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신기출 문항분석

▮ 문항별 분석 ( 객관식 14문항 / 서술형 6문항 )

문제타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난이도

01 객관식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3

02 객관식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지수함수의 평행, 대칭... 3

03 객관식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미분계수: 로그함수 3

04 객관식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미정계수의 결정: 로그... 3

05 객관식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로그방정식: 기본 3

06 객관식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합답형: ... 3

07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덧셈정리(s... 3

08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덧셈정리(t... 3

09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도형과 삼각함수 3

10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그래프와 함수의... 3

11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값: 삼각함... 3

12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방정식 3

13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방정식 3

14 객관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 3

15 서술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값: 지수함... 3

16 서술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로그함수의 성질 3

17 서술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 3

18 서술형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방정식 3

19 서술형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덧셈정리(t... 3

20 서술형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미분 함수방정식과 도함수: ... 3

[경기] 광남고등학교 미적분Ⅱ 2015년 자연 2학년 2학기 중간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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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기출 출제경향 분석

02. 난이도별 문항 분포 - 문항수                  03. 문항별 유형 분석 – 출제비율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2문

지수함수의 극한   1문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2문

로그함수의 극한   2문

로그함수의 미분   2문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8문

삼각함수의 극한   2문

삼각함수의 미분   1문

04. 총평

[경기] 광남고등학교 미적분Ⅱ 2015년 자연 2학년 2학기 중간족보

▮ 출제경향 분석

01. 시험범위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 삼각함수 : 삼각함수의 미분

내신형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고, 수능형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과서와 기본문제집으로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로그함수에서는 지수,로그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가지 합답형 문제에서도 식으로만 접근

하면 오답이 나오기 쉽지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답을 고르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무리수 e의 정확한 개념과 활용문제들

을 철저히 연습하여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한다. 밑이 e인 지수와 로그의 미분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식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연습한다.

삼각함수에서는 호도법의 뜻과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주어진 도형을 보고 여러 길이와 각도를 삼

각함수의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중학교부터 배웠던 도형과 기하에 관련된 성질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단순히 

덧셈정리와 몇 가지 공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고난도 문제일수록 선분과 각도들 사이의 삼각함

수 관계를 파악하고, 여기에 극한과 미분까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기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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