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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1. 75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1) 답안지를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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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좌표평면 위의 일차변환   →′′를 나타내는 식이 
                   ′′    (   는 상수)

    로 주어졌을 때, 일차변환 를 나타내는 행렬은     이다.           

<나> 좌표평면 위의 점 P 를 원점 O를 중심으로 각 만큼 회전하여 점 P′′ ′로 옮기는 변환을 각 만큼 회전하는 
회전변환이라 한다. 회전변환은 일차변환이고, 이를 나타내는 행렬은  cos sin

sin cos 이다. 점 P 를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점 P′′ ′로 옮기는 대칭변환도 일차변환이다. 특히 축과 축에 대한 대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은 각각   

 
과   

 
이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다음의 조건 (1)과 (2)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차변환에 의해 점  가 옮겨질 수 있는 점을 모두 구하시오.
(1) 일차변환에 의하여 점  이 점  로 옮겨진다.
(2) 일차변환에 의하여 좌표평면 위의 임의의 점 A가 점 B로 옮겨질 때, 항상 OA  OB가 성립한다.        

  
2.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an tan tan인 세 직선에 대한 대칭변환을 각각    라 할 때, 합성변환 ∘ 와 
∘∘ 를 나타내는 행렬을 각각 구하고 어떤 일차변환인지 설명하시오.

3. 수열 은    ,   이고,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을 만족시키는 수열이다. 원점을 지나고 기
울기가 tan

 인 직선에 대한 대칭변환을 이라 할 때, 합성변환 ∘∘⋯∘는 어떤 일차변환인지 설명하시오.  
     



<가> 중간값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함수 가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이고 ≠일 때, 와  사이의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인 실
수 가 열린 구간  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 평균값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함수 가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에서 미분가능하면, 



  ′인 실수 가 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다> 함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① 함수 는 미분가능하고, 도함수  ′가 연속이다.
②    이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제시문 <다>의 조건과 임의의 실수  에 대하여  를 만족시키는 함수 를 구하시오.

2. 함수 가 제시문 <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

 ′


 이고  ≤   ≤인  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3. 함수 가 제시문 <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임의의 자연수 에 대하여  ′

 ⋯  ′


 이고 

 ≤  ⋯  ≤인  ⋯  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