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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내용 ■ 함수의 극한의 뜻 ■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 함수의 극한값 ■ 함수의 연속의 뜻

 ■ 연속함수의 성질

 학습 계획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알아보고 나의 학습 계획을 적어 보자.

•예습과 복습을 하겠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겠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겠다.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왜 배울까?

눈 위를 질주하는 스노보드 선수의 위치나

태풍의 이동 경로 등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한다. 

실생활이나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연속적인 변화는 

연속함수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함수의 연속은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배울 미분과 적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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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극한1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가 탄생한 후 약 14초, 1초, 0.1

초일 때, 우주의 온도는 각각 30억`°C, 100억`°C, 300억`°C 정도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시

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주가 탄생한 순간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극한 개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스티븐 와인버그, “최초의 3분”]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학   과학

1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⑴ 
x^2&+2x-3

x-1
 ⑵ 

2

rtx+1&-rtx-1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⑴ y=x^2&-3x-4 ⑵ y=
1

x-1
+1 

2

10  Ⅰ. 함수의 극한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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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나 추위에 대한 체감 온도는 기온이나 풍속 등을 고

려하여 결정된다. 풍속이 10`km&/h이고 기온이 x`°C일 

때, 체감 온도를 ~f(x)`°C라고 하면

  ~f(x)=
6
5
x-3

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함수 y=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학생의 물음에 답하시오.

[참고 자료: Ken Parsons, “Human Thermal Environments”]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함수의 극한

위의 개념 열기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면 기온이 5 °C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체감 온도는 3 °C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y

xO

-3

3

5

y=6/5&x-3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알아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x의 그래프에서 x

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편 함수 g(x)=
x^2
x

은 x=0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xnot=0인 모든 실수 x에서 g(x)=x이다. 따라서 오른

쪽 그림과 같이 함수 g(x)=
x^2
x

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y

x
O

y=x

y

x
O

y=`xX냜

함수의 수렴이란 무엇일까?

기온이 5 °C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체감 온도는 몇 °C에 가까워질까?

1. 함수의 극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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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alph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alpha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alpha를 x=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

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lim   
&x~arr~a

&`~f(x)=alpha  또는  x`arr`a일 때, ~f(x)`arr`alpha

와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 limx=0&̀ x&=0, limx=0&̀
x^2
x
=0으로 나타낸다.

특히 상수함수 ~f(x)=c (c는 상수)는 모든 실수 x

에서 함숫값이 항상 c이므로 a의 값에 관계없이 

    limx=a&̀ ~f(x)=limx=a&̀ c=c

이다. 

y

x

y=f(x)

O

α

a

y

xO

c

a

y=c

 기호 lim는 lim &it&(극

한)의 약자이다.

극한값 ~limx=2&̀
x^2&-4
x-2

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1

f(x)=
x^2&-4
x-2

라고 하면 xnot=2일 때,

  f(x)=
x^2&-4
x-2

=
(x&-2)(x+2)

x-2
=x+2  

이므로 함수 y=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x`arr`2일 때, ~f(x)`arr`4이므로

  limx=2&̀
x^2&-4
x-2

=4 

답  4

xnot=2일 때, 함수의 식을 간

단한 형태로 변형한다.

y

xO
-2

2

2

4

x^2-4
x-2

y=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⑴ ~limx=-1&(x^2&+2x+3) ⑵ ~limx=1`
x^2&-3x+2

x-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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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댓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알아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
1
x

의 그래프에

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은 0에 한

없이 가까워지고,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댓값

이 한없이 커질 때도 ~f(x)의 값은 0에 한없이 가

까워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 inf를 

사용하여 x`arr`inf로 나타내고,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댓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x`arr`-inf로 나타낸다. 이때 기호 inf는 무한대

라고 읽는다.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alph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alpha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limx=inf`~f(x)=alpha  또는  x`arr`inf일 때, ~f(x)`arr`alpha

와 같이 나타낸다.

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댓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bet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beta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것

을 기호로

    ~limx=-inf&̀ ~f(x)=beta  또는  x`arr`-inf일 때, ~f(x)`arr`beta

와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 limx=inf&̀
1
x
=0, `~limx=-inf&̀

1
x
=0으로 나타낸다.

y

xO
-1

-1
1

1

y=`x!

inf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며

수는 아니야.

limx=inf&~~~f(x)=-1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⑴ limx=inf&̀
1

2x+1
 ⑵ `~limx=-inf~^(2-

1
x
^)

02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예를 찾으시오.03

1. 함수의 극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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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발산이란 무엇일까?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수렴

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자.

두 함수 ~f(x)=
1

x^2
, g(x)=-

1

x^2
의 그래프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그리

면 다음 그림과 같다.

위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한없이 커지고, g(x)의 값은 음수이면서 그 절댓값이 한없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 이것

을 기호로

    limx=a&̀ ~f(x)=inf  또는  x`arr`a일 때, ~f(x)`arr`inf

와 같이 나타낸다.

위의 개념 열기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면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

까워질 때, ~f(x)의 값은 한없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
1

|x|
의 그래프이다. x의 값

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옳게 말한 학생을 찾으시오.

y=``$$$$$$
1

|x|

y

xO

0에 한없이 가까워져.

서준

한없이 커져.

수현

한없이 작아져.

수진

14  Ⅰ. 함수의 극한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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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댓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한다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limx=a&̀ ~f(x)=-inf  또는  x`arr`a일 때, ~f(x)`arr`-inf

와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 limx=0&̀
1

x^2
=inf, limx=0&̀ ^(-

1

x^2
^)=-inf로 나타낸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⑴ limx=0&̀ ^(2+
1

x^2
^) ⑵ limx=1&̀ ^{3-

1
(x-1)^2

^}

함수 ~f(x)에서 x`arr`inf 또는 x`arr`-inf일 때, ~f(x)의 값이 양의 무한대나 음

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기호로

    limx=inf&̀ ~f(x)=inf, ~limx=inf&̀ ~f(x)=-inf

    `limx=-inf&̀ ~f(x)=inf, ~`limx=-inf&̀ ~f(x)=-inf

와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두 함수 ~f(x)=x^2, g(x)=-x^2의 그래프에서

    limx=inf&̀ x^2=inf, ~`limx=-inf&̀ x^2=inf

    limx=inf&~(-x^2)=-inf, `limx=-inf&(-x^2)=-inf

임을 알 수 있다.

y

xO

y=x^2 y

x
O

y=-x^2

04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⑴ ~limx=inf&~(-3x+1)& ⑵ `~limx=-inf&(2x^2&-x+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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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극한과 좌극한이란 무엇일까?

오른쪽 그림은 함수 y=f(x)의 그래프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1  x의 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의 값은 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2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의 값은 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함수 ~f(x)=^{~
&(x-1)^2 (x->1) 

 x^2 (x<1)
에서

  `limx=1+&~~f(x)=`limx=1+&(x-1)^2=0, `limx=1-&~~f(x)=`limx=1-&~x^2=   

y

x

y=f(x)

O 1

1

xa
x`C`a- x`C`a+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x`arr`a+와 같이 

나타내고,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x`arr`a-와 같이 나타낸다.

함수 ~f(x)에서 x`arr`a+일 때, ~f(x)의 값이 일정

한 값 alph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lpha를 x=a에서 함수   

~f(x)의 우극한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lim    &
x~arr~a+

&~~f(x)=alpha  또는

    x`arr`a+일 때, ~f(x) arr alpha  

와 같이 나타낸다.

또 x`arr`a-일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bet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beta를 x=a

에서 함수 ~f(x)의 좌극한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lim    &
x~arr~a-

&~~f(x)=beta  또는  x`arr`a-일 때, ~f(x)`arr`beta 

와 같이 나타낸다.

y

xO

a

b

y=f(x)

a

y

x
O

1

y=f(x)

함수 ~~f(x)=^{~
 x+1 (x->2)

-2x+1 (x<2)
에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2+&~~f(x) ⑵ ~limx=2-&~~f(x)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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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하면

  ~limx=0+&~
|x|
x

=~limx=0+&~
x
x
=1 

  ~limx=0-&~
|x|
x

=~limx=0-&~
-x
x

=-1 

따라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므로 극한 limx=0&̀
|x|
x

는 존재하

지 않는다.

답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limx=0&̀
|x|
x

를 조사하시오.2

y

xO

-1

1

|x|
xy=``$$$$$

함수 ~f(x)에 대하여 limx=a&̀ ~f(x)=alpha~(alpha는 실수)이면 x=a에서 ~f(x)의 우극한

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은 alpha로 같다. 또 그 역도 성립한다. 즉,

이다.

limx=a&̀ ~f(x)=alpha NLLO ~limx=a+&~~f(x)=~limx=a-&~~f(x)=alpha

| 주의 |  x=a에서 함수 ~f(x)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서로 다르면 극한 

limx=a&̀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

수학 기르기 오른쪽 표는 어느 항공사의 수하물의 무게에 

따른 초과 요금을 나타낸 것이다. 수하물의 무

게가 x`kg~(25-<x<45)일 때, 초과 요금을   

~f(x)만 원이라고 하자.

1 함수 y=f(x)의 그래프를 그려 보자.

2 극한 ~limx=35&~~f(x)를 조사해 보자.

수하물의 무게 초과 요금

25`kg 이상 35`kg 미만 5만 원

35`kg 이상 45`kg 미만 10만 원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

로 나타내고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

실생활과 융합한 문제
를 해결할 때는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⑴ ~limx=-3&~
|x+3|
x+3

 ⑵ limx=1&̀
x^2&-2x+1
|x-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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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함수 ~f(x)=2x, g(x)=x에서 다음 두 값을 구하여 비교하시오.

⑴ 

⑵ 

또 limx=3&̀ ~f(x)=6, limx=3&̀ g(x)=3이므로

    limx=3&̀ ~f(x)\limx=3&̀ g(x)=18 ……`③

이고, ~f(x)g(x)=2x^2이므로

    limx=3&̀ ~f(x)g(x)=18 ……`④

이다. 

따라서 ③, ④에서 

    limx=3&̀ ~f(x)g(x)=limx=3&̀ ~f(x)\limx=3&̀ g(x)

임을 알 수 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함수의 극한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위의 개념 열기에서 limx=2&̀ ~f(x)=4, limx=2&̀ g(x)=2이므로

    limx=2&̀ ~f(x)+limx=2&̀ g(x)=6 ……`①

이고, ~f(x)+g(x)=3x이므로

    limx=2&~{~f(x)+g(x)}=6 ……`②

이다. 

따라서 ①, ②에서 

    limx=2&~{~f(x)+g(x)}=limx=2&̀ ~f(x)+limx=2&̀ g(x)

임을 알 수 있다.

limx=2`~f(x)+limx=2`~g(x) limx=2`{~f(x)+g(x)}

limx=3&̀ ~f(x)g(x)limx=3`~f(x)\limx=3`~g(x)

18  Ⅰ.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학2 교과서1-1(008~029)2차수정OK.indd   18 2017-11-13   오전 11:09:31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 참고 | 위의 성질은 x`arr`a+, x`arr`a-, x`arr`inf, x`arr`-inf일 때도 모두 성립한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limx=a&̀ ~f(x)=alpha, limx=a&̀ g(x)=beta~(alpha, beta는 실수)일 때

❶ limx=a&̀ k~f(x)=k~limx=a&̀ ~f(x)=kalpha (단, k는 상수)

❷ limx=a&̀ {~f(x)+g(x)}=limx=a&̀ ~f(x)+limx=a&̀ g(x)=alpha+beta

❸ limx=a&̀ {~f(x)-g(x)}=limx=a&̀ ~f(x)-limx=a&̀ g(x)=alpha-beta

❹ limx=a&̀ ~f(x)g(x)=limx=a&̀ ~f(x)\limx=a&̀ g(x)=alphabeta

❺ limx=a&̀
~f(x)

g(x)
=

limx=a&̀ ~f(x)

limx=a&̀ g(x)
=

alpha
beta

 (단, betanot=0)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 보자.

⑴ limx=3&~(x+2)=limx=3&̀ x+limx=3&̀ 2=3+2=5

⑵ ~limx=-1&(2x-5)=2~~limx=-1&~x- =2\(-1)-5=-7

⑶ limx=0&~(x-2)(x+3) =limx=0&~(x-2)\   

=1&limx=0&̀ x-&limx=0&̀ 221&limx=0&̀ x+&limx=0&̀ 32   

=(0-2)(0+3)=-6

⑷ limx=2&̀
x+8
3x-1

=
&limx=2&~(x+8)

=
&limx=2&~~x+&limx=2&~~8

3~&limx=2&~~x-&limx=2&~~1
=

2+8
3\2-1

=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해.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2&~(3x+2) ⑵ limx=3&~(x^2&-2x-1)

⑶ limx=1&~(x-3)(x+4) ⑷ ~limx=-1&~
x-1

x^2&-x+1

01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inf&~1
1
x
+

1
x+2

2 ⑵  limx=-inf&~11-
1

x-1
 211+

1
x+1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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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 보자.

함수 
~f(x)

~g(x)
에서 limx=a&̀ ~f(x)=0이고 limx=a&̀ g(x)=0일 때, 극한값 limx=a&̀

~f(x)

~g(x)
는 

분자나 분모를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여 식을 적절히 변형한 다음 구할 수 있다.

⑴ 분자를 인수분해하여 극한값을 구하면

  limx=1`
x^2&+x-2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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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limx=1&~(x+2)=3

⑵ 분자를 유리화하여 극한값을 구하면

  limx=2`
rtx+2 &-2

x-2
 =limx=2`

(rtx+2 &-2)(rtx+2 &+2)

(x-2)(rtx+2 &+2)
  

=limx=2`
x-2

(x-2)(rtx+2 &+2)
  

=limx=2`
1

rtx+2 &+2
=

1
4

답  ⑴ 3 ⑵ 
1
4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1`
x^2&+x-2
x-1

 ⑵ limx=2`
rtx+2 &-2

x-2

1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까?

x=1에서 두 함수 ~f(x), g(x)의 극한값이 모두 0이면 

x=1에서 함수 
~f(x)

g(x)
 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해.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1~
x+1

x^3&+1
 ⑵ limx=4&̀

rtx+12& -4
x-4

03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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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f(x)

~g(x)
에서 limx=inf&̀ ~~f(x)=inf이고 ~limx=inf&̀ `g(x)=inf일 때, 극한값 limx=inf&~

~f(x)

~g(x)

는 분자, 분모를 각각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식을 적절히 변형한 다음 구할 

수 있다.

추론

수학 기르기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함수 ~f(x)=

3x^n&-1

x^2&+1
에서 극한값 limx=inf&~~f(x)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고, n의 값에 따라 극한값  limx=inf&~~f(x)를 구해 보자.
 관찰과 탐구로 수학적 

사실을 이끌어 낸다.

추론할 때는

극한값 ~limx=inf&̀
2x^2&-x+3

x^2&+x-2
 을 구하시오.2

분자, 분모를 각각 분모의 최고차항인 x^2으로 나누어 극한값을 구하면

  limx=inf&~
2x^2&-x+3

x^2&+x-2
=limx=inf&~

2-
1
x
+

3

x^2

1+
1
x
-

2

x^2

=
2
1
=2     

답  2

극한값 limx=inf& f(x)는 어떤 

경우에 존재할까?

함수 ~f(x)에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inf&~
2x+1
3x-2

 ⑵ limx=inf&~
x^2&+x+5

2x^2&-3x+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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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limx=a&̀
~f(x)

~g(x)
=alpha~(alpha는 실수)이고 limx=a`g(x)=0

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❹에 따라

    limx=a`~f(x) =limx=a&~^{
~f(x)

~g(x)
~\~g(x)^}  

=limx=a&̀
~f(x)

~g(x)
~\~limx=a&`g(x)  

=alpha\0=0

이 성립한다.

즉, limx=a`~f(x)=0이다.

limx=2&̀
2x^2&+ax+b

x-2
=3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3

limx=2&̀
2x^2&+ax+b

x-2
=3에서 limx=2&~(x-2)=0이므로 limx=2&~(2x^2&+ax+b)=0

즉, 8+2a+b=0이므로 b=-2a-8 cc`①

①을 limx=2&̀
2x^2&+ax+b

x-2
에 대입하면

  limx=2&̀
2x^2&+ax-2a-8

x-2
 =limx=2&̀

(x-2)(2x+a+4)
x-2

  

=limx=2&~(2x+a+4)=a+8 

즉, a+8=3이므로 a=-5 

a=-5를 ①에 대입하면 b=2

답  a=-5, b=2

극한값 limx=a~
~f(x)
g(x)

가 

존재할 때, (분모)`arr`0

이면 (분자)`arr`0이야.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단계에 따라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a, b의 값 구하기

➡⑴ `limx=-1&~
x^2&-ax-b

x+1
=-3

➡⑵ limx=3&̀
rtx+a& -b

x-3
=

1
2

06

22  Ⅰ.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학2 교과서1-1(008~029)2차수정OK.indd   22 2017-11-13   오전 11:09:35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가 성립한다.

| 참고 | ⑴ 위의 대소 관계는 x`arr`a+, x`arr`a-, x`arr`inf, x`arr`-inf일 때도 모두 성립한다.

 ⑵   ~f(x)<h(x)<g(x)이면 ~f(x)-<h(x)-<g(x)가 성립하므로 a가 아니면서 a에 가

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h(x)<g(x)이고 limx=a&`~f(x)=limx=a&`g(x)=alpha이

면 limx=a&̀ h(x)=alpha이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limx=a&̀ ~f(x)=alpha, limx=a&̀ g(x)=beta~(~alpha, beta는 실수)일 때, a 

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❶   ~f(x)-<g(x)이면 alpha-<beta

❷   함수 h(x)에 대하여 ~f(x)-<h(x)-<g(x)이고 alpha=beta이면  

  limx=a&̀ h(x)=alpha 

위의 개념 열기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h(x)-<g(x)를 만족시키는 함수   

y=h(x)의 그래프 중 하나를 그리면 오른쪽 그

림과 같다.

이때

    limx=2`h(x)=1

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limx=2&`~f(x)=1, limx=2`g(x)=1인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이다.

1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h(x)-<g(x)

를 만족시키는 함수 y=h(x)의 그래프를 하

나 그리시오.

2  1에서 그린 함수 y=h(x)의 그래프에서 극

한값 limx=2&̀ h(x)를 추측하시오.

y=g(x) y=h(x)

y=f(x)

O

1

2

y

x

y y=g(x)

y=f(x)

O

1

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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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 보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2&+2x-3-<~f(x)-<x^2&-2x-1      

을 만족시킬 때, 극한값 ~limx=1&̀ ~f(x)를 구하시오.

4

limx=1&̀ (-x^2&+2x-3)=-2

limx=1&̀ (x^2&-2x-1)=-2

따라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면

  limx=1&̀ ~f(x)=-2  

답  -2

의사소통

수학 기르기
다음은 두 함수 ~f(x)=

1
x
, g(x)=

2
x

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이다. 남학생의 질문에 답하

고, 그 과정을 설명해 보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g(x)를 만족시켜.

그럼 limx=inf~~f(x)<limx=inf~g(x) 

일까?
……

 수학적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한다.

설명할 때는 

|x|<2일 때, 부등식 
|x|
x-2

-<~f(x)-<
|x|
x+2

를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하여 극한값  

limx=0&̀ ~f(x)를 구하시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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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2-
3
x
<f(x)<2+

7
x

을 만족시킬 때, 극한

값 limx=inf f(x)를 구하시오.

4 

함수 ~f(x)=^{~
 x-2 (x->1)

-x+3 (x<1)
에서 다음 극

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1+& f(x)  ⑵ ~limx=1-& f(x)

3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⑴ limx=2&~~(2x^2&-x) ⑵ limx=inf& &~11-
1
x
2 

1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⑴ limx=1&̀
2

|x-1|
 ⑵ `limx=-inf&(2x+1)

2

 

 함수의 극한

   limx=a& f(x)=alpha NLO ~limx=a+& f(x)=~limx=a-& f(x)=alpha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limx=a& f(x)=alpha, limx=a&̀ g(x)=beta~(alpha, beta는 실수)일 때

 ① limx=a&̀ kf(x)=k~limx=a&& f(x)=kalpha (단, k는 상수)

 ② limx=a&~{~f(x)+g(x)}=limx=a& f(x)+limx=a&̀ g(x)=alpha+beta

 ③ limx=a&~{~f(x)-g(x)}=limx=a& f(x)-limx=a&̀ g(x)=alpha-beta

 ④ limx=a f(x)g(x)=limx=a& f(x)\limx=a&̀ g(x)=alphabeta

 ⑤ limx=a&̀
~f(x)
g(x)

=
limx=a& f(x)

limx=a&̀ g(x)
=

alpha
beta

 (단, betanot=0)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limx=a& f(x)=alpha, limx=a&̀ g(x)=beta~(alpha, beta는 실수)일 때, a가 아니면서 a에 가

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① ~f(x)-<g(x)이면 alpha-<beta

 ②   ~f(x)-<h(x)-<g(x)이고 alpha=beta이면 limx=a&̀ h(x)=alpha

우극한 좌극한

다음 문장이 참이면 표, 거짓이면 ×표를 

하시오.

1  x=a에서 함수 ~f(x)의 우극한과 좌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 limx=a& f(x)가 

 존재한다.

2  상수함수 ~f(x)=c~(c는 상수)에서 극

한값 limx=a&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x`arr`inf, 

x`arr`-inf일 때도 모두 성립한다.

4  함수 ~f(x)가 limx=1&`
~f(x)
x-1

=3을 만족

시키면 limx=1& f(x)=0이다.

I - 1. 함수의 극한

정답과 해설 ▶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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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limx=1& f(x)=alpha,  

limx=1&̀ g(x)=beta이고

  limx=1&~{~f(x)+g(x)}=1

  limx=1&~~~f(x)g(x)=-2

일 때, 극한값 limx=1&̀
~f(x)+2

2g(x)+4
를 구하시오.

(단, alpha>beta)

7

두 함수 ~f(x), g(x)가 

  limx=0&̀
~f(x)

x^2
=1, limx=0&̀

~g(x)
x

=2

를 만족시킬 때, 극한값 limx=0&̀
~f(x)+x

g(x)-x
를 구

하시오.

10

극한 limx=3&̀
x^2&-2x-3
|x-3|

을 조사하시오.5

함수 ~f(x)=^{
x^2&-3x+4 (x->2)

 -2x+k (x<2)
에서 극한

값 limx=2& f(x)가 존재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

하시오.

6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1& 
x^2&+x-2

x^2&-x
~

⑵ ~limx=-1&~
1

x+1
~1

x^2
x-1

+
1
2
2

⑶ ~limx=25`
rtx&-5
x-25

⑷ ~limx=-3&~
x+3

rtx+4 &-1

8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⑴ ~limx=-inf&~
x+1
|x|-2

⑵ limx=inf&~
-3x^2&+2x-1

x^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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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

하시오.

⑴ limx=1&̀
2x+a x-2

x-1
=b

⑵ limx=2&̀
x^2&-ax+b

x-2
=1

12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x^2 위의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하여 점 P와 원점 O를 지나

고 y축 위의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

다. 점 P가 곡선 y=x^2을 따라 원점 O에 한

없이 가까워질 때, 점 Q는 점 (0, a)에 한없

이 가까워진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y

x

y=x^2

O

Q

P

14

다항함수 ~f(x)가

  limx=inf&~
~f(x)

x^2&+4x+3
=2

  limx=1&~&~
x-1
~f(x)

=-1

을 만족시킬 때, ~f(x)를 구하시오.

15

함수 ~f(x)에 대하여 limx=9& f(x)=2일 때, 극

한값 limx=9&̀
(x-9)f(x)

rtx&-3
를 구하시오.

11

두 함수 ~f(x), g(x)가

   ~f(x)=
x^2&-a^2
x-a

, ~g(x)=
a

bx+1
~f(x) 

일 때, 다음 두 학생이 말하는 조건이 모두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13

limx=a&̀ ~f(x)=6이야.

limx=inf&̀ g(x)=3이 돼.limx=inf&̀ g(x)=3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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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활동 목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한값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평가

극한의 원리, 개념을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였는가?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수학적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였는가?

과제 해결 방법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다음 극한값을 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극한값을 확인해 보자.

⑴ limx=inf&~
-2x^2&+x-3

x^2&-1
 ⑵ limx=inf&~&

5x-1
x^2&+2

2
스스로 확인하기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limx=inf&~
x^2&-1
2x^2&+1

=
1
2

임을 다음 순서에 따라 확인해 보자.1

➊ 함수 y=
x^2&-1
2x^2&+1

 의 그래프를 그린다.

 방법  입력 칸에 ‘y=(x^2-1)/(2x^2+1)’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다.

➋ 직선 y=
1
2
 을 그린다. 

 방법  입력 칸에 ‘y=1/2’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다. 

➌ x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x^2&-1
2x^2&+1

 의 값이 
1
2
 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확인한다.

 방법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면을 이동하면서 확대해 본다.

 ➊을 시행한 모습 ➋를 시행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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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학과

통  하다
시간이 한없이   느려지는   

곳이 있을까?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어디에서나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시간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흘러가는 것일까?

아인슈타인(Einstein, A., 1879~1955)은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이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1960년에 

파운드(Pound,`R., 1919~2010)와 레브카(Rebka,`G., 1931~ )의 실험으로 확인

되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우 짧은 구 모양의 천체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자신의 시계를 천체를 향해 떨어뜨렸을 때, 이 시계와 천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특정한 값 R에 한없이 가까워질수록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한없이 느

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천체의 중심에서 거리가 R인 곳에서는 시간이 무한히  

느려져서 모든 사건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천체의 중심에서 거리가 R인 영역을 ‘사건의 지평선  

(event horizon)’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Belal E. Baaquie 외, “Exploring the Invisibl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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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연속2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74`°C 올랐으며 최근 

40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약 10`cm 상승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온이

나 해수면의 높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한다. 반면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택시 요금이나 주차 요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연속과 불연속은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http://cleanair.seoul.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연속과 불연속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수학   환경

1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⑴ y=
x+5
x-1

 ⑵ y=rtx-3& +2

다음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

⑴ y=3x^2&-1 (-1-<x-<2) ⑵ y=-x^2&+2x+5 (2-<x-<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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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연속이란 무엇일까?

세 함수 y=f(x), y=g(x), y=h(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물음에 답

하시오.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함수의 연속

위의 개념 열기에서 함수 ~f(x)는 ~f(1)=1로 x=1에서 정의되고,   

limx=1&~~~f(x)=1이므로 x=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 limx=1&~~~f(x)=f(1)이므로 x=1에서 극한값과 함숫값이 같다.

이때 함수 y=f(x)의 그래프는 x=1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x=1에서 정의된 함수를 말하시오.

2 x=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말하시오.

3 x=1에서 극한값과 함숫값이 같은 함수를 말하시오.

한편 함수 g(x)는 x=1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 함수 h(x)는 h(1)=2로 x=1에서 정의되지만 ~limx=1+h(x)=2,   

~limx=1-h(x)=1이므로 x=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두 함수 y=g(x), y=h(x)의 그래프는 모두 x=1에서 끊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y

x

y=h(x)

O 1

1

2

y

x

y=g(x)

O 1

1

y

x

y=f(x)

O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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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함수 ~f(x)와 실수 a에 대하여

일 때, 함수 ~f(x)는 x=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한편 함수 ~f(x)가 x=a에서 연속이 아닐 때, 함수 ~f(x)는 x=a에서 불연속

이라고 한다. 즉, 함수 ~f(x)가 위의 세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

면 함수 ~f(x)는 x=a에서 불연속이다.

r1par 함수 ~f(x)가 x=a에서 정의되고

r2par 극한값 limx=a&̀ ~f(x)가 존재하며 

r3par limx=a&̀ ~f(x)=f(a)

다음 함수가 x=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별하시오.

⑴ ~f(x)=x^2&-3x ⑵ g(x)=^{
x+1 (x->2)

 x (x<2)

1

⑴ r1par ~f(2)=-2이므로 함수 ~f(x)는 x=2에서 정의된다.

r2par limx=2&̀ (x^2&-3x)=-2이므로 극한값 limx=2`~f(x)가 존재한다.

r3par limx=2&̀ ~f(x)=f(2)=-2       

따라서 함수 ~f(x)는 x=2에서 연속이다.

⑵ parr1 g(2)=3이므로 함수 g(x)는 x=2에서 정의된다.

parr2   ~limx=2+&(x+1)=3, ~limx=2-&~x=2이므로 극한값 limx=2&̀ ~g(x)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함수 g(x)는 x=2에서 불연속이다. 

답  ⑴ 연속 ⑵ 불연속

y

xO 3
2

-2

y=f(x)

O x

y y=g(x)

2

2

3

다음 , \ 중 알맞은 것을 고르고, 함수 ~f(x)가 x=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별

하시오.

⑴ ~f(x)=x+2

⑵ ~f(x)=^{
x^2 (xnot=0)

 1 (x=0)

parr1 ~f(0)이 존재

, \

, \

parr2 limx=0&`~f(x)가 존재

, \

, \

parr3 limx=0&`~f(x)=f(0)

, \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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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함수란 무엇일까?

두 실수 a, b~(a<b)에 대하여 집합

    {x|a<x<b}, {x|a-<x-<b}

    {x|a<x-<b}, {x|a-<x<b}

를 구간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각각

    (a, b), [a, b], (a, b], [a, b)

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a, b)를 열린구간, [a, b]를 닫힌구간이라 하고, (a, b]와 [a, b)를 

반열린 구간 또는 반닫힌 구간이라고 한다.

또 실수 a에 대하여 집합 

    {x|x>a}, {x|x->a}

    {x|x<a}, {x|x-<a}

도 구간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각각

    (a, inf), [a, inf), (-inf, a), (-inf, a] 

와 같이 나타낸다.

특히 실수 전체의 집합은 기호로 (-inf, inf)와 같이 나타낸다.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a

a

a

[a, z)

(a, z)

(-z, a)

(-z, a]

함수 f(x)가 어떤 열린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또 닫힌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열린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limx=a+&̀ f(x)=f(a), ~~limx=b-&̀ f(x)=f(b)

일 때, ~f(x)는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 구간에서 연속함수라고 한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함수 ~f(x)=rt1-x~의 정의역은 {x|x-<1}이므로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면 (-inf, ]이다. 

(a, inf), (-inf, a),

(-inf, inf)도 

열린구간이야.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

⑴ ~f(x)=
1
x

 ⑵ ~f(x)=rtx+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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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⑴ 함수 ~f(x)=x^2&+1은 구간 (-inf, inf)에서 연속이다.

⑵  함수 ~f(x)=rtx-1~은 구간 (1, inf)에서 연속이고, ~limx=1+&~rtx-1=f(1)=0이므로 구간   

[ , inf)에서 연속이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려면 x=1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limx=1&̀ ~f(x)=f(1)에서 limx=1&̀
x^2&-2x+a

x-1
=b+1 cc`①

이때 극한값 limx=1&̀
x^2&-2x+a

x-1
가 존재하고 limx=1&~(x-1)=0이므로

  limx=1&~(x^2&-2x+a)=0   

즉, 1-2+a=0이므로 a=1 

a=1을 ①의 좌변에 대입하면 

  limx=1&̀
x^2&-2x+1

x-1
 =limx=1&̀

(x-1)^2
x-1

=limx=1&~(x-1)=0 

즉, 0=b+1이므로 b=-1 

답  a=1, b=-1

 

함수 ~f(x)=^^{~

x^2&-2x+a
x-1

 (xnot=1) 

 b+1 (x=1)

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 a, b

의 값을 정하시오.

2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⑴ ~f(x)=
1

x-1
 ⑵ ~f(x)=rt2-x

03

함수 ~f(x)=^^{~

x^2&-ax+3
x-3

 (xnot=3) 

 b (x=3)

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

을 정하시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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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x=0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x^2, g(x)=2x+1

에 대하여 함수 ~f(x)+g(x)가 x=0에서 연속인지 말하시오.

위의 개념 열기에서 limx=0&~{ f(x)+g(x)}=f(0)+g(0)=1이므로 함수 

~f(x)+g(x)는 x=0에서 연속이다.

일반적으로 두 함수 ~f(x), g(x)가 x=a에서 연속이면

    limx=a&̀ ~f(x)=f(a), limx=a&̀ g(x)=g(a)

이므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따라 다음이 성립한다.

    limx=a&̀ kf(x)=k~limx=a&̀ ~f(x)=kf(a) (단, k는 상수)

    limx=a&~{~f(x)+g(x)}=limx=a&̀ ~f(x)+limx=a&̀ g(x)=f(a)+g(a)

    limx=a&~{~f(x)-g(x)}=limx=a&̀ ~f(x)-limx=a&̀ g(x)=f(a)-g(a)

    limx=a&̀ ~f(x)g(x)=limx=a&̀ ~f(x)\limx=a&̀ g(x)=f(a)g(a)

    limx=a&̀
~f(x)

g(x)
=

limx=a&̀ ~f(x)

limx=a&`g(x)
=

~f(a)

g(a)
 (단, g(a)not=0)

따라서 함수 kf(x), ~f(x)+g(x), ~f(x)-g(x), ~f(x)g(x), 
~f(x)

g(x)
도   

x=a에서 연속이다.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연속함수의 성질

함수 ~f(x)+g(x)는

x=0에서 연속일까?

limx=0&~{~f(x)+g(x)}와 ~f(0)+g(0)의 

값을 구해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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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구간에서 두 함수 ~f(x), g(x)가 연속이면 위의 ❶ ~ ❺의 함수는 모두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상수함수와 함수 y=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므로 연속함수의 성질 ❶, 

❷, ❹에 따라 다항함수

    f(x)=a_n&x^n&+a_n-1&x^n-1&+`.c3`+a1&x&+a_0 (a_0, a1, .c3, a_n은 상수)

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또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유리함수 
~f(x)

g(x)
는 연속함수의 성질 ❺

에 따라 g(x)not=0인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연속함수의 성질

두 함수 ~f(x), g(x)가 x=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a에서 연속이다.

❶ kf(x) (단, k는 상수) ❷ ~f(x)+g(x) ❸ ~f(x)-g(x)

❹ ~f(x)g(x)   ❺ 
~f(x)

g(x)
 (단, g(a)not=0)

두 함수 ~f(x)=x+3, g(x)=x^2&-x에서 함수 
~f(x)

g(x)
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1

두 함수 ~f(x), g(x)는 다항함수이므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따라서 연속함수의 성질에 따라 함수 
~f(x)

g(x)
=

x+3

x^2&-x
은 x^2&-xnot=0, 즉 xnot=0, xnot=1인 모

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답  xnot=0, xnot=1인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두 함수 ~f(x)=x+2, g(x)=x^2&-1에서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⑴ ~f(x)+g(x) ⑵ 
~f(x)

g(x)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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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 최소 정리란 무엇일까?

연속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닫힌구간 [-2, 1]에서 연속인 함수 f(x)=x^2은 x=-2일 때 최

댓값 4, x=0일 때 최솟값 0을 갖는다.

그러나 열린구간 (-2, 1)에서 함수 ~f(x)는 최댓값은 갖지 않고, x=0일 때 

최솟값 0만을 갖는다.

y

xO

y=x^2

1-2

4

1

최솟값

최댓값

y

xO

y=x^2

1-2

4

1

최솟값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이를 최대 · 최소 정리라고 한다.

xO

최솟값

최댓값

a b

y

최대 · 최소 정리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댓

값과 최솟값을 갖는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함수 ~f(x)=
1
x

은 닫힌구간 [1, 2]에서 연속이고, x=1일 때   

최댓값은 , x=2일 때 최솟값은  
1
2

이다.

y

xO 1

1

2

y=`x!

1/2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

⑴ ~f(x)=x^2&-2x+4 [-1, 2]

⑵ ~f(x)=
4

x+1
 [0, 3]

최댓값 최솟값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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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값의 정리란 무엇일까?

사잇값의 정리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not=f(b)일 때, ~f(a)와 ~f(b) 사이

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k  

인 c가 열린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잇값의 정리를 이용하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

가 서로 다를 때, f(c)=0인 c가 열린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방정식 ~f(x)=0은 열린구간 (a, b)에

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c_1 c_3c_2

y

O

f(a)

f(b)

a
b

y=f(x)

x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

고 ~f(a)not=f(b)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직선 y=k와 함수 y=f(x)의 그래프는 적어

도 한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

에 대하여 f(c)=k인 c가 열린구간 (a, b)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사잇값의 정리라고 한다.

불꽃놀이 설계자는 폭죽이 터지는 높이를 계산하

여 폭죽을 배열한다. 지면에서 발사된 어떤 폭죽

이 250`m 높이에서 터졌을 때, 이 폭죽의 높이가 

100`m인 순간이 있었는지 말하시오.

y

xO

f(a)

f(b)

k y=k

a b

y=f(x)

c_1 c_3c_2

보헤미아의 수학자 볼차노  

(Bolzano, B. P. J. N., 

1781~1848)는 사잇값의 

정리를 처음으로 증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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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x^3&-x+3=0은 열린구간 (-2,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

시오.
2

~f(x)=x^3&-x+3이라고 하면 함수 ~f(x)는 닫힌구간 [-2, 1]에서 연속이고

  f(-2)=-3<0, f(1)=3>0    

이므로 사잇값의 정리에 따라 f(c)=0인 c가 열린구간 (-2, 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방정식 x^3&-x+3=0은 열린구간 (-2,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답  풀이 참고

창의 · 융합ㅣ의사소통

수학 기르기 희수네 가족은 오전 9시에 서울을 출발하여 오후 3시에 부

산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오전 9시에 부산을 출발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오후 3시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부산을 출

발하여 서울로 가는 도중에 전날과 같은 시각에 같은 곳을 

지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었음을 사잇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창의적 생각을 

떠올린다.

창의적 활동을 할 때는

방정식 x^4&+2x-1=0은 열린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03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

호가 같으면 방정식 ~f(x)=0은 열린구간 (a, b)에서 실근을 갖

지 않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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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

하시오.

⑴ ~f(x)=-x^2&+4x-3 [-2, 4]

⑵ ~f(x)=rtx+1& [0, 3] 

4

두 함수 ~f(x)=x-1, g(x)=x^2&-x-2에

서 함수 
~f(x)

~g(x)
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3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⑴ ~f(x)=x^2&+3x+2

⑵ ~f(x)=
3

x-2

2

다음 함수가 x=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별하시오.

⑴ ~f(x)=
1

x+2

⑵ ~f(x)=^{~
x+3 (xnot=2)

 -1 (x=2)

1

 

	함수의	연속

	 함수 ~f(x)와 실수 a에 대하여

   parr1 함수 ~f(x)가 x=a에서 정의되고

   parr2 극한값 limx=a& f(x)가 존재하며

   parr3 limx=a& f(x)=f(a)

 일 때, 함수 ~f(x)는 x=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최대 ·최소	정리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갖는다.

	사잇값의	정리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not=f(b)일 때, ~f(a) 

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k

 인 c가 열린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다음	문장이	참이면	표,	거짓이면	×표를	

하시오.

1  두 함수 ~f(x), g(x)가 x=1에서 연

속이면 함수 
~f(x)

g(x)
도 x=1에서 연

속이다.

2  함수 ~f(x)=
1
x

 은 닫힌구간 [-1, 1]

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갖는다.

3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f(b)<0이면 방정식 

~f(x)=0은 열린구간 (a, b)에서 적

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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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2.	함수의	연속

정답과 해설 ▶ 162쪽

x->1인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

가

  (x-2)f(x)=rtx-1& -1

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6

두 함수

  ~f(x)=^{~
 2x-1 (x->1)

-x+3 (x<1)

  g(x)=x+k

에 대하여 함수 ~f(x)g(x)가 x=1에서 연속

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8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x-a)f(x)=x^2&+2x+1

을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과 ~f(a)의 값을 

구하시오.

7

함수 ~f(x)=^{
x^3&-a
x-2

 (xnot=2)

 b (x=2)

가 x=2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5

두 함수 ~f(x)=x^2&-4, g(x)=x^2&+2x+3

에 대하여 다음 중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말한 학생을 모두 찾으시오.

9

~f(x)+g(x)

서준

~f(x)

~g(x)

지원

~f(x)g(x)

수진

1
~~f(x)-g(x)

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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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f(x)=^{
 ax+b (|x|->3)

|x|-3
9-x^2&

 (|x|<3)
이 모든 실

수 x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

시오.

13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x^2&-1)f(x)=ax^3&+bx^2&-ax-b

를 만족시키고 ~f(-1)=1, f(1)=2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14

a<b<c인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이차방

정식  

  (x-a)(x-b)+(x-b)(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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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두 실근이 alpha, beta~(alpha<beta)일 때,   

a<alpha<b<beta<c임을 보이시오.

15

방정식 x^3&+2x^2&-3x-10=0은 열린구간 

(-1,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10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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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 ~f(1)=-2, ~f(2)=2

일 때, 방정식 ~f(x)=0은 열린구간   

(-2, 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시오.

11

방정식 x^2&-4x+a=0이 열린구간 (-2, 1)

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

의 범위를 구하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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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활동 목표	사잇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가 이등분됨을 설명할 수 있다. 

동료 평가

수학적 언어로 해결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는가?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냈는가?

~f(t)를 식으로 나타내 보자.1

직선 x=t가 영역 R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음을 사잇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2

친구와 함께 화살표 모양의 영역 R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위의 1, 2 를 해결해 보자.3
바꾸어 풀어 보기

어떤 도형에 세로로 직선을 그어 그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화살표 모양의 영역 

R와 직선 x=t (1-<t-<6)가 있을 때, 영역 R 중 직선 

x=t의 왼쪽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O

y

x1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x=t

R예를 들어 ~f(4)는 다음 그림 

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야.

O x4

x=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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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함수 ~f(x), g(x)가

  limx=2& f(x)=1, limx=2&̀ g(x)=2

를 만족시킬 때, 극한값   

limx=2&~{3f(x)-2g(x)}를 구하시오.

1

다항함수 ~f(x)가

  ~limx=-1&~
(x+1)f(x)

x^2&-1
=3

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① -6 ② -3  ③ 1

④ 3 ⑤ 6

3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x+1 위에 두 점 

A(-1, 0), P(t, t+1)이 있다. 점 P를 지

나고 직선 y=x+1에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극한값 limt=inf&~~
^-AP^-~^2

^-AQ^- &~^2

을 구하시오. 

4

O

1

x

y y=x+1

P

Q

-1
A

두 함수 ~f(x), g(x)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는 실수)

5

ㄱ. limx=a& f(x)와  limx=a&̀ g(x)의 값이 존재하면

 limx=a&̀
~f(x)

g(x)
의 값도 존재한다.

ㄴ. limx=a& f(x)와  limx=a&~~{~f(x)+g(x)}의 값이 

 존재하면 limx=a&̀ g(x)의 값도 존재한다.

ㄷ. limx=a& f(x)와 limx=a& f(x)g(x)의 값이 존

 재하면 limx=a&̀ g(x)의 값도 존재한다.

보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다음 중 극한값을 잘못 구한 학생을 말하시오.2

limx=1&̀
2x^2&-x-1

x-1
=3

limx=0&̀
2-24-xx

x
=

1
4

limx=inf&~
3x^2&-4x+3

x^2&+1
=3

서준

수진

지원

민호

~limx=inf&~
x+2
x^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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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다음	문제의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limx=2&̀
1x&+az -b

x-2
=

1
6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

시오. (단, a, b는 상수) 

⑴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⑵ a, b의 값을 구하시오.

9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2&+x-<~f(x)-<x^2&+x

를 만족시킬 때, 극한값 limx=0+&~
{~f(x)}^2

x{2x+f(x)}

을 구하시오.

11

두 함수 ~f(x), g(x)가 

  limx=inf&̀ g(x)=inf

  limx=inf&{~f(x)-3g(x)}=1

을 만족시킬 때, 극한값   

~limx=inf&~
2f(x)+g(x)

-3f(x)+2g(x)
를 구하시오.

10

I.	함수의	극한과	연속

정답과 해설 ▶ 163쪽

다음 중 x=1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① ~f(x)=x-1 ② ~f(x)=rtx+1

③ ~f(x)=
1

x+1
 ④ ~f(x)=

1

x^2&-x

⑤ ~f(x)=^{
2x-1 (x->1)

 x (x<1)

6

함수 ~f(x)=^^{ 

3x^3&-6x^2&-x+2
x-2

 (xnot=2)

 k (x=2)

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7

두 함수 y=f(x), y=g(x)의 그래프가 다

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8

ㄱ. `limx=-1&{~f(x)+g(x)}=0

ㄴ.   함수 ~f(x)-g(x)는 x=-1에서 연속

이다.

ㄷ. 함수 ~f(x)g(x)는 x=1에서 연속이다.

보기

O x1-1

-1

1

y

y=f(x)

O x1-1

-1

1

y

y=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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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함수 y=f(x)의 그래프가 네 점  

(-1, 0), (0, -2), (1, 2), (2, 1)을 지날 

때, 방정식 ~f(x)=x는 열린구간 (-1, 2)

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시

오.

14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x-3)f(x)=2x^2&+ax-b

를 만족시키고 ~f(4)=9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는 상수)

12

닫힌구간 [0, 4]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limt=-inf&~
1-xt
1+t

(x-2)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⑴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

⑵ 함수 ~f(x)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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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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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평가

연속함수의

성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함수의	극한의	뜻

함수의	연속의	뜻함수의	극한값

1수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2수준: 개념을 일부 이해하였다. 

3수준: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다.

4수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였다. 

5수준: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 내용을 복습!

문제가 더 필요하면

 수학 익힘책 148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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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모형 제작자가 하는 일은?

  3차원 모형 제작자는 2차원으로 구현된 초기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여 영

화, 광고, 그래픽 디자인 등을 제작한다. 최근 3차원 영상을 형상화하는 3차원 인

쇄 산업은 자동차, 항공기 등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인공 치아, 인공 뼈, 인공 관절 

등과 같은 보형물이 필요한 의료업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3차원 모

형 제작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3차원 모형 제작자가 되려면?

  3차원 모형 제작자는 3차원 모형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편 모형을 설계할 때, 한정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는 과정에서 영상의 연결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연속함수를 이용하므로 이와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미래의 직업 세계(해외 직업 편)”]

입체의	세계를	디자인하는

3차원 모형 제작자(3D모델러)

꿈! 수학과

만  나다

3차원 만화 영화를 제작하거나 

3차원 인쇄기를 이용해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3차원 모형 제작자라고 해요. 

3차원 모형 제작자가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저는 3차원 만화 영화를 

제작하거나 3차원 인쇄기를 

이용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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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l 2점 l

① limx=1&~(2x+3)=5

② limx=3&̀ 13-
1

x-2
2=2

③ limx=inf&(x^2&+2)=inf

④ limx=-inf(1-x)=-inf

⑤ limx=inf&~
1

x&+1
=0 

1

극한값  limx=3&̀
2x^2&&-3x-9

x^2&-9
는?  l 3점 l

① 
1
6
 ② 

2
3
  ③ 1

④ 
3
2
 ⑤ 

5
3

6

극한  limx=inf&~
x^2&+2x-1&
3x-2

을 조사하시오. l 3점 l 7

함수 ~f(x)=^{~
-x^2&+3x+k (x->1)

 5x-2k (x<1)
에서 극

한값 limx=1& ̀f(x)가 존재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l 3점 l

4

함수 ~f(x)=
x^2&-3x-4
|x+1|

에서 극한값

 limx=-1+ f(x),  limx=-1- f(x)를 구하시오. l 3점 l

3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limx=n&̀
[x]^2&+x

[x]
=k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

시오. (단,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l 4점 l

5

함수 y=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limx=1& ~f(x)+~limx=2+& f(x)의 값은? l 2점 l

2

y

xO 1 2

1

2

y=f(x)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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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함수 ~f(x), g(x)가 

  ~f(x)=xg(x)-x

  limx=1&̀
g(x)-3x

x-1
=2

를 만족시킬 때, 극한값 limx=1 ~f(x)g(x)를 구

하시오. l 3점 l

12

limx=2&̀
x^2&-ax+b
x^2&-3x+2

=3일 때, a+b의 값은?   

 (단, a, b는 상수) l 3점 l

① -1 ② 0  ③ 1

④ 2 ⑤ 3

11

함수 ~f(x)에 대하여 limx=2&̀
~f(x-2)
x-2

가 0이 아

닌 일정한 값일 때, 극한값 limx=0&`
3f(x)+x^2

~f(x)-x^2

은? l 4점 l

① -3 ② -2  ③ 1

④ 2 ⑤ 3

9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2&-1-<(x^2&+1)f(x)-<2x^2&

을 만족시킬 때, 극한값 limx=inf& f(x)를 구하시

오. l 3점 l

14

다항함수 ~f(x)가

  limx=inf&~
~f(x)-x^3

x^2
=1 

  limx=-1&̀
~f(x)
x+1

=4

를 만족시킬 때, ~f(x)를 구하시오. l 4점 l

13

정답과 해설 ▶ 178쪽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A(0, t)(t>0),   

B(-1, 0)을 지나는 직선과 원 x^2&+y^2&=1

의 교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P라 하고,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극한값  limt=inf&~(^-OA^-\^-PH^-)를 구하시오. l 4점 l

10

y

xOH 1

1

-1

-1

B

A

P x^2+y^2=1

`limx=-inf&~
ax+3
x+1

=2a+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l 3점 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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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x^2&-4)f(x)=x^3&+ax+b

를 만족시킬 때, ~f(-2)+f(2)의 값은?   

 (단, a, b는 상수) l 4점 l

① -2 ② -1  ③ 0

④ 1 ⑤ 2

17

닫힌구간 [1, 4]에서 함수 ~f(x)=[x-2]가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는? (단, [x]는 x보

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l 3점 l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19

함수 ~f(x)=^^{~

x^3&+ax-b
(x+1)^2

 (xnot=-1)

 c (x=-1)

가 모

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b, c의 값

을 구하시오. l 4점 l

18

함수 ~f(x)=^^{~

rtx+8& -3
x-1

 (x>1)

 a (x-<1)

가 x=1

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은? l 3점 l

① 
1
6
 ② 

1
3
  ③ 

1
2

④ 1 ⑤ 2

16

다음 보기 중 x=3에서 연속인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l 2점 l

15

ㄱ. ~f(x)=x+3

ㄴ. ~f(x)=(x+2)(x-3)

ㄷ. ~f(x)=
1

x-3

ㄹ. ~f(x)=|x-3|

보기

두 함수 

  ~f(x)=^{~
-1 (|x|->1)

  1 (|x|<1)

  g(x)=^{~
  1 (|x|->1)

-x (|x|<1)

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오. l 4점 l

20

ㄱ. `limx=-1& f(x)g(x)=-1

ㄴ.   함수 ~f(x)+g(x)는 x=-1에서 불

연속이다.

ㄷ.    함수 ~f(x)g(x)는 x=1에서 연속이다.

보기

I. 함수의 극한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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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a에 대하여 집합 

 {x|x^2&+2(a-2)x+a-2=0, x는 실수}

의 원소의 개수를 ~f(a)라고 할 때, 함수 ~f(a)

가 불연속인 모든 a의 값의 합은? l 4점 l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22

닫힌구간 [-1, 1]에서 함수   

~f(x)=
3

|x-2|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

시오. l 2점 l

23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f(-x)를 만족시키고

  ~f(1)f(2)<0, ~f(3)f(4)<0

일 때, 방정식 ~f(x)=0은 적어도 몇 개의 실

근을 갖는지 구하시오. l 3점 l

25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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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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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l 4점 l

26

다음 보기 중 방정식 2x^3&+3x^2&-x-1=0의 

실근이 속하는 구간을 모두 고르시오. l 3점 l

24

ㄱ. (-2, -1) ㄴ. (-1, 0)

ㄷ. (0, 1) ㄹ. (1, 2)

보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함수   

g(x)=x^3&+ax^2&+bx+1에 대하여 합성함수 

g(~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상

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l 4점 l

21

y

x

y=f(x)

O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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