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표공간에 두 점 A(0, 1, 2)와 B(0, 3, 3)이 주어졌다. 평면 S(
π
3 )위의 점 P(x, y, z)에 대하여 

 D=2AP
2

–BP
2
 의 최솟값과 이 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원뿔과 yz평면 그리고 평면 S(θ)의 교점 R1과 R2를 잇는 선분의 길이 l(θ)를 구하여라.

π
4 ＜θ＜

π
2  에서 l(θ)의 역함수가 존재함을 보이고, l–1(α)=

π
3

를 만족하는 α에 대하여

(l–1)'(α)의 값을 구하여라.

[4–2]

[4–3]

[4–4]

2. 출제의도 및 문항해설

기하와 벡터 및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그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평면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사이

의 거리 및 삼각함수의 성질과 역함수를 이해하고 정사영과 역함수의 미분법,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

고자 하였다.

■ 문제 [4–1] 공간에서의 각의 관계를 파악하여 법선 벡터를 θ를 구한 후 제시문 [가]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나 법선 벡터의 경우는 축과 이루는 각이 θ임을 이용하여 성분벡터를 구해내야 한다. 

 θ에 관한 삼각함수식으로 성분을 구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나 제시문 [나]의 정사영의 길이를 활용하

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문제 [4–2] [기하와 벡터]에서 ‘두 점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D의 식을 구하여 문제 [4–1]에서 구한 평면의 방정식을 바탕

으로 식을 해석하면 [기하와 벡터]의 ‘점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며, 이로써 D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최솟값을 가지는 점 P는 (0,–1,1) 에서 평면 S(π/3)에 내린 수선의 발이므로,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여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 문제로 해석하여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문제 [4–3] 문제 [4–1]에서 구한 관계식을 활용하고 yz평면상에서 직선과의 교점의 y좌표의 차와 정사영의 성질을 이용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다양한 풀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풀

이로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두 점의 좌표를 구하고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 문제 [4–4] [미적분II]의 로그미분법을 활용한 음함수의 미분법을 문제 [4–3]의 결과에 적용하여 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4–3]에서 얻은 식의 범위에서 증감의 부호를 판단하여 역함 수의 존재여부를 보인다. 이후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답을 구한다.

3. 채점기준

■ 문제 [4–1] 평면의 법선벡터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문제 [4–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고 이차식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문제 [4–3]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 및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선분의 정사영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 문제 [4–4] 삼각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존재성, 역함수의 미분법 및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1. 문항 및 제시문4.  
자연계열 
논술시험 ❹

[가]

[나]

[다]

점 P(x1, y1, z1)을 지나고, 영벡터가 아닌 벡터 n=(a, b, c)에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은

a(x–x1)+b(y–y1)+c(z–z1)=0 이다.

선분 AB의 평면 α위로의 정사영을 선분 A' B'이라 하고, 직선 AB와 평면 α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 (0≤θ≤
π
2 ) 라고 하면  A' B'=AB cosθ이다.

함수 f(x)가 미분가능하고 f(x)≠0일때,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여러 함수의 곱 또는

몫의 미분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x)=
u(x)

v(x)w(x)
 

의 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양변의 절댓값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ln|f(x)|=ln|u(x)|–ln|v(x)|–ln|w(x)|이다.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한 후 정리하면 f '(x)를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인 원뿔이 xy평면 위에 밑면의 중심이

원점 O에 오도록 놓여 있다. 원뿔 안의 점 Q(0, 0, 1)을 지나고 yz평면에 수직이며, xz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θ(
π
4 ＜θ＜

π
2 ) 인 평면을 S(θ)라 하자.

[4–1]   평면 S(θ)의 방정식은 (cotθ)y+z=1임을 보여라.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O

z

y

x

θS(θ)

Q(0,0,1)

(0,1,0)

(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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