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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좌표공간에서 집합 는 반지름이 이고 중심의 좌표가  인 구이다. 집합 는 

원기둥이며 의 밑면과 윗면은 중심이 각각  ,    이고 반지름이  인 원이다. 다

음 그림을 참고하여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1-1) 구 와 원기둥 의 윗면의 교집합으로 나타나는 원의 반지름을 라 하자. 또한 구 와 원

기둥 의 옆면에 공통으로 속하는 점에 대한 좌표의 최댓값을 라 하자. 와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10점)

(1-2) ≤ ≤ 일 때 평면   가 구 와 만나 이루어지는 원의 넓이를  라 하자.  

를 구하시오. (10점)

(1-3) 구 의 내부와 원기둥 의 내부에 공통으로 속하는 영역의 부피를 구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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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에 수상안전원이 대기하고 있다. 수상안전원은 육지에서 초에 

최대 m를 달릴 수 있고, 바다에서는 수영으로 초에 최대 m를 갈 수 있다. 바다에 위급 상황

이 발생하면, 그 위치에 따라 바로 수영만 해서 갈 수도 있고 일정거리까지는 육지에서 수평방향으

로 달려간 뒤 수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

라질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육지와 바다의 경계는 수평 방향의 직선이라 가정한다.)

(2-1) 그림과 같이 위급 상황이 발생한 지점 P 가 육지로부터  m 떨어져 있고, P 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의 지점 H로부터 왼쪽 수평방향으로 m 떨어진 지점 A에 수상안전원이 위치

하고 있다. 수상안전원이 A지점을 출발하여 P 지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

시오. (10점)

(2-2) 위급 상황이 발생한 지점 P가 육지로부터 m 떨어져 있고, P 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의 지

점 H로부터 왼쪽 수평방향으로 m 떨어진 지점 A에 수상안전원이 위치하고 있다. 수상안

전원이 A지점을 출발하여 P 지점에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m를 

달리고 나서 바로 수영을 시작했다. 이 때, 와 가 만족하는 관계식을 구하시오. (10점)

(2-3) 수상 안전원이 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바다의 모든 지점들로 이루어진 영역을 나타내고,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10점)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지

- 3 -

[문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좌표공간에 쇠공이 놓여 있는데, 쇠공의 겉면을 라 할 때, 는 구의 방정식 

          로 주어진다. 좌표공간에서 쇠공 내부에 있지 않은 두 점 P
와 Q를 실로 연결할 때 실의 길이의 최솟값을  P Q 라고 정의하자. (단, 실은 쇠공을 

통과하지 않는다.) 만일 두 점 P  Q가 아래 그림처럼 모두 쇠공의 겉면 에 있을 때는 두 

점을 연결하는 대원의 호 중 짧은 쪽의 길이가  P Q 가 된다. (여기서 대원이란 구 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 가 만나 이루어지는 원을 말한다.)

(3-1) 에 있는 두 점 P  , Q 

 




 에 대하여 P Q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3-2) 점 A  와 구 의 중심 B 을 연결하는 직선이 구 와 만나는 두 점 중 A
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C라 할 때, C의 좌표를 구하시오. (10점)

(3-3) AC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3-4) 평면   


과 구 가 만나는 원 위의 점을 D 라 할 때, AD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