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오전)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소속고등학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휴대폰 등 통신기기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2. 시험시간은 80분입니다.

3.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소속고등학교명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4. 답안 작성은 연필 또는 검정 펜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십시오.

5. 각 문항 번호 밑에 있는 공간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6. 답안은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여 작성하십시오. 

7.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감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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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점] 구간  에서 정의된 연속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1) 상수 의 값을 구하시오.

(2) 어떤 시행에서 사건 가 일어날 확률 가 P  

≤≤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3) 이 시행을 번 반복한 독립시행에서 사건 가 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 1  (총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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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점] 세 점 , ,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에서 점 를 지나

는 직선   

  (≧, 자연수)이 선분 와 만나는 점을 이라 하고, 점 에서 축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고 하자. 

(1) 삼각형 의 외접원의 중심  을 구하시오.

(2) 극한값 lim
→∞

과 lim
→∞

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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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점] 아래 그림과 같이 각 ∠가 인 직각삼각형   내부의 점 
 에서 선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하고, 점 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에서 선

분 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번째 얻은 삼각형 

 의 넓이를 이라 할 때, 
  

∞

의 합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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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점] 아래 그림과 같이 각 ∠가 인 직각삼각형 에서 변  를 등분한 점을 

각각   ⋯  이라 하고 변  를 등분한 점을 각각   ⋯  이라고 할 때, 극

한값 lim
→∞




  





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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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과 직선    (는 실수)의 두 교점을   라 하고 두 점   에서 곡선 

 에 접하는 두 접선의 교점을 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15점] (1) 점 의 좌표를 구하시오. 

          (2) 점 가 그리는 도형을 좌표평면에 나타내시오.

문제 2  (총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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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점] 삼각형  의 무게중심이 이차함수  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상수    의 값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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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점] 2번에서 얻은 이차함수   의 그래프와 직선   의 두 교점을 

  라 할 때, lim
→∞



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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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점] 삼각형  의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라 할 때, 극한값 lim
→∞



를 구하

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