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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카드 1

[울산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의학계열(수리논술) / 문제1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지수함수, 미분과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15분 / 전체 15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50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   를 와 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이다. 여기서 함수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모든 실수 에 대하여

lim
→



 

  일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를 구하시오. (단,   이다.)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지수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 - (가) 평면곡선 -  평면곡선의 접선
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하여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Ⅱ] - (라) 적분법 -  여러 가지 적분법
③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
수준**

[기하와 벡터] - (가) 평면곡선 -  평면곡선의 접선
기벡1122.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하여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Ⅱ] - (4) 적분법 -  여러 가지 적분법
미적2413-3. 지수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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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미분법Ⅱ 이강섭 외 미래엔 2014 149-170

기하와 벡터  신항균 외 지학사 2014 45-48

5. 문항 해설

 적분법은 넓이･부피와 같은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학적인 도구로, 

현대 건축과 토목, 그리고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본 

문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적분Ⅱ｣의 ‘적분법’과 ｢기하와 벡터｣의 ‘평면곡선’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법을 이해하고 구할 수 있는지, 정적분 공식을 활용하여 도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 을 안다. 10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하여 
 

′ 임을 안다. 15

도함수 ′    임을 안다. 10
정적분 공식을 이용하여 도함수를 부정적분할 수 있다. 10
부정적분 상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5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문제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 - (가) 평면곡선 -  평면곡선의 접선
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하여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Ⅱ] - (라) 적분법 -  여러 가지 적분법
③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
수준

[기하와 벡터] - (가) 평면곡선 -  평면곡선의 접선
기벡1122.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하여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을 구할 수 있다.

[미적분Ⅱ] - (4) 적분법 -  여러 가지 적분법
미적2413-3. 지수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학기술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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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답안

1. ⓛ 주어진 등식 lim
→



  의 좌변은 ′ 이므로 모든 실수 에 

대하여 ′  이다.

   ② 모든 실수 에 대하여 


이고 

       ,   이므로 







 

′
이다.

       이므로 ′      이다.

   ③  

  


 이고  이므로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