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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소속고등학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휴대폰 등 통신기기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80분입니다.

§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소속고등학교명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 답안 작성은 연필 또는 펜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십시오.

§ 각 문항 번호 밑에 있는 공간에 답을 작성하십시오.

§ 답안은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여 작성하십시오. 

§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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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리1] 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의 모든 에 대하여

       (1)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2)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정리2](평균값 정리)

   함수가 열린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닫힌구간 에서 연속이면

               
 

 ′인 가 와 사이에 존재한다. 

(1) (10점) 

      가 증가함수가 되게 하는 값이 속하는 열린구간을  라 할 때,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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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점) 

      가 증가함수일 때 의 역함수를 라 하자.   를 만족하는 를 모두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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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점) 

2번 문제에서 제시한   를 만족하는 에 대하여  ′    ′이 성립하기 위한 의 값을 구

하시오.   



2018학년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4/8

(4)  (15점) 

2번에서 구한 값 중에서 아닌 값을 라 할 때 다음 식

                                      ′ 
이 성립하는 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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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50점)

자연수 부터 까지 (단, ≥ ) 숫자가 적힌 개의 구슬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구슬을 하나씩 
꺼낸 후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넣는 실험을 한다고 하자.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는 
순서와 구슬에 적힌 숫자를 대응시키는 관계를 함수 라고 하자. 예를 들어   라는 것은 
주머니에서 번째 꺼낸 구슬에 적힌 숫자가 라는 것을 의미한다.   

(1)  (10점)

  일 때, 함수 가  ≤       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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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점)

  일 때, 함수 가      , ≠  ≠ 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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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점)

  일 때, 일대일함수 가  ≠ 와         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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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점)

   일 때, 함수 가             를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