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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를 생각하자.

                    

1.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차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2.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 함수  에 대하여  ≥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꼴의  차 함수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시오.

3. 제시문의 조건을 만족하고,    인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를 모두 찾으시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한 학급의   ≥  명의 학생들이 조를 만들어 담임 선생님을 방문하면 모든 조원들에게 각각 연필 한 자루와 

공책 권을 나누어준다. 학생들은 여러 번 조를 만들어 방문할 수 있고, 동일한 구성의 조는 한 번만 방문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 ‘슬기’는 혼자 방문하면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을 받고, ‘예리’와 함께 두 명이 방문하면 다

시 연필 한 자루와 공책 두 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두 명과 함께 방문할 때는 연필 한 자루와 공책 세 권을 

받을 수 있다.

1. 학급의 학생 수가 명일 때, 어떤 경우라도 연필이 부족하지 않도록 담임 선생님이 준비해야 하는 

연필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2. 학급의 학생 수가 명일 때, 어떤 경우라도 공책이 부족하지 않도록 담임 선생님이 준비해야 하는 

공책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3. 학생 수가  명인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책을 준비하고, 매번 공책의 색깔을

임의로 선택하여 나누어준다. 한 학생이 본인을 포함하여  명으로 구성된  개의 조를 만들어서 

방문하고자 한다. 방문할 때마다 매번  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