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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하와 벡터

�

23. 정답. 5번

풀이)    를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면 하면   이다.

따라서   

24. 정답. 4번

풀이) 쌍곡선  
  의 점근선은 ±  이므로    ⇔    이다.

25. 정답. 2번

풀이)   이라 하면 ∙     ⇒ ∙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의 종점은   위의 점이다.

한편,   두면    이므로       이므로  의 종점은 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위의 점이다.

따라서  의 값은   과       위의점 까지의 거리이다. 따라서 최솟값은 원의 중심과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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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답. 3번

풀이) 포물선의 정의와 조건에 의해   이고 따라서 ∠   이다.

점  의 좌표를  라 하면     ,     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다.   이므로       ⋯⋯  이다.

∠    이므로 삼각비의 의해    ∴   이고     ∴   이다. 이를 식에 대입하

면 ∴  

27. 정답. 1번

풀이) 먼저 좌표화를 이용하여 점의 좌표화를 실행해보자⊥⊥ ⊥이므로   의 연장선을 각 축으로 둘 수 있다.

따라서 직선의 식은     가 되고 점     와 같이 둘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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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답. 1번

풀이) 타원 
 

   위의 점 에서 타원 접하는 직선        이므로

이 된다. 한편 직선 과 직선 는 평행하므로 ∆ ′ ∼ ∆ ′  이다.

그리고 타원의 초점  ′ 이므로 두 삼각형의 닮음비는    이다.

따라서 ∆ ′의 둘레 = ∆ ′의 둘레 ×  이다.

한편, 는 타원 위의 점이과  ′는 타원의 초점이므로 타원의 정의에 의해 ′ ∆ ′의 둘레는 이고

따라서 ∆ ′의 둘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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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답. 40

풀이) 평면 와 평면 의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 정사영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줘야 할 이면각 cos ∆∆
이다.

공간도형의 단면화를 통해 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보자. 먼저, 선분의 중점과 선분의 중점을 각   라 하자

점는 호위의 3등분 점이고 점는 호위의 중점이므로

∠    ∠   이다.

따라서 점에서 선분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 하면   이고 는 선분 의 중점이 된다. 따라

서 아래쪽 그림에서 ∆는 직각삼각형이되고 Q에서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 또한 직각삼

각형이 된다. 

이를 평면 에서  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따라서 ∆  
또한   이고 평면 에서  이다.

그리고 ∆와 ∆ 직각삼각형이므로 선분와 선분길이를 통해 선분와 선분길이를 구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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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   이다. cos ∆∆    이다.

∴×   ×   

30. 정답. 45

풀이) 내적값의 기하적 계산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 이므로

평면에 점와 점의 자취를 그릴수 있다.

그림과 같이 ∙ ≥  이므로 는 형광펜 호 위에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값이 최소가 되기위해선 내적의 기하적 계산값이 음수값이 되면서   방향과 에서 직선 에 내린수선의 발의 방향이 반대이고 가장 멀리 존재해야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최소가 되는  ,의 위

치는  ,  이다. 한편 ∙  ≥ 을 만족하는 위치중에 
의 최대가 되는 위치는 보라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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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의 최대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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