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논술고사

자 연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오후(2)-1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자연계열 오후2 [문제 1번]에서는 고교수학과정 중 ‘기하와 벡터’의 ‘이차곡선’ 단원에 속하는 내용인 타원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좌표평면에 있는 원, 타원, 다각형, 직선 등의 도형들에 대한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해석, 
적용하고 정확한 논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좌표평면에서 주어진 특정 조건
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인 곡선을 분석하고, 이 곡선의 흥미로운 성질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다
음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 좌표평면에 있는 원과 관련된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인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문항 2. 주어진 직선이 위에서 구한 곡선의 접선이 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기.
문항 3.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타원 내부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30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가 타원이 됨을 설명한다. 20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10

2 30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10
이 직선이 위에서 구한 타원의 접선이 되는지 판정한다. 20

3 40
주어진 각에 대한 조건을 삼각형의 변에 대한 조건으로 변형한다. 20
주어진 각이 최대일 때, 대응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20

3. 출제 근거
이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고교과정의 수학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
성되었으며, 교과서 기하와 벡터 - 이차곡선 - 타원 단원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3개 문항은 교
과서 및 EBS 수능특강 교재의 내용과 다음과 같이 연계되며,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만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 1: 교과서 기하와 벡터 (지학사 이강섭 외 3인) - II 이차곡선 – 2. 타원 
        p.57 타원의 정의, 성질, 방정식. p.61 타원의 평행이동, p.68 종이접기로 만드는 타원
문항 2: 교과서 기하와 벡터 (교학사 김수환 외 13인) - II 이차곡선 - 2. 타원 
        p.53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판별식
문항 3. 2016학년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기하와 벡터 - p.53 대표기출문제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논술고사

자 연 계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오후(2)-2번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고등학교 수학교과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하였다. 자연계 오후2의 문제 2번은 정적분으로 함
수가 주어졌을 때,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함수를 구하고, 함수로 만들어진 곡선과 직선으
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와 이를 회전하여 얻어진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
교 수학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적분단원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되었다. 
세부적으로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를 부정적분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함수의 곡선과 
직선들로 이루어진 영역을 회전하여 얻은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항과 곡선과 직선들로 둘러싸인 영역
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정적분에 대한 이해와 정적분의 응용인 부피와 넓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적분단원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이는 미분과 적분의 이해를 통한 수학
적 사고능력의 배양과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와 응용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30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를 구했는가? 10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함수를 정확히 구하여 최댓값의 차이
를 정확히 구했는가? 10

2 30
 함수 와 축사이의 영역의 회전으로 얻은 입체의 부피를 구했는가? 15

 함수 와 축사이의 영역의 회전으로 얻은 입체의 부피를 구하여 문제
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피를 정확히 구했는가? 20

3 40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 를 정확히 구했는가? 25

 함수 와 주어진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했는가? 20



3. 출제 근거
▶ 교과서: 

► 적분과 통계 (미래엔, 유희찬), 
   - 세부단원: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 p. 36-42, 58-70
► 적분과 통계 (좋은책 신사고, 황선욱), 
   - 세부단원: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 p. 39-42, 54-63

▶ EBS교재: 
►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정적분
   - p. 40-47
► 수능완성 수학 B형: 적분법  
   - p. 112-123, 실전편: p. 18-25

문항 1: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의 계산과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한 함수 계산 
 및 최댓값을 계산하는 문제

문항 2: 곡선과 직선들로 둘러싸인 영역을 회전하여 얻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
문항 3: 곡선과 직선들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