 개수는 10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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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함수 y=f(x)의 점근선은 y=2이므로 b=2

 f(0)=4에서  f(0)=aÑÚ`+2=4이므로 a=;2!;

 g(x)=2x-2+c에서 g(0)=2ÑÛ`+c=4이므로 c=:Á4°:

 f(x)={;2!;}
x-1

+2, g(x)=2x-2+:Á4°: 이므로 

 f(3)+g(3)={;4!;+2}+{2+:Á4°:}=8

 ②

05 지수함수  f(x)=2
x
2 =(2;2!;)Å` 의 (밑)=2;2!;='2 >1이므로 x=2에

서 최댓값  f(2)=2를 갖는다.

지수함수 g(x)={;3!;}
x-1

의 (밑)=;3!; <1이므로 x=-1에서 최댓값 

g(-1)={;3!;}
-2

=9를 갖는다.

따라서 mÁ+mª=2+9=11

 ④

 

06  f(x) =4Å` -2x+2+6  

=(2Å` )Û`-4_2Å` +6

2Å` =t라 하면 0ÉxÉ3에서 1ÉtÉ8이고

`f(x)=tÛ`-4t+6=(t-2)Û`+2이므로

함수  f(x)는 t=2일 때, 즉 x=1일 때 최솟값 m=2를 갖고, t=8일 

때, 즉 x=3일 때 최댓값 M=38을 갖는다.

따라서 M-m=38-2=36

 36

07  f(x)=axÛ`-4x+3이고

 g(x)=xÛ`-4x+3이라 하면 

 g(x)=xÛ`-4x+3=(x-2)Û`-1이므로 

1ÉxÉ4에서 -1É g(x)É3

a>1인 경우  g(x)=3에서 최댓값을 가지므로 aÜ`=2

즉, a=Ü '2 이므로 a가 유리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0<a<1인 경우  g(x)=-1에서 최댓값을 가지므로 

aÑÚ`=2, 즉 a=;2!; 

 g(x)=3일 때, 즉 x=4일 때 최솟값 aÜ`=;8!; 을 갖는다.

 ④

08 4xÛ`-3x=22xÛ`-6x이고 {;2!;}
6-2x

=22x-6이므로 

주어진 방정식은 22xÛ`-6x=22x-6

2xÛ`-6x=2x-6

2xÛ`-8x+6=0

xÛ`-4x+3=0

(x-1)(x-3)=0

x=1 또는 x=3

따라서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1+3=4

 ⑤

09 주어진 방정식은 {;3!;}
2x-2

-{;3!;}
x-3

={;3!;}
x

-3

{;3!;}
x

=t라 하면

9tÛ`-27t=t-3

9tÛ`-28t+3=0

(9t-1)(t-3)=0

t=;9!; 또는 t=3

즉, {;3!;}
x

=;9!; 또는 {;3!;}
x

=3이므로

x=2 또는 x=-1

따라서 aÛ`+bÛ`=2Û`+(-1)Û`=5

 ②

10 9_22x>64_3x-1에서

3Û`_4Å` >4Ü`_ 3Å`
3  

3Ü`
4Ü`

> 3Å`
4Å`

 

즉, {;4#;}Ü`>{;4#;}Å`이므로 x>3

따라서 자연수 x의 최솟값은 4이다.

 ①

11 {;2!;}
2x

-10_{;2!;}
x

+16>0

{;2!;}
x

=t라 하면

tÛ`-10t+16>0

(t-2)(t-8)>0

t<2 또는 t>8

즉, {;2!;}
x

<2 또는 {;2!;}
x

>8이므로 

x>-1 또는 x<-3

따라서 a=-3, b=-1이므로 b-a=-1-(-3)=2

 ③

12 함수 y=logª (ax+b)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직선 x=-3이므로 

y=logª`a(x+3)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므로 0=logª`3a

3a=1이므로 a=;3!;

즉, y=logª`;3!; (x+3)=logª {;3!;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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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3!;, b=1이므로 ab=;3!;_1=;3!;

 ①

13 ㄱ. y=log ;3!; (x+1)의 그래프는 y=log ;3!;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다음 그림과 같다.

x

y

O

ㄴ.   y=log¢` 2
x+1 =log¢`2-log¢ (x+1)=-log¢ (x+1)+;2!; 이므

로 함수 y=log¢` 2
x+1 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xO

y

ㄷ. y=logª`{;2{;+2}

=logª`;2!; (x+4)

=logª (x+4)-1

이므로 함수 y=logª`{;2{;+2}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xO

y

따라서 ㄷ의 함수의 그래프만 제 3사분면을 지난다.

 ②

14 y=log£`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함수

의 그래프는 y=log£`x-2의 그래프와 일치하고, 이 그래프를 x축에 대

하여 대칭이동하면

y=-log£`x+2

=log ;3!; x+log ;3!; {;3!;}
2
 

=log ;3!; ;9{;

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즉, a=;3!;, b=;9!;이므로 

a+3b=;3!;+3_;9!;=;3@;

 ①

15 y=logª (2x+p)+p의 그래프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곡선을 그래프로 갖는 함수는 y=logª (2x+p)+p의 역함수이므로

x=logª (2y+p)+p에서

y=2x-p-1-;2P;

2-p-1=q, -;2P;=2이므로

p=-4, q=2-(-4)-1=2Ü`=8

함수 y=logª (2x-4)-4의 그래프는 점 (r, 0)을 지나므로 

0=logª (2r-4)-4

r= 2Ý`+4
2 =10 

따라서 p+q+r=(-4)+8+10=14

 ③

16 g(x)=xÛ`-6x+13이라 하면

g(x)=xÛ`-6x+13=(x-3)Û`+4이므로 

4É g(x)É8

함수  f(x)의 밑이 1보다 작으므로 g(x)가 최대일 때  f(x)는 최소이고, 

g(x)가 최소일 때  f(x)는 최대이다.

g(x)=8, 즉 x=1일 때  f(x)는 최솟값 m=log ;2!; 8=-3을 갖고  

g(x)=4, 즉 x=3일 때  f(x)는 최댓값 M=log ;2!; 4=-2를  갖는다.

따라서 M-2m=-2-2_(-3)=4

 ③

17 logª`x=t라 하면 ;2!; ÉxÉ4에서 -1ÉtÉ2

(logª`x)Û`-log ;4!; 8xÛ`

=(logª`x)Û`+;2!; (logª`8+logª`xÛ`) 

=(logª`x)Û`+;2!;(3+2 logª`x)

=tÛ`+t+;2#; 

={t+;2!;}Û`+;4%;

t=2, 즉 x=4일 때 최댓값 M=:Á2°: 를 갖고 t=-;2!; , 즉 x=
'2
2 일 때 

최솟값 m=;4%; 를 갖는다.

따라서 
M
m =:Á2°:_;5$;=6

 ③

18 주어진 방정식에서 로그의 진수의 조건에 의하여

2x+1>0, x-1>0

즉, x>1

logª (2x+1)+logª (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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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ª (2x+1)(x-1)=1

(2x+1)(x-1)=2

2xÛ`-x-3=0

(2x-3)(x+1)=0

x>1이어야 하므로 x=;2#;

 ①

19 (logª`x)Û`-2 logª`x=3에서

logª`x=t라 하면

tÛ`-2t-3=0, (t+1)(t-3)=0

t=-1 또는 t=3

즉, x=;2!; 또는 x=8

따라서 ab=;2!;_8=4

 ⑤

20 로그의 진수의 조건에 의하여 x+2>0, 2x+12>0이므로 x>-2

2 log� (x+2)=log� (x+2)Û`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log� (x+2)Û`>log� (2x+12)이고 0<a<1이므로

(x+2)Û`<(2x+12)

xÛ`+4x+4<2x+12

xÛ`+2x-8<0

(x+4)(x-2)<0이므로 -4<x<2

따라서 -2<x<2이므로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은

(-1)+0+1=0

 ③

21 log¢`x=;2!; logª`x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4!; (logª`x)Û`-3 logª`x+8<0

(logª`x)Û`-12 logª`x+32<0

logª`x=t라 하면

tÛ`-12t+32<0

(t-4)(t-8)<0

4<t<8

즉, 4<logª`x<8에서

2Ý`<x<2¡`

따라서 
b
a=

2¡`
2Ý`

=2Ý`=16

 ③

22 9Å` +9ÑÅ` =(3Å` +3ÑÅ` )Û`-2이므로 주어진 방정식은

(3Å` +3ÑÅ` )Û`-2=3(3Å` +3ÑÅ` )+2

3Å` +3ÑÅ` =t라 하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3Å` +3ÑÅ` ¾2"Ã3Å` _3ÑÅ` =2 (단, 등호는 3Å`=3ÑÅ` 일 때 성립)이므로

t¾2이고 tÛ`-3t-4=0

  (가)

(t-4)(t+1)=0, t=4

3Å` +3ÑÅ` =4이므로 

(3Å` )Û`-4_3Å` +1=0

  (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 b이면 3a, 3b은 이차방정식 xÛ`-4x+1=0의 

두 근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3a+3b=4, 3a_3b=1

따라서 9a+9b=(3a+3b)Û`-2_3a_3b=4Û`-2=14

  (다)

 14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주어진 방정식을 3Å`+3ÑÅ`=t로 치환하여 나타낸 경우 40`%

(나) 3Å`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낸 경우 20`%

(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9a+9b의 

값을 구한 경우
40`%

23 로그함수 y=log�`x+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함수 y=log�`x+b의 그래프와 직선 y=x의 교점과 같다.

log�`x+b=x의 해가 x=;2!;, x=2이므로

  (가)

log�`;2!;+b=;2!; 에서 ;2!;=a;2!;-b yy ㉠

log�`2+b=2에서 2=a2-b yy ㉡

㉡Ö㉠을 하면 

4=a2-;2!;=a;2#;, a=2;3$;

㉠에 대입하면

2ÑÚ`=(2;3$;);2!;-b

-1=;3@;-;3$; b, b=;4%;

  (나)

aÜ`+8b=(2;3$;)Ü`+8_;4%;

=16+10

=26

  (다)

 26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log�`x+b=x의 해가 x=;2!;, x=2임을 나타낸 경우 30`%

(나)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한 경우 50`%

(다) aÜ`+8b의 값을 구한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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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고득점 문항

24 ⑤ 25 ⑤ 26 ④ 27 ③ 28 ②

29 ④ 30 ① 31 ① 32 ⑤ 33 ③

34 ② 35 11 36 ⑤ 37 ① 38 ④

39 ① 40 ④ 41 ③ 42 ④ 43 ③

44 '2 45 64

본문 26~29쪽

상위

7%

24 ㄱ. x>1에서 y=2Å` -1의 그래프는 직선 y=x보다 위에 있으므

로 a>1일 때 2�`-1>a

 따라서 2�`>a+1 (참)

ㄴ.   y=2Å`-1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y=-1이므로 x<0에서  

-1<2Å`-1<0, 0<2Å` <1

따라서 a<b<0이면 2º`-2�`<1 (참)

ㄷ. b(2�`-1)<a(2º`-1)의 양변을 ab로 나누면

2�`-1
a < 2º`-1

b

2�`-1
a 은 원점과 함수 y=2Å` -1의 그래프 위의 한 점 (a,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O a b x

y

0<a<b이면 원점과 점 (a,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원

점과 점 (b, 2º`-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므로 

2�`-1
a < 2º`-1

b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25 함수 y=f(x)의 그래프는 곡선 y=aÅ` 을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으므로  f(x)=ax-b

x¾2일 때  f(x)의 최솟값은 8이므로 a>1이고 

`f(2)=a2-b=8 yy ㉠

`f(a) f(b)=aa-b_ab-b=aa+b-2b이고

4 f(a+b)=4aa+b-b이므로

aa+b-2b=4aa+b-b

aÑº`=4 yy ㉡

㉠Ö㉡을 하면 aÛ`=2, a='2

aÑº`=(2;2!;)Ñº`=2-;2B;=4

-;2B;=2, b=-4

따라서 aÛ`+bÛ`=2+(-4)Û`=18

 ⑤

다른풀이  함수 y=f(x)의 그래프는 곡선 y=aÅ` 을 x축의 방향으로 b만

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으므로  f(x)=ax-b

x¾2일 때  f(x)의 최솟값은 8이므로 a>1이고 

 f(2)=a2-b=8 yy ㉠

 f(2) f(2)=4 f(4)이므로  f(4)=16 yy ㉡

㉡Ö㉠을 하면

f(4)Öf(2)=a4-bÖa2-b=2, aÛ`=2, a='2
'2  2-b=8에서 '2  -b=4, b=-4

따라서 aÛ`+bÛ`=2+(-4)Û`=18

26 곡선 y=2-2x-1은 곡선 y=2Å` 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곡선의 점근선은 y=2이고 점 A의 좌표는 (0, 2)이다.

y=2-2Å``ÑÚ
O

B

MA

C

xt

y y=2Å

두 점 B, C의 좌표는 각각 (t, 2-2t-1), (t, 2^`)이고 ABÓ=ACÓ이므로

점 M(t, 2)에 대하여 BÕMÓ=CÕMÓ이다.

2^`-2=2-(2-2t-1)

2^`-2=2t-1

;2!;_2^`=2, t=2

BCÓ=2Û`-(2-22-1)=4이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_BCÓ_AÕMÓ=;2!;_4_2=4

 ④

27 두 점 A, B의 좌표는 각각 (t, 3^`), (t, 32-t)이고 점 C의 x좌표

는 3^`=32-x에서 x=2-t이므로 C(2-t, 3^`)이다. 마찬가지로 점 D의 

좌표는 (2-t, 32-t)이다.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는 3Å` =32-x에서 x=1이므로 점 E의 좌표는 

(1, 3)이다.

삼각형 ACE의 넓이는 

;2!;_{t-(2-t)}_(3^`-3)

=(t-1)(3^`-3)

삼각형 BED의 넓이는 

;2!;_{t-(2-t)}_(3-32-t)

=(t-1)(3-32-t) 

두 삼각형 ACE와 BED의 넓이의 비가 2`:`1이므로

(3^`-3)`:`(3-32-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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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_32-t=3^`-3

양변에 3^`을 곱하면

(3^`)Û`-9_3^`+18=0

(3^`-6)(3^`-3)=0

따라서 t>1이므로 t=log£`6

 ③

28 점 B의 x좌표를 p라 하면 점 A의 x좌표는 -p이므로

ABÓ=2p이므로 점 C의 x좌표는 p+2p=3p

두 점 B, C의 y좌표는 서로 같으므로 a¹`=a3p-6에서 p=3

두 곡선 y=aÑÅ` 과 y=ax-6이 서로 만나는 점 D의 x좌표를 q라 하면

a-q=aq-6이므로 q=3

삼각형 ACD의 넓이는 

;2!;_ACÓ_BDÓ

=;2!;_12_(aÜ`-aÑÜ`)

=6aÜ`-6aÑÜ`=16

3aß`-8aÜ`-3=0

(3aÜ`+1)(aÜ`-3)=0

aÜ`=3이므로 a=Ü '3
 ②

29  f(x)=2Å` (2Å` +16)+2ÑÅ` (2ÑÅ` +16)

 =4Å` +16_2Å` +4ÑÅ` +16_2ÑÅ`  

 =(4Å` +4ÑÅ` )+16(2Å` +2ÑÅ` )

2Å` +2ÑÅ` =t라 하면

t=2Å` +2ÑÅ` ¾2"Ã2Å` _2ÑÅ` =2 (단, 등호는 2Å` =2ÑÅ` 일 때 성립)

`f(x)=tÛ`-2+16t=(t+8)Û`-66

t¾2이므로 t=2일 때, 함수  f(x)는 최솟값 (2+8)Û`-66=34를 갖는

다.

 ④

30 g(x)=xÛ`-2x=(x-1)Û`-1이므로 

-2ÉxÉ2에서 -1É g(x)É8

a>1인 경우 최솟값이 aÑÚ`이고 최댓값이 a¡`이므로 최솟값과 최댓값이 

각각 ;1Á6;, '2 일  수 없다.

0<a<1인 경우 최솟값은 a¡`=;1Á6; 이고 최댓값은 aÑÚ`='2 이므로 

a=
'2
2  

-2ÉxÉ2에서 ;2!; É f(x)É2이므로 

( g½f )(x)는  f(x)=2일 때, 즉 x=-2일 때 최댓값 

 g( f(-2))=g(2)=0을 갖는다.

 ①

31 3Å` +2a_3ÑÅ` +2a-8=0의 양변에 3Å` 을 곱하면

32x+2(a-4)3Å` +2a=0

3Å` =t라 하면 t>0이고 tÛ`+2(a-4)t+2a=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이 방정식의 판별

식을 D라 하면 

D
4 =(a-4)Û`-2a=aÛ`-10a+16>0

a<2 또는 a>8 yy ㉠

두 근의 합과 곱이 모두 0보다 커야 하므로

4-a>0, 2a>0

0<a<4 yy ㉡

㉠, ㉡에서 0<a<2이므로 정수 a는 1뿐이다.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1이다.

 ①

32 2Å` =t라 하면 t>0이므로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tÛ`+2t-4+a>0이 성립해야 한다.

`f(t)=tÛ`+2t-4+a라 하면

`f(t)=tÛ`+2t-4+a=(t+1)Û`-5+a이므로 

함수  f(t)는 t=-1에서 최솟값 -5+a를 갖는다.

그러므로 t>0에서  f(t)>0이기 위해서는  f(0)¾0이어야 한다.

따라서  f(0)=1-5+a=-4+a¾0에서 a¾4이므로 정수 a의 최솟

값은 4이다.

 ⑤

33 9Å` -(a+1)3Å` +a=(3Å` -1)(3Å` -a)<0

a=1이면 (3Å` -1)Û`¾0이므로 해는 없다.

a<1인 경우 a<3Å` <1이고 a는 정수이므로 부등식의 해는 x<0이 되

어 정수 x는 무수히 많다.

a>1인 경우 1<3Å` <a이고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부등식의 정수인 해가 x=1뿐이어야 한다. 

따라서 3<aÉ9이므로 정수 a는 4, 5, 6, 7, 8, 9이고 개수는 6이다.

 ③

34 ① y=logª`4x=logª`x+logª`4=logª`x+2이므로 y=logª`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②   y= ;2!; logª`xÛ̀ =logª`"�xÛ̀ =logª |x|의 정의역이 {x|x는 x+0인 실수}  

이므로  y=logª`x의 그래프와 일치시킬 수 없다.

③   y=logª (2-x)=logª {-(x-2)}이므로 y=logª`x의 그래프를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다.

④ y=logª` 1
x-2

=logª`1-logª (x-2)

=-logª (x-2)

이므로 y=logª`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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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⑤ y=2 logª`'Äx-1

=logª ('Äx-1 )Û`

=logª (x-1)

이므로 y=logª`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

이다.

 ②

35 log£`aÁ<logª`aÁ이므로 logª`aÁ=bª, log£`aÁ=bÁ

aÁ=2bª=3bÁ, 

bª=log£`aª이므로 aª=3bª

b£=logª`aª이므로 aª=2b£

b£=log£`a£이므로 a£=3b£

12bª+b£=(2Û`_3)bª+b£

=22bª_22b£_3bª_3b£

=aÁÛ`_aªÛ`_aª_a£

=aÁÛ`aªÜ`a£ 

따라서 p=2, q=3, r=1이므로

p+2q+3r=2+6+3=11

 11

36 y=logª`{;4{;+a}=logª` x+4a
4 =logª (x+4a)-2

이므로 곡선 y=logª`{;4{;+a}의 점근선은 x=-4a

그러므로 k=4a 

O

y=logª{     }

y=logª`x

`x-+a`4

-k k
A

C

B

x

y
ACÓ=BCÓ이므로

logª`k=2 logª`{;4K;+a}

logª`4a=2 logª`{ 4a4 +a} 

4a=(2a)Û`, a=1

따라서 a+k=1+4=5

 ⑤

37 ㄱ. 주어진 부등식은 a+b>logª`a+logª`b이므로 

 
a+b
2 >

logª`a+logª`b
2

 
a+b
2 는 ABÓ의 중점을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직선 y=x와 

만나는 점의 y좌표와 같고  
logª`a+logª`b

2 는 ABÓ의 중점의 y좌표

와 같다. 그러므로  
a+b
2 >

logª`a+logª`b
2  (참)

ㄴ. (반례) a=2, b=8이면

 b logª`a=8, a logª`b=6이므로

 b logª`a>a logª`b (거짓)

ㄷ. (반례) a=;2!;, b=1이면 

 b-a=;2!;, logª`b-logª`a=0-(-1)=1이므로 

 b-a<logª`b-logª`a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이다.

 ①

38 두 곡선 y=aÅ̀  , y=log�`x는 직선 y=x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므로 

두 점 B, C는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점 A의 좌표는 (4, 0)이

고 BCÓ : CAÓ=2 : 1이므로 두 점 B, C의 x좌표는 각각 1, 3이다.

즉, 점 B(1, a)는 직선 y=-x+4 위의 점이므로 a=-1+4=3

점 B의 y좌표는 3이므로 직선 y=3이 곡선 y=log£`x와 만나는 점 D

의 좌표는 (27, 3)

B(1, 3)이므로 점 C의 좌표는 (3, 1)이다. 

따라서 삼각형 BCD의 넓이는 

;2!;_(27-1)_(3-1)=26

 ④

39 log;3!; (2Å`+1)-log£ (2ÑÅ`+4)

=log;3!; (2Å`+1)+log;3!; (2ÑÅ`+4)

=log;3!; (2Å`+1)(2ÑÅ`+4)

=log;3!; (4_2Å`+2ÑÅ`+5)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4_2Å`+2ÑÅ`¾2"Ã4_2Å`_2ÑÅ`=4 (단, 등호는 x=-1일 때 성립)

log;3!; (4_2Å`+2ÑÅ`+5)Élog;3!; (4+5)=-2

따라서  f(x)는 x=-1일 때, 최댓값 -2를 가지므로

a+M=-1+(-2)=-3

 ①

40 x¾2, y¾4에서 logª`x¾1, logª`y¾2

xy=64에서 logª`x+logª`y=6이므로 

logª`y=6-logª`x이고 1Élogª`xÉ4

logª`x_log¢`y

=logª`x_;2!; (6-logª`x)

=-;2!; (logª`x)Û`+3 logª`x

=-;2!; (logª`x-3)Û`+;2(;

그러므로 logª`x=3일 때 최댓값 M=;2(; 를 갖고, logª`x=1일 때 최솟

값 m=;2%; 를 갖는다.

따라서 M-m=;2(;-;2%;=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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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이기 위해서는

8Éa-2, 즉 10Éa이어야 하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Û a>4인 경우

B ={x| 6x+24>xÛ`+8, x>-4}  

={x| -2<x<8}

A,B이기 위해서는

-2Éa-2이고 a+2É8

0ÉaÉ6

따라서 A,B이기 위한 모든 a의 값의 범위는 4<aÉ6이고 자연수 a

의 값의 합은 5+6=11

 ③

44 aÅ` =t라 하면 주어진 방정식은

tÛ`-3at+aÛ`+2=0

  (가)

이 방정식의 실근은 t=aa 또는 t=ab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a_bb=aa+b=aÛ`+2

  (나)

a+b=4이므로 aÝ`=aÛ`+2

aÝ`-aÛ`-2=0

(aÛ`+1)(aÛ`-2)=0

aÛ`>0이므로 aÛ`=2

따라서 a='2

  (다)

 '2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a Å`=t로 치환하여 t에 대한 이차방정식으로 나타낸 

경우
30`%

(나) aa+b=aÛ`+2의 관계를 구한 경우 40`%

(다) a의 값을 구한 경우 30`%

45  f(x)=2x2+log¢`x의 양변에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logª` f(x)  =logª (2x2+log¢`x)  

=logª 2+logª x2+log¢ x  

=1+(2+log¢ x)(logª x)

=1+(logª`x){2+;2!; logª`x}

=;2!; (logª`x)Û`+2 logª`x+1

logª`x=t라 하면 -4ÉtÉ2이고

logª` f(x)=;2!; tÛ`+2t+1

=;2!; (t+2)Û`-1

  (가)

41 log£`x=t라 하면 방정식 tÛ`-5t-a=0의 두 실근은 log£`a,  

log£`b이고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log£`a+log£`b=log£`ab=5

log£`a_log£`b=-a

방정식 tÛ`+bt-8=0의 두 실근은 log£` 9a , log£` 9b , 즉 2-log£`a, 

2-log£`b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log£`a)+(2-log£`b)
=4-log£`ab
=4-5

=-b

b=1

(2-log£`a)(2-log£`b) 
=4-2 log£`ab+log£`a_log£`b  

=4-2_5-a

=-8

a=2

따라서 a+b=2+1=3

 ③

42 로그의 진수 조건에서 x+0, x+2, x>0이고 x-2의 부호에 따

라 다음 경우로 나누어 생각한다.

Ú 0<x<2인 경우

 2-|1-logª`x|=log (2-x)

 2-(1-logª`x)=logª (2-x)

 1=logª (2-x)-logª`x=logª` 2-x
x

 
2-x
x =2

 x=;3@;

Û x>2인 경우 

 2-|1-logª`x|=log (x-2)

 2-(logª`x-1)=logª (x-2)

 3=logª (x-2)+logª`x=logª (xÛ`-2x)

 xÛ`-2x=8, x=4

Ú, Û 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3@;+4=:Á3¢:

 ④

43 A={x| 0<|x-a|<2}

 ={x| a-2<x<a 또는 a<x<a+2}

Ú a<4인 경우

B ={x| 6x+24<xÛ`+8, x>-4}  

={x| xÛ`-6x-16>0, x>-4}  

={x| -4<x<-2 또는 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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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즉 x=;4!; 일 때 logª` f(x)는 최솟값 -1을 가지므로 

 f(x)의 최솟값은 m=2ÑÚ`=;2!;

t=2, 즉 x=4일 때 logª` f(x)는 최댓값 7을 가지므로

 f(x)의 최댓값은 M=2à`=128

  (나)

따라서 Mm=128_;2!;=64

  (다)

 64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logª` f(x)를 t=logª x에 대한 이차방정식으로 정리

한 경우
40`%

(나)  f(x)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구한 경우 40`%

(다) Mm의 값을 구한 경우 20`%

내신        변별력 문항

46 ③ 47 ② 48 ② 49 10 50 10 

51 20 52 ④ 53 ② 54 ⑤ 55 9 

56 27 57 ③

본문 30~32쪽

상위

4%

46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2Å` 이

O

A
B

C
D

x

y
y=2Å y=2Å``Ñ�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점 A

를 지나고 y축에 수직인 직선이 곡

선 y=2x-a과 만나는 점을 B라 하

자. 점 B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곡선 y=2Å` 과 만나는 점을 

C라 하고, 점 C를 지나고 y축에 수직인 직선이 곡선 y=2x-a과 만

나는 점을 D라 하자. 두 선분 OA, AB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

형과 두 선분 BC, CD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160일 때, 자연수 a의 값은?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

두 점 A, B의 y좌표가 서로 같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의 조건에 맞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

네 점 A, B, C, D의 좌표를 차례로 구한다.

곡선 y=2Å` 은 y축과 점 (0, 1)에서 만나므로 점 A의 좌표는 (0, 1)

점 B의 x좌표는 1=2x-a에서 x=a이므로 점 B의 좌표는 (a, 1)

풀이전략

문제풀이

직선 x=a가 곡선 y=2Å` 과 만나는 점 C의 좌표는 (a, 2�`)이고 직선 

y=2�`이 곡선 y=2x-a과 만나는 점 D의 좌표는 2�`=2x-a에서 x=2a

이므로 (2a, 2�`)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지수로 표현하여 자연수 a의 값을 구한다.

따라서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a_1+{(2a-a)_(2�`-1)} 

=a+a(2�`-1)  

=a_2�`

160=5_2Þ`이므로 a=5

 ③

47 
세 함수  f(x)=3x+2-3k, g(x)=kÛ`_3Å` -3k,   

h(x)=k_22-x+kÛ`-1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단, k+0)

(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¾ g(x)이다.

(나) 임의의 두 실수 xÁ, xª에 대하여  f(xÁ)>h(xª)이다.

부등식 f(x)¾ g(x)의 해는 모든 실수이다.

실수 전체에서 f(x)의 최솟값이 h(x)의 최댓값보다 크다.

① 1 ② 3 ③ 5 

④ 7 ⑤ 9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점근선과 최대, 최소를 구한다.

(가) 조건을 이용하여 k에 대한 부등식을 세우고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가)에서  f(x)¾ g(x)이므로 3x+2-3k¾kÛ`_3Å` -3k

3x+2¾kÛ`_3Å`

9¾kÛ`

-3ÉkÉ3  yy ㉠

(나) 조건을 이용하여 두 함수  f(x)와 h(x)의 최댓값, 최솟값의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나)에서 임의의 두 실수 xÁ, xª에 대하여   f(xÁ)>h(xª)이므로 

함수  f(x)의 그래프의 점근선 y=-3k가 

함수 h(x)의 그래프의 점근선 y=kÛ`-10과 같거나 

위에 있어야 한다.

-3k¾kÛ`-10, -5ÉkÉ2  yy ㉡

k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의 그래프 개형을 비교하여 k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또한 k>0이면 두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으므로  f(xÁ)<h(xª)인 

두 점 xÁ, xª가 존재한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같은 x값에 대한 두 함수  f(x), g(x)의 

대소 관계를 비교한다.

함수 h  (x)의 최댓값보다 

함수  f(x)의 최솟

값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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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y

y=f(x)

y=h(x)

그러므로 k<0 yy ㉢

따라서 ㉠, ㉡,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k는 -3, -2, -1이므

로 정수 k의 개수는 3이다.

 ②

48 
두 함수  f(x)=1-{;2A;}Å`, g(x)={;2A;}

1-x

+b에 대하여 두 곡선 

y=f(x), y=g(x)가 제 3사분면에서 만나고, 1ÉxÉ3에서 함수  

g(x)의 최솟값이 -8 이상이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모든 순

서쌍 (a, b)의 개수는? (단, a>0, a+2)

① 6 ② 9 ③ 12 

④ 15 ⑤ 18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의 값의 범위를 찾는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제 3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을 찾

는다.

곡선 y=f(x)가 제 3사분면을 지나므로 

0<;2A; <1

즉, 0<a<2 yy ㉠

함수 g(x)의 그래프와 함수  f(x)의 그래프가 제 3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

g(x)={;2A;}
1-x

+b이고 ;2A; <1이므로

{;2A;}
-1

>1

두 곡선 y=f(x), y=g(x)는 다음  그림과 같다.

O x

y=f(x)

y=g(x)

y

즉, 두 곡선 y=f(x), y=g(x)가 제 3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풀이전략

문제풀이

g(0)<0이어야 한다.

g(0)=;2A;+b<0 yy ㉡

1ÉxÉ3에서 함수 g(x)는 x=1일 때 최솟값을 가지므로

g(1)=1+b¾-8

b¾-9 yy ㉢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한다.

㉠에서 a=1

㉡에서 b<-;2A;=-;2!;

㉢에서 b¾-9이므로 -9Éb<-;2!;

따라서 두 정수 a, b의 모든 순서쌍 (a, b)는 

(1, -9), (1, -8), (1, -7), y, (1, -1)이므로 개수는 9이다.

  ②

49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O 2 x

y

y=g(x)

y=f(x)

y=f(x)와 일차함수 y=g(x)의 그래

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2 f(x)>{;4!;}
g(x)

 를 만족시키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x의 개수가 5일 때,  

g(-2)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10 (단,  f(2)=g(2)=0,  f(0)=0이고  g(0)>0이다.) 

 

   두 함수  f(x), g(x)의 관계식을 구하여 지수부등식을 세운다.

이차함수  f(x)와 일차함수 g(x)의 관계식을 구하여 부등식을 세운다.

`f(x)=x(x-2), g(x)=m(x-2) ( m<0)라 하면 

주어진 부등식은 2x(x-2)>{;4!;}
m(x-2)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 m의 값의 범위를 정한다.

2xÛ`-2x>2-2mx+4m

xÛ`-2(1-m)x-4m>0

(x-2)(x+2m)>0

-2m<2이면 부등식의 해가 x<-2m 또는 x>2이므로 10보다 작

은 자연수 x의 개수는 7 또는 8이므로 안 된다.

-2m>2이면 부등식의 해는 x<2 또는 -2m<x이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x의 개수가 5이므로 부등식의 해는 1, 6, 7, 8, 9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5É-2m<6, 즉 -3<mÉ-;2%; 이어야 한다.

함수 g(x)는 xÁ<xª이면 g(xÁ)<g(xª)이므로

g(0)<0이면 x<0인 x에 대하여 g(x)<0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밑을 2로 통일시킨 후 지수의 대소 관계를 구한다.

해 16-29 올림포스(고난도)_수1_2강-오2.indd   24 2017-11-02   오후 3:07:37



정답과 풀이 25

g(-2)의 최솟값을 구한다.

10É g(-2)<12

따라서 g(-2)의 최솟값은 10이다.

 10

50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1

B

R

P

Q

S
A x

y=2Ål y=2Å``ÑÛ-2

l'

y

O

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 l이 x

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라 하고, 직선 l이 두 곡선 y=2Å` , 

y=2x-2-2와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 할 때, 두 점 P, Q는 선분 

AB를 삼등분하는 점이다. 점 R(0, 1)을 지나고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l'이 곡선 y=2x-2-2와 만나는 점을 S라 할 때, 두 직선 l, 

l'과 두 곡선 y=2Å` , y=2x-2-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

시오. 10 

두 점 P, Q의 좌표를 두 식 y=2Å`, y=2x-2-2에 각각

대입하면 성립하고 직선 PQ의 기울기는 -1이다.

직선 l'의 기울기는 -1이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활용한다.

두 점 P, Q의 좌표를 구한다.

두 점 P, Q는 선분 AB를 삼등분하는 점이므로 점 P의 x좌표를 t라 

하면 점 Q의 x좌표는 2t이다. 

즉, P(t, 2^`), Q(2t, 22t-2-2)이고 점 P의 y좌표는 점 Q의 y좌표의 

2배이므로

2^`=2_(22t-2-2)

22t-1-2^`-4=0

22t-2_2^`-8=0

(2^`-4)(2^`+2)=0

2^`>0이므로 t=2

그러므로 두 점 P, Q의 좌표는 각각 (2, 4), (4, 2)이다. 

두 점 P, Q의 위치 관계와 두 곡선 y=2Å` , y=2x-2-2의 위치 관계를 

평행이동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B

R

P

Q

S
A x

y=2Ål y=2Å``ÑÛ`-2

l'

y

O

한편, 곡선 y=2Å` 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곡선 y=2x-2-2와 일치하고 마찬가지로 점 P

도 같은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Q로 이동한다.

m=-3일 때 g(-2)=12이고 m=-;2%; 일 때 g(-2)=10

풀이전략

문제풀이

두 점 R, S의 좌표를 구하고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곡선 y=2Å`  위의 점 R(0, 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곡선 

y=2x-2-2와 만나는 점이 S이므로 점 S는 점 R를 x축의 방향으로 2

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S(2, -1)이다.

그러므로 사각형 PRSQ는 평행사변형이고, 두 직선 l, l'과 두 곡선 

y=2Å`, y=2x-2-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 PRSQ의 넓이

와 같다.   

따라서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2!;_{4-(-1)}_(4-0)=10

  10

51 
두 곡선 y=a_2Å` , y=b-{;2!;}

x-2

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0, 8)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0이고, a, b는 상수이다.) 20 

두 점 A, B의 x좌표의 합은 2_0=0

y좌표의 합은 2_8=16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이용하여 두 점 A, B의 좌표를 구한다.

두 점 A, B의 x좌표를 해로 갖는 방정식을 세운다.

a_2Å` =b-22-x의 양변에 2Å` 을 곱하면 

a_(2Å` )Û`-b´2Å` +4=0  yy ㉠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a, b라 하면 두 점 A, B의 좌표는 각

각 (a, a_2a), (b, a_2b)이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a, b의 관계식을 구한다.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0, 8)이므로 

a+b=0 yy ㉡

a(2a+2b)=16 yy ㉢

㉠에서 2Å` =t라 하면 atÛ`-bt+4=0이고 이 t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두 근은 2a, 2b이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a+2b=;aB;, 2a_2b=2a+b=;a$;

a, b의 값을 구한다.

㉡에서 a+b=0이므로 

;a$;=1, a=4

㉢에서 a(2a+2b)=16이므로 

4(2a+2b)=16

2a+2b=;4B;=4, b=16

따라서 a+b=4+16=20

  20

선분 PR과 곡선 y=2Å`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선분 QS와 

곡선 y=2x-2-2로 둘러싸인 부분과 겹쳐진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a(2a)Û`-b´2a+4=0, a(2b)Û`-b´2b+4=0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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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8#; 이면 이 함수의 치역이 Y={ y| f(-a)ÉyÉ f(a)}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치역 Y를 이용하여 a, b의 값을 구한다.

`f(a)=log� {1-;3*;a}+1=3이어야 하므로 aÛ`=1-;3*;a, a=;3!;

b=f(-a)=f {-;3!;}=log ;3!; :Á9¦:+1=3-log£`17

따라서 

aº`={;3!;}
3-log£ 17

=;2Á7;_17

=;2!7&;

  ④

53 
좌표평면 위의 점 (n, n)을 대각선의 교점으로 하는 한 변의 길이

가 2인 정사각형과 곡선 y=logª (ax+8)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댓값을  f(n)이라 하고 최솟값을 g(n)이라 할 때,  

f(6)+g(3)의 값은?  

  (단, 정사각형의 각 변은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다.)

① 20 ② 22 ③ 24 

④ 26 ⑤ 28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한다.

함수 y=logª (ax+8)의 그래프와 함수 y=logª`ax의 그래프의 위

치 관계를 생각한다.

y=logª (ax+8)=logª`a {x+;a*; }이므로 곡선 y=logª (ax+8)은

곡선 y=logª`ax를 x축의 방향으로 -;a*; 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다. 

a의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하여 지나는 점을 찾는다.

점 (6, 6)을 대각선의 교점으로 하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네 꼭짓점의 좌표는 (5, 5), (5, 7), (7, 5), (7, 7)이므로 a>0이면 

점 (5, 7)을 지날 때 a는 최대이다. 

x

y

O

y=logª(ax+8)(a>0)

y=logª(ax+8)(a<0)

7=logª (5a+8) 

2à`=5a+8

a=24이므로  f(6)=24

풀이전략

문제풀이

52 
정의역이 X=[x||x|Éa, x+;8#; ]인 

함수 y=log� |;3*;x-1|+1의 치역이 Y={ y|bÉyÉ3}일 때, 

aº`의 값은? (단, a>0, a+1)

① ;2!7!; ② ;2!7#; ③ ;9%;

④ ;2!7&; ⑤ ;2!7(; 

 

  진수 부분에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정의역과 치역

을 구한다.

로그의 밑의 값의 범위에 따라 y=log� |;3*; x-1|+1의 그래프를 그

린다. 

`f(x)=log� |;3*; x-1|+1이라 하자.

a>1인 경우 함수 y=log� |;3*; x-1|+1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

으므로 이 함수의 치역은  { y|yÉ f(-a)}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다.

xaO-a

y x=;8#;

0<a<1인 경우 함수 y=log� |;3*;x-1|+1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xaO-a

y
x=/8/£

 또는 

xaO-a

y
x=/8/£

a의 값의 범위에 따라 함수  f(x)의 치역을 구한다.

;8#; Éa<1이면 함수  f(x)의 치역은 Y={ y| f(-a)Éy}이므로 주어

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함수 y=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x=;8#; 이므로 a의 값이 ;8#; 보

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치역이 달라진다.  즉, -aÉ;8#; Éa이면 함

수  f(x)의 치역의 최댓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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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하여 지나는 점을 찾는다.

점 (3, 3)을 대각선의 교점으로 하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네 꼭짓점의 좌표는 (2, 2), (2, 4), (4, 2), (4, 4)이므로 a<0이면 

점 (2, 2)를 지날 때 a는 최소이다. 

2=logª (2a+8)

2Û`=2a+8

a=-2이므로 g(3)=-2

 f(6), g(3)의 합을 구한다.

따라서  f(6)+g(3)=24+(-2)=22

  ②

54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O

A

B

x
y=-x+2

y
y=3Å

y=logª`x

y=logª`x, y=3Å` 이 직선   

y=-x+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xÁ, yÁ), B(xª, yª)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보기

ㄱ. xÁ<yª

ㄴ. xª(xÁ-1)<yÁ(yª-1)

ㄷ. (xª+yÁ)+(2 yÁ+2xª)<4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기울기가 -1이므로 두 점 A, B를 직선 

y=x에 대해 각각 대칭이동한 두 점도 

직선 y=-x+2 위에 있다.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y=logª`x의 역함수는 y=2Å` 이므로 점 A를 곡선 y=2Å`  위의 점으로 

대칭이동해 본다.

ㄱ.   점 A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

O

A

C
B

x

y y=3Å

y=-x+2

y=2Å

y=logª x

y=x

이동한 점을 C라 하면 C(yÁ, xÁ)

이고 점 C는 곡선 y=2Å` 위의 점

이다. 점 B의 y좌표가 점 C의 y 

좌표보다 크므로 xÁ<yª (참)

주어진 부등식을 점 (0, 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이해한다.

ㄴ. xª(xÁ-1)<yÁ(yª-1)의 양변을 xª yÁ로 나누면 

xÁ-1
yÁ <

yª-1
xª  

xÁ-1
yÁ 은 점 (0, 1)과 점 C(yÁ, xÁ)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고 

yª-1
xª 은 점 (0, 1)과 점 B(xª, yª)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므 

a>0일 때와 그래프 개형이 달라진다. 즉, xÁ<xª일 

때 f(xÁ) >f(xª)이므로 점 (4, 2)를 지날 때가 최소

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a>b>1이면 곡선 y=aÅ` 가   

곡선 y=bÅ` 보다 좌표축에 더 가깝다.

두 곡선 y=2Å`, y=3Å`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다.

로 
xÁ-1
yÁ <

yª-1
xª 이 성립한다. (참)

두 점 B, C는 직선 y=-x+2 위의 점이므로 xÁ과 yÁ, xª와 yª 사이

의 관계를 생각한다.

ㄷ. 점 B는 곡선 y=3Å` 과 직선 y=-x+2의 교점이므로 

yª=3xª, xª+yª=2이고 xª+3xª=2

점 C는 곡선 y=2Å` 과 직선 y=-x+2의 교점이므로 

xÁ=2yÁ, xÁ+yÁ=2이고 yÁ+2yÁ=2

(yÁ+xª)+(3xª+2yÁ)=4이고 2xª<3xª이므로 

(xª+yÁ)+(2yÁ+2xª)<4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55 
함수  f(x)=logª (x+k)와 그 역함수  f -1(x)에 대하여 두 곡선 

y=f(x), y=f -1(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ABÓ=n'2 일 때, 점 A의 x좌표를 g(n)이라 하자.   

 g(n)-g(2n)>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9 (단, k는 상수이고, 점 A의 x좌표는 점 B의 x좌표보다 작다.)

두 곡선 y=f(x), y=f -1(x)는 직선 y=x에 대해 대칭이다.

직선 AB의 기울기는 1이고 두 점 A, B의 x좌표의 차는

n이다.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두 곡선 y=f(x), y=f -1(x)의 교점은 곡선 y=f(x)와 직선 y=x

의 교점과 일치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두 점 A, B의 좌표를 생각한다.

`f -1(x)는 함수  f(x)의 역함수이므로 두 곡선 y=f(x), y=f -1(x)

의 교점은 곡선 y=f(x)와 직선 y=x의 교점과 일치한다.

점 A의 x좌표를 t라 하면 ABÓ=n'2 이고 두 점 A, B는 직선 y=x 

위의 점이므로 점 B의 x좌표는 t+n이다.

즉, x=t, x=n+t는 방정식 logª (x+k)=x의 실근이다.

logª (t+k)=t이므로 yy ㉠

k=2^`-t yy ㉡

logª (t+n+k)=t+n yy ㉢

문자 k를 소거하고 t를 n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여 함수 g(n)를 구한다.

㉢-㉠을 하면

logª {1+ n
t+k }=n

t+k= n
2Ç̀ -1 

㉡에서 k=2^`-t이므로 2^`= n
2Ç̀ -1 

t=logª { n
2Ç̀ -1 }

따라서 g(n)=logª { n
2Ç̀ -1 }

풀이전략

문제풀이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의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는 모두 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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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g(2n)>8이기 위한 n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g(n)-g(2n)

=logª { n
2Ç̀ -1 }-logª { 2n

2Û`Ç`-1 
}

=logª 

n
2Ç̀ -1 
2n

(2Ç`-1)(2Ç`+1) 

=logª 2Ç`+1
2 >8

2Ç`+1
2 >2¡`

2Ç`>2á`-1이므로 자연수 n의 최솟값은 9이다.

  9

56 
함수  f(x)=

logª`x+1
log¢`x-1 에 대하여 부등식  f {;2A;}É f {;a@;}를 만족

시키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단, a>0)   27
로그의 밑을 변환하여 밑이 2인 로그로 나타낸다.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치환을 통하여 해를 구한다.

두 함수  f {;2A;},  f {;a@;}의 식을 간단히 나타낸다.

`f(x)=
logª`x+1
log¢`x-1

=
logª`x+1

;2!; logª`x-1

=
2 logª`x+2
logª`x-2

= 6
logª`x-2 +2

`f {;2A;}= 6

logª`;2A;-2
+2

= 6
logª`a-3 +2 

`f {;a@;}= 6

logª`;a@;-2
+2

= 6
-logª`a-1 +2

=- 6
logª`a+1 +2 

logª`a=t로 치환하여  f {;2A;}É f {;a@;}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logª`a=t라 하고,  f {;2A;}=g(t), f {;a@;}=h(t)라 하면

풀이전략

문제풀이

밑이 2인 로그로 나타낸다.

 g(t)= 6
t-3 +2, `h(t)=- 6

t+1 +2

두 함수 y= 6
t-3 +2, y=- 6

t+1 +2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y
   6

g(t)=-+2
   `t-3

       6
h(t)=--+2

       `t+1

t

2

-1
O

3

6
t-3 +2=- 6

t+1 +2에서 t-3=-(t+1), t=1이므로 

`f {;2A;}É f {;a@;}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의 범위는

t<-1 또는 1Ét<3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t<-1에서 logª`a<-1이므로 a<;2!;

1Ét<3에서 1Élogª`a<3이므로 2Éa<8

a>0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a의 값의 범위는

0<a<;2!; 또는 2Éa<8

따라서 정수 a의 값의 합은 2+3+4+5+6+7=27

  27

57 
두 함수  f(x)=logª`;4{;, g(x)=xÛ`-x에 대하여 

연립부등식 à
 g( f(x))<0

`f( g(x)+c)<3
의 정수인 해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c의 개수는?

① 6 ② 8 ③ 10 

④ 12 ⑤ 14
g( f(x))<0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먼

저 구한 후에 정수인 해의 개수가 1이 되도록 

f( g(x)+c)<3에서 c의 값의 범위를 정한다.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부등식 g( f(x))<0의 해를 구한다.

 f(x)=logª`;4{;=logª`x-2이므로

g( f(x))=(logª`x-2)Û`-(logª`x-2)

=(logª`x)Û`-5 logª`x+6

=(logª`x-2)(logª`x-3)<0

2<logª`x<3이므로 4<x<8 yy ㉠

y= 6
t-3 +2의 점근선은 t=3, y=2이고

y=- 6
t+1 +2의 점근선은 t=-1, y=2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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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O

C B

PA

x

y y=nÅ

y=logÇ`xy=;[N;

y=;[N; (x>0) 위의 점 P에 

대하여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nÅ` 과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점 P

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이 곡선 y=logÇ`x와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두 선분 AP, PB를 

두 변으로 하고 각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ACBP의 둘레

의 길이의 최솟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

족시키는 모든 점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20 (단, n은 1이 아닌 양수이다.)

(가) a, b는 정수이다.

(나)   점 (a, b)는 세 곡선 y=;[N;, y=nÅ̀  , y=logÇ`x와 x축 및 y축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의  점이다. (단, 경계는 제외한다.)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두 곡선은 서로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구하기

  주어진 두 곡선 y=nÅ` , y=logÇ`x는 직선 y=x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고, 곡

선 y=;[N; 도  직선 y=x에 대칭인 곡선임에 유의한다. 

파헤치기문항

point 찾기실수

내신 상위 4% of 4% 본문 33쪽

함수 y=f( g(x)+c)의 그래프를 생각한다.

`f( g(x)+c)=logª (xÛ`-x+c)-2<3

xÛ`-x+c<32이므로 xÛ`-x+c-32<0

h(x)=xÛ`-x+c-32={x-;2!;}Û`+c- 129
4 라 하면 

곡선 y=h(x)의 대칭축은 x=;2!; 이므로 xÛ`-x+c-32<0의 해와 

㉠의 공통인 정수인 해가 1개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수인 해가 x=5

가 되어야 한다.

부등식  f( g(x)+c)<0의 정수인 해가 5만 존재하기 위한 c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즉, h(5)<0, h(6)¾0이어야 한다.

h(5)=25-5+c-32=c-12<0에서 c<12

h(6)=36-6+c-32=c-2¾0에서 c¾2

따라서 2Éc<12이므로 정수 c의 개수는 10이다.

  ③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

용한다.

사각형 ACBP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

점 P의 좌표를 (p, q)라 하면 점 P는 곡선 y= n
x  위의 점이므로 

q= n
p , pq=n

점 A의 y좌표는 q이므로 q=nÅ` 에서 x=logÇ`q이므로

A(logÇ`q, q)
점 B의 x좌표는 p이므로 y=logÇ`p에서

B(p, logÇ`p)
그러므로 직사각형 ACBP의 둘레의 길이는 

2_(APÓ+PBÓ)

=2_{(p-logÇ`q)+(q-logÇ`p)}
=2_(p+q-logÇ`pq)
=2_(p+q-1)

상수 n의 값을 구한다.

p>0, q>0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p+q¾2'¶pq=2'§n (단, 등호는 p=q일 때 성립)

즉, 직사각형 ACBP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은 2_(2'§n-1)이다.

2_(2'§n-1)=10에서 n=9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a, b)의 개수를 구한다.

두 곡선 y=9Å̀  , y=log»`x는 직선 y=x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고, 곡선 

y= 9
x 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또 직선 y=x와 곡선 y= 9

x

가 만나는 점의  좌표는 (3, 3)이다.

직선 y=x, 곡선 y= 9
x , y=log»`x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의 경계를 제외한 점의 개수를 구하면 

9
x =2에서  x=;2(; 이므로 y좌표가 2이고 직선 y=x의 아래쪽에 있는 

점은  (3, 2), (4, 2)
9
x =1에서  x=9이고 점 (9, 1)은 곡선 y=log»`x 위의 점이므로 y좌

표가  1이고 직선 y=x의 아래쪽에 있는 점은 (2, 1), (3, 1), (4, 1), 

y, (8, 1)

그러므로 주어진 도형의 내부 중 직선 y=x의 아래쪽에 있는 점의 개

수는 2+7=9

마찬가지로 직선 y=x의 위쪽에 있는 점의 개수는 9

직선 y=x 위의 점은 (1, 1), (2, 2)이므로 2

따라서 구하는 점의 개수는 9+9+2=20

  20

풀이전략

문제풀이

직선 y=x와 곡선 y=;[(;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3, 3)이므로 구하는 점의 y좌표는 3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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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03

내신        우수 문항기출

01 ④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⑤ 10 ⑤

11 ②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③

21 ③ 22 2'6 23 4

본문 36~39쪽

01 ㄱ. p라디안=180ù이므로 

1ù= p
180 라디안 (참)

ㄴ. :ª7°: p=2p+:Á7Á: p이고 

:Á7Á: p=p+;7$;p>p+;2Ò;이므로 

:ª7°: p는 제 4사분면의 각이다. (거짓)

ㄷ.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 하면 부채꼴

의 둘레의 길이는 2r+l=2l

 l=2r이므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rL;= 2r
r =2라디안이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④

02 h를 나타내는 동경과 4h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하므로 정수 

n에 대하여

4h=2np+h

h= 2np
3

0<h<p이므로 n=1일 때, h=;3@;p

  ③

03 h가 나타내는 동경과 5h가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므로 5h-h=2np+p (단, n은 정수)

h=;2N; p+;4Ò;

점 P는 제 1사분면의 위의 점이므로 

0<h<;2Ò;, h=;4Ò;

그러므로 직선 OP의 기울기는 tan`;4Ò;=1

따라서 ;a!;=1이므로 a=1

  ③

04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h,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호의 길이 l은 l=rh이므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2r+l=2r+rh=12

rh=12-2r 이므로

부채꼴의 넓이는 ;2!; rÛ`h=;2R;_rh=;2R; (12-2r)=4

rÛ`-6r+4=0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Á, rª라 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에 의하여 rÁ+rª=6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6이다.

  ③

05 중심각의 크기가 hÁ, hª인 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2r, 

3r라 하면 두 부채꼴의 넓이는 각각 ;2!;(2r)Û`h1, ;2!;(3r)Û`h2이므로 

2rÛ`h1`:`;2(; rÛ`h2=5`:`6

12rÛ`h1=:¢2°: rÛ`h2

따라서 
h2

h1
=;1¥5;

  ③

06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반

지름의 길이는 6이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인 2pr
와 같으므로 부채꼴의 넓이는 

;2!;_6_2pr=6pr

밑면의 넓이는 prÛ`이므로 전개도의 넓이는 

6pr+prÛ`=16p 

rÛ`+6r-16=0

r=-8 또는 r=2

따라서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이다.

  ③

07 OPÓ="Ã(-2)Û`+1Û` ='5 이므로 

sin`h= 1
'5 , cos`h=- 2

'5 , tan`h=-;2!;

따라서 

tan`h
sin`h-cos`h =

-;2!;
1
'5

-{- 2
'5
}

=-
'5
6

 

  ①

08 반지름의 길이가 13인 원 위의 점 P(a, b)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h일 때, sin`h=;1°3;이므로 

b=5이고 a=-"Ã13Û`-5Û`=-12

그러므로 cos`h=-;1!3@;, tan`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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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an`h- 5
cos`h =-;1°2;- 5

-;1!3@;

= -5+65
12

=5

  ⑤

09 'Äcos`h'Äsin`h =-®É cos`hsin`h 에서 cos`h>0, sin`h<0이므로 h는 제 4

사분면의 각이다.  

k=4이므로 tan`h<0

"Ã(tan`h-k`cos`h)Û` -|k`tan`h|

="Ã(tan`h-4`cos`h)Û`-|4`tan`h|
=|tan`h-4`cos`h|-|4`tan`h|
=(4`cos`h-tan`h)-(-4`tan`h)
=4`cos`h+3`tan`h
  ⑤

10 sin`h`cos`h>0이므로 sin`h와 cos`h의 부호는 서로 같고, 

cos`h
tan`h <0이므로 cos`h와 tan`h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즉, sin`h, cos`h, tan`h 중 tan`h의 부호만 다르므로 h는 제 3사분면의 

각이다.

(2n-1)p<h<(2n-1)p+;2Ò; (단, n은 정수) yy ㉠

ㄱ. h는 제3사분면의 각이므로 cos`h<0 (거짓)

ㄴ.   ㉠에서 np-;2Ò;< ;2½;<np-;4Ò;이므로 ;2½;는 제2사분면 또는 제4사

분면의 각이다. 그러므로 tan` ;2½;<0 (참) 

ㄷ. ㉠에서  (4n-2)p<2h<(4n-2)p+p
 즉, 2h는 제1사분면 또는 제 2사분면의 각이므로 sin`2h>0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⑤

11 1+3`sin`h
1+sin`h - 2

1-sin`h

 =
(1+3`sin`h)(1-sin`h)-2(1+sin`h)

(1+sin`h)(1-sin`h)

 = -3`sinÛ``h-1
cosÛ``h  

 =
-3(1-cosÛ``h)-1

cosÛ``h

 = 3`cosÛ``h-4
cosÛ``h

 =3- 4
cosÛ``h

따라서 a+b=3+4=7

  ②

12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sin`h+cos`h=-a

sin`h`cos`h`=-4aÛ`

(sin`h+cos`h)Û`  

=sinÛ``h+cosÛ``h+2`sin`h`cos`h  

=1+2`sin`h`cos`h 
이므로 aÛ`=1-8aÛ`

a는 양수이므로 a=;3!;

  ②

13 (1+sin`h)(1-sin`h)(1-tanÛ``h)
=(1-sinÛ``h)(1-tanÛ``h)
=cosÛ``h(1-tanÛ``h)
=cosÛ``h-sinÛ``h
=(cos`h+sin`h)(cos`h-sin`h)
(cos`h+sin`h)Û`
=cosÛ``h+sinÛ``h+2`cos`h`sin`h

=1+;2!;=;2#;

이므로 cos`h+sin`h=
'6
2  

(cos`h-sin`h)Û`
=cosÛ``h+sinÛ``h-2`cos`h`sin`h

=1-;2!;=;2!;

이므로 cos`h-sin`h=
'2
2

따라서 주어진 식의 값은 
'6
2 _

'2
2 =

'3
2

  ②

14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주기는 

2_{;4#;p-;4Ò;}=p이므로 
2p
b =p, b=2 

최댓값이 3, 최솟값이 -1이므로 a+c=3, -a+c=-1

a=2, c=1

따라서 abc=2_2_1=4

  ③

15 함수 y=4`cos (2x+p)+3의 그래프는 함수 y=4`cos`2x의 그

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Ò;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

이다. 

그러므로 최댓값은 M=4+3=7, 최솟값은 m=-4+3=-1이고 주

기는 
2p
2 =p 

따라서 p(M+m)=p_{7+(-1)}=6p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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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f(x)=sin`{;2{;+p}=sin`;2!;(x+2p)이므로 곡선 y=f(x)는 

곡선 y=sin`;2{; 를 x축의 방향으로  -2p만큼 평행이동한 곡선과 같으므

로 다음 그림과 같다. 

O 2p

-1

1

y

x

ㄱ.   곡선 y=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f(x)=-f(-x)  

즉,  f(x)+f(-x)=0 (참)

ㄴ. 함수  f(x)의 주기는 
2p

;2!;
=4p이므로

f(x)=f(x+4p) (참)

ㄷ.   곡선 y=f(x)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다음 그림과 

같으므로 곡선 y=cos`;2{;와  겹쳐진다. (참)

O-p

y

x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17 (가)에서 주기가 2p이므로

;bÒ;=2p, b=;2!;

(나)에서  f(p)=a`tan`{;2Ò;-c}=0이므로

c=;2Ò;, ;2#;p, ;2%;p, y

(다)에서  f(x)=a`tan`{;2{;-;2Ò;}=a`tan`;2!;(x-p)이고

함수 y=f(x)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으므로 x= ;2#;p에서 최댓값을 

갖는다. 

O

y

x

;2;
2p

p

p ;2#;p

 f`{;2#;p}=a`tan`{;4#;p-;2Ò;}=a`tan`;4Ò;=a=6

따라서 abc의 최솟값은

abc=`6_;2!;_;2Ò;=;2#; p

  ④

18 함수 y=2`cos`{2x-;3Ò;}=2 cos`2`{x-;6Ò;}의 그래프는 함수  

y=2`cos`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Ò; 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으

므로 다음 그림과 같다.

O

x=;3@;pp

p

1

y

x

y=k

p `y=2`cos{2x--}3 `

직선 y=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은 직선 x=;3@; p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므로 두 교점의 x좌표는  각각 ;3@; p-a, ;3@; p+a (a

는 실수)이다. 

따라서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은 {;3@;p-a}+{;3@;p+a}=;3$;p

  ③

19 sin (p-h)

1+sin`{ p2 +h}
+

cos`{ p2 -h}

1+cos (p+h)

 = sin`h
1+cos`h + sin`h

1-cos`h

 =
sin`h(1-cos`h)+sin`h(1+cos`h)

(1+cos`h)(1-cos`h)

 = 2`sin`h
1-cosÛ``h

 = 2`sin`h
sinÛ``h

 = 2
sin`h

  ②

20  f(x)=2`sin (-x)-cos`{x-;2Ò;}+1

=-2`sin`x-sin`x+1

=-3`sin`x+1

이므로 함수 f(x)의 최댓값은 M=3+1=4이고 

최솟값은 m=-3+1=-2

따라서 2M-m=8-(-2)=10

  ③

21 sin (90ù-hù)=cos`hù이므로 

tan`1ù_tan`2ù_tan`3ù_y_tan`89ù

= sin`1ù
cos`1ù _

sin`2ù
cos`2ù _

sin`3ù
cos`3ù _y_ sin`89ù

cos`89ù

= cos`89ù
cos`1ù _ cos`88ù

cos`2ù _ cos`87ù
cos`3ù _y_ cos`1ù

cos`89ù  

=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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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고득점 문항

24 ⑤ 25 ③ 26 ③ 27 ④ 28 ②

29 ② 30 ④ 31 ① 32 3 33 ④

34 ② 35 ⑤ 36 39 37 ⑤ 38 ⑤

39 ② 40 21 41 ② 42 ② 43 ③

44 ③ 45 ;4&; 46 1

본문 40~43쪽

상위

7%

24 두 각 2h, 9h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Ò;이므로 

9h-2h=2npÑ;3Ò; (단, n은 정수)

h= 6np+p
21  또는 h= 6np-p

21

0ÉhÉ2p이므로

h= 6np+p
21 일 때, 0ÉnÉ6

h= 6np-p
21 일 때, 1ÉnÉ7

각각의 경우 일치하는 값이 없으므로 h의 개수는 7+7=14

  ⑤

25 두 동경 OP,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각각 h, 5h이고 두 동경 

OP, OQ는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므로

5h+h=2np+p (단, n은 정수)

즉, h= n
3 p+ p

6

0<h<2p이므로 h의 최댓값은 n=5일 때 h= 11
6 p이다.

  ③

26 3h가 제1사분면의 각이므로

2np<3h<2np+;2Ò; (단, n은 정수)

2n
3 p<h< 2n

3 p+;6 Ò; 이고 h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

다. 

22 1
tan`h +tan`h

 = cos`h
sin`h + sin`h

cos`h

 = cosÛ``h+sinÛ``h
sin`h`cos`h

 = 1
sin`h`cos`h

이므로 sin`h`cos`h=;4!;

  (가)

(sin`h+cos`h)Û`  

=sinÛ``h+cosÛ``h+2`sin`h`cos`h

=1+2_;4!;

=;2#;

sin`h+cos`h= '62

  (나)

1
sin`h + 1

cos`h

= sin`h+cos`h
sin`h`cos`h

=2'6

  (다)

  2'6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sin`h`cos`h의 값을 구한 경우 30`%

(나) sin`h+cos`h의 값을 구한 경우 40`%

(다)
1

sin`h + 1
cos`h 의 값을 구한 경우 30`%

23 cos`{;2Ò;+x}=-sin`x

cos(2p-x)=cos`x이므로

  (가)

 f(x)=4-3`sinÛ``x-2`cos`x

 =4-3(1-cosÛ``x)-2`cos`x

 =3`cosÛ``x-2`cos`x+1

 =3{cos`x-;3!;}2`+;3@;

  (나)

-1Écos`xÉ1이므로

cos`x=;3!; 일 때, 최솟값 m=;3@; 를 갖고, 

cos`x=-1일 때, 최댓값 M=3{-1-;3!;}2`+;3@;=6을 갖는다.

따라서 Mm=6_;3@;=4

  (다)

  4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한 경우 20`%

(나) f(x)를 완전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변형한 경우 40`%

(다) Mm의 값을 구한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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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채꼴 AOB의 반지름의 길이를 2r라 하자.

호 AB의 길이는 2rh이고 변 OA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OA의 길

이는 pr이고 마찬가지로 호 OB의 길이도 pr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도

형의 둘레의 길이는

2rh+2pr=12p  yy ㉠

부채꼴 AOB의 넓이는 ;2!; (2r)Û`h=2rÛ`h이고 반원의 한 개의 넓이는

;2!;prÛ`이므로 이 도형의 넓이를 S라 하면  

S=2rÛ`h+prÛ` 
㉠에서 rh=6p-pr이므로

S  =2r(rh)+prÛ`  

=2r(6p-pr)+prÛ`  

=p(-rÛ`+12r)  

=35p
rÛ`-12r+35=0

r=5 또는 r=7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12p이므로 r<6

그러므로 r=5

㉠에서 h= 6p-pr
r 이므로 

부채꼴 AOB의 중심각 h의 크기는 ;5Ò; 이다.

  ②

29 선분 OA의 길이를 r라 하고 ∠AOB=h라 하자.

호 AB의 길이는 rh이고, 부채꼴 MON의 반지름의 길이는 ;2R;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h이므로 호 MN의 길이는 
rh
2 이다. 

그러므로 도형 S의 둘레의 길이는

rh+ rh
2 +r=;2#; rh+r=6

rh=;3@;(6-r)

=4-;3@; r

도형 S의 넓이는

;2!; r Û`h-;2!; {;2R;}2`h

=;8#; r_rh

=;8#; r{4-;3@; r}

=-;4!; rÛ`+;2#; r

=-;4!;(rÛ`-6r)

=-;4!;(r-3)Û`+;4(;

이므로 넓이는 r=3일 때 최댓값 ;4(; 를 갖는다.

  ②

O
p-6

p-6

p-6

p-6
x

y

4h는 제3사분면의 각이므로 

(2m-1)p<4h<(2m-1)p+;2Ò; (단, m은 정수)

m
2 p-;4Ò; <h< m

2 p-;8Ò;이고 h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O

p-8

p-8p-8

p-8 p-4
x

y

그러므로 3h가 제 1사분면의 각이고 4h가 제 3사분면의 각이기 위한 h는

2lp+;4#;p<h<2lp+;6%;p 또는 2lp+;3$;p<h<2lp+:Á8Á:p

(단, l은 정수)

따라서 h는 제 2사분면 또는 제 3사분면의 각이므로 모든 k의 값의 합은 

2+3=5

  ③

27 부채꼴 AOB의 호의 길이 l은 A

P

6 l

O BQ

C

p;3;

`4;3;p

l=6_;3Ò;=2p

원의 둘레의 길이가 l=2p이므로 원의 반지

름의 길이는 1이다.

원의 중심을 C라 하면 삼각형 COP는   

∠POC=;6Ò;, ∠OPC=;2Ò;인  직각삼각형이므로 

tan`;6Ò;= CPÓ
OPÓ

= 1
OPÓ

, OPÓ='3

그러므로 삼각형 OPC의 넓이는 ;2!;_'3 _1=
'3
2

∠POQ= ;3Ò;이므로 중심각의 크기가 큰 쪽의 부채꼴 PCQ의 중심각의 

크기는 ;3$; p이고 넓이는 ;2!;_1Û`_;3$; p=;3@; p 

부채꼴 AOB의 넓이는 ;2!;_6Û`_;3Ò;=6p

따라서 두 선분 AP, BQ와 두 호 AB, PQ로 둘러싸인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6p-2_
'3
2 -;3@; p=:Á3¤: p-'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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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in`b
cos`a +

tan`b
tan`a

=

2'5
5

-
2'5
5

+ -2

-;2!;

=-1+4

=3

  3

33 ㄱ. 함수 f(x)는 ;2{;+ 2n-1
2 p(n은 정수)인 모든 실수 x에서 정

의되므로 함수  f(x)의 정의역은 {x|x+(2n-1)p, n은 정수}이

다. (거짓)

ㄴ.   함수 y=2`tan`;2{;+2의 주기는 
p

;2!;
=2p이고 함수 y=f(x)의 그

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O-p pp-;2; ;2#;p-;2%;p x

y

함수 y=f(x)의 주기도 2p이므로 f(x+2p)=f(x) (참)

ㄷ.   함수 y=f(x)의 그래프는 x=-;2Ò;, x=;2#;p에서 x축과 만나므로 

교점의 x좌표의 합은 -;2Ò;+;2#;p=p이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④

34 함수 y=2`sin`px의 주기는 
2p
p =2이고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2, -2이다.  

x

y

2

-2

y=x y=;2{; y=;3 {;

O

위의 그림에서 y=2`sin`px의 그래프와 직선 y=;n{; 의 교점의 개수는 다

음과 같다.

n=1일 때, 3개

n=2일 때, 7개

n=3일 때, 11개

따라서   f(1)+f(2)+f(3)=3+7+11=21

  ②

30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a에 대하여

tan`a=;2A; 이므로 

sin`a= a
"ÃaÛ`+4

, cos`a= 2
"ÃaÛ`+4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b에 대하

여  tan`b=-;a@; 이므로 

sin`b= 2
"ÃaÛ`+4

, cos`b= -a
"ÃaÛ`+4

sin`a`cos`b= -aÛ`
aÛ`+4

=-;1»0;

10aÛ`=9aÛ`+36, aÛ`=36

따라서 a=6

  ④

31 직선 y=mx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h라 하면 

점 PÁ의 좌표는 (cos`h, sin`h)이다.

a=cos`h, b=`sin`h

점 H의 좌표는 (cos`h, 0)이고 직선 y=mx와 직선 y= - x
m 는 수직

이므로  ∠PÁOPª=;2Ò;

점 Pª의 x좌표는 a`cos`{;2Ò;+h}=-a`sin`h이고 

y좌표는 a`sin`{;2Ò;+h}=a`cos`h이다.

즉, 점 Pª의 좌표는 (-a`sin`h, a`cos`h)
x=-ab, y=aÛ`

따라서 

x+y =(-ab)+aÛ`  

=a(a-b)

  ①

32 직사각형 ABCD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2 : 1이므로

직선 OA의 방정식은 y=-;2!; x

점 A의 x좌표는 xÛ`+{-;2{;}2=5에서 x=-2

A(-2, 1)이므로 

cos`a= -2
'5 =-

2'5
5 , tan`a=-;2!;

 EFÓ=t라 하면 점 E의 좌표는 (-t, 1+t)

(-t)Û`+(1+t)Û`=5에서 2tÛ`+2t-4=0

t=1이므로 점 E의 좌표는 (-1, 2)이다.

그러므로 sin`b= 2
'5 =

2'5
5 , tan`b=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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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ㄱ. 두 함수 y=sin`x, y=cos`x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으므

로 sin`x>cos`x인 x의 값의 범위는  ;4Ò;<x<;4%;p이다.  

그러므로 b-aÉ;4%; p-;4Ò;=p (참)

O

y

y=cos`x

y=sinx
x2p

;4;p( ), :2:
12

;4;p5( ),-:2:
12

ㄴ.   두 함수 y=|sin`x|, y=cos`x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으므로 

|sin`x|>cos`x인 x의 값의 범위는  ;4Ò;<x<;4&;p이다.  

그러므로 b-aÉ ;4&;p-;4Ò;=;2#;p (참)

O

y=|sin`x|

y

y=cos`x

x

;4;p

p 2p

( ), :2:
12 `7-p`4( ), :2:

12

ㄷ.   x=;4Ò;에서 |sin`x|-|cos`x|=0이고 |sin`x|-|cos`x|의 값이 

증가하여 x= ;2Ò;에서 |sin`x|-|cos`x|=1이다.  

다시 |sin`x|-|cos`x|의 값이 감소하여 x= ;4#;p에서  

|sin`x|-|cos`x|=0이므로 |sin`x|-|cos`x|= ;2!;인 x의 값은   

 ;4Ò;<x<;4#;p에서 2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4%;p<x<;4&;p 에서도 2개 존재하므로  

|sin`a|-|cos`a|= ;2!;인 a의 개수는 4이다. (참)

O

y

xp-4
`7-p`4

`5-p`4
`3-p`4

2p

y=|cos`x|

y=|sin`x|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⑤

36 함수 y=cos`x의 그래프와 직선 y=;2{;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

이므로 cos`a= ;2A;

함수 f(x)의 주기는 
2p
p
a

=2a이므로  

 f(a)+ f(2a)+ f(3a)+y+ f(19a)

={ f(a)+ f(2a)}+{ f(a)+f(2a)}+y+f(a)

=9{ f(a)+ f(2a)}+ f(a)

 f(a)=cos(a+p)+a=-cos`a+a 

 f(2a)=cos(a+2p)+a=cos`a+a

9{ f(a)+ f(2a)}+ f(a)

=9_2a+(-cos`a+a)

=18a+{-;2A;+a}

=:£2¦: a

따라서 p+q=2+37=39

  39

37 ㄱ. A+B+C=p이므로 A=p-(B+C)

tan`A=tan`{p-(B+C)}=-tan`(B+C) (거짓)

ㄴ. 
A+B+C

2 =;2Ò; 이므로

 
A+B

2 =;2Ò;- C
2

  cos A+B
2 =cos {;2Ò;- C

2 }

  =sin` C2  (참)

ㄷ. B=;2Ò; 이므로 A+C=;2Ò; 이므로 

  sin`A=sin {;2Ò;-C}=cos`C

  cos`B=cos`;2Ò;=0이므로 

  sin`A`=cos`B+cos`C (참)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⑤

38 직선 y=;3@;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h라 하면 

tan`h=;3@; 이므로 sin`h=
2'1�3
13 , cos`h=

3'1�3
13

∠AOC`=;2Ò;-h이고 ∠ABC는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a=;2!;_∠AOC`

2a=∠AOC=;2Ò;-h

∠AOD=;2Ò;+h이고 ∠ACD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b=;2!;_∠AOD

2b=∠AOD=;2Ò;+h

sin`2a+sin`2b

=sin`{;2Ò;-h}+sin`{;2Ò;+h}

=cos`h+cos`h
=2`cos`h

=
6'1�3
13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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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cosÛ``h` +tanÛ``h= 2+sinÛ``h

cosÛ``h` =8

2+sinÛ``h=8`cosÛ``h
2+(1-cosÛ``h)=8`cosÛ``h

cosÛ``h=;3!;

;2Ò;<h<p이므로 cos`h=-
'3
3

sin`h=
'2
'3 =

'6
3 , tan`h=-'2 이므로 

tan`h
sin`h+cos`h`  

=
-3'2
'6-'3

=-'2 ('6 +'3 )
=-2'3 -'6
  ②

40 'Ä1-2`sin`h`cos`h  

 ="Ã(sinÛ``h+cosÛ``h)-2`sin`h`cos`h 

 ="Ã(sin`h-cos`h)Û` 
 =|sin`h-cos`h|

"Ã1-sinÛ``h="ÃcosÛ``h=|cos`h|이므로 

'Ä1-2`sin`h`cos`h -"Ã1-sinÛ``h
=|sin`h-cos`h|-|cos`h|
=sin`h
이므로 |sin`h-cos`h|=sin`h-cos`h, |cos`h|=-cos`h
이어야 한다. 

즉, sin`h¾cos`h, cos`hÉ0

O

y

y=cos`h

y=sin`h

hp;4; p;2;

;4%;p

;2#;p
2p

두 함수 y=sin`x, y=cos`x의 그래프에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h의 값의 범위는  ;2Ò;ÉhÉ ;4%;p이므로

12(a+b)=12`{;2!;+;4%;}=21

  21

41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4 =sinÛ``h-cos`h+2

=(1-cosÛ``h)-cos`h+2

=-cosÛ``h-cos`h+3

=-{cos`h+;2!;}Û`+:Á4£:>0

이므로 h의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이차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

는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b=2`sin`h
ab=cos`h-2

(a-b)Û`=(a+b)Û`-4ab
 =4`sinÛ``h-4`cos`h+8

 =4(1-cosÛ``h)-4`cos`h+8

 =-4`cosÛ``h-4`cos`h+12

 =-4 {cos`h+;2!;}2+13

따라서 a-b의 최댓값은 cos`h=-;2!;일 때, '1�3이다.

  ②

42  f(x)= 1
cosÛ``x

+ 4
sinÛ``x

 = sinÛ``x+cosÛ``x
cosÛ``x

+ 4`sinÛ``x+4`cosÛ``x
sinÛ``x

 = sinÛ``x
cosÛ``x

+ 4`cosÛ``x
sinÛ``x

+5

 ¾2¾Ð sinÛ``x
cosÛ``x

_ 4`cosÛ``x
sinÛ``x

+5

 =2_2+5=9

 {단, 등호는 
sinÛ``x
cosÛ``x

= 4`cosÛ``x
sinÛ``x

일 때 성립}

따라서 함수 f(x)는 최솟값 9를 갖는다.

  ②

43 (cosÛ``h+sin`h)Û`+(sinÛ``h-sin`h)
 =(1-sinÛ``h+sin`h)Û`+(sinÛ``h-sin`h)
sinÛ``h-sin`h=t라 하면

t={sin`h-;2!;}2-;4!;이고 -1Ésin`hÉ1이므로

-;4!;É`tÉ`2

그러므로 주어진 식은

(1-t)Û`+t=tÛ`-t+1

={t-;2!;}2+;4#;

이므로 t=;2!;일 때 최솟값 m=;4#; 을 갖고, t=2일 때 최댓값 M=3을 

갖는다. 

따라서 M+m=3+;4#;=:Á4°:

  ③

44 sin`x=t라 하면 -1ÉtÉ1

 f(x)=y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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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1+at
2-t

=-a+ -2a-1
t-2

Ú -2a-1>0인 경우, 즉 a<-;2!; 인 경우

함수 y=-a+ -2a-1
t-2 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y

tO-1 1 2

t=1에서 최솟값을 가지므로

-a+ -2a-1
1-2 =a+1>-1

따라서 -2<a<-;2!;

Û -2a-1<0인 경우, 즉 a>-;2!; 인 경우

함수 y=-a+ -2a-1
t-2 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y

tO 1
-1

2

t=-1에서 최솟값을 가지므로

-a+ -2a-1
-3 =-;3A;+;3!;>-1

따라서 -;2!; <a<4

Ü -2a-1=0인 경우, 즉 a=-;2!; 인 경우

y=;2!; 이므로 최솟값이 -1보다 크다. 

Ú, Û, Ü에서 모든 a의 값의 범위는 -2<a<4이므로 

b-a=4-(-2)=6

  ③

45 sin`h+cos`h`=;3!;의 양변을 제곱하면

sinÛ``h+2`sin`h`cos`h+cosÛ``h=;9!;

1+2`sin`h`cos`h`=;9!;

sin`h`cos`h`=-;9$;

  (가)

tan`h+ 1
tan`h

= sin`h
cos`h + cos`h

sin`h

= sinÛ̀ `h+cosÛ̀ `h
sin`h`cos`h

= 1
sin`h`cos`h

=-;4(;

  (나)

tanÛ``h+ 1
tanÛ``h

={tan`h+ 1
tan`h }2`-2

={-;4(;}2`-2

=;1$6(;

따라서 ®ÉtanÛ``h+ 1
tanÛ``h =®Â;1$6(;=;4&;

  (다)

  ;4&;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sin`h`cos`h의 값을 구한 경우 30`%

(나) tan`h+ 1
tan`h 의 값을 구한 경우 40`%

(다) ®ÉtanÛ``h+ 1
tanÛ``h 의 값을 구한 경우 30`%

46  f(x)={x+;2!;}2`+a-;4!; 이고 -bÉ g(x)Éb이므로

함수 ( f½g)(x)는 cos`x=1일 때 최댓값

{b+;2!;}2+a-;4!;=bÛ`+b+a를 갖는다.

  (가)

 f(x)¾a-;4!; 이므로 함수 ( g½f)(x)의 최솟값은 -b이다.

  (나)

( f½g)(x)의 최댓값과 ( g½`f)(x)의 최솟값의 합이 0이므로

(bÛ`+b+a)+(-b)=bÛ`+a=0

즉, a=-bÛ`이므로

a+b=-bÛ`+b

=-{b-;2!;}2`+;4!;

따라서 b=;2!;일 때 최댓값 tan (a+b)p=tan`;4Ò;=1을 갖는다.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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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변별력 문항

47 ① 48 ① 49 ① 50 ③ 51 5

52 34 53 ③ 54 ② 55 ③ 56 26

57 ① 

본문 44~46쪽

상위

4%

47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

A
C

3p

B4

D

P

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PAB=;3Ò; 이다.  점 B

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P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부채꼴 CBD의 중심각의 크기는  ;2Ò; 이다. 두 호 PB, PD와 

선분 B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① ;3@;p+'3 ② ;3@;p+2'3 ③ ;3%;p+'3

④ ;3%;p+2'3 ⑤ ;3*;p+'3

부채꼴 PBD에서 선분 PB와 호 PB로 둘러싸인 

활꼴의 넓이를 뺀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

부채꼴 PBD의 넓이를 구한다.

점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므로 ∠APB=;2Ò;

직각삼각형 ABP에서

BPÓ=ABÓ`sin`;3Ò;=4_
'3
2 =2'3

∠PBA=;2Ò;-;3Ò;=;6Ò;이므로

∠PBD=;2Ò;-;6Ò;=;3Ò;

따라서 부채꼴 PBD의 넓이는 ;2!;_(2'3 )Û`_;3Ò;=2p

풀이전략

문제풀이

원의 지름을 한변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BPÓ=2'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ÔÒ;이다.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 f½g)(x)의 최댓값을 구한 경우 30`%

(나) (g½f )(x)의 최솟값을 구한 경우 30`%

(다) tan (a+b)p의 최댓값을 구한 경우 40`%

선분 PB와 호 PB로 둘러싸인 활꼴의 넓이를 구한다.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 하면 부채꼴 PMB의 중심각의 크기는 

;3@; p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이므로  

부채꼴 PMB의 넓이는 

;3;p

2

12

213

M B

P

;2!;_2Û`_;3@;p=;3$;p

삼각형 PMB의 넓이는 

;2!;_2'3 _1='3

그러므로 선분 PB와 호 PB로 둘러싸인 활꼴의 넓이는

;3$;p-'3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따라서 두 호 PB, PD와 선분 B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p-{;3$;p-'3}=;3@;p+'3

  ①

48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 O인

Q

H O

P

R

A x

y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원 

위의 두 점 P, Q에 대하여 점 A를 지

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직선 OP와 

만나는 점을 R라 하고, 점 Q에서 x축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POQ=;2Ò;이고  ARÓ=3HQÓ일 때, 

cos(∠AOQ)의 값은? (단, 점 P는 제 1사분면 위의 점이다.)

① 
1-'3�7

6  ② 
2-'3�7

6  ③ 
3-'3�7

6

④ 
4-'3�7

6  ⑤ 
5-'3�7

6

∠AOQ=∠AOP+;2ÔÒ;

 

   직선 OP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하여 각 선분의 길이를 

나타낸다.

두 선분 RA, QH의 길이를 ∠POA로 나타낸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고 ∠POA=a라 하면 RAÓ=r`tan`a

QÕHÓ=r`sin`{;2Ò;+a}=r`cos`a

RAÓ=3QHÓ이므로 

RAÓ
QHÓ

= r`tan`a
r`cos`a =3

tan`a=3`cos`a
`sin`a
cos`a =3`cos`a

sin`a=3`cosÛ``a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2배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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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a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한다.

sin`a=3(1-sinÛ``a)

3`sinÛ``a+sin`a-3=0 

sin`a= `-1Ñ'3�7
6

sin`a>0이어야 하므로 

sin`a= `-1+'3�7
6

;2Ò;+a의 삼각함수의 값을 이용하여 cos(∠AOQ)의 값을 구한다.

cos (∠AOQ)=cos`{;2Ò;+a}

=-sin`a

= 1-'3�7
6

  ①

49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

A

B

C'

a

h

C

x

y

C:`x Û`+(y-1)Û`=1을 x축 

위에서 오른쪽으로 굴려 h만큼 

이동시킨 후의 원을 C'이라 하

자. 

원 C 위의 점 A(0, 2)가 원 

C' 위의 점 B로 이동하였을 때, 직선 OB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루는 각의 크기 a에 대하여 tan`a의 값은?

① 
1+cos`h
h+sin`h  ② 

2+cos`h
h+sin`h  ③ 

1+sin`h
h+cos`h

④ 
2+sin`h
h+cos`h  ⑤ 

h+sin`h
2+cos`h

회전할 때 x축 위에 닿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h이다.  

 회전한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구한다.

원 C가 회전한 각의 크기 h의 값을 구한다.

원 C를 x축 위에서 오른쪽으로 굴려 h만큼 이동했으므로 원 C'의 중

심 P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원 C'과 x축이 아닌 점에서 만나

는 점을 A'이라 하면 h=1_∠A'PB

∠A'PB=h

O a

(h,`1)
h1

A A'
C C'

P

B
x

y

sinÛ``a+cosÛ``a=1

점 P는 제 1사분면 위의 점이므로 0<a<;2ÔÒ;

풀이전략

문제풀이

점 B의 좌표를 구한다.

점 B의 좌표를 (a, b)라 하면, 

a-h=sin`h, b-1=cos`h
그러므로 점 B의 좌표는 (h+sin`h, 1+cos`h)

tan`a의 값을 구한다.

따라서 직선 OB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a에 대하여

tan`a= `1+cos`h
h+sin`h

  ①

5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Û`+yÛ`=1

Q

-1

h a
-1 O

A

P

1 x

y  

위의 점 P와 A(0, 1)을 지나는 직

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a라 하자. 점 P를 원점 O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을 Q라 할 때,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을 h라 하자.

tan`a=;3@;일 때, tan`h+ 1
cos`h 의 값은?  

  (단, 점 P는 제 1사분면 위의 점이다.)  

① -;6%; ② -;4#; ③ -;3@;

④ -;1¦2; ⑤ -;2!;

선분 PQ의 중점이 점 O이다.
 

 점 Q의 좌표를 구한다.

직선 AQ의 방정식을 구한다.

tan`a=;3@;이므로 두 점 A,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3@; x+1

점 P를 원점 O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이 Q이므로 선분 PQ의 중점

은 O이다. 즉, 선분 PQ는 원 xÛ̀ +yÛ̀ =1의 지름이므로 삼각형 PAQ는

∠A`=;2Ò;인 직각삼각형이다.

직선 AQ와 직선 AP는 서로 수직이므로 직선 AQ의 기울기는 ;2#;이다. 

그러므로 직선 AQ의 방정식은

y=;2#;x+1

점 Q의 좌표를 구한다.

직선 AQ와 원의 교점의 좌표는 xÛ`+{;2#;x+1}2=1

:Á4£:xÛ`+3x=0에서 점 Q의 x좌표는 x=-;1!3@;이고 

y좌표는 y=;2#;_{-;1!3@;}+1=-;1°3;

원 C'의 중심의 좌표가 (h, 1)이고

직선 x=h를 x축이라 생각하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활용한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두 직선 AQ, AP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

점 Q는 직선 y=;2#;x+1 위의 점이므로 직선의  방정식에

x=-;1!3@;를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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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tan`h+
1

cos`h 의 값을 구한다.

이때 동경 OQ가 나타내는 각 h에 대하여 

tan`h=
- 5

13

- 12
13  

=;1°2;, `1
cos`h =-;1!2#;

따라서 

tan`h+ `1
cos`h =;1°2;+{-;1!\2#;}

=-;1¥2;

=-;3@;

  ③

5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의 변 AC 위

B C
h

E

D

A

의 점 D에 대하여 ADÓ=BCÓ이고 선분 AB를 3 : 2 

로 내분하는 점을 E라 할 때, ADÓ̀ =DEÓ=CEÓ이다.

∠ABC=h라 할 때, tan`h의 값을 구하시오.  5

점 E를 지나고 직선 BC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 닮음비가 3 : 5인 두 삼각형을 찾는다.

 

 닮음비를 이용하여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한다.

세 선분 AD, CD, BC의 길이를 h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BCÓ=a라 하면 ACÓ=a`tan`h 

B C

H

h

E

D

A

ADÓ`=BCÓ이므로 CDÓ`=a`tan`h-a

점 E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두 삼각형 AEH, ABC는 서로 닮은 삼각형이고 닮음비

는 3 : 5이다.

점 E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한다.

EHÓ=;5#;a이고 

AÕHÓ=AÕDÓ+DHÓ

=a+;2!;(a`tan`h-a) 

tan`h의 값을 구한다.

∠AEH=h이므로 

tan`h= AHÓ
EHÓ

=
a+;2!;(a`tan`h-a)

;5#; a 

=;3%;_{;2!;+;2!;`tan`h}

풀이전략

문제풀이

따라서 tan`h=5

  5

52 
두 함수 f(x)=a`cos`bx+c와 g(x)=sin`x가 다음 조건을 만족

시킬 때, 36(aÛ`+bÛ`+cÛ`)의 값을 구하시오.  

 34 (단, a>0, b>0이고, a, b, c는 상수이다.)

(가) 0ÉxÉ3p에서  f(x)É`g(x)이다.

(나)  f(0)=g(0), f`{;2#;p}=g`{;2#;p}

주어진 범위에서 곡선 y=f(x)는 

곡선 y=g(x)의 아래쪽에 있다.

두 곡선 y=f(x), y=g(x)는 x=0, x=;2#;p에서 만난다.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함수 y=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다.

함수 y=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다.

(가)에서 0ÉxÉ3p일 때,  f(x)Ég(x)이어야 하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가 함수 y=g(x)의 그래프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

(나)에서 두 함수 y= f(x), y=g(x)의 그래프는 x=0, x= ;2#;p일 때 

만나야 하므로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아야 한다. 

O

y
y=g(x)

y=f(x)

x3p

;2#;p

함수 f(x)의 주기,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여 세 상수 a, b, c의 값

을 구한다.

함수 f(x)의 주기는 3p이므로 

2p
b =3p, b=;3@;

함수 f(x)의 최댓값은 0, 최솟값은 -1이므로

(|a|+c)+(-|a|+c)=2c=-1

c=-;2!;

|a|+c=|a|-;2!;=0이므로 a=;2!;

따라서 

36(aÛ`+bÛ`+cÛ`)=36 {;4!;+;9$;+;4!;}
=34

  34

풀이전략

문제풀이

y=a`cos`bx+c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은 2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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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두 함수  f(x)=

2`sin`x-cos`x
2`tan`x-1 , g(x)="Ã1-sinÛ``x가

 f(x+m)= f(x), g(x)=g(n-x)를 만족시킬 때, 

m+n의 최솟값은? (단, m>0, n>0)

① 2p ② ;2%;p ③ 3p

④ ;2&;p ⑤ 4p

f(x)의 주기가 p일 때, m은 p의 배수이다.

함수 y=g(x)의 그래프는 직선 x=;2N;에 대하여 대칭이다.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를 통하여 주기와 대칭성을 조사한다.

함수 f(x)의 식을 간단히 하여 함수 f(x)의 주기를 구한다.

 f(x)= 2`sin`x-cos`x
2`tan`x-1

 = 2`sin`x-cos`x
2`sin`x
cos`x -1

 =cos`x

따라서 함수 f(x)의 주기는 2p이다. 

 f(x+m)= f(x)를 만족시키는 m의 값은 m=2kp (단, k는 정수)

함수 y=g(x)의 식을 간단히 하여 함수 g(x)의 대칭성을 조사한다.

g(x)="Ã1-sinÛ``x="ÃcosÛ``x=|cos`x|이므로 함수 g(x)의 주기는 

p이고 함수 y=g(x)의 그래프는 직선 x=0에 대하여 대칭이다. 

O

y

y=|cos`x|

xpp;2; ;2#;p

한편, g(x)=g(n-x)에 x=;2N;+t를 대입하면 

 g`{;2N;+t}=g`{;2N;-t} 

이므로 함수 y=g(x)의 그래프는 x=;2N;에 대하여 대칭이어야 한다.

n>0이므로 함수 y=g(x)의 그래프가 대칭이 되도록 하는 x축에 수

직인 직선은 x= ;2K;p (k는 정수)이다.

그러므로 g(x)= g(n-x)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은 n=kp (k는 정수)

이다.

m+n의 값을 구한다.

따라서 m+n의 값은 m=2p, n=p일 때 최솟값 2p+p=3p를 갖

는다.

  ③

풀이전략

문제풀이

x=;2N;에서부터 t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함수  g(x)의 함숫값이 서로 같다.

54 
두 함수 y=sin`x, y=cos`x의 그래프가 0<x<t에서 직선  

y=k`{ '22 <k<1}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f(t), g(t)라 하

자.  f(t)>g(t)를  만족시키는 모든 t의 값의 범위가 a<tÉb일 

때, a+b의 값은? (단, 0<t<2p)

① 2p ② ;2%;p ③ 3p

④ ;2&;p ⑤ 4p

   두 함수 y=sin`x, y=cos`x의 그래프와 x축에 평행한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함수 g(t)를 구한다.

k

y=sin`x

xO

y

y=cos`x

12
2

`p--a`2

`2p-a`p-+a`2
a

직선 y=k가 함수 y=cos`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양수의 값을 a라 하면 0<a< p
4 이고, 0ÉxÉ2p일 때,  

x=a, x=2p-a에서 직선 y=k가 함수 y=cos`x의 그래프와 만난다.

g(t)=

(

{

9   

0 (0<tÉa)
1 (a<tÉ2p-a)
2 (2p-a<t<2p)

함수  f(t)를 구한다.

마찬가지로 직선 y=k는 함수 y=sin`x의 그래프와 

x= p
2 -a, x= p

2 +a에서 만나므로

 f(t)=

(
M
{
M
9

0 {0<tÉ p
2 -a}

1 { p2 -a<tÉ p
2 +a}

2 { p2 +a<t<2p}

f(t)>g(t)를 만족시키는 모든 t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f(t)>g(t)를 만족시키는 모든 t의 값의 범위는

p
2 +a<tÉ2p-a이다. 

따라서 a+b={ p2 +a}+(2p-a)=;2%;p

  ②

풀이전략

문제풀이

함수 y=cos`x의 그래프는 주기가 2p이고

직선 x=0, x=2p에 대하여 대칭이다.

함수 y=sin`x의 그래프는 주기가 2p이고

직선 x=
p
2 에 대하여 대칭이다. 

a< p
4 이므로 tÉ p

2 +a에서 f(t)É`g(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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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함수 f(n), g(n)을 

 f(n)=2`sin`[np+(-1)n ;6Ò;], g(n)=2`tan`{;2N; p+;4Ò;}-1

이라 하자. h(n)=f(n)-g(n+1)일 때, 

h(1)+h(2)+h(3)+y+h(15)의 값은?

① 20 ② 24 ③ 28

④ 32 ⑤ 36

 

 사인함수와 탄젠트함수의 주기를 이용하여 함숫값의 규칙을 알아본다.

함수 f(n)의 규칙을 알아본다.

함수 f(n)에 n=1, 2, 3,y 을 대입하면

 f(1)=2`sin {p-;6Ò;}=2`sin`;6Ò;=1

 f(2)=2`sin {2p+;6Ò;}=2`sin`;6Ò;=1

 f(3)=2`sin {3p-;6Ò;}=2`sin`;6Ò;=1



이므로 f(n)=1

함수 g(n)의 규칙을 알아본다.

함수 g(n)에 n=1, 2, 3,y을 대입하면

 g(1)=2`tan`{;2Ò;+;4Ò;}-1= -2

tan` p4
-1=-3

 g(2)=2`tan`{p+;4Ò;}-1=2`tan`;4Ò;-1=1

 g(3)=2`tan`{;2#;p+;4Ò;}-1= -2

tan` p4
-1=-3



이므로  g(2k-1)=-3, g(2k)=1 (단, k는 자연수)

함수 h(n)의 함숫값을 구한다.

그러므로 h(2k-1)= f(2k-1)-g(2k)=1-1=0,

h(2k)= f(2k)-g(2k+1)=1-(-3)=4 (단, k는 자연수)

따라서 

h(1)+h(2)+h(3)+y+h(15)  

=0+4+0+4+y+0  

=7_(0+4)+0  

=28 

  ③

풀이전략

문제풀이

sin (p-x)=sin`x임을 이용한다. ※ sin (p+x)=-sin`x

sin`x의 주기는 2p이므로 sin(2p+x)=sin`x이다.

tan`{;2Ò;+x}=-
1

tan`x 임을 이용한다. ※ tan`{;2Ò;-x}= 1
tan`x

tan`x의 주기는 p이므로 tan (p+x)=tan`x이다.

함수 g(n)은 n의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함수 h(n)도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나누어 생각한다.

56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 B

PÁ

Pª

PªÇÐÁ

P£y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AB의 호를 

2n등분한 점을 각각 P Á, P ª, P3,y, 

P2n-1할 때, 

BPÁ Ó Û`+BPª Ó Û`+BP3 Ó Û`+y+BP2n-1Ó Û`¾10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6

 

 BPkÓ의 값을 삼각함수로 표현한다.

BPkÓ의 값을 원주각을 이용하여 삼각함수로 표현한다.

선분 AB의 중점을 O라 하면

∠P1OB`= p
2n

∠P1AB= p
4n 이고 ABÓ=2이므로 

BP1Ó Û`={2`sin` p
4n }2=4`sinÛ` p4n

∠P2OB= 2p
2n

∠PªAB= 2p
4n 이므로

BP2Ó Û`={2`sin` 2p4n }2=4`sinÛ`` 2p4n

마찬가지로 ∠PkAB= kp
4n 이므로

BPkÓ Û`={2`sin`
kp
4n }2=4`sinÛ`` kp4n

각 ;2Ò;-x의 삼각함수의 값을 이용하여 식의 값을 계산한다.

BP1Ó Û`+BP2Ó Û`+BP3Ó Û`+y+BP2n-1Ó Û`

=4`sinÛ`` p
4n +4`sinÛ`` 2p4n +4`sinÛ`` 3p4n +

y+4`sinÛ`` np4n +4`sinÛ``
(n+1)p

4n +y+4`sinÛ``
(2n-1)p

4n

=4`sinÛ`` p
4n +4`sinÛ`` 2p4n +4`sinÛ`` 3p4n +y

+4`sinÛ̀ ` np4n +4`sinÛ̀ `[;2Ò;- (n-1)p
4n ]+y+4`sinÛ̀ `{;2Ò;- p

4n }

=4`sinÛ`` p
4n +4`sinÛ`` 2p4n +4`sinÛ`` 3p4n +y

+4`sinÛ`` np4n +4`cosÛ``
(n-1)p

4n +y+4`cosÛ`` p
4n

=4(n-1)+4_{ '22 }2`

=4n-2¾100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한다.

n¾:;!4);ª:=:°2Á: 이므로 자연수 n의 최솟값은 26이다.

  26

풀이전략

문제풀이

∠AOB=p이고 호를 2n등분했으므로 부채꼴 

Pk+1OPk의 중심각의 크기는 
p
2n 이다.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2!;배이다. 

sin`{ p2 -x}
=cos`x

sinÛ``x+cosÛ``x=1 

sinÛ`` np4n ={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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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0<x<;2Ò;, 0<y<;2Ò; 에서 cos`x+3`sin`x=3일 때,

sin`x`cos`y+sin`y`cos`x의 최댓값은?

① 1 ② ;3@; ③ 
'3
3

④ 
'2
3  ⑤ ;3!;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

하여 sin`x`cos`y+sin`y`cos`x의 최댓값을 구한다.

cos`x+3`sin`x=3을 만족시키는 x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한다.

cos`x+3`sin`x=3에서 cos`x=3-3`sin`x

양변을 제곱하면

cosÛ``x=9-18`sin`x+9`sinÛ``x

1-sinÛ``x=9-18`sin`x+9`sinÛ``x

10`sinÛ``x-18`sin`x+8=0

5`sinÛ``x-9`sin`x+4=0

(5`sin`x-4)(sin`x-1)=0

sin`x=;5$;, cos`x=;5#;

sin`y, cos`y를 치환하여 sin`x`cos`y+sin`y`cos`x의 값을 좌표평면

에 나타낸다.

sin`y=a, cos`y=b라 하면 0<a<1,`0<b<1이고

aÛ`+bÛ`=sinÛ``y+cosÛ``y=1 yy ㉠

sin`x`cos`y+sin`y`cos`x

=;5$;`cos`y+;5#;`sin`y

=;5#; a+;5$; b

;5#; a+;5$; b=k (k는 상수)라 하면

3a+4b=5k yy ㉡

㉠, ㉡에서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다음 그

림과 같다.

O

b

a

3a+4b=5k

aÛ`+bÛ`=1(a>0, b>0)

3a+4b의 값이 최대가 될 때의 k의 값을 구한다.

k의 값은 그림과 같이 직선 3a+4b=5k가 사분원 aÛ`+bÛ`=1 (a>0, 

b>0)에 접할 때 최대가 된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0<x<
p
2 이므로 0<sin`x<1이다.

|5k|
"Ã3Û`+4Û`

=1에서 k=1이므로 ;5#; a+;5$; b의 최댓값은 1이다.

  ①
사분원 xÛ`+yÛ`=1`(x>0, y>0)의 중심과

직선 3x+4y=5k 사이의 거리가 사분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58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 O이

O 1

P
Q

x

CÁ Cª

r

y

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r인 두 원 

CÁ, Cª가 있다. 두 점 P, Q는 각각 

(1, 0), (r, 0)에서 출발하여 같은 속

력으로 각각 원 CÁ과 원 Cª의 둘레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점 

Q가 원 Cª의 둘레를 2바퀴 도는 동안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횟수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r의 값의 범위는 aÉr<b이다. 10ab의 값을 구하시오.  

 105 (단, r>1이고 출발하는 순간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두 점 P, Q는 각각 반지름의 길이가 1, r인 원의 둘레를 회전

하고,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같은 시간 동안 회전한 각의 

크기는 P가 Q보다 더 크다.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이기 위해서는 두 점 P, Q가  

시작점이 점 O인 반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구하기

   ①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함을 이용한다.  

②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함을 이용한다.  

③ 호도법의 뜻에 주의한다.

   두 점 P, Q의 위치를 중심각 h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두 점 P, Q 사이의 거리

가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

두 점 P, Q의 속력이 같기 위한 두 부채꼴 POA, QOB의 중심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다.

두 점 (1, 0), (r, 0)을 각각 A, B라 하고 ∠AOP=h라 하면 호 AP

의 길이는 h이다. 두 점 P, Q는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호 BQ의 

길이가 h이어야 하고 ∠BOQ`=hÁ이라 하면 rhÁ=h이므로 

hÁ= h
r , 즉 ∠BOQ= h

r 이다.

점 Q가 원 Cª의 둘레를 2바퀴 도는 동안 ∠BOQ의 크기는

0É h
r É4p, 0ÉhÉ4pr yy ㉠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한 h의 조건을 찾는다.

파헤치기문항

point 찾기실수

풀이전략

문제풀이

내신 상위 4% of 4% 본문 47쪽

해 30-45 올림포스(고난도)_수1_3강-오3.indd   44 2017-11-06   오후 2:34:26



정답과 풀이 45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동경 OP, OQ가 

일치해야 하므로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 h, hr 에 대하여 h- h
r =2np (단, n은 정수)

h= 2npr
r-1  

㉠에서 0É 2npr
r-1 É4pr 

0É n
r-1 É2

그러므로 0ÉnÉ2(r-1)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횟수가 4이기 위한 모든 r의 값

의 범위를 구한다.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횟수가 4이므로 n=4일 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만 n=5일 때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즉, 4É2(r-1)이고 5>2(r-1)이어야 한다.

4É2(r-1)에서 r¾3

5>2(r-1)에서 0<r<;2&;

따라서 3É`r<;2&; 이므로

10ab=10_3_;2&;

=105

  105

두 점 P, Q 사이의 거리가 최소이기 위해서는 두 점 P, Q가

시작점이 점 O인 반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두 각 h, hr 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

하기 위한 조건

삼각함수의 활용04

내신        우수 문항기출

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③ 07 ② 08 ② 0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⑤

16 0Éh<;4Ò; 또는 ;4#; p<h<;4%; p 또는 ;4&; p<h<2p

17 67'3
2

본문 50~52쪽

01 2`cos`{x+;2Ò;}=-'3

2`sin`x='3

sin`x=
'3
2

x=;3Ò; 또는 x=;3@; p

따라서 모든 실근의 곱은 
p
3 _ 2

3 p=;9@; pÛ`

  ④

02 2 cosÛ``x-sin`x-1=0

2(1-sinÛ``x)-sin`x-1=0

2 sinÛ``x+sin`x-1=0

(2 sin`x-1)(sin`x+1)=0

sin`x=;2!; 또는 sin`x=-1

x=;6Ò; 또는 x=;6%; p 또는 x=;2#; p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은

;6Ò;+;6%; p+;2#; p

=;2%; p

  ④

03 tan`x+ 1
tan`x =

4'3
3

3 tanÛ``x-4'3  tan`x+3=0

tan`x= 2'3Ñ'Ä12-9
3

tan`x= '33  또는 tan`x='3

x=;6Ò; 또는 x=;3Ò;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은

;6Ò;+;3Ò;=;2Ò;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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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y

xO ;4;p
;4%;p

y=cos`x y=sin`x

2p

0Éx<2p일 때, sin`x-cos`x=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x=;4Ò; 또는 x=;4%; p

따라서 부등식 sin`x-cos`x¾0의 해는

;4Ò;ÉxÉ;4%; p

따라서 a=;4Ò;, b=;4%; p이므로 b-a=p

  ④

05 2`cosÛ``x-cos`x-1¾0

(2`cos`x+1)(cos`x-1)¾0

cos`xÉ-;2!; 또는 cos`x¾1 yy ㉠

0Éx<2p에서 cos`x=-;2!; 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x=;3@; p 또는 x=;3$; p

따라서 ㉠의 해는 ;3@; pÉxÉ;3$; p 또는 x=0

  ②

06 tan`{;2!;x+;6Ò;}¾'3 에서 

;2!; x+;6Ò;=t라 하면,

tan`t¾'3  {단, - p
12 <t<;1°2; p}

tan`t='3 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은 t=;3Ò;

따라서 부등식 tan`t¾'3 의 해는

;3Ò;Ét<;1°2; p

;2!; x+;6Ò;=t이므로 

부등식 tan`{;2!;x+;6Ò;}¾'3 의 해는 ;3Ò;Éx<;2Ò;

따라서 a=;3Ò;, b=;2Ò; 이므로 a+b=;6%; p

  ③

07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ABC=60ù이므로 사인법칙 
b

sin`B =2R에서 

3
sin`60ù =2R, 

3
'3
2

=2R

R='3
  ②

08 사인법칙 
a

sin`A = b
sin`B 에서

'3

sin`;3@; p
=
'2

sin`B

sin`B=
'2
2 , ∠ABC=;4Ò;

따라서 ∠ACB=p-;3@; p-;4Ò;= p
12

  ②

09 ㄱ. 사인법칙에서 
a

sin`A = b
sin`B

sin`A=sin`B이면 a=b

그러므로 삼각형 ABC는 a=b인 이등변삼각형이다.

ㄴ. 사인법칙에서 
a

sin`A = b
sin`B =2R

 (단, R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이다.)

a`sin`A=b`sin`B이면 a_ a
2R =b_ b

2R , aÛ`=bÛ`

a=b이므로 삼각형 ABC는 이등변삼각형이다.

ㄷ. 사인법칙 
a

sin`A = b
sin`B = c

sin`C =2R

a`sin`A=b`sin`B+c`sin`C이면

a_ a
2R =b_ b

2R +c_ c
2R , aÛ`=bÛ`+cÛ`

그러므로 삼각형 ABC는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다.

따라서 이등변삼각형은 ㄱ, ㄴ이다.

  ③

10 코사인법칙에서

BCÓ Û`=5Û`+3Û`-2_5_3_cos`;3@; p

=34+15

=49

BCÓ>0이므로 BCÓ=7

  ④

11 코사인법칙에서

cÛ`=4Û`+('2 )Û`-2_4_'2 _cos`;4Ò;=10, c='1�0

cos (∠ABC)= cÛ`+aÛ`-bÛ`
2ca

=
('1�0)Û`+4Û`-('2 )Û`

2_'1�0_4

= 3
'1�0

따라서 cosÛ` (∠ABC)=;1»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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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ㄱ.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사인법칙에서  sin`A=
a

2R , sin`B=
b

2R 이고

코사인법칙에서 cos`C= aÛ`+bÛ`-cÛ`
2ab 이므로

sin`A
sin`B =2`cos`C이면

;bA;= aÛ`+bÛ`-cÛ`
ab

bÛ`=cÛ`이므로 b=c인 이등변삼각형이다.

ㄴ. 코사인법칙에서 cos`A= bÛ`+cÛ`-aÛ`
2bc , cos`B= cÛ`+aÛ`-bÛ`

2ca 이므로

a`cos`A=b`cos`B이면

a_ bÛ`+cÛ`-aÛ`
2bc =b_ cÛ`+aÛ`-bÛ`

2ca

aÛ`(bÛ`+cÛ`-aÛ`)=bÛ`(cÛ`+aÛ`-bÛ`)

aÛ`cÛ`-aÝ`=bÛ`cÛ`-bÝ`

cÛ`(aÛ`-bÛ`)=(aÛ`+bÛ`)(aÛ`-bÛ`)

a+b이므로 cÛ`=aÛ`+bÛ`

그러므로 삼각형 ABC는 ∠C=;2Ò; 인 직각삼각형이다.

ㄷ. 코사인법칙에서

cos`A= bÛ`+cÛ`-aÛ`
2bc , cos`B= cÛ`+aÛ`-bÛ`

2ca , cos`C= aÛ`+bÛ`-cÛ`
2ab

이므로

a`cos`A=b`cos`B+c`cos`C이면

a_ bÛ`+cÛ`-aÛ`
2bc =b_ cÛ`+aÛ`-bÛ`

2ca +c_ aÛ`+bÛ`-cÛ`
2ab

aÛ`(bÛ`+cÛ`-aÛ`)=bÛ`(cÛ`+aÛ`-bÛ`)+cÛ`(aÛ`+bÛ`-cÛ`)

aÝ`=bÝ`-2bÛ`cÛ`+cÝ`, aÝ`=(bÛ`-cÛ`)Û`

aÛ`=bÛ`-cÛ` 또는 aÛ`=-(bÛ`-cÛ`)

bÛ`=aÛ`+cÛ` 또는 cÛ`=aÛ`+bÛ`

b<c이므로 cÛ`=aÛ`+bÛ`

그러므로 삼각형 ABC는 ∠C=;2Ò; 인 직각삼각형이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은 ㄴ, ㄷ이다.

  ④

13 코사인법칙에서 cos`C= aÛ`+bÛ`-cÛ`
2ab 이므로 

cos`C=
2Û`+3Û`-'7 Û`

2_2_3 =;2!;, ∠C=;3Ò;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S=;2!; ab`sin`C=;2!;_2_3_sin`;3Ò;= 3'3
2

  ②

14 
;3;p

A D

13

8
B C

∠ABC=p-∠BCD=;3@; p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Û`=cÛ`+aÛ`-2ca`cos`B, 13Û`=cÛ`+8Û`+8c

cÛ`+8c-105=0, (c-7)(c+15)=0

c>0이므로 c=7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S=;2!; ca`sin`B

=;2!;_7_8_sin`;3@; p

=14'3
따라서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배이므로 

28'3이다.

  ⑤

15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S=;2!; bc`sin`A=;2!;_3_4_sin`A=3'3에서 

sin`A=
'3
2

∠BAC는 예각이므로 ∠BAC=;3Ò;이고 cos`A=;2!;

코사인법칙에서 aÛ`=bÛ`+cÛ`-2bc`cos`A

aÛ`=3Û`+4Û`-2_3_4_;2!;=13, a='1�3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S=;2!; ca`sin`B=;2!;_4_'1�3_sin`B=3'3에서 

sin`B=
3'3
2'1�3 =

3'3�9
26

즉, sin`(∠ABC)=
3'3�9
26 이므로 p=26, q=3

따라서 p+q=29

  ⑤ 

16 x에 대한 이차방정식 2xÛ̀ +4x`cos`h+1=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라 할 때,  
D
4 =(2`cos`h)Û̀ -2>0이어야 한다. 

  (가)

2`cosÛ``h-1>0, cosÛ``h>;2!;

cos`h>
'2
2  또는 cos`h<-

'2
2

  (나)

따라서 0Éh<;4Ò; 또는 ;4#; p<h<;4%; p 또는 ;4&; p<h<2p

  (다)

  0Éh<;4Ò; 또는 ;4#; p<h<;4%; p 또는 ;4&; p<h<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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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판별식 D가 D>0임을 이용한 경우 40`%

(나) cos`h의 값의 범위를 구한 경우 30`%

(다) 모든 h의 값의 범위를 구한 경우 30`%

17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ACÓ Û`=7Û`+8Û`-2_7_8_cos`;3@; p=169

ACÓ>0이므로 ACÓ=13

  (가)

삼각형 ACD의 넓이를 SÁ이라 하면

SÁ=;2!; ac`sin`D

=;2!;_8_7_sin`;3@; p

=14'3
삼각형 ABC의 넓이를 Sª라 하면

Sª=;2!; bc`sin`A

=;2!;_13_6_sin`;3@; p

=
39'3

2

  (나)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 S는 

S=SÁ+Sª

=14'3+ 39'3
2

=
67'3

2

  (다)

  
67'3

2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ACÓ를 구한 경우 30`%

(나) 삼각형 ACD,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 경우 60`%

(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한 경우 10`%

내신        고득점 문항

18 ④ 19 ⑤ 20 ① 21 ⑤ 22 ②

23 ① 24 ① 25 ④ 26 ③ 27 ①

28 ④ 29 ② 30 ② 31 ③ 32 ⑤

33 ;4#;  34 :¢3»: p

본문 53~55쪽

상위

7%

18 cos`;2Ò; x=;2!; 에서 ;2Ò; x=t라 하면 cos`t=;2!; (단, 0Ét<2p)

이를 만족시키는 t=;3Ò; 또는 t=;3%; p

이때 x=;3@; 또는 x=:Á3¼: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은 ;3@;+:Á3¼:=4

  ④

19 tan`x=3`sin`x에서

sin`x
cos`x =3`sin`x

Ú sinx=0인 경우

x=0 또는 x=p
Û sin`x+0인 경우

cos`x=;3!;

y

xO a b 2p

;3!;

1

0Éx<2p일 때, 방정식 cos`x=;3!;의 해는 함수 y=cos`x의 그래

프와 직선  y=;3!;의 교점의 x좌표이다.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a, b (a<b)라 하면

y=cos`x의 그래프는 직선 x=p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a=2p-b
이다.

따라서 a+b=2p
Ú, Û 에 의하여 모든 실근의 합은

0+p+a+b=p+2p=3p
  ⑤

20 y=xÛ`-6x`sin`h+9-7`cosÛ``h
=(x-3`sin`h)Û`-9`sinÛ``h+9-7(1-sinÛ``h)
=(x-3`sin`h)Û`+2-2`sinÛ``h

직선 y=x가 꼭짓점 (3`sin`h, 2-2`sinÛ``h)를 지나므로

2-2`sinÛ``h=3`sin`h
2`sinÛ``h+3`sin`h-2=0

(2`sin`h-1)(sin`h+2)=0

-1Ésin`hÉ1이므로 sin`h=;2!;

이를 만족시키는 양수 h의 최솟값은 h=;6Ò;
  ①

21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Û`+x`sin`h+tanÛ``h-3=0이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모두 가지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곱이 

음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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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A= bÛ`+cÛ`-aÛ`
2bc

= 9kÛ`+12kÛ`-25kÛ`
2_3k_2'3 k

=- 1
3'3

=-
'3
9

  ①

25 cosÛ``A+cosÛ``B+cosÛ``C=1에서

1-sinÛ``A+1-sinÛ``B+1-sinÛ``C=1

sinÛ``A+sinÛ``B+sinÛ``C=2 yy ㉠

사인법칙에서 
a

sin`A = b
sin`B =

c
sin`C =4

sin`A=;4A;, sin`B=;4B;, sin`C=;4C; 이므로 

이것을 ㉠에 대입하면 
aÛ`+bÛ`+cÛ`

16 =2

따라서 ABÓ Û`+BCÓ Û`+CAÓ Û`=aÛ`+bÛ`+cÛ`=32

  ④

26 두 원 CÁ, Cª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Á, rª라 하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ABÓ

sin`C =2rÁ

즉, 
ABÓ

sin`;3Ò;
=2rÁ에서 rÁ= ABÓ

'3

원 Cª에서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AOªB=;3Ò;이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원 Cª 위의 한 점 D를 잡으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ADB=;2!;∠AOªB=;6Ò;이다.  

A

B

C

CÁ

Cª

Oª

OÁp-3

p-3 p-6

D

삼각형 ABD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ABÓ

sin`D =2rª

즉, 
ABÓ

sin`;6Ò;
=2rª에서 rª=ABÓ

Sª
SÁ =

p(rª)Û`
p(rÁ)Û`

= (ABÓ)Û`

{ ABÓ
'3
}2`

=3

  ③

27 점 D가 BCÓ를 1 : 2로 내분하므로

BDÓ=1, CDÓ=2

ABÓ : ACÓ=BDÓ : CDÓ=1 : 2이므로

ADÓ는 ∠BAC의 이등분선이다.

즉, tanÛ``h-3<0

-'3 <tan`h<'3 

따라서 -;3Ò;<h<;3Ò;이고 a=-;3Ò;, b=;3Ò;이므로

b-a=;3@; p

  ⑤

22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Û`+2'3 x`cos`h+1+5`sin`h>0이 항상 성립하므로

방정식 xÛ`+2'3 x`cos`h+1+5`sin`h=0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D
4 =('3`cos`h)Û`-(1+5`sin`h)<0

3`cosÛ``h-5`sin`h-1<0

3(1-sinÛ``h)-5`sin`h-1<0

3`sinÛ``h+5`sin`h-2>0

(3`sin`h-1)(sin`h+2)>0

sin`h>;3!;

y

hO a b 2pp

;3!;

0Éh<2p일 때, 함수 y=sin`h의 그래프와 직선 y= ;3!;의 교점의 h좌

표를 각각 a, b (a<b)라 하면 sin`h> ;3!;을 만족시키는 모든 h의 값의 

범위는 a<h<b이고, b=p-a이므로 a+b=p 이다.

  ②

23 sinÛ``x+4`cos`x-6Éa

1-cosÛ``x+4`cos`x-6Éa

-cosÛ``x+4`cos`x-5Éa

cos`x=t (-1ÉtÉ1)라 하면

-(t-2)Û`-1Éa이고

-(t-2)Û`-1은 t=1일 때 최댓값 -2를 가지므로 

실수 a의 최솟값은 -2이다.

  ①

24 6`sin`A=10`sin`B=5'3 ̀sin`C에서 각 변을 30으로 나누면

sin`A
5 = sin`B

3 = sin`C
2'3

즉, 
5

sin`A = 3
sin`B =

2'3
sin`C

사인법칙 
a

sin`A = b
sin`B =

c
sin`C 에 의하여

a : b : c=5 : 3 : 2'3
a=5k, b=3k, c=2'3 k (k>0)라 하면,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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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Ó=x라 하면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BAD)= 2Û`+xÛ`-1Û`
2_2_x = xÛ`+3

4x

cos`(∠CAD)= 4Û`+xÛ`-2Û`
2_4_x = xÛ`+12

8x

∠BAD=∠CAD에서 
xÛ`+3
4x = xÛ`+12

8x

2xÛ`+6=xÛ`+12, xÛ`=6

x>0이므로 x='6
  ①

다른풀이  점 D가 BCÓ를 1 : 2로 내분하므로 BDÓ=1, CDÓ=2 

ADÓ=x라 하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 (∠ABC)= 2Û`+1Û`-xÛ`
2_2_1 = 5-xÛ`

4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 (∠ABC)= 2Û`+3Û`-4Û`
2_2_3 =-;4!;

5-xÛ`
4 =-;4!;에서 xÛ`=6

x>0이므로 x='6

28 cos(∠BAC)=-;1°6; <0에서 ∠BAC>;2Ò; 이므로

x, y, z 중 y가 가장 크다.

(y-x) : (y-z) : (x-z)=1 : 3 : 2에서

y-x=k라 하면, y-z=3k, x-z=2k이다. (단, k>0)

즉, y=z+3k, x=z+2k이므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z+3k)Û`=(z+2k)Û`+zÛ`-2z(z+2k)_cos(∠BAC)

zÛ`+6kz+9kÛ`=zÛ`+4kz+4kÛ`+zÛ`+;8%; (zÛ`+2kz)

:Á8£: zÛ`-;4#; kz-5kÛ`=0

13zÛ`-6kz-40kÛ`=0

(13z+20k)(z-2k)=0

z>0, k>0이므로 z=2k

따라서 x=4k, y=5k

xÜ`+yÜ`+zÜ`
xyz = (4k)Ü`+(5k)Ü`+(2k)Ü`

4k_5k_2k =:Á4»0¦:

  ④

29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DÓ Û`=2Û`+5Û`-2_2_5_cos`;3@; p=39

따라서 BDÓ='3�9
점 A와 점 D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 F라 하자.

;6;p2

A D

B E F C

5
H

∠BAE=;6Ò; 이고 
BEÓ
ABÓ

=sin`;6Ò; 에서 BEÓ=1

CF Ó=BEÓ=1, EFÓ=ADÓ=5이므로 BCÓ=7

AEÓ
ABÓ

=cos`;6Ò; 에서 AEÓ='3, DFÓ=AEÓ='3

삼각형 BCD의 넓이는 ;2!;_BDÓ_CHÓ=;2!;_BCÓ_DFÓ이므로

'3�9_CHÓ=7'3

따라서 CHÓ=
7'1�3
13

  ②

30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을 O라 하자.

A
D

B C

30ù

O

AOÓ=a, BOÓ=b, COÓ=c, DOÓ=d라 하면

AOÓ+COÓ=ACÓ에서 a+c=4이고

BOÓ+DOÓ=BDÓ에서 b+d=2이다.

사각형 ABCD의 넓이 S는 삼각형 ABO, BCO, CDO, DAO의 넓이

의 합과 같으므로

S=;2!; ab`sin`30ù+;2!; bc`sin`150ù+;2!; cd`sin`30ù+;2!; da`sin`150ù

=;2!;_;2!;(ab+bc+cd+da)

=;4!;{b(a+c)+d(a+c)}

=;4!;(a+c)(b+d)

=2

  ②

참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 b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가 h인 사각형의 넓이 S는 S= ;2!; ab`sin`h

31 BDÓ가 원 O 의 지름이므로 ∠BCD=;2Ò;

따라서 ∠ODC=;3Ò; 이고  OCÓ=ODÓ이므로 삼각형 OCD는 정삼각형이다.

CDÓ=3에서 OCÓ=ODÓ=3

삼각형 OCD의 넓이는 ;2!;_3_3_sin`;3Ò;= 9'3
4

호 A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8Ò; 이므로 호 AD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는 ;4Ò;이다.

즉, ∠AOD=;4Ò;

삼각형 AOD의 넓이는 

;2!;_3_3_sin ;4Ò;= 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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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각형 AOCD의 넓이는

9'3
4 +

9'2
4 =;4(; ('3 +'2 )

  ③

32 삼각형 ABD에서 BDÓ=x라 하면  

;3;p
A

B

C

D

5

6
1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xÛ`=6Û`+5Û`-2_6_5_cos`;3Ò;

xÛ`=31

x>0이므로 x='3�1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크기의 합은 p이므로 ∠BCD=;3@; p

삼각형 BCD에서 CDÓ=y라 하면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3�1)Û`=1Û`+yÛ`-2_1_y_cos`;3@; p

yÛ`+y-30=0

(y+6)(y-5)=0

y>0이므로 y=5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BCD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2!;_6_5_sin`;3Ò;+;2!;_1_5_sin ;3@; p=
35'3

4

  ⑤

33 sinÛ``x+cosÛ``x=1 yy ㉠

2`cos`x-sin`x=1에서

sin`x=2`cos`x-1이므로 ㉠에 대입하면

(2`cos`x-1)Û`+cosÛ``x=1

  (가)

5`cosÛ``x-4`cos`x=0

cos`x(5`cos`x-4)=0

cos`x=0 또는 cos`x=;5$;

0Éx<;2Ò;일 때, 0<cos`xÉ1이므로

cos`x=;5$;

  (나)

cos`x=;5$; 를 2`cos`x-sin`x=1에 대입하면

sin`x=;5#;

따라서 cos`a=;5$;, sin a=;5#;이므로

tan a= sin a
cos`a =;4#;

  (다)

  ;4#;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sinÛ``x+cosÛ``x=1을 이용한 경우 30`%

(나)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푼 경우 50`%

(다) tan`a의 값을 구한 경우 20`%

34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Û`=cÛ`+aÛ`-2ca`cos`B

bÛ`=5Û`+8Û`-2_5_8_;2!;=49

b>0이므로 b=7

  (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 하면

사인법칙에서 
b

sin`B =2R

7
'3
2

=2R, R= 7
'3

  (나)

따라서 원의 넓이는 pRÛ`=:¢3»: p

  (다)

  :¢3»: p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ACÓ를 구한 경우 40`%

(나) 사인법칙을 이용하여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경우 50`%

(다) 원의 넓이를 구한 경우 10`%

내신        변별력 문항

35 ⑤ 36 ② 37 ③ 38 ③ 39 ①

40 ③ 41 ④ 42 ④ 43 ③ 44 ②

45 ②

본문 56~58쪽

상위

4%

35 
x에 대한 이차방정식 3x Û`+'3x`cos`h-3`sinÛ``h=0의 두 근의 

차가  ;3%;일 때, 이를 만족시키는 h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 d라 하자.  sin`{a+ b-2c+d
4 }의 값은? (단, 0Éh<2p)

① -
'2
2  ② -;2!; ③ 0

④ ;2!; ⑤ 
'2
2

sinÛ``h=1-cosÛ``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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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을 세운다.

이차방정식 3xÛ`+'3x`cos`h-3`sinÛ``h=0의 두 근을 a, b라 하면 근

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b=-
'3 ̀cos`h

3 , ab=-sinÛ``h

(a-b)Û`=(a+b)Û`-4ab

 = cosÛ``h
3 +4 sinÛ``h

 = cosÛ``h
3 +4(1-cosÛ``h)

 =4-:Á3Á:`cosÛ``h

|a-b|=;3%; 에서 (a-b)Û`=:ª9°: 이므로 

4-:Á3Á:`cosÛ``h=:ª9°:

:Á3Á:`cosÛ``h=:Á9Á:

cosÛ``h=;3!;

cos`h=
'3
3  또는 cos`h=-

'3
3

y=cos`h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해결한다.

y

hO 2p
-;;;3;;;'3

;;;3;;;'3

b c
a d

0Éh<2p일 때, 방정식 cos`h=
'3
3  또는 cos`h=-

'3
3 의 해는

함수 y=cos`h의 그래프와 직선 y= 
'3
3 , y=-

'3
3 의 교점의 h 좌표

이다. 

b=p-a, c=p+a, d=2p-a이므로

a+ b-2c+d
4

=a+
p-a-2(p+a)+2p-a

4

=;4Ò;

따라서 

sin`{a+ b-2c+d
4 }=sin`;4Ò;

=
'2
2

  ⑤

풀이전략

문제풀이

이차방정식 ax Û`+bx+c=0 (a+0)의 

두 근을 a, b라 하면

a+b=-;aB;, ab=;aC;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이므로

절댓값을 씌운다.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다.

36 
0ÉxÉh에서 방정식 sin`x=cos`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x의 

값이 4개 존재한다. f(h)=sin`h+cos`h, g(h)=sin`h-cos`h
라 할 때,

  | g(h)+1
f(h)-1

+
f(h)-1
g(h)+1

-
g(h)-1
f(h)+1

-
f(h)+1
g(h)-1

|=4'2

를 만족시키는 모든 h의 값의 합은? 

① :ª4°: p ② 7p ③ :£4Á: p

④ :Á2¦: p ⑤ :£4¦: p 

0Éx<2p일 때, x=;4Ò; 또는 x=;4%; p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통하여 h의 값의 범위를 찾아낸 후,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h의 값을 구한다.

h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0Éx<2p일 때, 방정식 sin`x=cos`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x는

x=;4Ò; 또는 x=;4%; p

방정식 sin`x=cos`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x의 값이 4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2p+;4%; pÉh<4p+;4Ò;이어야 한다.

즉, :Á4£: pÉh<:Á4¦: p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여 모든 h의 값의 합을 구한다.

| g(h)+1
f(h)-1

+
f(h)-1
g(h)+1

-
g(h)-1
f(h)+1

-
f(h)+1
g(h)-1 |

=| g(h)+1
f(h)-1

-
g(h)-1
f(h)+1

+
f(h)-1
g(h)+1

-
f(h)+1
g(h)-1 |

=| 2{f(h)+g(h)}
{f(h)}Û`-1

-
2{f(h)+g(h)}

{g(h)}Û`-1 |

=| 4`sin`h
2`sin`h`cos`h - 4`sin`h

-2`sin`h`cos`h |

=| 4`sin`h
sin`h`cos`h |

= 4
|cos`h|

=4'2

|cos`h|=
'2
2

:Á4£: pÉh<:Á4¦: p일 때,

cos`h=
'2
2 를 만족시키는 h=:Á4°:p,

cos`h=-
'2
2 를 만족시키는 h=:Á4£:p

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 f(h)}Û`  =sinÛ``h+cosÛ``h 
+2`sin`h`cos`h  

=1+2`sin`h`cos`h,
{g(h)}Û`  =sinÛ``h+cosÛ``h 

-2`sin`h`cos`h 
=1-2`sin`h`c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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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h의 값의 합은

:Á4°:p+:Á4£:p=7p

  ②

37 
함수 f(x)=(2`sin`h-1)x Û`+2(cos`h-sin`h)x-cos`h의 그

래프가 x축과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날 때, h의 최댓값을 M, 최솟

값을 m이라 하자. h=M일 때의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a, h=m일 때의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b라 할 때, a+b의 값은? (단, 0Éh<2p)

① 
3-'3

4  ② 
3+'3

4  ③ 
7-'3

4  

④ ;2#; ⑤ 
7+'3

4

2sin`h-1=0이면 f(x)는 일차함수이고,

2sin`h-1+0이면 f(x)는 이차함수이다.

 

 f(x)가 일차함수일 때와 이차함수일 때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한다.

 f(x)가 일차함수일 때,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

Ú 2`sin`h-1=0, sin`h=;2!;

 h=;6Ò; 또는 h=;6%; p

 ① h=;6Ò;이면 cos`h=
'3
2 이므로 

 f(x)=('3 -1)x-
'3
2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x=
'3

2('3-1)
=

3+'3
4

 ② h=;6%; p이면 cos`h=-
'3
2 이므로 

 f(x)=(-'3-1)x+
'3
2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x=
'3

2('3 +1)
=

3-'3
4

 f(x)가 이차함수일 때,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

Û 2`sin`h-1+0

   (2`sin`h-1)xÛ̀ +2(cos`h-sin`h)x-cos`h=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4 =(cos`h-sin`h)Û`+(2`sin`h-1)cos`h=0

 cosÛ``h+sinÛ``h-2`cos`h`sin`h+2`sin`h`cos`h-cos`h=0

 1-cos`h=0

 cos`h=1, h=0

풀이전략

문제풀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D=0이어야 한다.

 이때 f(x)=-xÛ`+2x-1=-(x-1)Û`

 y=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x=1

a+b의 값을 구한다.

Ú, Û에서 최댓값 M=;6%; p, 최솟값 m=0이고

h=;6%; p일 때 a=
3-'3

4 , h=0일 때 b=1이다.

따라서 a+b=
3-'3

4 +1=
7-'3

4

  ③

38 
a, b는 정수이고 0ÉaÉ12, 0ÉbÉ12일 때, 부등식

sin` ;6A; p<cos`;6B; p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는?  

① 72 ② 75 ③ 78

④ 81 ⑤ 84

a의 값에 따른 b의 값을 찾는다.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경우를 나누어 해결한다.

a의 값에 따른 sin`;6A; p와 b의 값에 따른 cos`;6B; p의 값을 구한다.

a의 값에 따른 sin` ;6A; p와 b의 값에 따른 cos`;6B; p의 값을 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a sin` ;6A; p b cos`;6B; p

0, 6, 12 0 0, 12 1

1, 5 ;2!; 1, 11 '3
2

2, 4 '3
2

2, 10 ;2!;

3 1 3, 9 0

7, 11 -;2!; 4, 8 -;2!;

8, 10 -
'3
2

5, 7 -
'3
2

9 -1 6 -1

a의 값에 따른 b의 값을 찾아서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한다.

Ú a=0, 6, 12일 때,

 부등식 sin`;6A; p<cos`;6B;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0, 1, 2, 10, 11, 12이어야 하므로 

 순서쌍 (a, b)의 개수는 3_6=18

Û a=1, 5일 때,

 부등식 sin`;6A; p<cos`;6B;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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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과정을 살펴보고 빈 칸을 채운다.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BCÓ=x라 하자.

하나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2배이므로 

∠BOC=2∠BAC= ;6Ò;

코사인법칙을 이용한다.

삼각형 BO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xÛ`=rÛ`+rÛ`-2rÛ``cos` ;6Ò;

xÛ`=rÛ`_( 2-'3 )

∠ABC= ;2Ò; 이므로

sinÛ` p12 ={ BCÓ
ACÓ
}2`={ x

2r }2`=
(2-'3 )rÛ`

4rÛ` =
2-'3

4

따라서 a=;6Ò;, b=2-'3, c=;2Ò;, d=
2-'3

4

4
p (c-a)(b-d)= 4

p _;3Ò;_ 3(2-'3 )
4

=2-'3
  ①

40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 A

B

C
12

4

 

모선의 길이가 12인 원뿔에 대하여 모선 AB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을 C라 하자. 점 B에서 

출발하여 원뿔의 표면을 따라 한 바퀴를 돈 후 

점 C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3'3�7 일 때,  

m+n의 값은? (단, m,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이다.)

① 2 ② 3 ③ 4

④ 6 ⑤ 12 

원뿔의 전개도를 통하여 확인한다.

 

 원뿔의 전개도를 그린 후, 코사인법칙을 이용한다.

원뿔의 전개도를 그린다.

원뿔의 전개도는 다음과 같다.

A

B
C

D

풀이전략

문제풀이

풀이전략

문제풀이

 b=0, 1, 11, 12이어야 하므로 

 순서쌍 (a, b)의 개수는 2_4=8

Ü a=2, 4일 때,

 부등식 sin`;6A; p<cos`;6B;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0, 12이어야 하므로 

 순서쌍 (a, b)의 개수는 2_2=4

Ý a=7, 11일 때,

 부등식 sin`;6A; p<cos`;6B;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0, 1, 2, 3, 9, 10, 11, 12이어야 하므로

 순서쌍 (a, b)의 개수는 2_8=16

Þ a=8, 10일 때,

 부등식 sin`;6A; p<cos`;6B;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0, 1, 2, 3, 4, 8, 9, 10, 11, 12이어야 하므로

 순서쌍 (a, b)의 개수는 2_10=20

ß a=9일 때, 

 부등식 sin`;6A; p<cos`;6B;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0, 1, 2, 3, 4, 5, 7, 8, 9, 10, 11, 12이어야 하므로

 순서쌍 (a, b)의 개수는 1_12=12

Ú~ß에 의하여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는

18+8+4+16+20+12=78

  ③

39 
다음은 sinÛ` p12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인 원에

A C
O

B
 

내접하는 삼각형 ACB가 있다. 선분 

AC는 원의 지름이고 ∠BAC= 
p
12

이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BCÓ=x라 

하자.

∠BOC= (가)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xÛ`=rÛ`+rÛ`-2rÛ``cos`( (가) )

xÛ`=rÛ`_( (나) )

∠ABC= (다)  이므로

sinÛ` p
12

={ x
2r
}2`= (라)

하나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2배이다.

ACÓ가 원의 지름이므로

∠ABC=;2Ò;

위의 (가), (나), (다), (라)에 알맞은 수를 각각 a, b, c, d라 할 때, 

4
p (c-a)(b-d)의 값은? 

① 2-'3 ② 2-'2 ③ 2(2-'3 )
④ 2(2-'2 ) ⑤ 2

 

해 46-58 올림포스(고난도)_수1_4강-오1.indd   54 2017-11-02   오후 3:14:11



정답과 풀이 55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호 BD의 길이가 같으므로 호 BD의 길이

는 8p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24p

이므로 ∠BAD=2p_ 8p
24p =;3@; p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ACÓ를 구한다.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CÓ Û`=ABÓ Û`+ACÓ Û`-2_ABÓ_ACÓ_cos`;3@; p

(3'3�7)Û`=12Û`+ACÓ Û`+12`ACÓ

ACÓ Û`+12`ACÓ-189=0

(ACÓ+21)(ACÓ-9)=0

따라서 ACÓ=9이고 ACÓ : CDÓ=9 : 3=3 : 1이므로

m=3, n=1이고 m+n=4

  ③

41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A H

D E

B

2

C

G

F
O

 

정팔각형 ABCDEFGH에 대하여 대각

선의 교점을 O라 하자. 삼각형 OAD의 

넓이는?

① '2 -1 ② '3 -1

③ 2 ④ '2 +1

⑤ '3 +1

;2!;_OAÓ_ODÓ_sin`(∠AOD)

 

 삼각형 OAD의 넓이는 ;2!;_OAÓ_ODÓ_sin`(∠AOD)이다.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OAÓ를 구한다.

삼각형 OAB에서 OÕAÓ=x라 하면

OÕAÓ=OBÓ=x이고 ∠AOB=;4Ò; 이므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2Û`=xÛ`+xÛ`-2xÛ``cos`;4Ò;

4=(2-'2 )xÛ`

따라서 xÛ`= 4
2-'2 =2(2+'2 )

삼각형 OAD의 넓이를 구한다.

∠AOD=3_∠AOB=;4#; p이므로

삼각형 OAD의 넓이는

;2!;xÛ``sin`;4#; p=
'2
4
 xÛ`='2+1

  ④

ACÓÓ>0

풀이전략

문제풀이

넓이에 대한 식에는 xÛ`의 값만 있

으면 충분하므로 x의 값을 구할 

필요는 없다.

42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의 양의 방향과

x

y=mx

O

y

A

1°2p

 

직선 y=mx (m>0)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 p이다.  제1사분면 위의 점 

A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점 A

와 x축 위의 한 점, 직선 y=mx 위의 

한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둘

레의 길이의 최솟값을 k라 하자. kÛ`의 값은?

① 4(2-'3 ) ② 4(3-'3 ) ③ 4(4-'3 )
④ 4(2+'3 ) ⑤ 4(3+'3 ) 점 A를 직선 y=mx,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켜 본다.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최솟값을 구한다.

점 A를 직선 y=mx,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켜 삼각형의 둘레의 길

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는다.

점 A를 직선 y=m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을 B,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을 C라 하자.

x

y=mx

O

y

A
P

B

C

Q

점 B와 점 C를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직선 y=mx와 x축과의 교점을 

각각 점 P, Q라 하면 APÓ=BPÓ, AQÓ=CQÓ이므로 구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은 BCÓ와 같다.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BCÓ를 구한다.

OAÓ=OBÓ=OCÓ=2이고

∠BOC=2_;1°2; p=;6%; p이므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BCÓ Û`=2Û`+2Û`-2_2_2_cos`;6%; p

 =8+4'3
따라서 kÛ`=4(2+'3 )
  ④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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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른쪽 그림과 같이 ∠B=90ù인 직각삼각 A

B C

D

30¿

E41333

4
F

형 ABC를 꼭짓점 A와 변 BC의 중점 F가 

겹치도록 접는다. ∠A=30ù, ABÓ=4'3 ,  
BCÓ=4라 할 때, 삼각형 DFE의 넓이는?

① 121'3
84

 ② 
12'3

7

③ 
169'3

84  ④ 
7'3
3

⑤ 
225'3

84
;2!;_DFÓ_EFÓ_sin`30ù

DFÓ=ADÓ, 

EFÓ=AEÓ

 

  DFÓ, EFÓ를 각각 구한 뒤 삼각형 DFE의 넓이를 구한다.

DFÓ를 구한다.

DFÓ=x라 하면, ADÓ=x, BDÓ=4'3 -x이다.

삼각형 DBF는 직각삼각형이므로

(4'3 -x)Û`+2Û`=xÛ`

52-8'3 x=0

x= 13
2'3 =

13'3
6

EFÓ를 구한다.

ACÓ=¿¹(4'3 )Û` +4Û`=8이므로

EFÓ=y라 하면, AEÓ=y, CEÓ=8-y이다.

삼각형 CEF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yÛ`=(8-y)Û`+2Û`-2_(8-y)_2_cos`60ù

14y=52

y=:ª7¤:

삼각형 DFE의 넓이를 구한다.

삼각형 DFE의 넓이는

;2!;_DFÓ_EFÓ_sin`30ù

=;2!;_ 13'3 
6 _:ª7¤:_;2!;

=
169'3 

84

  ③

다른풀이  DFÓ=x라 하면, ADÓ=x, BDÓ=4'3 -x이다.

삼각형 DBF는 직각삼각형이므로

(4'3 -x)Û`+2Û`=xÛ`

52-8'3 x=0

x= 13
2'3 =

13'3
6

ACÓ=¿¹(4'3 )Û` +4Û`=8이므로

EFÓ=y라 하면, AEÓ=y, CEÓ=8-y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_4_4'3 =8'3

삼각형 DBF의 넓이는 ;2!;_2_(4'3 -x)=4'3 -x

삼각형 EFC의 넓이는 ;2!;_(8-y)_2_sin`60ù=
'3
2 (8-y)

삼각형 DFE의 넓이는 ;2!;_x_y_sin`30ù= xy
4

△ABC=△DBF+△EFC+2△DFE이므로

8'3 =(4'3 -x)+
'3
2 (8-y)+2_ xy

4

0=-x-
'3
2 y+ xy

2

(x-'3 )y=2x

따라서 y= 2x
x-'3

=
2_

13'3
6

13'3
6 -'3

=
26'3 
7'3

=:ª7¤:

삼각형 DFE의 넓이는

;2!;_DFÓ_EFÓ_sin`30ù

=;2!;_ 13'3 
6 _:ª7¤:_;2!;

=
169'3 

84

44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하여  

(a-c)a(a+c)+(b-c)b(b+c)=0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와 항상 같은 것은?

① 
ab
4  ② 

'3
4 ab ③ 

ab
2

④ 
'3
2 ab ⑤ ab

식을 정리하여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보기에 공통적으로 ab가 들어가므로 삼각형의 넓이 

S=;2!; ab`sin`C를 이용한다.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통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문자로 나타낸다.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a-c)a(a+c)+(b-c)b(b+c)=0

a(aÛ`-cÛ`)+b(bÛ`-cÛ`)=0

aÜ`+bÜ`=acÛ`+bcÛ`

(a+b)(aÛ`-ab+bÛ`)=(a+b)cÛ`

a+b+0이므로 aÛ`-ab+bÛ`=cÛ`

삼각형 DFE와

삼각형 ADE의

넓이는 같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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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기둥  

;3;p

;4;p

;6;p

A

B C

E

D
G

F
12

4'3
 

ABC-DEF에 대하여 ABÓ=4'3 ,  

∠AFD=;4Ò; 이다. 모서리 BE 위의 한 

점 G가  FGÓ=12, ∠AGB=;3Ò;, 

∠GFE= ;6Ò;를 만족시킬 때,  

삼각형 AGF의 넓이를 구하시오.   10'2�3

옆면이 직사각형이므로

∠ABG=∠GEF=∠ADF=;2Ò;

   삼각형 AGF의 변 AG, 변 AF의 길이 구하기

 ①   삼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므로

 ∠ABG=∠GEF=∠ADF=;2Ò; 임을 이용한다.

 ② 주어진 각이 모두 특수각이므로 삼각비를 이용하여 변의 길이를 구한다.

 ③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한 각의 크기

를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삼각형 ABG에서 변 AG, 삼각형 ADF에서 변 AF의 길이를 구한다.

삼각형 AGF의 변 AG, 변 AF의 길이를 구한다.

삼각형 ABG에서 ∠ABG=;2Ò;이므로

ABÓ
AGÓ 

=sin`;3Ò;= '3 2

ABÓ
BGÓ 

=tan`;3Ò;='3

파헤치기문항

point 찾기실수

풀이전략

문제풀이

내신 상위 4% of 4% 본문 59쪽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한다.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Û`=aÛ`+bÛ`-2ab`cos`C이므로

aÛ`-ab+bÛ`=aÛ`+bÛ`-2ab`cos`C

ab=2ab`cos`C

ab+0이므로 cos`C=;2!;

sinÛ``C=1-cosÛ``C=;4#; 

sin`C=
'3
2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S=;2!; ab`sin`C

=
'3
4  ab

  ②

4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면체 ABCD에 대하여 

;3@;p

;3;p

;4;p

A

B D

C
3'3

BCÓ=3'3 , ∠ABD=;4Ò;, ∠ACD=;3Ò;, 

∠BCD=;3@; p, ∠ADB=∠ADC=;2Ò;

일 때, 사면체 ABCD의 부피는?  

 (단, 선분 AD는 삼각형 BCD와 수직이다.)

① 20'3 ② 
81'3

4  ③ 
41'3

2

④ 
83'3

4  ⑤ 21'3 

;3!;_(삼각형 BCD의 넓이)_ADÓ

 

  사면체 ABCD의 밑면인 삼각형 BCD의 넓이와 높이인 선분 AD의 길이를 

구한다.

선분 AD의 길이를 구한다.

ADÓ=x라 하면, BDÓ=x

tan`;3Ò;= ADÓ
CDÓ

= x
CDÓ

에서

CDÓ= x
'3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Û̀ =bÛ̀ +d Û̀ -2bd`cos`C이므로

xÛ`= xÛ`
3 +27+3x

2xÛ`-9x-81=0

(2x+9)(x-9)=0

따라서 x=9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한다.

0<C<p이므로 sin`C>0

풀이전략

문제풀이

x>0

삼각형 BCD의 넓이 S는

S=;2!; bd`sin`C

=;2!;_3'3 _3'3 _ '32

=
27'3

4

따라서 사면체 ABCD의 부피는

;3!;_
27'3

4 _9

=
81'3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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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GÓ=8, BGÓ=4

삼각형 GEF에서 ∠GEF=;2Ò;이므로 

GEÓ
GFÓ 

=sin`;6Ò;=;2!;

따라서 GEÓ=6

BEÓ=4+6=10이고 ADÓ=BEÓ=10

삼각형 ADF에서 ∠ADF=;2Ò;이므로 

ADÓ
AFÓ

=sin`;4Ò;= '22 이므로 

AFÓ=10'2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한 각의 크기를 구한다.

삼각형 AGF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10'2 )Û`=8Û`+12Û`-2_8_12_cos`G

200=208-192_cos`G

따라서 cos`G=;2Á4;이고

sin`G="Ã1-cosÛ``G =
"Ã24Û`-1

24 =
5'2�3
24

삼각형 AGF의 넓이는

;2!;_8_12_sin`G=10'2�3

  10'2�3

0<G<p이므로

sin`G>0, 24Û`-1=(24+1)(24-1)

임을 이용한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05

내신        우수 문항기출

01 ③ 02 ③ 03 ① 04 ③ 05 ②

06 ⑤ 07 ③ 08 ②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① 14 ③ 15 ①

16 334 17 -81

본문 62~64쪽

01 등차수열 {an}의 첫째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an=a+(n-1)d이므로

2a4+a8=0에서 

2(a+3d)+(a+7d)=0, 3a+13d=0 yy ㉠

a5+a7=-4에서 

(a+4d)+(a+6d)=-4, a+5d=-2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13, d=-3

따라서 an=13-3(n-1)=-3n+16이므로 a12=-20

  ③

다른풀이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 하면 

a5+a7=2a6=-4, a6=-2

a4=a6-2d=-2-2d

a8=a6+2d=-2+2d이므로

2a4+a8 =2(-2-2d)+(-2+2d)  

=-6-2d=0

d=-3

따라서 a12=a6+6d=-2+6_(-3)=-20

02 일반항 an을 구하면

an=-60+(n-1)d

이때 a21É0이므로

a21=20d-60É0

dÉ3

따라서 공차 d의 최댓값은 3이다.

  ③

03 2가 a와 b의 등차중항이므로 4=a+b

20이 aÛ`과 b2의 등차중항이므로 40=a2+b2

a2+b2=(a+b)2-2ab이므로

40=16-2ab

따라서 ab=-12

  ①

04 S6=
6(2a+5_3)

2
=6a+45

해 46-58 올림포스(고난도)_수1_4강-오1.indd   58 2017-11-02   오후 3:14:15



정답과 풀이 59

a8+a10�=(a+7_3)+(a+9_3)=2a+48

S6=a8+a10에서�

6a+45=2a+48,�4a=3

따라서�a=;4#;

� �③

05 등차수열�{an}의�첫째항을�a,�공차를�d라�하면

an=a+(n-1)d이므로

a£+a4=18에서

(a+2d)+(a+3d)=2a+5d=18� yy�㉠

S4=20에서

4(2a+3d)
2 =4a+6d=20,�2a+3d=10� yy�㉡�

㉠-㉡을�하면�d=4

이것을�㉠에�대입하면�a=-1

따라서�S10=
10{2_(-1)+9_4}

2 =170

� �②

다른풀이 � a3+a4=18,�S4=a1+a2+a3+a4=20이므로�a1+a2=2

등차수열�{an}의�공차를�d라�하면�(an+2+an+3)-(an+an+1)=4d이고

(a3+a4)-(a1+a2)=18-2=16이므로�d=4

따라서

S10=�(a1+a2)+(a3+a4)+(a5+a6)+(a7+a8)+(a9+aÁ¼)

� =2+18+(18+4d)+(18+8d)+(18+12d)

�� =74+24d

� =170

06 등차수열�{an}의�첫째항을�a,�공차를�d1이라�하고,�등차수열�{bn}

의�첫째항을�b,�공차를�d2라�하면

a+b=1,�d1+d2=2

S10+T10=
10(2a+9dÁ)

2 +
10(2b+9dª)

2

� =5(2a+9d1+2b+9d2)

� =5{2(a+b)+9(d1+d2)}

� =5(2+18)=100

� �⑤

07 등비수열�{an}의�공비를�r라�하면�an=a1�r
n-1

a2=72에서�a1r=72� yy�㉠

a4=8에서�a1r
3=8� yy�㉡

㉡Ö㉠을�하면�r2=;9!;

r=;3!;�또는�r=-;3!;

r=;3!;�일�때,�a1=216

r=-;3!;�일�때,�a1=-216

a1a7=a1_a1r
6=2162_{;9!;}3`=64

� �③

08 세�수�1,�x,�y가�이�순서대로�등비수열을�이루므로�x는�1과�y의�등
비중항이다.

x2=y� yy�㉠

세�수�x,�3,�y가�이�순서대로�등차수열을�이루므로�3은�x와�y의�등차중

항이다.

3= x+y
2

y=-x+6� yy�㉡�

㉡을�㉠에�대입하면

x2=-x+6

x2+x-6=0

(x+3)(x-2)=0

x=-3�또는�x=2

따라서�양수�x의�값은�2이다.

이를�㉠에�대입하면�y=4

그러므로�xÛ`+yÛ`=20

� �②

09 등비수열�{an}의�공비를�r라�하면

a8-a5=28에서�a1r
7-a1r

4=28

a1r
4(r3-1)=28� yy�㉠

a4a6=16에서�a1r
3_a1r

5=16

(a1r
4)2=16

a1r
4>0이므로�a1r

4=4� yy�㉡

㉡을�㉠에�대입하면�r3-1=7

따라서�r=2

이를�㉡에�대입하면�a1=;4!;

따라서�a10=;4!;_29=128

� �③

다른풀이 � a4a6=16에서�(a5)
2=16

a5>0이므로�a5=4

이를�a8-a5=28에�대입하면�a8=32
a8

a5
=r3=8이므로�r=2

따라서�a10=a8_r2=32_4=128

10 등비수열�{an}의�공비를�r라�하면

a6=96에서�3r5=96이므로�r5=32,�r=2

따라서�수열�{aÇ}의�첫째항부터�제�10항까지의�합은

3(210-1)
2-1 =3_1023=3069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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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비수열�{an}의�첫째항을�a,�공비를�r라�하면

r=1일�때,�S10=10a,�S5=5a

S10=5S5이므로�10a=25a,�a=0이고�이것은�조건에�맞지�않는다.

r+1�일�때,

S5=
a(r5-1)

r-1 �

S10=
a(r10-1)

r-1

=
a(r5-1)(r5+1)

r-1

=(rÞ`+1)S5�

S10=5S5에서�r
5+1=5이므로�r5=4

S15=
a(r15-1)

r-1

=
a(r5-1)(r10+r5+1)

r-1

=S5_(42+4+1)

=21S5

따라서�k=21

� �④

12 Sn=
1-(-3)n

1-(-3)
=

1-(-3)n

4 >100

-(-3)n>399,�(-3)n<-399

n은�홀수이고�(-3)5=-243,�(-3)7=-2187이므로

n의�값이�될�수�있는�것은�7,�9,�11,�y�이고�n의�최솟값은�7이다.

� �②

13 a1=S1=
2_3
1+2 =2

a5=S5-S4=
2_3Þ`
5Û`+2

- 2_3Ý`
4Û`+2

=18-9=9

따라서�a1+a5=2+9=11

� �①

14 a5�=S5-S4� �

=(32+5k)-(16+4k)

� � =16+k

b5=T5-T4

=(125-10k)-(64-8k)

=61-2k

a5=b5에서�16+k=61-2k

3k=45

따라서�k=15

� �③

15 a5�=S5-S4� �

=(25+5k+k)-(16+4k+k)

� =9+k

a5=12에서�9+k=12,�k=3

a1=S1=1+2k=7이므로�k+a1=10

� �①

16 등차수열�{aÇ}의�첫째항을�a,�공차를�d라�하면
aÁ+a£+a°+a¦=48에서�

a+(a+2d)+(a+4d)+(a+6d)=48

a+3d=12� yy�㉠

a¢+a¤=30에서�

(a+3d)+(a+5d)=30

a+4d=15� yy�㉡

㉠,�㉡에서�a=3,�d=3

따라서�aÇ=3+3(n-1)=3n이므로

�  (가)

aÇ>1000,�3n>1000을�만족시키는�자연수�n의�최솟값은�334이다.

�  (나)

� �334

다른풀이 � a4는�a1과�a7의�등차중항이고�a3과�a5의�등차중항이므로

a1+a3+a5+a7=48에서�4a4=48,�a4=12

a4+a6=30에서�a6=18

등차수열�{an}의�첫째항을�a,공차를�d라�하면

a6-a4=6=2d,�d=3

a4=a+3d=a+9=12,�a=3

따라서�an=3+3(n-1)=3n이므로

�  (가)

an>1000,�3n>1000을�만족시키는�자연수�n의�최솟값은�334이다.

�  (나)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등차수열�{aÇ}의�일반항을�구한�경우 80`%

(나) aÇ>1000을�만족시키는�자연수�n의�최솟값을�구한�경우 20`%

17 등비수열�{an}의�첫째항을�a,�공비를�r라�하면�an=ar�n-1

이때�2an-an+1=2ar�n-1-arn=(2a-ar)r�n-1이므로�

수열�{2an-an+1}은�첫째항이�2a-ar,�공비가�r인�등비수열이다.

�  (가)

그런데�2a-ar=1,�r=3이므로�a=-1

an=(-1)_3n-1=-3n-1

�  (나)

따라서�a5=-34=-81

�  (다)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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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고득점 문항

18 ④ 19 ① 20 ② 21 ② 22 ②

23 ① 24 ⑤ 25 ② 26 ④ 27 ②

28 ③ 29 ④ 30 ③ 31 ① 32 ③

33 7 34 2

본문 65~67쪽

상위

7%

18 삼각형�ABC의�세�변의�길이를�크기순으로�나열하면�등차수열을�

이루므로�세�변의�길이를�작은�수부터�차례로�

a-d,�a,�a+d`(0<d<a)로�놓을�수�있다.

∠ABC=120ù이므로�ACÓ=a+d이고�코사인법칙에�의하여

(a+d)Û`=aÛ`+(a-d)Û`-2a(a-d)�cos`120ù

aÛ`+2ad+dÛ`=aÛ`+aÛ`-2ad+dÛ`+aÛ`-ad

2aÛ`-5ad=0,�a(2a-5d)=0

a>0이므로�2a=5d,�a=;2%;d

그러므로�세�변의�길이는�;2#;d,�;2%;d,�;2&;d이다.

삼각형�ABC의�넓이가�15'3�이므로

;2!;_;2#;d_;2%;d_sin`120ù=15'3

dÛ`=16,�d>0이므로�d=4

따라서�ACÓ=;2&;d=14

� �④

19 an=a+(n-1)d

a2-d2=aª에서

(a-d)(a+d)=a+d

수열�{an}의�모든�항이�서로�다른�자연수이므로�a>0,�d>0

따라서�a-d=1,�d=a-1

a2=a6에서

a2=a+5d=6a-5

a2-6a+5=0

(a-1)(a-5)=0

a=1�또는�a=5

a=1이면�d=0이므로�조건에�맞지�않는다.

따라서�a=5,�d=4

a10=a+9d=5+36=41

� �①

20 두�수�1과�100�사이에�n개의�수를�넣어�만든�수열의�전체�항의�개
수는�(n+2)이므로�이�수열의�공차를�d라�하면

1+(n+1)d=100에서�d= 99
n+1

a1,�a2,�a3,�y,�an이�자연수가�되려면�d가�자연수이어야�한다.

99=32_11이므로�n+1=3�또는�9�또는�11�또는�33�또는�99일�때�d가�

자연수가�된다.

따라서�n=2�또는�8�또는�10�또는�32�또는�98이고

모든�자연수�n의�값의�합은

2+8+10+32+98=150

� �②

21 등차수열�{an}의�첫째항을�a,공차를�d라�하면�

an=a+(n-1)d이므로

a4a24=(a8)
2에서�(a+3d)(a+23d)=(a+7d)2

26ad+69d2=14ad+49d2

(3a+5d)d=0

d=0이면�S10=10a1=85가�되어�a1은�정수가�아니므로�조건에�맞지�않

는다.

따라서�3a+5d=0� yy�㉠

S10=85에서�

10(2a+9d)
2 =85

2a+9d=17� yy�㉡

㉠,�㉡을�연립하여�풀면�

a=-5,�d=3

따라서�an=3n-8이므로�a12=28

� �②

22 등차수열�{an}의�첫째항을�a,�공차를�d1이라�하고,

등차수열�{bn}의�첫째항을�b,�공차를�d2라�하면

a11-a5=6d1=18에서�d1=3

b11-b8=3d2=-6에서�d2=-2

S11=T11에서

11(2a+10dÁ)
2 =

11(2b+10dª)
2

2a+30=2b-20

따라서�b-a=25

b8-a5�=(b+7d2)-(a+4d1)� �

=b-a-26��

=-1

� �②

23 등차수열�{an}의�모든�항이�정수이므로�첫째항�a와�공차�d가�모두�

정수이다.

n=20일�때만�Sn이�최댓값을�가지므로�a20>0,�a21<0이어야�한다.

즉,�a20=a+19d>0,�a21=a+20d<0이고�d<0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등비수열�{2aÇ-aÇ*Á}의�첫째항과�공비를�등비수열�
{aÇ}의�첫째항과�공비를�이용하여�나타낸�경우

50`%

(나) 등비수열�{aÇ}의�일반항을�구한�경우 40`%

(다) a°의�값을�구한�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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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d<a<-20d이고�이를�만족시키는�정수�a의�값이�4개�존재하므로

-20d+19d-1=4

-d=5

따라서�d=-5

� �①

24 등비수열�{an}의�공비를�r라�하면�an=a1�r�
n-1

각�항이�서로�다르므로�r+-1,�0,�1이고�a1+0

a1a10=ap�aq에서

a1_a1r
9=a1r�

p-1_a1r�
q-1

(a1)
2r9=(a1)

2r�p+q-2

r9=r�p+q-2

9=p+q-2

p+q=11

따라서�자연수�p,�q의�모든�순서쌍�(p,�q)는

(1,�10),�(2,�9),�(3,�8),�y,�(10,�1)의�10개이다.

� �⑤

25 �f(x)=xÛ`+ax-(2a+1)이라�하자.

p=�f(3)=8+a

q=�f(-2)=3-4a

r=f(8)=63+6a

p,�q,�r가�이�순서대로�등비수열을�이루므로

(3-4a)2=(8+a)(63+6a)

9-24a+16a2=504+111a+6a2

10a2-135a-495=0

2a2-27a-99=0

(2a-33)(a+3)=0

a는�정수이므로�a=-3이다.

� �②

26 aÁ+a3=240,�a1+a3+a5+a7=255이므로�a5+a7=15

등비수열�{an}의�공비를�r라�하면

a1+a3=240에서�a1(1+r2)=240� yy�㉠

a5+a7=15에서�a1r
4(1+r2)=15� yy�㉡

㉠을�㉡에�대입하면�240r4=15

r4=;1Á6;

따라서�
a3

a7
=

aÁrÛ`
aÁr6 = 1

rÝ`
=16

� �④

27 등비수열�{an}의�첫째항을�a라�하면�an=a�r�n-1

a2=;3@;에서�ar=;3@;� yy�㉠

r=1이면�S4=;3@;_4=;3*;이�되어�조건에�모순이다.

r+1이므로

S4=5에서�
a(rÝ`-1)

r-1 =5� yy�㉡

㉠에서�a= 2
3r 이고�

a(rÝ`-1)
r-1 =a(r3+r2+r+1)이므로�㉡에서

a(rÝ`-1)
r-1 = 2

3r (r3+r2+r+1)=5

2(r3+r2+r+1)=15r

2r3+2r2-13r+2=0

(r-2)(2r2+6r-1)=0

r=2�또는�r=
-3Ñ'1�1

2

따라서�모든�r의�값의�합은�-1이다.

� �②

28 등비수열�{an}의�첫째항을�a,�공비를�r라�하자.

r=1이면�S4=4a,�S8=8a이므로�조건에�맞지�않는다.

r+1이므로

S4=
a(rÝ`-1)

r-1

S8=
a(r8-1)

r-1

이때�
S8

S4
= r8-1

r4-1
=rÝ`+1=17에서�rÝ`=16

r2=4이므로�r=-2�또는�r=2

r=-2일�때,�S8=
255a
-3 =-85a=255이므로�a=-3

이때�an=-3_(-2)n-1이므로�a8=384

r=2일�때,�S8=255a=255이므로�a=1

이때�an=2n-1이므로�a8=128

따라서�a8의�최댓값은�384이다.

� �③

29 등비수열�{an}의�첫째항을�a라�하면�an=ar�n-1

S10-S8

a10-a9
-

a10-a9

S10-S8
�

=
a10+a9

a10-a9
-

a10-a9

a10+a9

= ar9+ar8

ar9-ar8 - ar9-ar8

ar9+ar8

= r+1
r-1 - r-1

r+1

=
(r+1)Û`-(r-1)Û`

rÛ`-1

= 4r
rÛ`-1

=;6%;

따라서�5(r2-1)=24r

5r2-24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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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r+1)(r-5)=0

r>0이므로�r=5

� �④

30 an=Sn-Sn-1

� =log�(n+1)2-log`n2

� =2{log�(n+1)-log`n}

� =2`log` n+1
n

�(단,�n¾2)

a5=2`log`;5^;

a12=2`log`;1!2#;

따라서�

a5+a12=2`log`;5^;+2`log`;1!2#;

=2`log` 6_13
5_12

=2`log`1.3

=log`1.69

=0.2279

� �③

31 an=2Sn�(n¾2)에서

Sn-Sn-1=2Sn�(n¾2)

Sn=-Sn-1

S1=a1=3,�S2=-S1=-3

a100=2S100=-2S99=2S98=y=2S2=-6

� �①

32 an=Sn-Sn-1

� =an2+bn-{a(n-1)2+b(n-1)}

� =2an-a+b�(단,�n¾2)� yy�㉠

수열�{an}이�공차가�d인�등차수열이므로�첫째항을�a1이라�할�때,

an=a1+(n-1)_d=dn+a1-d� yy�㉡

㉠,�㉡에�의하여�2a=d,�즉�a=;2D;이고�b=a1-d+a=aÁ-;2D;

S2=4a+2b=2d+2aÁ-d=2aÁ+d=12에서�aÁ=-;2D;+6

따라서�b=aÁ-;2D;=-d+6

SÇ=;2D;nÛ`+(6-d)n

SÁ¼=50d+(6-d)_10=40d+60

� �③

33 an=n+4

3_4n=3_22n이므로�bn=2(2n+1)

6n-1=2n-1_3n-1이므로�cn=n2

�  (가)

an,�bn,�cn이�이�순서대로�등차수열을�이루므로

(n+4)+n2=4(2n+1)

�  (나)

n2-7n=0

n(n-7)=0

n은�자연수이므로�n=7

�  (다)

� �7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aÇ,�bÇ,�cÇ을�각각�n에�대한�식으로�나타낸�경우 40`%

(나) 등차중항을�이용하여�n에�대한�방정식을�세운�경우 30`%

(다) 자연수�n의�값을�구한�경우 30`%

34 S5=2,�a2+a4+a6+a8+a10=44에서

aÁ+aª+a£+a¢+a°+aª+a¢+a¤+a¥+aÁ¼이므로�r+1

등비수열�{an}의�공비를�r라�하면

S°=
aÁ(rÞ`-1)

r-1 =2� yy�㉠

�  (가)

an=a1r
n-1에서�a2n=a1r

2n-1=a1r_(r2)n-1이므로�수열�{a2n}은�

첫째항이�a1r,�공비가�r
2인�등비수열이다.

a2+a4+a6+a8+a10

=
aÁr{(r2)Þ`-1}

rÛ`-1

=
aÁr(r10-1)

rÛ`-1
=44� yy�㉡

�  (나)

㉡Ö㉠을�하면

aÁr(r10-1)
rÛ`-1

aÁ(r5-1)
r-1

�
=

r(r5+1)
(r-1)(r+1)

1
r-1

�

������������������=r(rÝ`-rÜ`+rÛ`-r+1)=22

r는�정수이므로

r=-22�또는�r=-11�또는�r=-2�또는�r=-1�또는�r=1�또는�

r=2�또는�r=11�또는�r=22

이�중�r(rÝ`-rÜ`+rÛ`-r+1)=22를�만족시키는�것은�r=2

�  (다)

� �2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S°를�첫째항과�공비를�이용하여�나타낸�경우 30`%

(나)
aª+a¢+a¤+a¥+aÁ¼을�등비수열의�합을�이용하여�표
현한�경우

40`%

(다) (가),�(나)에서�얻은�식을�통하여�r의�값을�구한�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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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변별력 문항

35 ② 36 ⑤ 37 ② 38 ① 39 ②

40 ① 41 ② 42 ③ 43 4'2 44 ③

45 ④ 46 ②

본문 68~70쪽

상위

4%

35 
등차수열�{an}이�|a6-8|=|a8-10|,�|a10-12|=|a12-10|을�

만족시키고�a9=10일�때,�a1의�값은?

①�2� ②�6� ③�10

④�14� ⑤�18

각각�경우를�나누어�생각한다. �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차 d를 구한다.

|a6-8|=|a8-10|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한다.

등차수열�{an}의�공차를�d라�하자.

Ú��|a6-8|=|a8-10|에서��

a6-8=a8-10�또는�a6-8=-(a8-10)

①���a6-8=a8-10일�때,��

a8-a6=2d=2이므로�d=1

②�a6-8=-(a8-10)일�때,

a6+a8=18이므로

a7=
a6+a8

2 =9

|a10-12|=|a12-10|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한다.

Û���|a10-12|=|a12-10|에서� �

a10-12=a12-10�또는�a10-12=-(a12-10)

①���a10-12=a12-10일�때,� �

a12-a10=2d=-2이므로�d=-1

②���a10-12=-(a12-10)일�때,

a10+a12=22이므로

a11=
a10+a12

2 =11

Ú,�Û에�의하여�d=1이면�a11=11이고�a9=9가�되어�조건에�맞지�

않는다.

d=-1이면�a7=9이고�a9=7이�되어�조건에�맞지�않는다.

따라서�a7=9,�a11=11이므로�d=;2!;

a1��=a7-6d� �

=9-3� �

=6

� �②

풀이전략

문제풀이

|x|=|y|이면

x=y�또는�x=-y이다.

a7은�a6과�a8의�등차중항

a11은�a10과�a12의�등차중항

36 
수열�{an}은�첫째항이�1이고�공차가�3인�등차수열이고,�수열�{bn}

의�일반항�bn은

� � bn=(an을�7로�나눈�나머지)

라�할�때,�<보기>에서�옳은�것만을�있는�대로�고른�것은?

보기

ㄱ.�aÁ¼=28

ㄴ.�bÁ¼=0

ㄷ.�a7n+b7n=21n+3

aÁ¼의�값을�이용하여�구한다.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an=3n-2

�

 aÇ을 이용하여 bÇ을 구한다.

수열 {aÇ}의 일반항을 구한다.

ㄱ.�an=1+(n-1)_3=3n-2이므로�a10=28�(참)

 an을 이용하여 bn을 구한다.

ㄴ.��b10=(a10을�7로�나눈�나머지)이고�a10=28이므로� �

b10=0�(참)

ㄷ.���a7n=3_7n-2=21(n-1)+19이므로� �

b7n=5

그러므로�a7n+b7n=21(n-1)+19+5=21n+3�(참)

따라서�옳은�것은�ㄱ,�ㄴ,�ㄷ이다.

� �⑤

참고 ��a7n-6=3(7n-6)-2=21(n-1)+1에서�b7n-6=1

a7n-5=3(7n-5)-2=21(n-1)+4에서�b7n-5=4

a7n-4=3(7n-4)-2=21(n-1)+7에서�b7n-4=0

a7n-3=3(7n-3)-2=21(n-1)+10에서�b7n-3=3

a7n-2=3(7n-2)-2=21(n-1)+13에서�b7n-2=6

a7n-1=3(7n-1)-2=21(n-1)+16에서�b7n-1=2

a7n=3_7n-2=21(n-1)+19에서�b7n=5

풀이전략

문제풀이

21은�7의�배수이므로�19를�
7로�나눈�나머지를�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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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오른쪽�그림과�같이�두�도로가�60ù의�각을�이

O P

Q

...

...

60ù

루며�점�O에서�만나고�있다.�점�O에서�점�

P�방향으로�30`m�떨어진�곳에�처음�가로등�

하나를�설치하고�계속해서�같은�방향으로�

20`m마다�가로등을�설치한다.�또한�점�O에

서�점�Q�방향으로�40`m�떨어진�곳에�처음�

가로등�하나를�설치하고�계속해서�같은�방향으로�30`m마다�가로

등을�설치한다.

점�P와�점�Q에도�가로등이�설치되었고�점�O에서�점�P까지�설치된�

가로등의�개수가�점�O에서�점�Q까지�설치된�가로등의�개수의�2배

이다.�점�P와�점�Q�사이의�거리가�190`m일�때,�설치된�가로등의�

총�개수는?

①�12� ②�15� ③�18

④�21� ⑤�24

점�O에서�가로등까지의�거리가�등차수열이다.

코사인법칙을�이용하여�구한다.

�

  등차수열을 이용하여 OPÓ, OQÓ를 구하고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PQÓ를 OPÓ, 

OQÓ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점 O에서 가로등까지의 거리를 등차수열로 나타낸다.

점�O에서�점�P�방향으로�설치된�n번째�가로등까지의�거리를�an이라�

하면�수열�{an}은�첫째항이�30,�공차가�20인�등차수열이므로

an=30+(n-1)_20=20n+10

점�O에서�점�Q�방향으로�설치된�n번째�가로등까지의�거리를�bn이라�

하면�수열�{bn}은�첫째항이�40,�공차가�30인�등차수열이므로

bn=40+(n-1)_30=30n+10

점�O에서�점�P까지�설치된�가로등의�개수가�점�O에서�점�Q까지�설치

된�가로등의�개수의�2배이므로

점�O에서�점�Q까지�설치된�가로등의�개수를�n이라�하면�점�O에서�점�

P까지�설치된�가로등의�개수는�2n이다.

따라서�OQÓ=30n+10,�OPÓ=40n+10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PQÓ를  OPÓ와  OQÓ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PQÓ=190이므로�코사인법칙에�의하여

1902=(40n+10)2+(30n+10)2-2(40n+10)(30n+10)cos 60ù

=100{(4n+1)2+(3n+1)2-(4n+1)(3n+1)}

=100(13n2+7n+1)

13n2+7n+1=361

13n2+7n-360=0

(13n+72)(n-5)=0

n은�자연수이므로�n=5

따라서�점�O에서�점�Q까지�설치된�가로등은�5개,�점�O에서�점�P까지�

설치된�가로등은�10개이고�총�개수는�15개이다.

� �②

풀이전략

문제풀이

PQÓÛ`=��OPÓÛ`+OQÓÛ`-2_OPÓ_OQÓ_cos`60ù

38 
등차수열�{an}의�첫째항부터�제n항까지의�합을�Sn이라�하자.

� � a1+a3=18

일�때,�ak-2+ak=-36,�Sk=-54를�만족시키는�자연수�k의�값

은?�

①�12� ②�15� ③�18

④�21� ⑤�24

a2는�a1과�a3의�등차중항

ak-1은�ak-2와�ak의�등차중항

�

 등차중항을 이용한다.

등차중항을 이용하여 a2와 ak-1의 값을 구한다.

a1+a3=18에서�a2는�a1과�a3의�등차중항이므로�

a2=
aÁ+a3

2 =9

ak-2+ak=-36에서�ak-1은�ak-2와�ak의�등차중항이므로�

ak-1=
ak-2+ak

2 =-18

등차수열의 합 Sk를 a2와 ak-1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Sk=
k(aÁ+ak)

2 =
k(a2+ak-1)

2 =- 9k
2

Sk=-54에서�- 9k
2 =-54,�k=12

� �①

39 
오른쪽�그림과�같이��

A

B

C

PÁ

QÁ

Qª

Q£

Q¢

Q°

Q¤

Q¦

Pª
P£

P¢
P°

P¤
P¦

∠CAB=15ù,�∠ACB=45ù,��

ABÓ=16,�ACÓ=8'6인�삼각형��
ABC에서�변�AB를�8등분한�점을�

점�A에�가까운�점부터�P1,�P2,�P3,�

y,�P7이라�하고�변�AC를�8등분한�

점을�점�A에�가까운�점부터�Q1,�

Q2,�Q3,�y,�Q7이라�할�때,��

P1Q1Ó,�P2Q2 Ó,�P3Q3Ó,�y,�P7Q7Ó은�공차가�k인�등차수열을�이룬다.��

k+P1Q1Ó+P2Q2Ó+P3Q3 Ó+y+P7Q7 Ó의�값은?

①�25('3�-1)� ②�29('3�-1)� ③�33('3�-1)

④�37('3�-1)� ⑤�41('3�-1)

코사인법칙을�이용하여�
BCÓ를�구한다.

�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다.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BCÓ의 길이를 구한다.

∠ABC=120ù이고

코사인법칙에�의하여

풀이전략

문제풀이

a2+ak-1

=(a1+d)+(ak-d)

=a1+ak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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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Ó�Û`=ABÓ�Û`+BCÓ�Û`-2ABÓ_BCÓ_cos`120ù

384=256+BCÓ�Û`+16BCÓ

BCÓ�Û`+16�BCÓ-128=0

BCÓ=-8Ñ'Ä64+128=-8Ñ'¶19�2=-8Ñ8'3
따라서�BCÓ=8('3�-1)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한다.

△QnAPn은�△CAB와�닮음이고�닮음비는�n�:�8이다.

PnQnÓ=n('3-1)이고

P1Q1Ó,�P2Q2Ó,�P3Q3Ó,�y,�P7Q7Ó은

첫째항이�'3�-1,�공차가�'3�-1인�등차수열을�이룬다.

따라서�k='3�-1

k+P1Q1Ó+P2Q2Ó+P3Q3Ó+y+P7Q7Ó

='3�-1+
7{2('3�-1)+6('3�-1)}

2

=29('3�-1)

� �②

40 
곡선�y= k

x �위의�서로�다른�세�점

� � A(a1,�a2),�B(b1,�b2),�C(c1,�c2)

에�대하여�세�수�a1,�b1,�c1이�이�순서대로�등차수열을�이루고�세�수�

a2,�c2,�b2가�이�순서대로�등비수열을�이룬다.

a1,�b1,�c1,�a2,�b2,�c2가�모두�정수일�때,�자연수�k의�최솟값은?

①�4� ②�6� ③�8

④�12� ⑤�36

b1은�a1과�c1의�등차중항

c2는�a2와�b2의�등비중항

�

 등차중항과 등비중항을 이용한다.

등차중항과 등비중항을 이용하여 b1과 c2의 값을 구한다.

세�수�a1,�b1,�c1이�이�순서대로�등차수열을�이루므로�b1은�a1과�c1의�등

차중항이다.

b1=
aÁ+cÁ

2 � yy�㉠

세�수�a2,�c2,�b2가�이�순서대로�등비수열을�이루므로

c2는�a2와�b2의�등비중항이다.

(c2)
2=a2b2

세 점 A(a1, a2), B(b1, b2), C(c1, c2)가 곡선 y=
k
x  위의 점임을 이

용한다. 

이때�a2=
k
aÁ ,�b2=

k
bÁ ,�c2=

k
cÁ 이므로�

{ k
cÁ }2`=

k
aÁ _ k

bÁ

k는�자연수이므로�(c1)
2=a1b1� yy�㉡

BCÓ>0

PÇQÇÓ�:�BCÓ=n�:�8,

8n('3-1)=8PÇQÇÓ

풀이전략

문제풀이

㉠을�㉡에�대입하면�(c1)
2=a1_

aÁ+cÁ
2

2(c1)
2-(a1)

2-a1c1=0�

(2c1+a1)(c1-a1)=0

c1=-
aÁ
2

이를�㉠에�대입하면�b1=
aÁ
4

bÁ은�정수이므로�a1은�4의�배수이고,�aª= k
aÁ 에서�k는�4의�배수이다.

따라서�a1=-4�또는�a1=4일�때,�k는�최솟값�4를�갖는다.

� �①

x

41 
x에�대한�이차방정식�x2-px+q=0의�두�근�a,�b�(a<b)에�대하

여�a,�b가�모두�자연수이고�a2=a+b이다.�b-a,�p,�p+q가�이�

순서대로�등비수열을�이룰�때,�두�상수�p,�q의�합�p+q의�값은?

①�18� ②�27� ③�36

④�45� ⑤�54

a+b=p,�ab=q

�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p, q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차방정식�x2-px+q=0의�두�근이�a,�b이므로
근과�계수의�관계에�의하여

a+b=p,�ab=q

등비중항을 이용하여 a, b에 대한 식을 정리한다.

b-a,�p=a+b,�p+q=a+b+ab가�이�순서대로�등비수열을�이루
므로

(a+b)Û`=(b-a)(a+b+ab)

aÛ`+2ab+bÛ`=ab+bÛ`+abÛ`-aÛ`-ab-aÛ`b�
aÛ`+2ab=ab2-aÛ`-aÛ`b
2aÛ`+2ab-abÛ`+aÛ`b=0

2a+2b-bÛ`+ab=0

2(a+b)=b(b-a)
aÛ`=a+b이므로
2aÛ`=(aÛ`-a)(aÛ`-a-a)
2a2=a(a-1)a(a-2)

2=(a-1)(a-2)

aÛ`-3a=0

a(a-3)=0

a는�자연수이므로�a=3,�b=aÛ`-a=6

p+q=a+b+ab=27

� �②

서로�다른�세�점이므로�a1+cÁ

풀이전략

문제풀이

x에�대한�이차방정식�ax2+bx+c=0�(a+0)의

두�근의�합은�-;aB;,�두�근의�곱은�;aC;이다.

a+b는�b-a와�a+b+ab의�등비중항

a는�자연수이므로�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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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첫째항이�a,�공비가�3인�등비수열�{an}의�첫째항부터�제�n항까지

의�합을�Sn이라�하고,�첫째항이�b,�공비가�s인�등비수열�{bn}의�첫

째항부터�제n항까지의�합을�Tn이라�하자.�수열�{Sn+p}는�첫째

항이�6인�등비수열이고,�수열�{Tn+q}는�공차가�5인�등차수열일�

때,�Ta의�값은?�(단,�a는�자연수이다.)�

①�10� ②�15� ③�20

④�25� ⑤�30

6_An-1�꼴이�되어야�한다.

5n+B�꼴이�

되어야�한다.

 주어진 수열이 등차수열 또는 등비수열이기 위한 조건을 생각한다.

수열 {Sn+p}가 등비수열이기 위한 a의 값을 구한다.

Sn=
a(3n-1)

3-1

=
a(3n-1)

2

Sn+p=
a(3n-1)

2 +p

= a_3n

2 - a
2 +p

수열�{Sn+p}는�등비수열이므로

- a
2 +p=0

Sn+p= a_3n

2

첫째항이�6이므로� 3a2 =6,�a=4

수열 {Tn+q}가 등차수열이기 위한 s의 값을 구한다.

s+1이면�Tn=
b(sn-1)

s-1 이고�수열�{Tn+q}는�등차수열이므로

b=0이어야�한다.�이는�공차가�5임에�맞지�않는다.

따라서�s=1이고�Tn=bn

Tn+q=bn+q,�공차가�5이므로�b=5

따라서�Ta=T4=5_4=20

� �③

43 
오른쪽�그림에서�좌표평면�위의�직선�

y=-x+k

y=2Å``ÑÚy=3Å``+3

x

y

O
D

C

B
A

y=-x+k가�y축,�두�곡선��

y=3x+3,�y=2x-1�및�x축과�만나

는�점을�각각�A,�B,�C,�D라�할�때,�

ABÓ,�BCÓ,�CDÓ는�이�순서대로�등비

수열을�이룬다.�ABÓ='2일�때,��
CDÓ의�값을�구하시오.� 4'2
공비를�r라�하면�BCÓ='2r,�CDÓ="2rÛ`

풀이전략

문제풀이

6_An-1�꼴이�되어야�한다.

5n+B�꼴이�되어야�한다.

 ABÓ+BCÓ+CDÓ=ADÓ임을 이용하여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한다.

ABÓ, BCÓ, CDÓ를 공비 r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A(0,�k),�D(k,�0)에서�ADÓ='2k� yy�㉠

ABÓ,�BCÓ,�CDÓ가�이�순서대로�등비수열을�이루므로�공비를�r라�하면

BCÓ='2r,�CDÓ='2r2

ABÓ+BCÓ+CDÓ='2+'2r�+'2r2='2(1+r+r2)� yy�㉡

㉠,�㉡에�의하여�'2k='2(1+r+r2)이므로�k=1+r+r2� yy�㉢

점 B가 곡선 y=3x+3 위의 점임을 이용한다.

ABÓ='2이고�직선�AB의�기울기가�-1이므로

오른쪽�그림의�직각삼각형�AHB에서

y=-x+k

y=3Å`+3

y=2Å``ÑÚ

x

y

O
D

C

B
A
H

�

AHÓ=BHÓ=1이므로�점�B(1,�k-1)

이고�점�B는�곡선�y=3x+3�위의�점이

므로�

3+3=k-1

따라서�k=7

㉢에�의하여�1+r+r2=7

r2+r-6=0

(r+3)(r-2)=0

따라서�r=2이므로

CDÓ='2�r2=4'2
� �4'2

44 
공비가�-2인�등비수열�{an}에서

Sn={(a1)
2+(a2)

2+y+(an)
2}{ 1

a1
+ 1

a2
+y+ 1

an
}

이라�할�때,�
S4

S2
의�값은?�(단,�aÁ+0)

①�:¥4Á:� ②�:¥4£:� ③�:¥4°:

④�:¥4¦:� ⑤�:¥4»:

an=a1_(-2)n-1

�

  수열 {aÇ}이 등비수열이면 수열 {(aÇ)Û`}과 수열 [ 1
aÇ ]도 등비수열임을 이용

한다. 

수열 {(aÇ)Û`}과 수열 [ 1
aÇ ]의 첫째항과 공비를 구한다.

an=a1_(-2)n-1

(an)
2=(a1)

2_4n-1이므로�수열�{(an)Û`}은

첫째항이�(a1)
2,�공비가�4인�등비수열이고

1
an

= 1
a1

_{-;2!;}
n-1

이므로�수열�[ 1
an
]은

풀이전략

문제풀이

r>0

풀이전략

문제풀이

해 59-69 올림포스(고난도)_수1_5강-오1.indd   67 2017-11-02   오후 3:14:25



올림포스 고난도•수학Ⅰ68

정답과 풀이

첫째항이�
1
a1
,�공비가�-;2!;�인�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SÇ을 간단히 한다.

(a1)
2+(a2)

2+y+(an)
2=

(aÁ)Û`(4n-1)
4-1

=
(aÁ)Û`(4n-1)

3

1
a1

+ 1
a2

+y+ 1
an

=

1
aÁ [1-{-;2!;}n`]

1-{-;2!;}

=
2[1-{-;2!;}n`]

3aÁ

Sn=
(aÁ)Û`(4n-1)

3 _
2[1-{-;2!;}n`]

3aÁ

=
2aÁ(4n-1)[1-{-;2!;}n`]

9

따라서

S4

Sª =

2aÁ(4Ý`-1)[1-{-;2!;}4`]
9

2aÁ(4Û`-1)[1-{-;2!;}2`]
9

=
(44-1)[1-{-;2!;}4`]

(4Û`-1)[1-{-;2!;}2`]

=(4Û`+1)[1+{-;2!;}2`]

=:¥4°:

� �③

45 
첫째항이�1이고�공차가�2인�등차수열�{an}에�대하여�� �

두�수열�{bn},�{cn}이�다음을�만족시킨다.

� � bn=3_2aÇ,�cn=log`bn� �

수열�{bn}의�첫째항부터�제�4항까지의�합을�S,�수열�{cn}의�첫째

항부터�제�4항까지의�합을�T라�할�때,��TS 의�값은?

①�
2`log`2+log`3

255 � ②�
4`log`2+log`3

255

③�
4`log`2+2`log`3

255 � ④�
8`log`2+2`log`3

255

⑤�
16`log`2+4`log`3

255

an=2n-1

   수열 {an}이 등차수열일 때, 수열 {paÇ}(p>0)은 등비수열이고 수열 {an}이 

등비수열일 때, 수열 {log`an}(an>0)은 등차수열임을 이용한다.

등차수열 {an}을 이용하여 등비수열 {bn}의 첫째항과 공비를 구한다.

등차수열�{an}의�첫째항이�1이고�공차가�2이므로

an�=1+(n-1)_2� �

=2n-1

bn�=3_22n-1� �

=6_22(n-1)� �

=6_4n-1

에서�수열�{bn}은�첫째항이�6이고�공비가�4인�등비수열이므로

S=
6(44-1)

4-1

=2_255

=510

 등비수열 {bn}을 이용하여 등차수열 {cn}의 첫째항과 공차를 구한다.

cn�=log`(3_22n-1)� �

=log`3+(2n-1)�log`2� �

=log`3+log`2+(2n-2)�log`2� �

=log`6+(n-1)�log`4

에서�수열�{cn}은�첫째항이�log`6이고�공차가�log`4인�등차수열이다.

T=
4(2`log`6+3`log`4)

2

=2(2`log`6+6`log`2)

=4(4`log`2+log`3)

따라서

T
S =

4(4`log`2+log`3)
510

=
8`log`2+2`log`3

255

� �④

46 
수열�{aÇ}의�첫째항부터�제�n항까지의�합을�SÇ이라�하자.
� � (Sn+1-Sn-1)

2=4(an+1an+1)�(단,�n¾2),�a6=a10=1

을�만족시키는�a7,�a8,�a9의�모든�순서쌍�(a7,�a8,�a9)의�개수는?�

①�4� ②�6� ③�8

④�10� ⑤�12

Sn+1-Sn-1=an+1+an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을 정리한다.

Sn+1-Sn-1=an+1+an�(단,�n¾2)이므로

풀이전략

문제풀이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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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1=6,�a2=1인�수열�{an}의�첫째항부터�제�n항까지의�합을�Sn이

라�하자.�수열�{a2n-1}은�공차가�-2인�등차수열이고,�수열�{a2n}

은�공비가�2인�등비수열일�때,�� �

� � Sn>2000,�Sn+1<2000� �

을�만족시키는�자연수�n의�값은?�

①�20� ②�21� ③�22

④�23� ⑤�24�

a2n-1=-2n+8
a2n=2n-1 �

 등차수열의 합과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SÇ을 구하기

 ① SÇ에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누어 구한다.

 ②   SÇ>2000, Sn+1<200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할 때, SÇ이 

2000과 가까워지는 적당한 n을 추측하여 대입하면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

음을 이해한다.

 Sn에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누어 생각한다.

SÇ에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누어 식으로 나타낸다.

수열�{a2n-1}은�첫째항이�6,�공차가�-2인�등차수열이고,�수열�{a2n}�

은�첫째항이�1,�공비가�2인�등비수열이다.

Sn=a1+a2+a3+a4+y+an-1+an

=à
aÁ+aª+a3+a4+y+a2m-1+a2m� (n=2m일�때)

aÁ+aª+a3+a4+y+a2m-2+a2m-1� (n=2m-1일�때)
� (단,�m은�자연수)

파헤치기문항

point 찾기실수

풀이전략

문제풀이

내신 상위 4% of 4% 본문 71쪽

=

(
O
{
O
9

(aÁ+a3+y+a2m-1)+(a2+a4+y+a2m)� (n=2m일�때)

(aÁ+a3+y+a2m-1)+(a2+a4+y+a2m-2)

� (n=2m-1일�때)

=

(
O
{
O
9

m{12-2(m-1)}
2 + 2m-1

2-1 �����(n=2m일�때)

m{12-2(m-1)}
2 + 2m-1-1

2-1 ��(n=2m-1일�때)

=à
(-m+7)m+2m-1� (n=2m일�때)

(-m+7)m+2m-1-1��(n=2m-1일�때)

SÇ>2000, SÇ*Á<200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한다.

다음�그림과�같이�x>0일�때,�x의�값의�증가량에�따른�y의�값의�증가

량이�이차함수�y=x2-7x보다�지수함수�y=2x-1-1�또는�y=2x-1

에서�더�크게�나타나므로�S2m<S2m+2,�S2m-1<S2m+1이�성립한다.

y=xÛ`-7x

y=2Å`-1

y=2Å``ÑÚ`-1`

x

y

O

SÇ에서�n에�자연수를�차례대로�대입하면
������

S21=-44+2Ú`â`-1=979<2000

S22=-44+2Ú`Ú`-1=2003>2000

S23=-60+2Ú`Ú`-1=1987<2000

S24=-60+2Ú`Û`-1=4035>2000

S25=-78+2Ú`Û`-1=4017>2000

�����

따라서�자연수�n의�값은�22이다.

� �③

Sn이�2000과�가까워지는

적당한�n의�값을�추측하여

대입해�본다.

(Sn+1-Sn-1)
2=4(an+1an+1)에서

(an+1+an)
2=4an+1an+4

(an+1-an)
2=4

an+1-an=-2�또는�an+1-an=2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a6=a10=1이므로�네�개의�수�a7-a6,�a8-a7,�a9-a8,�a10-a9�중에�

-2가�두�개,�2가�두�개�있어야�한다.�이것은�네�개의�수�중에서�두�개

의�수를�택하는�경우의�수와�같으므로

4C2=
4_3

2 =6

� �②

ÇC¨=
n_(n-1)_y_(n-r+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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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의 합06

내신        우수 문항기출

01 ④ 02 ② 03 ③ 04 ① 05 ②

06 ② 07 ⑤ 08 ① 09 ③ 10 15  
11 -270

본문 74~75쪽

01 
10
Á
k=1

2aû=4에서 
10
Á
k=1

aû=2이고

10
Á
k=1

3bû=18에서 
10
Á
k=1

bû=6이므로

10
Á
k=1

(3aû-1)(2bû-1)

=6 
10
Á
k=1

aûbû-3 
10
Á
k=1

aû-2 
10
Á
k=1

bû+
10
Á
k=1

1

=6_2-3_2-2_6+1_10

=4

  ④

02 등차수열 {aÇ}에서 공차를 d라 하면

10
Á
k=3

aû-
8

Á
k=1

aû

=a»+aÁ¼-aÁ-aª

=(aÁ+8d)+(aÁ+9d)-aÁ-(aÁ+d)

=16d

=48

d=3

따라서 a¤-a¢=(aÁ+5d)-(aÁ+3d)=2d=6

  ②

03 등비수열 {aÇ}의 일반항은

aÇ=aÁ2n-1

a2n-1=aÁ22n-2=aÁ4n-1이므로

수열 {a2n-1}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5
Á
k=1

a2k-1=
aÁ(4Þ`-1)

4-1

=
1023aÁ

3

=1023

따라서 aÁ=3

  ③

04 
n
Á
m=1
{

m
Á
k=1

k}

	 =
n
Á
m=1

m(m+1) 
2

 =;2!;
n
Á
m=1

(mÛ`+m)

 =;2!; [ n(n+1)(2n+1)
6 +

n(n+1)
2 ]

 =
n(n+1)

2 _ 2n+1+3
6

 =
n(n+1)(n+2)

6

따라서 
n(n+1)(n+2)

6 =56

n(n+1)(n+2)=6_56

즉, n(n+1)(n+2)=6_7_8이고 n은 자연수이므로 n=6

  ①

05 
n
Á
k=1

aû=SÇ으로 놓으면 SÇ=3nÛ`-2n이므로

aÇ=SÇ-SÇ-1

 =(3nÛ`-2n)-{3(n-1)Û`-2(n-1)}

 =6n-5 (단, n¾2)

a2k=12k-5

따라서

10
Á
k=1

aªû=
10
Á
k=1

(12k-5)

 =12_ 10_11
2 -50

 =610

  ②

06 f(x)=xÜ`-2xÛ`+3x-1이라 하면

aÇ=f(n)=nÜ`-2nÛ`+3n-1
10
Á
k=1

aû=
10
Á
k=1

(kÜ`-2kÛ`+3k-1)

 ={ 10_11
2 }2`-2_ 10_11_21

6 +3_ 10_11
2 -10

 =55Û`-(10_11_7)+(3_5_11)-10

 =55(55-14+3)-10

 =55_44-10

 =2410

  ②

07 aÁ=SÁ=4

aÇ=SÇ-SÇ-1  

=(nÛ`+3n)-{(n-1)Û`+3(n-1)}  

=2n+2 (단, n¾2)

이므로 aÇ=2n+2 (n¾1)

따라서

10
Á
k=1

1
aû ak+1

=
10
Á
k=1

1
(2k+2)(2k+4)

=;4!; 
10
Á
k=1

1
(k+1)(k+2)

=;4!; 
10
Á
k=1
{ 1

k+1
- 1

k+2
}

=;4!; [{ 1
2

- 1
3
}+{ 1

3
- 1

4
}+y+{ 1

11
-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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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고득점 문항

12 ④ 13 ② 14 ⑤ 15 ⑤ 16 ③

17 ④ 18 ① 19 ② 20 ④ 21 -120

22 11

본문 76~77쪽

상위

7%

=;4!; {;2!;-;1Á2;}

=;4°8;

  ⑤

08 
n
Á
k=1

1
'Äk+1+'§k

 

=
n
Á
k=1

'Äk+1 -'§k
(k+1)-k 

=
n
Á
k=1

('§Äk+1-'§k )

= ('2 -1)+('3 -'2 )+y+('§n -'Än-1 )+('Än+1 -'§n )

=-1+'Än+1

-1+'Än+1=10에서

'Än+1=11, n+1=121

따라서 n=120

  ①

09 등차수열 {aÇ}의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2이므로

aÇ=1+(n-1)_2  

=2n-1

따라서 

12
Á
k=1

1
'§aû+'Äaû*Á

=
12
Á
k=1

1
'Ä2k-1+'Ä2k+1

=
12
Á
k=1

'Ä2k-1-'Ä2k+1
(2k-1)-(2k+1)

=;2!; 
12
Á
k=1

('Ä2k+1-'Ä2k-1)

= ;2!; {('3 -'1 )+('5 -'3 )+('7 -'5 )  

  +y+('2�3-'2�1)+('2�5-'2�3)}

=;2!; (-1+5)

=2

  ③

10 
10
Á
k=1

aû=a, 
10
Á
k=1

bû=b라 하면

10
Á
k=1

(2aû-bû)=1에서

2a-b=1 yy ㉠

10
Á
k=1

(3aû+2bû)=12에서

3a+2b=12 yy ㉡

  (가)

㉠_2+㉡을 하면

7a=14

a=2, b=3

즉, a=
10
Á
k=1

aû=2, b=
10
Á
k=1

bû=3

  (나)

따라서 

10
Á
k=1

(aû+bû+1)=2+3+10

=15

  (다)

  15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10
Á
k=1

 aû=a, 
10
Á
k=1

 bû=b라 하고 식을 정리한 경우 40`%

(나) a, b의 값을 구한 경우 40`%

(다)
10
Á
k=1

 (aû+bû+1)의 값을 구한 경우 20`%

11 등차수열 {aÇ}의 첫째항이 10이고 공차가 -3이므로

aÇ=10+(n-1)_(-3)  

=-3n+13

  (가)

5
Á
k=1

2ka2k=
5

Á
k=1

2k(-6k+13)

 =2
5

Á
k=1

(-6kÛ`+13k)

  (나)

 =2 {-6_ 5_6_11
6 +13_ 5_6

2 }

 =2(-330+195)

 =-270

  (다)

  -270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등차수열 {aÇ}의 일반항을 구한 경우 20`%

(나)
aªû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주어진 식을 정리한 

경우
20`%

(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하여 

5
Á
k=1

 2kaªû의 값을 

구한 경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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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차수열 {aÇ}의 공차를 d라 하면

20
Á
k=1

(aû*ª+aû*Á-2aû)

= (a£+aª-2aÁ)+(a¢+a£-2aª)+(a°+a¢-2a£)  

+y+(aªÁ+aª¼-2aÁ»)+(aªª+aªÁ-2aª¼)

=-2aÁ-aª+2aªÁ+aªª

=-2aÁ-(aÁ+d)+2(aÁ+20d)+(aÁ+21d)

=60d

60d=300에서 d=5

따라서 aÇ=2+(n-1)_5=5n-3이므로

aÁ¼=47

  ④

다른풀이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 하면 

ak+2+ak+1-2ak

=aÁ+(k+1)d+aÁ+kd-2{aÁ+(k-1)d}

=3d
20
Á
k=1

(aû*ª+aû*Á-2aû)

=
20
Á
k=1

 3d

=60d

60d=300에서 d=5

따라서 aÇ=2+(n-1)_5=5n-3이므로

aÁ¼=47

13 등비수열 {aÇ}의 첫째항을 a, 공비를 r (r>0)이라 하면

aª=48, a¢=108에서

a¢=aªrÛ`=48rÛ`=108

rÛ`=;4(; 

r>0이므로 r=;2#;

이때 aª=48에서

aª=aÁr=;2#; aÁ=48

이므로 aÁ=32

따라서 등비수열 {aÇ}은 첫째항이 32이고 공비가 ;2#; 인 등비수열이므로

n
Á
k=1

aû=
32[{;2#;} n`-1]

;2#;-1

 =64[{;2#;}n`-1]¾960

{;2#;}n`-1¾15

3Ç`¾2n+4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n`log`3¾(n+4)`log`2

0.48n¾0.30(n+4)

0.18n¾1.2

n¾:Á1ª8¼:=:ª3¼:=6.66y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은 7이다.

  ②

14 직선 y=-;4#;x-;2N;, 즉 3x+4y+2n=0과 

원 (x+5)Û`+(y-5)Û`=25의 중심 (-5, 5) 사이의 거리 d는 

d=
|3_(-5)+4_5+2n|

"Ã3Û`+4Û`

= 2n+5
5

n>10이면 d>5이므로 aÇ=0

n=10이면 d=5이므로 aÇ=1

1Én<10이면 d<5이므로 aÇ=2

따라서 
15
Á
k=1

aû=2_9+1_1+0_5=19

  ⑤

15 
n
Á
k=1

bû=;2!; 
n
Á
k=1

{(aû+bû)-(aû-bû)}

 =;2!;{3n(n+2)-n(n+2)}

 =n(n+2)
n
Á
k=5

bû=
n
Á
k=1

bû-
4

Á
k=1

bû

 =n(n+2)-24

따라서

10
Á
n=6
{

n
Á
k=5

bû}=
10
Á
n=6

{n(n+2)-24}

 =
10
Á
n=1

{n(n+2)-24}-
5

Á
n=1

{n(n+2)-24}

 =
10
Á
n=1

(nÛ`+2n-24)-
5

Á
n=1

(nÛ`+2n-24)

 = 10_11_21
6 +2_ 10_11

2 -240

 -{ 5_6_11
6 +2_ 5_6

2 -120}

 =290

  ⑤

16 
10
Á
k=1

`f(k+1)

 =
10
Á
k=1

{(k+1)Û`+a(k+1)-2}

 =
10
Á
k=1

{kÛ`+(a+2)k+a-1}

 = 10_11_21
6 +(a+2)_ 10_11

2 +10(a-1)

 =65a+485

65a+485=160에서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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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Á
k=3

`f(k)=
10
Á
k=1

`f(k)-{ f(1)+f(2)}

   =
10
Á
k=1

(kÛ`-5k-2)-(-14)

   = 10_11_21
6 -5_ 10_11

2 -20+14

   =104

  ③

17 이차방정식 xÛ`-(2n+1)x+(n-1)=0의 두 근이 aÇ, bÇ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Ç+bÇ=2n+1, aÇ bÇ=n-1

aÇÛ`+bÇÛ`=(aÇ+bÇ)Û`-2aÇ bÇ
=(2n+1)Û`-2(n-1)

=4nÛ`+2n+3
10
Á
k=1

(aûÛ`+1)(bûÛ`+1)

=
10
Á
k=1

{(aû bû)Û`+aûÛ`+bûÛ`+1}

=
10
Á
k=1

{(k-1)Û`+4kÛ`+2k+3+1}

=
10
Á
k=1

(5kÛ`+5)

=5
10
Á
k=1

(kÛ`+1)

=5_{ 10_11_21
6 +10}

=1975

  ④

18 n(n+1)
1Ü`+2Ü`+y+nÜ`

=
n(n+1)

[ n(n+1)
2

]2`
= 4

n(n+1)
이므로

1_2
1Ü`

+ 2_3
1Ü`+2Ü`

+ 3_4
1Ü`+2Ü`+3Ü`

+y+ 11_12
1Ü`+2Ü`+3Ü`+y+11Ü`

=4 
11
Á
n=1

1
n(n+1)

=4 
11
Á
n=1
{ 1

n - 1
n+1 }

=4[{;1!;-;2!;}+{;2!;-;3!;}+y+{;1Á1;-;1Á2;}]

=4 {1-;1Á2;}=:Á3Á:

   ①

19 SÇ=
n
Á
k=1

aû=
n
Á
k=1

k
(k+1)!

 =
n
Á
k=1

(k+1)-1
(k+1)!

 =
n
Á
k=1
[ 1

k! - 1
(k+1)!

]

 ={ 1
1! - 1

2! }+{
1
2! - 1

3! }+y+[ 1
n! - 1

(n+1)!
]

 =1- 1
(n+1)!

Sµ=;7&2!0(; 에서

1- 1
(m+1)!

=;7&2!0(;

(m+1)!=720=6_5_4_3_2_1

따라서 m=5

  ②

20 첫째항이 2이고 공차가 3이므로

aû=2+(k-1)_3=3k-1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392이므로

n{4+(n-1)_3}
2 =392

3nÛ`+n-784=0 

(3n+49)(n-16)=0

n은 자연수이므로 n=16
n
Á
k=1

3
'§aû+'Äak+1

 

=
16
Á
k=1

3
'Ä3k-1+'Ä3k+2

=
16
Á
k=1

('Ä3k+2-'Ä3k-1 )

=('5-'2)+('8-'5 )+y+('5�0-'4�7)
=-'2+5'2
=4'2
  ④

21 
15
Á
k=1

(-1)û` kÛ`

 =-1Û`+2Û`-3Û`+4Û`-y+14Û`-15Û`
 =(2Û`+4Û`+y+14Û`)-(1Û`+3Û`+y+13Û`)-15Û`

 =
7

Á
k=1

(2k)Û`-
7

Á
k=1

(2k-1)Û`-15Û`

 =
7

Á
k=1

(4k-1)-225

  (가)

 =4_ 7_8
2 -7-225

 =-120

  (나)

  -120

다른풀이   
15
Á
k=1

(-1)û` kÛ`

    =-1Û`+2Û`-3Û`+4Û`-y+14Û`-15Û`
    = -1Û`+(2-3)(2+3)+(4-5)(4+5)  

+y+(14-15)(14+15)

    =-1-5-9-y-29

    =- 8_(2+7_4)
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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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변별력 문항

23 ② 24 ③ 25 ① 26 ③ 27 ②

28 ③ 29 ③ 30 ② 31 ② 32 ③

33 ⑤ 34 ②

본문 78~80쪽

상위

4%

23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xÛ`-2x+3과 직선 y=4x-n의 교

점의 개수를 f(n)이라 할 때,  
10
Á
k=1

`f(k)의 값은?

① 9 ② 11 ③ 13

④ 15 ⑤ 17

곡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판별식을 이용한다.

 

 두 식을 연립한 후 판별식을 이용하여 n의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y=xÛ`-2x+3과 y=4x-n을 연립한다.

y=xÛ`-2x+3과 y=4x-n을 연립하면

xÛ`-2x+3=4x-n

xÛ`-6x+n+3=0

판별식을 이용하여 f(n)을 구한다.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4 =9-(n+3)

=-n+6

n<6일 때, 직선 y=4x-n이 곡선 y=xÛ`-2x+3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므로 

 f(n)=2

n=6일 때, 직선 y=4x-n이 곡선 y=xÛ`-2x+3에 접하므로 

 f(n)=1

n>6일 때, 직선 y=4x-n이 곡선 y=xÛ̀ -2x+3과 만나지 않으므로

 f(n)=0

10
Á
k=1

 f(k)의 값을 계산한다.

따라서 
10
Á
k=1

` f(k)=2_5+1_1+0_4=11

  ②

24 
두 등차수열 {aÇ}, {bÇ}에 대하여

  
10
Á
k=1

aû+
10
Á
k=1

bû=235, 
9

Á
k=3

aû+
9

Á
k=3

bû=182

일 때, aª+bª의 값은?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
10
Á
k=1

aû+
10
Á
k=1

bû}-{
9

Á
k=3

aû+
9

Á
k=3

bû}

=aÁ+aª+aÁ¼+bÁ+bª+bÁ¼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D>0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D=0이면 중근을 갖는다.

D<0이면 허근을 갖는다.

풀이전략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15
Á
k=1

(-1)û̀ kÛ̀ =-1Û̀ +2Û̀ -3Û̀ +4Û̀ -y+14Û̀ -15Û̀ 으로 

나타낸 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식을 정리한 경우
60`%

(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하여 

15
Á
k=1

 (-1)û`k Û`의 

값을 구한 경우
40`%

22 
10
Á
k=1

kÝ`+2kÜ`+kÛ`+a
k(k+1)

 =
10
Á
k=1

kÛ`(kÛ`+2k+1)+a
k(k+1)

 =
10
Á
k=1
[k(k+1)+ a

k(k+1)
]

	 =
10
Á
k=1
[kÛ̀ +k+ a

k(k+1)
]

  (가)

 = 10_11_21
6 + 10_11

2 +a
10
Á
k=1
{ 1

k - 1
k+1 }

 =385+55+a [{;1!;-;2!;}+{;2!;-;3!;}+y+{;1Á0;-;1Á1;}]

 =440+a {1-;1Á1;}

 =440+ 10a
11

  (나)

440+ 10a
11 =450이므로 a=11

  (다)

  11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10
Á
k=1

kÝ`+2kÜ`+kÛ`+a
k(k+1)

를 정리하여 나타낸 경우 30`%

(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과 부분분수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한 경우
60`%

(다) a의 값을 구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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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10
Á
k=1

 aû, 
10
Á
k=1

 bû를 간단히 나타낸다.

두 수열 {aÇ}, {bÇ}이 모두 등차수열이므로

10
Á
k=1

aû+
10
Á
k=1

bû

=
10(aÁ+aÁ¼)

2 +
10(bÁ+bÁ¼)

2

=235

5(aÁ+aÁ¼+bÁ+bÁ¼)=235

aÁ+aÁ¼+bÁ+bÁ¼=47

조건에 주어진 식을 연립하여 aª+bª의 값을 구한다.

{
10
Á
k=1

aû+
10
Á
k=1

bû}-{
9

Á
k=3

aû+
9

Á
k=3

bû} 

=aÁ+aª+aÁ¼+bÁ+bª+bÁ¼
=235-182

=53

aª+bª =(aÁ+aª+aÁ¼+bÁ+bª+bÁ¼)-(aÁ+aÁ¼+bÁ+bÁ¼)  

=53-47  

=6

  ③

25 

자연수 n에 대하여 aÇ=

(

{

9

 0  {sinÛ``;6N; p<;2!;}

 1  {;2!;ÉsinÛ``;6N; p}
이라 할 때, 

100
Á
k=1

aû의 값은?

① 51 ② 52 ③ 53

④ 54 ⑤ 55 

y=sinÛ``px의 주기는 1이므로 sinÛ``;6N; p는 n의 

값에 따라 일정한 값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n=1, 2, 3, y 을 차례로 대입하면서 sinÛ``;6N; p의 규칙을 알아본다.

n=1, 2, 3, y 을 차례로 대입하면서 sinÛ``;6N; p의 규칙을 알아본다.

n=1일 때, sinÛ``;6Ò;={;2!;}2`=;4!;이므로 aÁ=0

n=2일 때, sinÛ``;3Ò;={ '32 }2`=;4#;이므로 aª=1

n=3일 때, sinÛ``;2Ò;=1Û`=1이므로 a£=1

n=4일 때, sinÛ``;3@; p={ '32 }2`=;4#;이므로 a¢=1

n=5일 때, sinÛ``;6%; p={;2!;}2`=;4!;이므로 a°=0

n=6일 때, sinÛ`p=0Û`=0이므로 a¤=0



문제풀이

등차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Ç은 첫째항이 a, 제 n항이 l일 때, 

SÇ=
n(a+l)

2

풀이전략

문제풀이

사인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aÇ의 값을 구한다. 

sinÛ`(mp+h)=sinÛ``h (m은 정수)이므로 자연수 k에 대하여

n=6k+1일 때, a6k+1=0

n=6k+2일 때, a6k+2=1

n=6k+3일 때, a6k+3=1

n=6k+4일 때, a6k+4=1

n=6k+5일 때, a6k+5=0

n=6k일 때, a6k=0
100
Á
k=1

aû=
96
Á
k=1

aû+a97+a98+a99+a100

 =16_(0+1+1+1+0+0)+0+1+1+1

 =51

  ①

26 
자연수 m에 대하여 log£`m의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n이 

되는 m의 개수를 aÇ이라 할 때,  
10
Á
k=1

aû의 값은?

① 3Ú`â`-3 ② 3Ú`â`-1 ③ 3Ú`Ú`-3

④ 3Ú`Ú`-1 ⑤ 3Ú`Û`-3

nÉlog£`m<n+1

 

 nÉlog£`m<n+1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의 범위를 통하여 aÇ의 값을 구한다.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aÇ을 구한다.

3Ç`Ém<3n+1일 때, log£`3Ç`Élog£`m<log£`3n+1

즉, nÉlog£`m<n+1이므로

log£`m의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n이다.

aÇ=3n+1-3Ç`=3Ç`(3-1)=2_3Ç`

10
Á
k=1

 aû의 값을 계산한다.

10
Á
k=1

aû=
10
Á
k=1

2_3û`   

       =
6(3Ú`â`-1)

3-1

       =3Ú`Ú`-3

  ③

27 
자연수 n을 2로 나누는 시행을 반복하여 그 값이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질 때의 시행 횟수를 aÇ이라 하자. 예를 들어 a£=2, a¤=3이다. 

이때  
20
Á
k=1

aû의 값은?

① 72 ② 74 ③ 76

④ 78 ⑤ 80

6Ö2=3>1, 3Ö2=;2#;>1, ;2#;Ö2=;4#;<1

이므로 a¤=3

 

m이 짝수이면

sin(mp+h)=sin`h이고,

m이 홀수이면

sin(mp+h)=-sin`h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xÁ<xª일 때 log£`xÁ<log£`xª

첫째항이 a, 공비가 r (r+1)인 등비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은 
a(rÇ`-1)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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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aÇ}의 첫째항부터 제 20항까지의 항 중에서 0, 1, 2의 개수에 대

한 식을 세운다.

수열 {aÇ}은 0, 1, 2 중에서 어느 하나의 수를 항의 값으로 갖는다.

수열 {aÇ}의 첫째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항 중에서 0, 1, 2의 개수를 각

각 x, y, z라 하면

x+y+z=20 yy ㉠

aÇ=2이면 aÇÐÁ=1이므로 y¾z yy ㉡

aÁ=0이고 aÇ=1이면 an-Á=0이므로 x¾y

따라서 x¾y¾z

20
Á
k=1

 (aû-1)Û`=15를 정리하여  에서 구한 식과 연립한다.

20
Á
k=1

(aû-1)Û`=15에서

20
Á
k=1

(aû-1)Û`

=
20
Á
k=1

(aûÛ`-2aû+1)

=1Û`_y+2Û`_z-2(y+2z)+20

=-y+20

따라서 -y+20=15에서

y=5 yy ㉢

㉠, ㉡, ㉢에 의하여

x+z=15, zÉ5이므로 x¾10

검은 돌의 개수의 최솟값을 구한다.

따라서 x의 최솟값은 10이고, 이때 검은 돌의 개수의 최솟값은 x의 값

과 같으므로 10이다.

  ③

29 
함수 f(x)= 

10
Á
k=1

(x+k)Û`은 x=p일 때, 최솟값을 갖는다.   

f {p+;2!;}의 값은?  

① 81 ② 83 ③ 85

④ 87 ⑤ 89

a>0인 이차함수 y=axÛ`+bx+c는

x=-
b
2a 일 때, 최솟값을 갖는다.

 

 

  f(x)=
10

Á
k=1

(x+k)Û̀  을 Á의 성질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하여 간단히 

정리한다.

f(x)를 간단히 정리한다.

 f(x)=
10
Á
k=1

(xÛ`+2kx+kÛ`)

=10xÛ`+2x_ 10_11
2 + 10_11_21

6

=10xÛ`+110x+385

문제풀이

풀이전략

문제풀이

 n의 값의 범위를 나누어 n의 값에 따른 aÇ의 값을 구한다.

n의 값에 따른 aÇ의 값을 구한다.

1Én<2일 때, ;2!; É;2N;<1이므로 aÁ=1

2Én<2Û`일 때, ;2!; É n
2Û`

<1이므로 aª=a£=2

2Û`Én<2Ü`일 때, ;2!; É n
2Ü`

<1이므로 a¢=a°=a¤=a¦=3

 

2û`Én<2k+1일 때, ;2!; É n
2k+1 <1이므로 

a2û`=a2û`+1=a2û`+2=y=a2û`±Ú`-1=k+1

20
Á
k=1

 aû의 값을 계산한다.

따라서

20
Á
k=1

aû=1_1+2_2+3_2Û`+4_2Ü`+5_5

         =1+4+12+32+25  

=74

  ②

28 
왼쪽으로부터 첫 번째에 검은 돌을 나열하고 그 오른쪽으로 검은 

돌 또는 흰 돌을 일렬로 나열하되 흰 돌은 연속해서 3개 이상 나열

하지 않는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Ç의 값을 정한다.

(가)   왼쪽으로부터 n번째 자리에 검은 돌이 나열되어 있으면 

aÇ=0이다.

(나)  왼쪽으로부터 (n-1)번째에 검은 돌, n번째에 흰 돌이 나

열되어 있으면 aÇ=1이다. (단, n¾2)

(다)   왼쪽으로부터 (n-1)번째와 n번째에 모두 흰 돌이 나열되

어 있으면 aÇ=2이다. (단, n¾2) 

첫 번째에 검은 돌을 나열하므로 aÁ=0

수열 {aÇ}은 0, 1, 2 중에서 어느 하나의 수를 
항의 값으로 갖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aÁ=0, aª=1, a£=0, 

a¢=1, a°=2, a¤=0이다.

 y

 
20
Á
k=1

(aû-1)Û`=15일 때, 20개의 돌 중 검은 돌의 개수의 최솟값은?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수열 {aÇ}의 첫째항부터 제 20항까지의 항 중에서 0, 1, 2의 개수에 대한 식을 

세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풀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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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x+:Á2Á:}2`- 605
2 +385

=10{x+:Á2Á:}2`+ 165
2

p의 값을 구하여  f {p+;2!;}의 값을 계산한다.

따라서 p=-:Á2Á:이므로

f {p+;2!;}=f(-5)

              =10{;2!;}2`+ 165
2

              =85

  ③

30 
수열 {aÇ}에 대하여  

n
Á
k=1

aû=nÛ`+n+1일 때, 
20
Á
k=1

ka2k-1의 값을  

5로 나눈 나머지는?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n=1일 때와 n¾2일 때로 나누어 aÇ의 값을 구한다.

 

 수열의 합 SÇ과 일반항 aÇ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다.

수열의 합 SÇ과 일반항 aÇ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aÇ의 값을 구한다.

n
Á
k=1

aû=SÇ으로 놓으면 SÇ=nÛ`+n+1이므로 

aÁ=SÁ=3

aÇ=SÇ-Sn-1  

=(nÛ`+n+1)-{(n-1)Û`+(n-1)+1}  

=2n (단, n¾2)

따라서 aÇ=à
3 (n=1)

2n  (n¾2)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20
Á
k=1

ka2k-1=aÁ+
20
Á
k=2

ka2k-1 

=3+
20
Á
k=2

k_2(2k-1)

=3+2
20
Á
k=2

(2kÛ`-k)

=3+2
20
Á
k=1

(2kÛ`-k)-2

=1+2 {2_ 20_21_41
6 - 20_21

2 }

=1+2_7(20_41-10_3) 

=1+2_7_790

풀이전략

문제풀이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하므로 

5의 배수가 나타난 식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2_7_79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②

31 
자연수 n에 대하여 y<-2x+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모

든 순서쌍 (x, y)의 개수를 AÇ이라 하자.  
20
Á
n=1

AÇ의 값은?

① 515 ② 525 ③ 535

④ 545 ⑤ 555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누어 생각한다.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 생각한다.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 AÇ의 값을 구한다.

Ú n이 짝수일 때,

  n=2일 때, y<-2x+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  

(x, y)가 없으므로 Aª=0

n=2m (m¾2)이라 하면 y<-2x+2m이고

 x=k (k=1, 2, 3, y, m-1)일 때 y의 값이 자연수인 순서쌍  

(x, y)의 개수는 2m-2k-1이다. 

따라서

A2m=
m-1
Á
k=1

(2m-2k-1)

 =2m(m-1)-(m-1)m-(m-1)

 =mÛ`-2m+1

이것은 m=1일 때도 성립하므로 A2m=mÛ`-2m+1

Û n이 홀수일 때,

  n=1일 때, y<-2x+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  

(x, y)가 없으므로 AÁ=0

n=2m-1 (m¾2)이라 하면 y<-2x+2m-1이고

 x=k (k=1, 2, 3, y, m-1)일 때 y의 값이 자연수인 순서쌍  

(x, y)의 개수는 2m-2k-2이다. 

따라서

A2m-1=
m-1
Á
k=1

(2m-2k-2)

 =2m(m-1)-(m-1)m-2(m-1)

 =mÛ`-3m+2

이것은 m=1일 때도 성립하므로 A2m-1=mÛ`-3m+2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하여 
20

Á
n=1

AÇ의 값을 계산한다.

Ú, Û 에 의하여

20
Á
n=1

AÇ=
10
Á
m=1

A2m+
10
Á
m=1

A2m-1

 =
10
Á
m=1

(mÛ`-2m+1)+
10
Á
m=1

(mÛ`-3m+2)

 =
10
Á
m=1

(2mÛ`-5m+3)

풀이전략

문제풀이

(k, 1), (k, 2), y, (k, 2m-2k-1)

(k, 1), (k, 2), y, (k, 2m-2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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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 10_11_21
6 -5_ 10_11

2 +30

 =770-275+30

 =525

  ②

32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Û`-2(2n+1)x+4n(n+1)=0의 두 근을 aÇ, bÇ이라 할 때,

n
Á
k=1

1
(aû-1)(bû-1) >;2!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은?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⑤ 15

aÇ+bÇ=4n+2,
aÇ bÇ=4nÛ`+4n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aÇ+bÇ, aÇbÇ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차방정식 xÛ̀ -2(2n+1)x+4n(n+1)=0의 두 근이 aÇ, bÇ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Ç+bÇ=4n+2, aÇbÇ=4nÛ`+4n

일반항이 분수 꼴인 수열의 합을 간단히 정리한다.

n
Á
k=1

1
(aû-1)(bû-1)

=
n
Á
k=1

1
aû bû-aû-bû+1

=
n
Á
k=1

1
4kÛ`+4k-(4k+2)+1

=
n
Á
k=1

1
4kÛ`-1

=
n
Á
k=1

1
(2k-1)(2k+1)

=;2!; 
n
Á
k=1
{ 1

2k-1 - 1
2k+1 }

=;2!;[{1-;3!;}+{;3!;-;5!;}+y+{ 1
2n-1 - 1

2n+1 }]

=;2!;{1- 1
2n+1 }

= n
2n+1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한다.

n
2n+1 >;2!5@;이므로 25n>12(2n+1), n>12

따라서 자연수 n의 최솟값은 13이다.

  ③

풀이전략

문제풀이

33 
수열 {aÇ}에 대하여 0<aÇ<1이고 ;2!; {aÇ+ 1

aÇ }='Än+1 이 성

립할 때, 
15
Á
k=1

aû의 값은? 

① '2  ② '3  ③ 2

④ '6  ⑤ 3

aÇ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주어진 조건을 통하여 aÇ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aÇ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2!; {aÇ+ 1
aÇ }='Än+1 에서

aÇ+ 1
aÇ =2'Än+1

(aÇ)Û`-2'Än+1`aÇ+1=0

aÇ='Än+1Ñ"Ã(n+1)-1

='Än+1Ñ'§n
따라서 aÇ='Än+1+'§n 또는 aÇ='Än+1-'§n
0<aÇ<1이므로

aÇ='Än+1-'§n

소거되는 항을 이용하여 
15

Á
k=1

aû의 값을 계산한다.

15
Á
k=1

aû=
15
Á
k=1

('Äk+1-'§k )

 =('2 -'1 )+('3 -'2 )+y+('1�6-'1�5)
 =4-1

 =3

  ⑤

참고   자연수 n에 대하여 n+1<n+2'n+1 이므로

('Än+1 )Û`<('§n+1 )Û`

'Än+1 <'§n+1이고

'Än+1 -'§n<1이다.

풀이전략

문제풀이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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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의의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

시킨다.

(가) f(2)=1

(나) f(m)-f(n)=f { m
n }

15
Á
k=2

 
f { k

k+1 }

f(k)f(k+1) 의 값은?

① -1 ② -;4#; ③ -;2!;

④ -;4!; ⑤ 0

f {
k

k+1 }=f(k)-f(k+1)

 

  주어진 조건 f(m)-f(n)= f {;;nM;}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하고 구하는 

값을 계산한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15

Á
k=2

f  { k
k+1

}

f(k)f(k+1)
를 간단히 한다.

15
Á
k=2

f { k
k+1 }

f(k)f(k+1)
  

=
15
Á
k=2

f(k)-f(k+1)
f(k)f(k+1)

=
15
Á
k=2
[ 1

f(k+1)
- 1

f(k)
]

=[ 1
f(3)

- 1
f(2)

]+[ 1
f(4)

- 1
f(3)

]+y+[ 1
f(16)

- 1
f(15)

]

= 1
f(16)

- 1
f(2)

= 1
f(16)

-1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f(16)의 값을 구한다.

f(m)-f(n)=f { m
n }에서 

m=4, n=2일 때, f(4)-f(2)=f(2)

따라서 f(4)=2f(2)=2

m=8, n=4일 때, f(8)-f(4)=f(2)

따라서 f(8)=f(4)+f(2)=3

m=16, n=2일 때, f(16)-f(2)=f(8)

따라서 f(16)=f(8)+f(2)=4

그러므로 
15
Á
k=2

f { k
k+1 }

f(k)f(k+1)
=;4!;-1=-;4#;

  ②

풀이전략

문제풀이

35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x, y)의 

개수를 AÇ이라 하자.  
10
Á
n=1

AÇ의 값을 구하시오.  210

(가) x, y는 모두 n 이하의 자연수이다.

(나) -x+n+1- 1
n+1 <y<n+1+ 1

x-n-1

-x+n<-x+n+1-
1

n+1 <-x+n+1

nÉn+1+
1

x-n-1 <n+1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대입하여 y의 값 찾기 

 ①   -x+n<-x+n+1-
1

n+1 <-x+n+1이므로 -x+n+1Éy가 

성립한다. 

 ②   n+1+ 1
x-n-1  은 n=1, x=1일 때 1이고 이때 y<1이므로 이를 만족시

키는 자연수 y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대입하여 y의 값을 찾는다.

AÁ의 값을 구한다.

Ú n=1일 때,

-x+;2#;<y<2+ 
1

x-2 이고 이를 만족시키는 1 이하의 자연수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Á=0

n¾2일 때, AÇ의 값을 구한다.

Û n¾2일 때,

x=1일 때, n- 
1

n+1 <y<n+1-;n!;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는 (1, n) 

x=2일 때, n-1- 
1

n+1 <y<n+1- 1
n-1 이므로 조건을 만

족시키는 순서쌍 (x, y)는 (2, n-1), (2, n) 

x=3일 때, n-2- 
1

n+1 <y<n+1- 1
n-2 이므로 조건을 만

족시키는 순서쌍 (x, y)는 (3, n-2), (3, n-1), (3, n) 

     

x=n-2일 때, 3- 
1

n+1 <y<n+;3@;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는 (n-2, 3), (n-2, 4), (n-2, 5), y, (n-2, n) 

x=n-1일 때, 2- 
1

n+1 <y<n+;2!;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는 (n-1, 2), (n-1, 3), (n-1, 4), y, (n-1, n) 

파헤치기문항

point 찾기실수

풀이전략

문제풀이

내신 상위 4% of 4% 본문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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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일 때, 1- 
1

n+1 <y<n이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는 (n, 1), (n, 2), (n, 3), y, (n, n-1) 

따라서 

AÇ=1+2+3+y+(n-2)+(n-1)+(n-1)

=
(n-1)n

2 +(n-1)

= nÛ`+n-2
2  (n¾2)

이때 AÁ=0이 성립하므로 AÇ= nÛ`+n-2
2  (n¾1)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하여 
10

Á
n=1

AÇ의 값을 구한다.

10
Á
n=1

AÇ=
10
Á
n=1

nÛ`+n-2
2

=;2!; 
10
Á
n=1

(nÛ`+n-2)

=;2!; { 10_11_21
6 + 10_11

2 -20}

=;2!;(385+55-20)

=210

  210

수학적 귀납법07

내신        우수 문항기출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5 ①

06 ① 07 ④ 08 -5 09 풀이 참조

본문 84~86쪽

01 an+1=an+2 (n=1, 2, 3, y)에서 수열 {an}은 공차가 2인 등

차수열이다.

이때 aÁ=3이므로  

aÁ¼=3+9_2=21

  ④

02 an+1=-;3!; an (n=1, 2, 3, y)에서 수열 {an}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이때 aÁ=729이므로  

aÁ¼=729_{-;3!;}
9

=-
1
3Ü`

=-;2Á7;

  ①

03 an+1=
2n

n+1 an (n=1, 2, 3, y)에서 n에 1, 2, 3, 4, 5를 차례

로 대입하면 

aª=;2@;_aÁ=12

a£=;3$;_aª=;3$;_12=16

a¢=;4^;_a£=;2#;_16=24

a°=;5*;_a¢=;5*;_24=:Á;5(;ª:

a¤=:Á6¼:_a°=;3%;_:Á;5(;ª:=64

  ⑤

04 Ú n=3일 때,

  (좌변)=2Ü`=8, (우변)=3Û`-1=8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k (k¾3)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2û`¾kÛ`-1이다.

  위의 부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2k+1¾2(kÛ`-1)

  k¾3일 때,

  2(kÛ`-1)-{ (k+1)Û`-1 }=kÛ`-2k-2=(k-1)Û`-3>0이므로

  2(kÛ`-1)>(k+1)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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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1¾2(kÛ`-1)> (k+1)Û`-1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에 의하여 n¾3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f(k)=(k+1)Û`-1이므로  f(10)=120

   ⑤

참고    부등식  2Ç`¾n Û`-1은 n=1일 때  2Ú`¾1Û`-1이고, n=2일 때 

2Û`¾2Û`-1이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05 Ú n=1일 때,

   (좌변)=1_2=2, (우변)=2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k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_2-2_3+3_4-y+(2k-1)2k=2kÛ`이다.

     위의 등식의 양변에  -2k(2k+1) +(2k+1)(2k+2)를 더하여 

정리하면

   1_2-2_3+3_4-y+(2k-1)2k+{ -2k(2k+1) }

+(2k+1)(2k+2)

   =2kÛ`+{ -2k(2k+1) }+(2k+1)(2k+2)

   =2(k+1)Û`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f(k)=-2k(2k+1)이므로  f(4)=-72

   ①

06 Ú n=1일 때,

     (좌변)=-1Û`=-1, (우변)= -1_1_2
2 =-1이므로 (*)이 성립

한다. 

Û n=k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Û`+2Û`-3Û`+4Û`-y+(-1)û`kÛ`=
(-1)û`k(k+1)

2 이다.

   위의 등식의 양변에 (-1)k+1(k+1)Û`을 더하여 정리하면

   -1Û`+2Û`-3Û`+4Û`-y+(-1)k+1(k+1)Û`

   =
(-1)û`k(k+1)

2 +(-1)k+1(k+1)Û`

   =
(-1)û`(k+1)

2 {k-2(k+1)} 

   =
(-1)û`(k+1)

2 _( -k-2 )

   =
(-1)k+1(k+1)(k+2)

2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f(k)=-k-2이므로

 f(10)=-12

   ①

07 Ú n=1일 때,

   7-3=4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k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7k-3k은 4의 배수이다.

   7k+1-3k+1

   =7k+1-3_7k+3_7k-3k+1

   =7k_( 7-3 )+3_( 7k-3k )

     7-3  은 4의 배수이고  7k-3k   은 가정에 의하여 4의 배수이므로

   7k+1-3k+1도 4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p=4, f(k)=7k-3k이므로 

`f(3)
p = 7Ü`-3Ü`

4

= 343-27
4

= 316
4

=79

   ④

08 an+1=
aÇ-1
aÇ+2  (n=1, 2, 3, y)에서 n에 1, 2, 3, 4, 5를 차례로 

대입하면 

aª=
aÁ-1
aÁ+2 =;4!;

a£=
aª-1
aª+2 =

-;4#;

;4(;
=-;3!;

a¢=
a£-1
a£+2 =

-;3$;

;3%;
=-;5$;

a°=
a¢-1
a¢+2 =

-;5(;

;5^;
=-;2#;

   (가)

a¤=
a°-1
a°+2 =

-;2%;

;2!;
=-5

   (나)

   -5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aÇ*Á= aÇ-1

aÇ+2
에서 n에 1, 2, 3, 4를 차례로 대입한 

경우

80`%

(나) n=5를 대입하여 a¤의 값을 구한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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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

>10

이때 {;2#;}5`=:ª3¢2£: <10

{;2#;}6`=:¦6ª4»: >10

이므로 부등식 
m
Á
k=1
 ak>3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의 범위는 m¾6

이다.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m의 최솟값은 6이다.

   ②

12 an+1=3an+q (n=1, 2, 3, y)에서 n에 1, 2, 3, 4를 차례로 대

입하면

aª=3aÁ+q=3p+q

a£=3aª+q=9p+4q

a¢=3a£+q=27p+13q

a°=3a¢+q=81p+40q

a£=5, a°=41에서 

9p+4q=5   yy ㉠ 
81p+40q=41   yy ㉡
㉠_10-㉡을 하면 9p=9, p=1

이를 ㉠에 대입하면 q=-1

따라서 p+q=0

   ①

13 Ú n=1일 때, 2Û`+3=7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k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2k+1+32k-1은 7의 배수이다.

   2k+2+32k+1

   =2k+2+ 2_32k-1 - 2_32k-1 +32k+1

   =2(2k+1+32k-1)+(9-2)32k-1

   =2(2k+1+32k-1)+ 7 _32k-1

     2k+1+32k-1은 가정에 의하여 7의 배수이고  7 도 7의 배수이므로 

   2k+2+32k+1도 7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f(k)=2_32k-1, p=7이므로

`f(4)
3¹`

= 2_3à`
3à`

=2

   ②

14 Ú n=1일 때,

   (좌변)=2, (우변)='4=2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k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_;3$;_;5^;_y_ 2k
2k-1¾'Ä3k+1

09 3Ç`¾5n-2    yy (*)
Ú n=1일 때,

   (좌변)=3, (우변)=3이므로 (*)이 성립한다.

   (가)

Û n=k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3k¾5k-2이다.

   위의 부등식의 양변에 3을 곱하면 3k+1¾15k-6

   자연수 k에 대하여 15k-6>5k+3이므로 3k+1¾5k+3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나)

   풀이 참조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n=1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인 경우 20`%

(나)
n=k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n=k+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 경우
80`%

내신        고득점 문항

10 ① 11 ② 12 ① 13 ② 14 ⑤

15 -60 16 풀이 참조

본문 87~88쪽

상위

7%

10 an+1=an+kÇ` 에서

n에 3, 4를 차례로 대입하면

a¢=a£+kÜ`  yy ㉠
a°=a¢+kÝ`  yy ㉡
㉠+㉡을 하면

a¢+a°=a£+a¢+kÜ`+kÝ`

a°-a£=kÜ`(k+1)

a°-a£=8k+8이므로 kÜ`(k+1)=8(k+1)

k는 양수이므로 kÜ`=8

따라서 k=2

   ①

11 (an+1)Û`=anan+2에서 수열 {an}은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라 하면 r=
aª
aÁ =;2#;이므로

m
Á
k=1
 ak=

2[{;2#;}
m

-1]

;2#;-1

       =4[{;2#;}
m

-1]

m
Á
k=1
 ak>36에서 4[{;2#;}

m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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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등식의 양변에 
2k+2
2k+1 를 곱하면

   ;1@;_;3$;_;5^;_y_ 2k
2k-1 _ 2k+2

2k+1¾'Ä3k+1_ 2k+2
2k+1

   이때 {'Ä3k+1_ 2k+2
2k+1 }2`

    = (3k+1)(2k+2)Û`
(2k+1)Û`

    = 4(3k+1)(kÛ`+2k+1)
(2k+1)Û`

    = 4(3kÜ`+7kÛ`+5k+1)
(2k+1)Û`

= (3k+4)(4kÛ`+4k+1)+k
(2k+1)Û`

=3k+4+
k

(2k+1)Û`

>3k+4

   이므로 'Ä3k+1_ 2k+2
2k+1 >'Ä3k+4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f(k)=k이므로 
10
Á
k=1
 f(k)=

10
Á
k=1
 k= 10_11

2 =55

   ⑤

15 an+1+an-1=2an (n=2, 3, 4, y)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은 

등차수열이다.

   (가)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 하면

d=aª-aÁ=-2이므로

   (나)

10
Á
n=1

 an=
10{2_3+9_(-2)}

2 =-60

   (다)

   -60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수열 {aÇ}이 등차수열임을 아는 경우 20`%

(나) 등차수열 {aÇ}의 공차를 구한 경우 10`%

(다)
10
Á
n=1

 an의 값을 계산한 경우 70`%

16 n!>2Ç`    yy (*)
Ú n=4일 때,

   (좌변)=4!=24, (우변)=2Ý`=16이므로 (*)이 성립한다.

   (가)

Û n=k(k¾4)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2û`이다.

   위의 부등식의 양변에 (k+1)을 곱하면 (k+1)!>(k+1)2û`

   k¾4일 때, (k+1)2û`>2_2û`이므로 (k+1)!>2k+1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n¾4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나)

   풀이 참조

단계 채점 기준 비율

(가) n=4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인 경우 20`%

(나)
n=k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n=k+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 경우
80`%

내신        변별력 문항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③

본문 89~92쪽

상위

4%

17 
수열 {aÇ}이 aÁ=1이고

    an+1=

(
{
9   

®Â aÇ-1
2   (aÇ¾2)

2aÇ  (aÇ<2)
 (n=1, 2, 3, y)

을 만족시킬 때, (a¥)Û`의 값은?

① 2'2-1  ② 2(2'2-1)  ③ 4(2'2-1)

④ 8(2'2-1)  ⑤ 16(2'2-1)   

aÇ이 aÇ¾2인지 aÇ<2인지
확인해야 한다.

 

 n에 1, 2, 3, 4, 5, 6, 7을 차례로 대입한 후 각각의 크기를 조사한다.

n에 1, 2, 3, 4, 5, 6, 7을 차례로 대입한다.

an+1=

(
{
9   

®Â aÇ-1
2   (aÇ¾2)

2aÇ  (aÇ<2)
(n=1, 2, 3, y)에서 

n에 1, 2, 3, 4, 5, 6, 7을 차례로 대입하면

aÁ=1<2이므로 aª=2aÁ=2¾2

a£=¾̈ aª-1
2 =® ;2!;<2

a¢=2a£=2_® ;2!;='2<2

a°=2a¢=2'2¾2

a¤=¾¨ a°-1
2 =¾Ð 2'2-1

2

풀이전략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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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Û`=
2'2-1

2 <4이므로 a¤<2

a¦=2a¤=2¾Ð 2'2-1
2 =¿¹4'2-2

이때 (a¦)Û`=4'2-2<4이므로 a¦<2

a¥=2a¦=2¿¹4'2-2

(a¥)Û`의 값을 계산한다.

따라서 (a¥)Û`=4(4'2-2)=8(2'2-1)

   ④

18 
수열 {aÇ}이 aÁ=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1=an+
1

n(n+1)

을 만족시킨다. 다음은 100aû>199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

솟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1=an+
1

n(n+1)
이므로

n에 1, 2, 3, y, k-1을 차례로 대입하면

aª=aÁ+ 1
1_2

a£=aª+ 1
2_3

a¢=a£+ 1
3_4

        

ak=ak-1+
1

(k-1)k

위의 식들을 변끼리 더하면

ak=aÁ+
(가)

Á
m=1

 
1

m(m+1)
  

=2- (나)

이다.

따라서 100aû>199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은  

(다)  이다. 

ak=ak-2+
1

(k-2)(k-1) + 1
(k-1)k

ak=ak-3+
1

(k-3)(k-2)

+ 1
(k-2)(k-1) + 1

(k-1)k

위의 (가), (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f(k), g(k), (다)에 알맞은 수

를 p라 할 때,  f(p)g(p-1)의 값은?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n에 1, 2, 3, y, k-1을 차례로 대입한 후 식을 간단히 정리한다.

n에 1, 2, 3, y, k-1을 차례로 대입한다.

2'2<9

4'2<6

풀이전략

문제풀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1=an+
1

n(n+1)
이므로

n에 1, 2, 3, y, k-1을 차례로 대입하면

aª=aÁ+ 1
1_2

a£=aª+ 1
2_3

a¢=a£+ 1
3_4

      

ak=ak-1+
1

(k-1)k

Á를 사용하여 식을 간단히 정리한다.

ak=ak-2+
1

(k-2)(k-1)
+ 1

(k-1)k

ak=ak-3+
1

(k-3)(k-2)
+ 1

(k-2)(k-1)
+ 1

(k-1)k

      

ak=aÁ+ Á
m=1

k-1

 
1

m(m+1)

=aÁ+
k-1
Á
m=1
{ 1

m - 1
m+1 }

=2- ;k!;

100ak>199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을 구한다.

100ak=200- 100
k >199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100

k

즉, k>100이어야 하므로 자연수 k의 최솟값은  101 이다.

따라서 f(k)=k-1, g(k)=;k!;, p=101이므로

f(p)g(p-1)=100_;10!0;

=1

   ①

k-1
Á
m=1
{ 1

m - 1
m+1 }

={1-;2!;}+{;2!;-;3!;}+y+{ 1
k-1 -;k!;}=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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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수열 {aÇ}이 aÇ=

n
Á
k=1
 ;k!; 을 만족시킬 때, n¾2인 모든 자연

수 n에 대하여 등식

   aÇ=1+ aÁ+aª+a£+y+aÇÐÁ
n

    yy (*)

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Ú n=2일 때,

   (좌변)=
2

Á
k=1

 ;k!;=;2#;, (우변)=1+
aÁ
2 =;2#; 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m (m¾2)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aµ=1+ aÁ+aª+a£+y+aµÐÁ
m

이다. 

   위의 등식의 양변에  (가)  를 더하면

   aµ+ (가) =1+ aÁ+aª+a£+y+am-1

m
+ (가)

   am+1=1+ aÁ+aª+a£+y+am-1

m
+

aµ-  (나)

m+1

   am+1=1+ (m+1)(aÁ+aª+a£+y+am-1)
m(m+1)

    +
 maµ-m_ (나)

m(m+1)

   am+1=1+ aÁ+aª+a£+y+am-1+am

m+1

   그러므로 n=m+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n¾2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aµ+ (가) =am+1, 즉 
m
Á
k=1
 ;k!;+ (가) =

m+1
Á
k=1

 ;k!; 이

성립해야 한다.

위의 (가), (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f(m), g(m)이라 할 때,

`f(12)g(4)의 값은?

① ;3!;  ② ;6!;  ③ ;9!;

④ ;1Á2;  ⑤ ;1Á5;   

 

  (*)이 n=m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가정한 식을 이용하여 (*)이 

n=m+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다.

(*)이 n=m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n=m+1일 때 성립함을 보이

기 위하여 양변에 같은 식을 더한다.

Ú n=2일 때,

 (좌변)=
2

Á
k=1
 ;k!;=;2#;, (우변)=1+

aÁ
2 =;2#; 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m (m¾2)일 때,

풀이전략

문제풀이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aµ=1+
aÁ+aª+a£+y+am-1

m  이다.

 위의 등식의 양변에 
1

m+1 을 더하면

 aµ+ 1
m+1 =1+

aÁ+aª+a£+y+am-1

m + 1
m+1

    

n=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식을 이용하여 am+1에 대한 식을 정리

한다.

 1=am-
aÁ+aª+a£+y+am-1

m 이므로

 am+1=1+
aÁ+aª+a£+y+am-1

m

+
am-

aÁ+aª+a£+y+am-1

m
m+1

 am+1=1+
(m+1)(aÁ+aª+a£+y+am-1)

m(m+1)

+
mam-m_

aÁ+aª+a£+y+am-1

m
m(m+1)

 am+1=1+
aÁ+aª+a£+y+am-1+am

m+1

 그러므로 n=m+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n¾2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f(m)= 1
m+1 , g(m)=

aÁ+aª+a£+y+am-1

m 이므로 

`f(12)g(4)=;1Á3;_ aÁ+aª+a£
4

=;5Á2; {1+;2#;+:Á6Á:}

=;5Á2;_:ª6¤:

=;1Á2;

   ④

 

am+ 1
m+1 =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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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n
n+1

+ n+1
n+2

+ n+2
n+3

+y+ 3n
3n+1

<2n    yy(*)

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Ú n=1일 때,

   (좌변)=;2!;+;3@;+;4#;=;1@2#;, (우변)=2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k 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k+1 + k+1
k+2 + k+2

k+3 +y+ 3k
3k+1 <2k이다.

   위의 등식의 양변에  (가)  를 더하면

   
k

k+1 + k+1
k+2 + k+2

k+3 +y+ 3k
3k+1 + (가)  

   <2k+ (가)

   
k+1
k+2 + k+2

k+3 +y+ 3k
3k+1 + (가)  

   <2k+ (가)  - k
k+1

   
k+1
k+2 + k+2

k+3 +y+ 3k
3k+1 + (가)  

   <2k+ (나)  + 1
k+1 - 1

3k+2 - 1
3k+3 - 1

3k+4

   이때 
1

k+1 - 1
3k+2 - 1

3k+3 - 1
3k+4

= 2 
(다)

-
2( (다) )

(3k+2)(3k+4)

< 2 
(다)

-
2( (다) )

( (다) )Û`
=0 

   이므로 
k+1
k+2 + k+2

k+3 + k+3
k+4 +y+ 3k+3

3k+4 <2(k+1)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k
k+1 + k+1

k+2 + k+2
k+3 +y+ 3k

3k+1 + (가)

= k
k+1 + k+1

k+2 + k+2
k+3 +y+ 3k+3

3k+4
이 성립해야 한다.

위의 (가), (다)에 알맞은 식을 각각  f(k), g(k), (나)에 알맞은 수

를 p라 할 때,  f(p)g(p)의 값은?

① 
951
40   ② 

953
40   ③ 

191
8

④ 
957
40   ⑤ :»4°0»:

 

   (*)이 n=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가정한 식을 이용하여 (*)이 n=k+1

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다.

풀이전략

(*)이 n=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n=k+1일 때, 성립함을 보이

기 위하여 양변에 같은 식을 더한다.

Ú n=1일 때,

   (좌변)=;2!;+;3@;+;4#;=;1@2#;, (우변)=2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k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k+1 + k+1

k+2 + k+2
k+3 +y+ 3k

3k+1 <2k이다.

   위의 등식의 양변에  3k+1
3k+2 + 3k+2

3k+3 + 3k+3
3k+4 을 더하면

    k
k+1 + k+1

k+2 + k+2
k+3 +y+ 3k+3

3k+4

   <2k+ 3k+1
3k+2 + 3k+2

3k+3 + 3k+3
3k+4

식을 정리하여 ( * )이 n=k+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다.

    k+1
k+2 + k+2

k+3 +y+ 3k+3
3k+4

   <2k+ 3k+1
3k+2 + 3k+2

3k+3 + 3k+3
3k+4 - k

k+1

    k+1
k+2 + k+2

k+3 +y+ 3k+3
3k+4

   <2k+ 2 + 1
k+1 - 1

3k+2 - 1
3k+3 - 1

3k+4

   이때  1
k+1 - 1

3k+2 - 1
3k+3 - 1

3k+4

    = 2
3k+3 - 1

3k+2 - 1
3k+4

    = 2
3k+3

-
2( 3k+3 )

(3k+2)(3k+4)

    < 2
3k+3

-
2( 3k+3 )

( 3k+3 )Û`
=0

    k+1
k+2 + k+2

k+3 + k+3
k+4 +y+ 3k+3

3k+4 <2(k+1)

   그러므로 n=k+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f(k)= 3k+1
3k+2 + 3k+2

3k+3 + 3k+3
3k+4

g(k)=3k+3, p=2

 f(2)`g(2)={;8&;+;9*;+;1»0;}_9

=:¤8£:+8+;1*0!;

=8+:¤4£0»:

=:»4°0»:

   ⑤

문제풀이

3k+1
3k+2 =1- 1

3k+2 , 

3k+2
3k+3 =1- 1

3k+3 ,

3k+3
3k+4 =1- 1

3k+4 , 

k
k+1 =1- 1

k+1

(3k+2)(3k+4)

=9kÛ`+18k+8

<9kÛ`+18k+9

=(3k+3)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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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함수 y=x와 y=logª (1+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x

y y=x

y=logª(1+x)

O 1

1

2

3

4

2 3 4

다음은 위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n¾6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n(logª`n-1)> 
n
Á
k=1
 logª`k    yy (*)

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Ú n=6일 때,

   (좌변)=6(logª`6-1)=logª` (가) ,

   (우변)=
6

Á
k=1
 logª`k=logª` (나) 이므로 (*)이 성립한다.

Û n=m (m¾6)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m(logª`m-1)>
m
Á
k=1
 logª`k이다.

   (m+1){logª (m+1)-1}

   =logª ( (다) )µ  +logª ( (다) )-( (다) )

   이때 그래프에 의하여 0<xÉ1이면 logª (1+x)¾x이므로

   x= (라) 일 때,

   logª (1+ (라) )¾ (라)

   위의 식의 양변에 m을 곱한 후 정리하면

   m logª (m+1)¾1+m logª`m

   logª(m+1)µ  ¾1+m logª`m이므로

   logª ( (다) )µ  +logª ( (다) )-( (다) )

   ¾1+m logª`m+logª (m+1)-m-1

   =m(logª`m-1)+logª (m+1)

   >
m
Á
k=1
 logª`k+logª (m+1)=

m+1
Á
k=1

 logª`k

   그러므로 n=m+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좌변을 전개하여 logª ( (다) )m 꼴이 나타나도록

정리한다.

(라)  가 m에 대한 식이므로 x 대신 m에 대한 식을 

대입하여야 한다.

위의 (가), (나)에 알맞은 수를 각각 p, q, (다), (라)에 알맞은 식을 

각각 f(m), g(m)이라 할 때, g( p- f(q))의 값은?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Á0;

 

   (*)이 n=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가정한 식과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 n=k+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다.

n=6일 때, (*)이 성립함을 보인다.

Ú n=6일 때,

   (좌변)  =6(logª`6-1)   

=6(logª`2+logª`3-1)   

=6`logª`3     

=logª`3ß`   

=logª` 729

   (우변)=
6

Á
k=1

logª`k

=logª`1+logª`2+y+logª`6

=logª (1_2_y_6)

=logª` 720

   이므로 (*)이 성립한다.

n=m일 때, (*)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n=m+1일 때도 성립함을 보

인다.

Û n=m (m¾6)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m(logª`m-1)>
m
Á
k=1
 logª`k이다.

(m+1){logª (m+1)-1}   

=m logª (m+1)+logª (m+1)-(m+1)

=logª ( m+1 )µ +logª ( m+1 )-( m+1 )

이때 그래프에 의하여 0<xÉ1이면 logª (1+x)¾x이므로

x= 1
m 일 때,

 logª {1+ 1
m }¾ 1

m     m¾6이므로 0< 1
mÉ1이다.

위의 식의 양변에 m을 곱한 후 정리하면

m logª { m+1
m }¾1

m {logª (m+1)-logª`m}¾1

m logª (m+1)¾1+m logª`m

logª (m+1)µ  ¾1+m logª`m이다.

그러므로 logª ( m+1 )µ  +logª ( m+1 )-( m+1 )

¾1+m logª`m+logª (m+1)-m-1

=m(logª`m-1)+logª (m+1)

>
m
Á
k=1
 logª`k+logª (m+1)

=
m+1
Á
k=1

 logª`k

그러므로 n=m+1일 때도 (*)이 성립한다.

Ú, Û 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따라서 p=729, q=720, f(m)=m+1, g(m)= 1
m

풀이전략

문제풀이

이 식으로부터 (라)에 들어갈 

식을 거꾸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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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PÇ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
도록 정한다.

(가)   점 PÁ의 좌표는 (log`2, 1), 점 Pª의 좌표는 (log`6, a)이다. 

(단, a는 상수이다.)

(나) 직선 Pn Pn+1의 기울기는 log£`10이다.
(다) 점 Pn+2는 선분 Pn Pn+1을 2`:`1로 외분하는 점이다.

yn+1-yn

xn+1-xn

{ 2xn+1-xn

2-1 , 
2yn+1-yn

2-1 }

점 PÇ의 좌표를 (xÇ, yÇ)이라 할 때, 10xÇ이 yÇ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크기가 작은 순으로 aÁ, aª, a£, y이라 하자. 
a¥의 값을 구하시오.  54

 

   조건 (나)를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한 후 조건 (다)를 이용하여 10xÇ` 과 yÇ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

  xÇ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0xÇ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는 것임을 주의한다.

   조건 (나)를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한 후 조건 (다)를 이용하여 10xÇ과 yÇ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

a의 값을 구한다.

직선 PÇ Pn+1의 기울기는 log£`10이므로

직선 PÁ Pª의 기울기는  a-1
log`6-log`2 =log£`10

a-1
log`3 =log£`10

(a-1)log£`10=log£`10
a-1=1에서 a=2

10xÇ과 yÇ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

점 Pn+2는 선분 Pn Pn+1을 2`:`1로 외분하는 점이므로

파헤치기문항

point 찾기실수

풀이전략

문제풀이

log�`b= 1
logº`a

내신 상위 4% of 4% 본문 93쪽

xn+2=
2xn+1-xn

2-1 , yn+2=
2yn+1-yn

2-1

2xn+1=xn+xn+2, 2yn+1=yn+yn+2

이때 102xÇ*Á=10xÇ+xÇ*ª, 즉 (10xÇ*Á)Û`=10xÇ`10xÇ*ª이므로

수열 {10xÇ}은 첫째항이 10log`2=2이고 공비가  10
log`6

10log`2 =;2^;=3인 등

비수열이다. 

즉, 10xÇ=2_3n-1   등비수열의 일반항 aÇ=arn-1

수열 {yÇ}은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yª-yÁ=a-1=2-1=1인 등차

수열이므로

yÇ=1+(n-1)=n

이때 2_3n-1이 n의 배수가 되려면 

n=2¹`_3Ï` ( p는 0 또는 1, q는 0ÉqÉn-1인 정수) 

꼴이어야 한다.

따라서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 6, 9, 18, 27, 54, 81, y
이므로 a¥=54이다.

   54

등차수열의 일반항 aÇ=a+(n-1)d

g(p-f(q))=g(729-f(720))

=g(8)

=;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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