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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6 
좌표평면 위의 점 A， B， C， D， E가 한 직선 위에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 

한다 

(가) 점 B의 좌표는 (-1 ， 3)01고， 점 D의 좌표는 (3, -1)이다. 

(내 점 B는 선분 AC의 중점이다 

(다) 점 C는 선분 AD를 2:1로 내분한다. 

(라) 점 E는선분 CD를 3:2로외분한다. 

이때 AE2의 값을 구하여라 
@톨두 점 (X" 11,), (X2, ν2)를 잇는 직선의 방정식 y-y，=뜯칸(X-X，) 

STEPß 점 A， B， C， D， E를지나는직선의 방정식구하기 

점 A， B， C， D， E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 B(-l, 3), D(3,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일치하므로 

-(-1)二二k호(x-3) :. ν =-x+2 
3-(-1) 

STEP@ 조건 (q)"，(라)를 이용하여 세 접 A， C， E의 좌표 구하기 

세 점 A， C， E가 직선 y=-x+2 위에 있으므로 

세점 A， C， E의 z좌표를각각 a， c, e라하면 

A(a, -a+2), C(c, -c+2), E(e, -e+2) 

조건 (나)에서 점 B(• 1, 3)이 선분 AC의 중점이므로 

• ←←)에서 a+c=-2 ...... G> (Q+c Q C+4 
2 ’ 2 

조건 (다)에서 점 C(c, -c+2)가 선분 AD를 2: 1로 내분하므로 

(2 3+1 Q 2 (-1)+l·(τ+2)\ ",, (a+6 -a\ •••• J.~( ←으)에서 
2+1 ’ 2+1 !, ~ \ 3 ’ 3 ! 

a+6 ←효→=c :. a-3c=-6 ...... <9 

G>，<9을연립하여물먼 

a=-3, c=l ζ. A( -3, 5), C(l, 1) 

조건 (라)에서 점 E가선분 CD를 3:2로외분하므로 

e=씀형~=7 :. E(7, -5) 

STEP~ 묘2의값구해l 

따라서 두 점 A(• 3, 5), E(7, ←5)이므로 

AE2 ={7-( _3)}2 +( -5-5)2= 100+ 100=200 

086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수 Q에 대하여 

이차함수 f(x)=x2 -4x의 그래프와 

직선 g(x)二늙가 두 점 O， A에서 
만난다. 

직선 l은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 

에 접하고 직선 y=g(χ)와 수직이다. 

직선 l의 ν절펀은? 

(단， 0는 원점이다.) 

y 
f(x)=X2 -4χ 

(1) -2 @←흉 
4 

• 3 
@ 

@ l @-3 

I웹.수직01면 기울기의곱은 -1 

x 

STEPfl 직선 l의기울기구하기 

직선 l으| 방정식을 ν=mx+η라하면 

직선 l과 직선 ν =g(x)二늙는서로 수직01므로 

융 'm=-l :. m=-2 

STEP@ 직선 l이이차함수 y=f(x)어|접함을이용하여 b으|값구하기 

직선 l은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와 

접하므로 -2x十η=상 4x, 

즉 x2 -2x-η=0은 중근을 가진다. 

이차방정식 x2-2x-η二 0으| 판별식을 

D라하면 

용=(-1)2- 1 ，( η)=0 

1+η=0 

ν↑ f(x)=x2- 4x 

jaE 

따
써μ
i
 

x 

.. η=-1 

따라서 직선 l의 방정식은 ν=-2x-101므로 g절편은 1이다 

g二 2x+η 

0868 
오른쪽그림과같이함수 

f(x)=x2 -x-5와 g(x)=x+3의 그 

래프가만나는두점을각각 A， B라할 

때， 함수 ν=f(x)의그래프위의 점 P 

에 대하여 AP三묘E윌땐， 점 P으Ix좌 

표는?(단， 점 P의 z좌표는 양수이다) 

(1) 2피 (2) 3 

@피o @피i 

@2{3 

g 
ν =f(x) y=g(x) 

I 

I꽤삼각형 APB가 이등변삼각형이멀선분 AB의 중점과점 P를 이은 

직선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다 

STEPfl 함수 ν=f(x)와함수 y=g(x)으|그래프의두교점 A， B의 

좌표구하기 

함수 y=f(x)와 함수 ν=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I좌표는 

x 2 χ 5=x+3에서 

X2-2X-8=0, (x-4)(x+2)=0 

:. x=-2 또는 x=4 

:. A( -2, 1), B(4, 7) 

STEP@ 互P=BP를만족하는함수 y=f(x)으|그래프워의점 P의 
좌표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으| 중점 

/-2十4 1+7\ M의좌표는 M(→-←← ) 
\ 2 ’ 2 ! 

즉 M(l， 4) 

AP=BP이므로 직선 MP는 

선분 AB를 수직이등분한다. 

7-1 직선 AB의 기울기!o=. ____ '_~_ 
0::- 4• (-2) • 

선분 AB를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점 (1 , 4)를 지나므로 

g二←(X-1)+4， 즉 y=-x+5 

이때 접 P의 I조{표는 함수 y=x2 -x-5의 그래프와 

직선 y=-x+5가 만나는 점으Ix좌표01므로 

x2-x-5=-x+5어|서 x 2=10 

따라서 x= {1õ (.: x>O) 

ν =g(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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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9 
다음물음에듭h하여라 

(1) 이차함수 y=상+3x+4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직선 ν=x+1어| 

이르는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를렘’y=x2+3x+4어| 접등}는 7물711인 접션을구효빠 

STEPÐ 이치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 구하기 

이차함수 y=성+3x+4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x+1과 

평행한 직선을 ν=x+k로 놓으면 

방정식 x2 +3.χ+4=x+k ， 즉 x2 +2x+4-k=0에서 
이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먼 

용= 1-(4-k)二O

:‘ k二 3

즉 직선 ν二x+1과 평행하고 콕선 ν=x2+3x+4어l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二χ+3

STEP@ 접과직선사이의거리를이용하여 k의값구하기 

구하는 거리는 최솟값은 직선 y=x+3 

위의 한점 (0， 3)과직선 y=x+1 

즉 x-y+1二0 사이의 거리와같으므로 

10-3十 11 2_10 
피뮤ζ1)2 - {2 -μ 

g• y=x2+ 3x+4 
g 二二x+3

ν二x+1

1 

110 x 

(2) 곡선 y=-상+4 위의 점과 직선 ν= 2x+k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이 2펴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 
• 뭘.y=-x2十4어l 접히는 기울기 2인 접선과y=2x+k 사이의 거리가 2검 

STEPÐ 01차힘수의그래프에접하고주어진직선과평행한직선구하기 

직선 y=2x+k와 평행하고곡선 g二 x2十4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二 2x+a(a는 상수)라 하면 

방정식 x 2+4= 2x+a, 즉 x 2+ 2x+a-4=001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석을 D라 하면 

용=침 '(a→4)二 O 
:. a=5 

즉 직선 y=2x+k와 평행하고 곡선 ν=-x2 +4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2x+5 

STEP@ 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이용하여 k의값구하기 

직선 ν二 2x+5 위의 한 점 (0， 5)와 

직선 y= 2x+k， 

즉 2x-y+k二0 사이의 거리가 

2돼01므로 

ν ↑ ν= 2x十k

/1 y二 2x+5

1-5+kl j-t.J Tftl 능二 2/료 ， lk-51=10 
1" 2"+(-1)ι / 

k-5=10 또는 k-5=-10 

:. k二 15 또는 k=-5 

그런데 k二 5이면 

곡선 g二 x2+4와직선 y=2x-5가 

만나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 k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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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세 점 0(0, 0), A(l, 1), B(l, 9)가 꼭짓점인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y=k가 이등분할 [[H, 상수 k의 값은? 

@흉 
8 
• 3 

@ 
@3 

@ 1~0 @:t. ν ← 

3 = 2 

를렐직선 OB와y=k의교점구해| 

STEPÐ y二 k와두선분 OB， AB오}의교점의좌표구하기 

삼각형 OAB의 넓이는융 '1' 8 二4

ν=k와 두 선분 OB， AB와의 교점을 

각각 C， D라하면 점 C는 ν=9x와 

셈의 교점이므로 (웅， k) 
또한， 점 D는 (1, k) 

g• ~(1 ， 9) 

0 x 

STEPφ 삼각형 BCD의넓이를구하여 k으|값구하기 

삼각형 BCD의넓이는 

1 (, k \ f A ,_ \_ 1 (L_2 A1_' A \ ← '(1-*I'(9-k)二 (ik2 -2k十9)2 \~ 91 \U "1 2\9'" ~'"' ul 
1( 1 、삼각형 BCD의 넓이가 2이므로 (ik2-2k+ 9 )=2 2 \ 9 '" ~'" U 1 

환2-2k+5=0， k"← 18k+45二 0， (k-3)(k-15)=0 

따라서 k=3(': 1<k<9) 

(2) 세 직선 2x-y=0, x-4y二 0， 3.χ+2ν-14=0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직선 y=a가 이등분할 때， 상수 Q의 값은? 

CD2•(3 
@4- {6 

@3+왜 ~4- {3 

@4+{6 
I뭘.Y二G와2x-y二0，3x+2y-14=0의교점구하가 

STEPα 세 직선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직선 g二 Q와 삼각형의 두 변과의 교점을 

이용한다. 
2x-y二o ...... GJ 
x-4y=0 ...... (Ç) 

3χ+2y-14=0 ...... @ 

에대하여 

@과 (Ç)，(Ç)과@，@과 @의 교점을 각각 

A， B， C라고 하면 이 세 점의 좌표는 

A(O, 0), B(4, 1), C(2, 4) 

LiABC=뭉14'4-1' 21二 7

STEP@ 삼각형의 넓이를 직선 g二Q가 이등분하는 상수 Q의 값 구하기 

y 

C 

y=a 
B 

x 

직선 ν二Q가 점 B(4, 1)을 지날 때， 변 AC와의 교접이 변 AC댁 

중점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Li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 ν二Q는 변 BC와 만나야 한다 

직선 y=a와 변 AC, BC와의 교점을 각각 D， E라고 하먼 

fa _\ ",/14-2a _\ 그 좌표는 미윷 a), E(견W， a)이뾰 

LiCDE=1.(표갖q 띄'(4-a)二오(4-a)2 2 \ 3 21 \- ~I 12 

LiCDE =1 LiABCOI므로 ，7.， (4-a)2=*, (4-a)2二 6
12 ι 

:. a=4 ::1: 매 

그런데 1<a<4이므로 a=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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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평면 위의 세 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G라하고， 변 AB， 변 

BC, 변 CA의 중점의 좌표를 각각 

L(2, 1), M(4, -1), N(a, b)라 D 

하자. “ M(4, -1) 

직선 BN과 직선 LM이 서로 수직이고， 점 G에서 직선 LM까지의 

거리가 4패일 때， ab의 값은? (단， 무게중심 G는 제 1사분면에 있다.) 
m~ ØOO @~ 

@150 @180 
뭘렘’삼각형의 젊과무게젊의 성질 이용하기 

A 

0872 0871 
방정식 2x2 -3때十ay2-3x+y+l=0어| 대하여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1)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낼 때， 실수 Q으| 값을 구하여라 
(2) 두 직선과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뭘렐þx， ν의 이차방정식이 두개의 직선을 L빠내기 위한조건 
.. (일차식)(일치식)=0 ’‘표밸식의 판별식=0" 

C 

C 

A 

STEP@ 삼각형의 무게훌심의 성질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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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C의 무게중심 G에 대하여 

BG=2GN이고 NP=BP이므로 

굶 : 하=(뾰+4(2): (NP-4{2)=2: 1 

2늄-8{2=NP+4{2 

:. NP=12펴 

이때 두 점 N(a, b), P(3, 0)이므로 

NP2 =(a-3)2 +b2=(l2피)2 ••..•• (5) 

한편 직선 LM과 직선 NP는 서로 수직이고 

1-1 직선 LM의 기울기가 ~=-101므로 4-2 
직선 NP의 기울기는 1이다. 

옆강=1， b=a-3 

무게중심 G가 저11사분면에 있으므로 

(5)，(Q을연립하면 

b2+b2=2b2=(12{2)" 
b2= 122 

:. b=12 (": b>O) 

a=b+3=12+3=15 
따라서 ab=15'12= 180 

3ψ+1):t {9 (y+ 1)2-8(ay2+y+l) 
4 

3 (y+l) :t ιε굶)y2+10Y+l 
4 

즉 (x-~(y+l)+ ~(9함)y2+1여+1) 

x(x-~(y+l)-~램a)y2+10y+i)=o 

@이 두 일차식의 곱이 되어야 하므로 

근호 요tOI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효따. 

01차방정식 (9-8a)y2+ 10y+ 1 =0으| 판별식을D라하면 

용=25-(9-8a)=0 
:. a=-2 

STEPÐ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기 

(1) x어| 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2x2-3(y+l)x+ay2+y+l =0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의하여 

STEPÐ 직선 BN과직선 LM의교점의화표구하기 

B 

직선 BN과 직선 LM의 교점을 

P라하면 

직선 BN이선분 AC의 

수직이등분선이므로 

점 P는 선분 LM의 중점이다. 

즉점 P의좌표는 

p( 2+4 1+(-1) τ， τ-1))， 즉 P(3， 0) 

@ 

x 

.. (Q 

I 

STEP웬 두직선과Z혹" y혹으로툴러싸인부분2.1 넓이구훌}기 

(2) a=-201므로 

3(y+l) :t ~(5y+l)2 4 、 s ι/ 에서 

_L_ 1 
두직선은 y=-zx-강， y=-2x+l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L 1 
~x-~=-2x+l 
2~ 2 

'. x=흉 
따라서 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씨인 부분의 넓이는 

s-1 3 3- 9 =--,-- e--:-.-=----:-

2 2 5 20 

$ 



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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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087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十y=2

위의 점 P(a, b )(ab 추 0)에서 z축， 
g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 R 
이라 하고 점 P를 지나고 직선 QR에 

수직인직선을 l이라하자. 

다음은 직선 l이 점 P으| 위치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남을 보이는 

과정이다. 

STEPG 정사각형 OABC으| 넓이를 6둥분하는 l , m으Iy절편의 화표 
구하기 

점 P(a, b)는 직선 x+ν二 2 위의 점이므로 

b=2-α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는 면꾀01므로 직선 l 으| 방정식은 

ν-(2-a)=다믿(χ-a) ...... C5J 

한편 @이 Q의 갑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먼 

x=만퍼， ν=먼딘그 
따라서 직선 l은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n 

x 

직선 m， η01ν축과만나는점을각각 D， E라하고 

점 (9， 9)를 F라하자 

정사각형 OABC의 넓이가 324이므로 삼각형 DEF의 넓이는 54이다 . 

.. DE=12 

직선 l이 χ축과 만나는 점을 G라 하면 

사각헝 OGFE의 넓이 54는 삼각형 OGF와 삼각형 OEF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m 

단
 

‘ , , ‘ , , , , , 

STEP (g) 두직선 m과%의기물기의곱의최대최소구하기 

직선 %은 두 점 D(α 24-a), F(9, 9)를 지나므로 

L 9-(24-a) • a-15 
직선 쐐 기울기τ •••• 9-0 9 

직선 η은 두 점 E(O, 12• a), F(9, 9)를 지나므로 

L 9-(12-a) _ a-3 
직선 η의기울기=→←→←:→ 9-0 9 

두 직선 %과 η으| 기울기의 곱을 f(a)라 하면 

15 α← O f(a)=융-.요『 

= ~l. (a2-18a十45)
81'~ ~~~， ~~， 

=굶(a-9)2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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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에서 (가)에 알맞은식을 f(α)라하고 (나)， (다)에 알맞은수를 

각각 α， ß라 할 때， f(좋)+α+ß의 값은? (단， 0는 원점이다 ) 
(1) 4 (2) 5 

@7 @8 

.뭘I’ a'i:쩌|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a어| 관한 항등식 만족 

@6 

STEPG 직선 l의 방정식 구하기 

점 P(a, b)는 직선 x十ν=2 위의 점이므로 
a+b=2에서 b=2-a 
점 P에서 z축， ν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각각 Q(a, 0), R(O, b) 

직선 l은직선 QR과수직01고직선 QR으|기울기는 옹01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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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θ 직선 l은접 P의위치에관계없이항상일정한점구하기 

@의 양변에 2-a를 곱하면 

(2-a)ν (2 α)2=a(x-a) 

2ν-aν-4+4a-a2=ax-a2 

Q어|대하여정리하면 

(χ+ν-4)a+(4-2ν)=0 ...... C5J 

@이 Q으|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므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x+y-4二0， 4-2y=0

x=또， ν=다건 

[[f2.f서 f(a)=옳， α=2， ß=201므로 f(좋)+α+ß=6 

네 점 0(0, 0), A(18, 0), 

B(18, 18), C(O, 18)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ABC에 대하여 점 

(9， 9)를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세 직 

선 l , m, η이 정사각형 OABC의 넓 
이를 6등분한다 
직선 l의 x절편을 Q라 하고 6 드 Q 드 10일 [[H, 

두 직선 m과 η으| 기울기의 곱의 최멋값은 α， 최솟값은 R이다 

α2+ß2二웅일 때 p+q의 값을 구하여라 

(단， P와 q는 서로소인 자언수이다.) 

.뭘 .. 직선 m， n의 절편을 a01I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각 직선의 기울기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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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뾰
퍼
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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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표평면 위의 두 점 A(l, 이， B(5, 0)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과 

선분 AB를 1 : 3으로 외분히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D (x-1)2+ y2=4 0 상+y2=4 

@x2+(y-4)'=16 @성+(y-1)'=2 

원의방정식 뱉l 

STEPÐ 선분AB의중점과선분AB률 1 : 3으로외분하는점의좌표 
구하기 

@(x-1)'+y2=2 0875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히여라 

(1) 점 (-2， 1)을 중심으로 하고 점 (2， 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STEPÐ 중심이 (-2, 1)인 원의 방정식 작성하기 

점 (-2 ，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01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 2)2 +(y-1)'= r2 

두 점 A (1, 0), B(5, 이으| 중점은 (날흐， 이 즉 (3 , 0) 

두 점 A(l, 0), B(5, 이을 1: 3으로 외분핸 점은 (팩좋l， 0), 

즉 (-1, 0) 

STEP밍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 원의 방정식 구하기 

이 두 점 (3 , 0) , (-1 ， 0)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히는 원의 방정식은 

STEP@ 점 (2， 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 

이 원은 점 (2 ， 4)를 지나므로 

(2+2)2 +(4-1)2=r2 

:. r2=25 

따라서 구하는원의 방정식은 (X+2)2 +(y_1)2= 25 (3, 0) (-1, 0) 중심이 (훤l， 이 즉(1 ， 0) 

반지름의 길01가융(3-(-1))=2 

따라서 구히는 원의 방정식은 (2) 두 점 A( -2, 3), B(6, -1)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X-1)2+ y2=4 

톨를홉 두 점 (3 , 0) , (-1 ， 0)을 지름의 앙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x-3)(X+1)+(y-0)(y-0)=0 

:. (X-1)2+ y 2=4 

STEPÐ 선분AB룰챔으로핸원.2.1중심과반뽑을구해| 

g ‘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히는 

원의 중심은 선분 AB의 중점이므로 

원의중심의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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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7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중심이 x축에 있고 두 점 (1, 돼)， (2, -2)를 지냐는 원 

STEPÐ 주어진 조건에 맞게 원의 방정식 세우기 

중심이 z축어| 있으므로 중심을 (a , O) , 반지름을 rOI라 하면 
원의 방정식은 (x-a)2 +y2=r2 

융AB=윈(6+2)2 +( -1-3)2=때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 2)2 +(y_1)2= 20 

훌훌를 두 점 A(-2, 3), B(6, -1)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x+2) (x-6)+(y-3) (y+ 1)= 0 

:. (χ-2)'+(y-1)2=20 

STEP@ 원이 투 점 (1, 돼)， (2, -2)를 지남을 이용하여 원의 반자름 
구하기 

이 원이 두 점 (1, 돼)， (2, -2)를 지나므로 

(1-a)'+3=r2, a2-2a+4=r2 ...... ð) 

(2-a)'+4=씌 a2-4a+8=r2 ...... (Ç) 

ð)-(Ç)을하면 

2a-4=0 :. a=2 
a=2를 @에 대입하면 r=2 

따라서 (X-2)2+ y2=4 

087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 (1, 3), B(2, 1)에 대하여 선분 AB를 3:2로 

외분하는 점을C라 하자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 b)라 할 때， a+b의 값은? 

<D 1 02 
@4 @5 

@3 

STEPÐ 점 C의화표를구하기 

두 점 A (1, 3), B(2, 1)에 대하여 선분 AB를 3:2로 외분하는 점 C으| 

짧는 C(ε슨Ll 3.1-ε효) 즉 C(4, -3) 
\ 3-2 ’ 3-2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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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이 직선 y=x 위에 있고 두 점 (-1 , 6) , (5 , -2)를 지나는 원 

STEPÐ 주어진 조건에 맞게 원의 방정식 세우기 

중심이 직선 y=x 위에 있으므로 중심을 (a , a) , 반지름을 rOI라 하면 
원의 방정식은 (x-a)2+(y-a)'=r2 

B(2, 1) _...----....._ 

{ \(3, -1)\ 

~C(4， -3)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은 

선분 BC의중점과같고 

선분 BC의 중접의 좌표는 

(2十4 1+(-3)\ (~-::&J: 스나」ι ), 즉 (3、 1) 
\ 2 ’ 2 J 
원의 중심의 좌표는 (3 , -1)01므로 
따라서 a=3, b=-l이므로 
a+b=3+(-1)=2 

STEP 4])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확표를 구하기 



STEP띔 원이 두 쩔 (-1 , 6), (5, -2)툴 지남올 이용하여 원의 방정식 
구하기 

이 원이 두 점 (-1, 6), (5, -2)를 지나므로 

(-1-a)'+(6-a)2=r2, 2a2-10a+37=r2 ...... éj) 

(5-a)'十(-2-a)2=μ， 2a2-6a+29=r2 

éj)-(Ç)을 하면 -4a+8=0 :. a=2 

a=2를 @에 대입하면 r2=25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2)' +(y_2)2= 25 

Q 

(3) 중심이 직선 y= 2x+1 위에 있고 두 점 (2, 9) , (4, 5)를 지나는 원 

STEPÐ 주어진 조건에 맞게 원의 방정식 세우기 

원의 중심이 직선 y= 2x+1 위에 있으므로 원의 중심의 좌표를 

C(a, 2a+1), 반지름의 길이를 rOI라하면원의 방정식은 

(x-a)2 +(y-2a-1)'=r2 

STEP (Ë) 월이 투 접 (2 , 9) , (4 , 5)툴 지남을 이훨뼈 원의 방정식 구해| 

이 원이 두 점 (2, 9) , (4, 5)를 지나므로 
(2-a)2 +(9-2a-1)2=r2어|서 

5a2-36a+68=r2 ...... éj) 

또， (4-a)2+(5-2a-1)2=r2 

5a2-24a+32=r2 ...... <Q 

éj)-<Q을 하면 -12a+36=0 :. a=3 

@에서 r2=5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X-3)2+(y-7)2=5 

멸률웰 원의 중심에서 두 점 써으| 꺼리가같음을 이용하기 

원의 중심이 직선 y= 2x+1 우|에 있으므로 원의 중심의 좌표를 

C(a， 2a+1)01라 하먼 점 C와 두 점 (2, 9) , (4, 5) 사이의 거리는 같다. 

~ (a-2)' +{(2a+ 1)-9}2=~ (a-4)" +{(2a+ 1)-5}2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a=3 
즉 원의 중심은 (3 , 7)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두 점 (3 , 7) , (2, 9) 사어의 거리와 같으므로 

~(3-2)2+(7-9)2=1료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X-3)2+(ν-7)2=5 

0878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녔+y2-2x+8y+ a=0의 중심의 좌포f (b , -4)01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상수 a， b의 합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x-a)2 +(y-b )'=r2폴로 변형하기 

원 X2 +y2-2x+8y+a=0을 변형하면 

(x-1)2+(y+4)2=17-a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1, -4)01므로 b=l 
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피7-a=301므로 17-a=9 :. a=8 

따라서 a+b=8+1=9 

(2) 세 점 (0, 이， (-1, 1), (5,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STEPÐ 세점을지나는원의 방정식장+y2+Ax+By+C=0울이용 
승|며풀이하기 

구하는 원의 방정식을 싱+y2+Ax+By+C=001라 하면 

이 원은 세 점 (0, 0), (-1, 1), (5, 1)을 지나므로 각각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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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A+B+C=-2 
5A+B+C=-26 
<Q-@을 하면 -6A=24 
:. A=-4, B=-6, C=O 

따라서구하는원의 방정식은앙+ν2-4x-6y=0 

I 매싣멈겨V문저V 
좌표평면에 있는 네 점 (3, 4), (2, -1), (-3, 0), (a, 1)01 한 원 위의 점일 

때， 양수 Q의 값을 구하어라i 

-----41톨훨.--

STEPÐ 세접울지나는원의방정식 상+y2+Ax+By+C=0을 
이용하여풀01하기 

원의 방정식 삼+ν2+Ax+Bν+C=O으로 놓고 

세 점 (3, 4), (2, -1), (-3, 0)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3A+4B+C=-25, 2A-B+C=-5, 3A-C=9 

위의세식을연립하여풀면 A=O， B=-4, C=-9 

즉 원의 방정식은 상+y2-4y-9=0 

STEP (Ë) 절 (a , 1)을 원에 대입하여 양수 a의 값 구해| 

이때 점 (a , 1)01 원 위의 점이므로 a2+1-4-9=0， a2= 12 

:. a= :t 2돼 

따라서 앙수 Q으| 값은 2돼 

훌홉를 원의 방정식은 장+(ν 2)2= 13 

087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직선 y=2x-2가 원 삼+y2-2ax-2ay-a2 -2a-9=0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이 원의 넓이는? 

(j) 5π ~15π @25π 

@36π @49π 

I휩.직선이 원의 넓이를 01등분해면 원의 중심을지난다 

STEPÐ 주쩌진 원의 방정식율 (x-a)2 +(y-b )2=r2꼴로 변형하기 

원 X2+y2-2ax-2ay-a2-2a-9=0을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x-a)2 +(y-a)2=3a2+2a+9 

STEP잉 원의 중심을 직선에 대입하여 Q톨구한후원의 반차롬구홉}기 

이때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직선은 원의 중심 (a , a)를 지나야 흔빠i 
이 원의 중심 (a , a)가 직선 y= 2x-2 위에 있으므로 

a=2a-2 :. a=2 
이때 원의 \1ÄI름의 길이는 

펴감강감급=~3.22+2.2+9=껴5 

따라서 원의 넓이는 π. (피5")"=25π 

(2) 직선 ax-y=1이 두 원 

X2+y2_by=0, x 2- 4x+y2-8y=0 

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Q十b의 값은? 

@융 @흉 @3 

@ 4 @융 



(2) 중심이 y=x+2 위에 있고 점 (4， 4)를 지나며 g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구하여라 

STEPÐ 두 원의 넓이를 이톨분하는 직선이 지나는 원의 종심 구훌}기 

원 X2 +y2_by=0어|서 x2 +(ν- 융)"=풍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직선은 원으| 중심 (0, 흉)를 지L빠 한다 !l 

뾰
퍼
맨
떻
-

STEPÐ 중심를 (a , b)라릎고g혹에 첩하는 원의 방정식 세우기 

원이 g축어| 접하므로 원의 중심으Ix좌표의 절뱃값이 원의 반지름이다. 

g축에 접하는원의 방정식을 (x-a)2 +(y-b )2= a2이라하면 

중심 (a , b)가직선 y=x+2 위에 있으므로 b=a+2 

(x-a)2+(y-a-2}"=a2 ...... éj) 

원으| 중심 (0, t)는 직선 ax-y=l 위에 있모로 

-옹=1 :. b=-2 

원 상-4x+y2_8y=0에서 (X-2)2 +(y-4)"= 20 

이 원의 중심 (2 ， 4)는 직선 ax-y=l 위에 있으므로 

2a-4=1 :. a=훌 STEPø 중심이 y=x+2 위에 있고점 (4， 4)를지나는 Q의 값구하기 

@이 점 (4 ， 4)를 지나므로 대입하면 

(4-a)2 +(2-a)2= a2 

a2-12a+20=0, (a-2)(a-10)=0 

:. a=2 또는 a= lO 

따라서 구히는 원의 방정식은 

(x-2}"+(ν-4)2=4 또는 (x-10)" +(y-12)2= 100 

0882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중심이 앓+ν=8의 제 1사분면 위에 있고 $축과 g촉에 동시에 

접하는원 

_5 n_1 
따라서 a+b=*-2=* 2 ~ 2 

원 X2 +y2_2x-4y-7=0의 내부의 넓이와 네 직선 x=-6, 
x=O, y=-4, y=-2로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를모두 이등분하는 
직선의방정식은? 

4 __ , 6 "'" _._ 5 __ , 3 
G) y= .:g-X+ -g- <zl y=tx + t 
@y=4x-2 @ν=5x-3 

I뭘. 직선이 원의 넓이툴 이등분하려면 원의 종심을 지나고 직μ}각형의 넓01를 
이등분하려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 

_8 _, 2 
@ν=5X+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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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STEP fj) x혹과g축쩌|동시에접하는원의방정식세우기 

원의 중심이 제 1사분면에 있고 x축과 Y1 
13x+y=8 

g축어| 동시에 접하므로 원의 반지름의 1 

길이를 r(r> 0)이라 하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γ， r)OI고 

원의 방정식은 (x-r)2+(y-r}"=r2 

STEP fj) 원의 넓이를 이둥분하는 직선이 지나는 원의 중심 구해| 

원 x2+ν2_2x-4y-7=0을 변형하면 (X-1)" +(y_2)2= 12 

이때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직선은 원의 중심 (1 ， 2)를 지나야 한다. 

STEPø 직人텍형의넓이를이등분하는투대각선의교점구훌~71 
3 
-4 꼴

 

--” s 

STEPø 원의중심을직선 3x+y=8에대입하여 r의값구홉~71 

이때 원의중심 (r , r)은직선 3x+y=8 위에 있으므로 

3r+r=8 :. r=2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2)2+(y-2)2=4 

$ 

y 한편 네 직선 x=-6, x=O, 
y=-4, y=-2로 둘러씨인 
직시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 (-3 , -3)을 지나야 한다 

@흩켈’ 직선 ν=x 또는 y=-x를 01용등뼈풀이하기 

z축과g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직선 y=x 또는 y=-x 위에 있다 

이때 중심이 직선 3x+y=8 위에 있으므로 주어진 원의 중심은 직선 

3x+y=8과 y=x의 교점이다. 

교점의 x좌표는 3x+x=8 :. x=2 
즉 중심의 좌표는 (2, 2)01고 z축과 g축어| 동시에 접하므로 

반지름의길이는 2이다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2}"+(y-2)2=4 

STEPe 투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즉 주어진 원과 직사Z병의 넓이를 모두 이등분하는 직선은 두 점 (1， 2)와 

(-3 , -3)을 지L뼈뾰 01 직선의 방정식은 y-2=쫓편(x-1) 

5.. , 3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tx+t 

(2) 중심이 x+2y=3의 제 2사분먼 위에 있고 x축과 g축어| 동시에 

접하는원 

088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점 (0 ， 3)에서 g축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16π일 때， 이 원의 방정식 

을구하여라. 

STEPO x혹，j!j- y촉에동시에접하는월의방정식서|우기 

y 원의 중심이 제 2사분면에 있고 z축과 

g축어| 동시에 접하므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r>O)이라 하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r , r)OI고 
원의방정식은 

(x+r)2 +(y-r}"=r2 

g 

STEPO y혹쩌| 첩등는 원으l 방정식 서빠| 

원이 g축어| 접하므로 원의 중심의 

z좌표의 절랫값이 원의 반지름이다 

원의 넓이가 16π이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4이다. 
또， 이 원이 점 (0 ， 3)에서 g축에 접하고 

원의 중심의 좌표는 (4, 3) , (-4, 3)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293 

x+2y=3 

$ 

x 

(X-4)2 +(y_3)2= 16 또는 (x+4 )2 +(y_3)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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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잉 원의 중심을 직선 x+2y=3에 대입하여 r의 값 구하기 

이때 원의 중심 (-r , r)은 직선 x+2y=3 위에 있으므로 

-r+2γ=3 :. r=3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3)" +(y-3)"= 9 

멸흩웰 직선 y=x 또는y=-x를이용등뼈물이하기 

x축과 g축어l 접히는원의중심은직선 y=x 또는 y=-x 위에 있다. 

이때， 중심이 직선 x+2y=3 위에 있으므로 주어진 원의 중심은 

직선 x+2ν=3과 y=-x의 교점이다i 

교점의 x좌표는 x-2x=3 

:. x=-3 

즉 중심의 좌표는 (-3, 3)01고 x축과 g축에 동시에 접하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i 

따라서 구히는 원의 방정식은 (X+3)2+(ν-3)2=9 

088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 1)을 지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대하여 

다음에답하여라 

(1)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2)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y 

STEPÐ x측':i!1-y혹011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세우기 

점 (2 , 1)은 저11사분면 위의 점이므로 g 

x， y축어| 동시에 접하는 원은 1 ν=x 

저11사분면에 존재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을 

(r, r)이라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r(단， r>O) 

x 

원의방정식은 /10 x 

(x-샤+냉-샤=r2 … ... G> 
으로나타낼수있다. 

점 (2, 1)이 @ 위의 점이므로 대입하면 

(2-r)" +(1-r}"=r2 

r2-6r+5=0, (r• 5)(r-1)=0 

:. r=5 또는 r=l 

STEP@ 두원의중심사이의거리구하기 

(1) 두 원의 중심의 좌표가 각각 (1 , 1) , (5 , 5)이므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V (5-1)" +(5-1)2=4껴 

STEP8 두원의넓이의합구훌}기 

(2) 두 원의 반지름이 각각 1， 5이므로 

두 원의 넓이의 합은 π+25π=26π 

0884 
두 점 A( -4, 0), B(2, 0)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 1인 점 P에 대히어 

다음에답하여라 

(1)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2)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랫값을 구뼈라. 

(3) ι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STEPÐ 첨 P(x， y)라를t.고조건을만족하는 x， ν의관껴l식서l우기 

(1) 점 P으| 좌표를 P(χ" y)로 놓으면 

AP: BP=2: 1에서 AP=2BP이므로 

않;칩표.2=2많=장과2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x2+ν2_8x=0 

:. (X-4)2 +y2= 16 

STEP@ l>PAB의 최대 넓이는 밀변이 일정하므로 높이가 최대임을 

이용하여구하기 

(2) 접 P에서 z축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l>PAB으| 넓이는 

융 .AB.PH 

AB=6이고 PH길이의 최뱃값은 

반지름의 길이인 4이므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멋값은 

융 '6'4= 12 

STEP8 점 A에서원에컵빼|직선을그어 01뜸각구해l 

(3) ιPAB의 크기는 오른쪽 그림과 g 

같이 직선 AP가 원에 접할 [대， 

최대이다 

원의중심을 C라하면 

l>PCA에서 ιCPA=900 A(--4. O)n~ R rlA o\) x 

.. 효=1할쿠강 
=않그Z 

=(꿇 

=4암 

0885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O, 3), B(b, O)(b >0)이 있다 

PA: PB=l: 2를 E혹하는 점 P의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이 
z축어| 접하도록 하는 상수 b의 값은? 

(J){3 Ø2돼 @3 {3 
@4돼 @5{3 
@를원이 X축011 접하므로원의 중심의 g조많의 절랫값01 원의 방|름이다 

STEPÐ 절 P(x, y)라 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x， y의 관계식 세우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P(x, y)라 하면 
PA:PB=1:2에서 2PA=PB이므로 

2과즙교객)2=파그깎감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3x2+2bx-b2 +3y2 -24y+36= 0 

2b .. , b2 
+τíx+깅-+g2-8g+16=1ib2+4 

·싸+ 흉)" +(y-4)"=융b2 +4 

STEP (J) 원이 Z혹에 접하므로 원의 종심의 ν화표으l 절햇값이 원의 반지톰 
임을 이용하여 b의 값 구하기 

이 원이 x축에 접하려면 원의 중심으Iy조}표의 절멋값이 원의 반지름이므로 

많값=4 

앙변을제곱하면 웅b2+4= 16, 용b2= 12, b2= 27 

따라서 b=3돼(":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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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 답하여라. 

(1) 점 A(4， 4)와 원 상+y2=4 위의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I뭘. 선분AP의 중점을 (x, y)로 놓고 점 P가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STEPÐ 선분AP의풍점의자취의식세우기 

원 X2-ty2=4 위의 점의 좌표를 
ν| ~(4， 4) 

P(a, b)라하면 
점 P가원위의점이므로 

/내ξ、 ZQ 
a2+b2=4 •• éj) 

점 P(a, b)와 A(4， 4)의 중점을 -2\ UI 1'2, x 

Q(따 y)라 하면 Q(캘4， 쁨효)어|서 -2 
x=므+4 .,_b+4 .. -2 ,,, 2 

a = 2x-4, b = 2y-4 ...... (Q 

STEP@ 점 Q가그리는도형의 뭘|의 길이 구해l 

@을 @에 대입하면 (2x-4)' +(2y-4)2=4 :. (x-2)' +(y-2)'= 1 

점 Q가 그리는 도형은 중심의 좌표가 (2 , 2) ,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다 
따라서 구하는 도형의 길이는 2π'1=2π 

(2) 점 P가원 X2 +y2=9 위를움직일 때， 두접 A(3， 6), B(6, 0)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G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도형의방정식 

STEPÐ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G의 자취의 식 세우기 

원 x2 +ν2=9 우|의 점의 좌표를 P(a， b)라하면 점 P가원 위의 점01므로 

a2 +b2=9 ...... éj) 

점 P(a, b)와 A(3, 6), B(6, 0)의 무게중심을 G(x, y)라 하면 
G(3+3+a 6+0+b -갤9 ， -b+6 ----’ 견tb)어|서 x=~， y=~ 
a= 3x-9, b=3y-6 ...... (Q 

STEP@ 첩 G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램~71 

P을@에 대입하면 (3x-9)2 +(3y-6)2= 9 :. (X-3)2 +(y_2)2= 1 

따라서 점 G의 자취의 방정식은 (X-3)2 +(y_2)2= 1 

0887 
두 원 상+y2+x+5ν-6=0， X2+y2_X_y-2=0어| 대하여 

다음을구하여라. 

(1) 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2)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STEPÐ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을 변끼리 빼서 01치향을 
소거히여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기 

(1)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x2+ν2+x+5ν-6+k(X2 +y2-x-y-2)=0 (단， k는 상수) 

k=-101면 두 원의 교점을 지LI는 직선의 방정식이므로 

X2+y2+X+5y-6-(X2+y2-x-y-2)=0 

ι x+3y-2=0 

STEP딩 두원의교점을지나는원의방정식은( )十k( )=0팔로바꾸어 
원점을대입하기 

(2)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2+y2+X+5y-6+k(X2+y2-x-y-2)=0 (단， k 추 -1) ...... éj) 

의 꼴이고 이 원이 점 (0 ， 0)을 지나므로 

-6-2k=0 ζ • k=-3 

k=-3을@에 대입하고 

x2+ν2+x+5y-6-3(X2+y2-x-y-2)=0 

X2+y2-2x-4y=0 

:. (x-l)2 +(y_2)2= 5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펴01므로 원의 넓이는 π . (패)2=5π 
l 
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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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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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원 

상+y2+3x+2y-l=0， x 2+y2+ax-(2a-l)y+l=0 

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 y=x+3과 평행할 때， 상수 Q으| 값은? 

CD -6 ø -5 @-4 
@-3 @-2 

@를두직선 ax+by+c=μ'x+b'y+c' =001 평행일조건웅=함캉 

STEPÐ 투원의교점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구하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2+ν2+3x+2y- l+k{x2+y2+ax-(2a-l)y+ 1}=0 (단， k는상수) 

k=-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므로 

x2+y2+3x+2y-l-{X2+y2+ax-(2a-l)ν+1}=0 

:. (3-a)x+(2a+l)y-2=0 

STEP@ 두직선이평행하기위한조건구하기 

(3-a)x+(2a+l)ν-2=0과 x-y+3=001 평행이므로 

3-a_2a+l _J_ -2"'"J 3-a_2a+l 
•• ←-←큐느--어|서 •-- -•-1 -1' 3 -.,. -, 1 -1 

-3+a=2a+l :. a=-4 

(2) 두 원 장+(y+a)'=9， (X+3)'+y2=4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 2x+y=1과순짙일 때， 상수 a의 값은? 

CD2 Ø3 @4 
@5 @6 

I뭘.두직선 ax+by+c=O， a'x+b’y+c’ =001 수직일조건 aa'+bb’ =0 

STEPÐ 두월의교점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구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상+y2+2ay+a2-9+k(X2+y2+6x+5)=0 (단， k는 상쉬 

k=-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므로 

x 2 +y2 +2ay+a2 -9-(x2+ν2+6x+5)=0 

:. 6x-2ay-a2+14=0 

STEP@ 두칙선이수직해|위한조건구해l 

6x-2ay-a2 +14=0과 2x+y=1이 수직이므로 

6'2+(-2a)'1=0, 2a=12 :. a=6 

I톨jijl ‘ }“ “ } “ ‘ 기 

두직선의위치관계 
” a' x+b' x+c' =0 =m'x+n 

평행하다 m=m' , η 추 η/ -a a7=τ o b7추 ‘-C C7 

일치흔H二k m=m’‘ n=n’ 강 ~=f=? 

수직이다 mm’ =1 aa'+bb' =0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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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2+y2=r'OI 원 (X-2)2 +(y-1)"=4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양수 r의 값을 구하여라. 

률렘’한원OIC띔원의 롤레를 이뚫해| 위해서는두원의 교점을지L는직선 
이 원의 반지름이 작은 한 원의 양 끝접01므로두 원의 공통현이 반지름이 

작은 한원의 중심을 지LI야둘레를 이등분한다. 

STEPÐ 두월의과첩몰지니는직선의방정식구하기 

두 원 x2十y2=γ2， (x-2)"十(y-1)2=4를 각각 0， 0'이라 하면 

0: x'+y2=r2, 0 ’ : (x-2)"+(ν-1)"=4 

이때 원 0가 원 0'으| 둘레의 길이를 이등분하려면 두 원의 교점을 지니는 

직선이 원 0'으| 중점을 지나야 한다i 

두 원 장+y'=r2， (X-2)"+(y_ 1)2=4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2+y2-r2-{(X-2)2+(Y-1)2-4}=0 

:.4x+2y-r2-1=0 

STEP@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 0'의 중점을 지납율 이용하여 
구홉}기 

이 직선이 원 0'으| 중심 (2, 1)을 지나므로 

4.2+2.1-r2-1=0 

:. r 2=9 

따라서 T의값은 r=3 
g 

4x+2y-r2-1=0 

.(2, 1) 

X 

(2) 좌표평먼 위의 두 원 상+y2=20과 (x-a)2+y2=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묘f날 때，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구하여라 . 
• 휠톨공통현이 직!은 원으IÃ텀이 되려면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L뻔 된다 

STEPÐ 공톨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현이 작은 원의 지를 
이 되어야 함을 이용홉}기 

g 

x 

2ax~a2+16 

두 원 녔+y'=20과 (x-a)"+y2=4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2+y2_20-(x2-2ax+a'+y'-4)=0 

즉 2ax=a2+16 

직선 2ax=a2 +16이 원 (x-a)2+Y'=4의 중심 (a ， O)을 지날 때，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따라서 2앙=a'+16에서 a'=16 :. a=4(.:a>0) 

0890 
오른쪽그림과같이원앙+y'=36을 

선분 PQ를 접는 선으로 접어서 x축 위의 

점 (2 ， 0)에서 접하도록 하였다. 직선 PQ 
의 방정식을 x+ay+b=OOI라 할 [[H,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Yi6 

-6 

P 

@를원x2+y'=36의 일부를접은 것이므로 반챔의 길이가함 
즉 반지름의 길이는 601고 X축에 접하므로 원의 중심의 g좌표의 절랫값이 

반지름의길이와같다. 

STEPÐ 두 정 P， Q툴 지나고 점 (2, 이에서 X측에 첩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 PQ는 점 (2, 0) 
에서 z축어|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일부이므로 중심이 (2, -6)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호이다. 

즉 세 점 P, Q, (2, 0)을 지나는 
-6 

원의방정식은 

(X-2)2+(y+6)'=36 

:. x'+y'-4x+12ν+4=0 

STEP@ 투 원의 꿇현의 방정식 구해| 

g 

6 

이때 직선 PQ의 방정식은두원장+y'=36， 상+y2-4x+12y+4=0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직선의 방정식은 *선분PQ는두월의꿇현 

(x2+y2-36)-(x2+y2-4x+12Y+4)=0 :. x-3y-10=0 

따라서 a=-3, b=-10이므로 ab=30 

0891 
원 장+y'=4 위의 두 점 P， Q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원의 작은 부분을 접었을 때， 

호 PQ는 점 C(1, 0)에서 z축에 접효h각.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2 

(1)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2) 지름이 선분 PQ인 원의 방정식을 -2 
구하여라. 

를렐공동현의 중심을구빼면두원의젊을지나는직선이 꿇현을 
수직이등분함을 이용하기 

STEPÐ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구훌.'1 

(1) 호 PQ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1, 0)에서 x축어|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일부이므로 원의 방정식 중심이 (1 ,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호이다. 

y• 

-2 x 

2 

:. (x-1)2 +(y-2)2=4 

따라서 선분 PQ는 두 원의 공통현이므로 직선 PQ으| 방정식은 

(X2+y2-4)-(X2+y2- 2x-4y+1)=0 :. 2x+4y-5=0 

x 



STEP@ 피타고라스 정리률 이용하여 원의 방정식 구하기 

(2) PO=PD이므로선분 OD의 중점 M은직선 OD와 PQ의 교점이다. 

그런데 직선 OD의 방정식이 y= 2x OI므로 

직선 PQ와 연립하여 풀면 

M(융， 1) 
또， 구하는 원의 반지름을 rOI2.f 하면 

i\Kñ r\1\A- _ 1 ‘ R r=MP. OM=-*OD= 'nv 이므로 2 ~~ 2 

/ ‘ 5' , •• 2 •.. 2_11 직각삼각형 OMP에서 22=(뚱) +r" .. r"= '4 
따라서 구등는 원의 방정식은 (x- 융)" +(y-l)"=끊 

0892 
두원 

x 2+y2=10, X2+y2-4x+4y+2=0 

의 공통현의 중심의 좌표가 (a, b)일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를렐공통현의 중심의 조딱를구등뻐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직선이 꿇현을 
수직이등분함을 이용하기 

STEPO 두원의공통현의방정식구하기 

두 원의 공통현의 중심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과 같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장+y2 -10-(X2 +y2 -4x+4y+2)= 0 
4x-4y-12=0 :. y=x-3 ...... Gl 

STEP (Ë) 두 원의 훌심을지Lf는 직선의 방정식과교점의 화표 구하기 

g 

-피6 x 

(훌 -t) 

~ "y=-X 
z‘ +yι-4x+4y+2=0 

원 녔+y2= 1O으| 중심의 좌표는 (0, 0) 

X2+y2-4x+4ν+2=0어|서 (X-2)2 +(y+2)2= 60 1므로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2) 

즉 두 원의 중심 (0, 0), (2,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O=렇품(X-O) : ν=-X ...... <Q 

Gl，<Q을연립하여풀면 

X=융 …= 효 
2' u 2 

_3 ( 3\ 
따라서 a-b=*-(-•)= 2 \ 2/ 

0893 
두 원 성+ν2=4， 상+y2_4x-4y=0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고 

효tCf. 다음에 듭h하여라 

(1) 두 원의 방정식에서 이차항을 소거하여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2) 원 앙+y2=4의 중심과공통현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3)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STEPO 공동현의 방정식 구해| 

(1)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X2+y2_4)-(X2+y2-4x-4y)=0 

:. x+ν-1=0 

STEP굉 원의 종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2) 오른쪽 그림에서 공통현과 원과의 g 

교점을각각 P， Q라하고현 PQ의 

중점을M이라하자. 

원 장+y2=4으| 중심 (0 ， 0)에서 

직선 x+ν-1=0어| 이르는 거리는 

1"\"0 .. _10+0-11_ 1 _{2 OM 
τ펀了판-검 2 

STEP~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공톨현의 길이 구하기 

(3) 직각삼각형 OPM에서 OP=2， OM=쯤O(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l 
때
E
 m싸
써
따
i
L
 

$ 

PM=10P2-굶=μ=옹=펴 

따E써 편논 공통현의 길01 따=2빼=2 ， 딩={ï4 

0894 
두 원 X2+y2-2x-2y+a=0, x2 +ν2+2x+2ν-6=0의 공통현의 

웰깐으팩이 되도록 õ~는 모든 실수 a의 합은? 
m-~ ø-U @-~ 

@-20 @-18 
I뭘. 원의 중심에서 현 AB에 내린 수선딛 선분AB의 수직이등분임을 O(용등f7( 

STEPO 두 원의 공톨현의 방정식 구하기 

두 원 X2+y2-2x-2y+a=0, X2+y2+2x+2y-6=0의 중심을 
각각 0， 0'이라하자. 

이때 원 삼+상+2x+2y-6=0에서 (X+l)"+(y+l)2=80 1므로 

중심의 좌표는 0'(-1， -1)01고 반지름은 때=2껴 

또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X2+y2-2x-2y+a-(x2+y2+2x+2y-6)=0 

.. 값+4y-6-a=0 ...... Gl 

STEP밍 피타고라스정리 이용하여 원의 출심에서 직선사이의 거리 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의 교점을 

A， B라 하고 두 원의 중심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공통현의 길이가 AB=2매01므로 

돼=융뼈=매 
직각삼각형 O'HA에서 

5효=↓(2담D2_([6)2={2 ...... 。

중심 0'(-1, -1)에서 공통현 4x+4y-6-a=0 사이의 거리는 

rvu_14'(-I)+4'( -1)-6-al O'H I~ \ .LI' --:z:. ~← 

4n 

-짧l 
<Q，@에서 

램융1={2， 114+a 1=8 

'. a=-6 또는 a=-22 

따라서 Q의 합은 -6+( -2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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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싱 +y2=25와직선 x+2y+5=0의교점을지나는원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구하여라 

.置윌’ 원 중4에서 넓이가 최소인 것은 두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원의 줄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이등분함을 이용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점을각각 A， B라하고원의중심 

0(0, 0)에서 직선 χ+2ν+5=0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151 _r;= OH 수，v ， _ =-/5 
V 1 ‘ +2ι 

직각삼각형 OAH에서 OA=5, ð료二/5 
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0896 
오른쪽그림과같이 

원 (x+ 1)2十(y-3)"=4와 

직선 ν二mx+2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것이다. 

9 
(x+1)2+(ν_3)2슨 41 y=mx十2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각각 A, B 

라할때， 선분 AB의길이가2β 
가 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은? 

@평 @꽁 @1 

@피 @{3 

를뭘l 원의 중심에서 현인 AB에 내린 수선은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한다 

x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이등분함을 이용하기 

원의 중심을 C(-1 , 3), 반지름의 

길이 CA二 2，원의중심을 C，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 51 υ \ 발을 H라고하면 
χ+2ν+5二0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AH=!찮-01듭2 합=다학二 2/5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써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 구하기 

두 점 A， B를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것은 두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의 반지름은 AH=2펴 

따라서 구하는 원의 넓이는 π . (2돼)2=20π 

멸률펠 직접 교점을 구뼈 원의 넓이 구하기 

x+2ν+5=0， 즉 Z二 -2ν-5를상+ν2=25에 대입하면 

(_2y_5)2+y2二 25

5y2+20ν=0， 즉 5y(ν+4)=001므로 y=O 또는 ν二←4 

두 교점의 좌표는 (-5 , 0) , (3 , -4)01고 넓이가 최소인 원은 두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브fAI름의 길이를 구하먼 

윈(3-( _5))2 +( -4-0)2=융 . 4펴=2펴 

따라서 구하는 원의 넓이는 π . (2돼)2=20π 

(2) 두 원 녔十y2_2y二 0， χ2+y2+2，χ一4二0 으|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것은 두 원의 공통현을 

지름으로하는원이다. 

두 원 잠+ν2→2y=0， X2十ν2+2x←4=0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X2+y2_2Y)_(X2+y2+2x-4)=0 :. y=-x+2 ...... éì) 

sτ표P옳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방정식 구하기 

@을 X2 +y2_2ν=0어| 매입하여 정리하면 

상+(-X+2)2_2(-x+2)=0， x(x-1)=0 :. X=O 또는 x=l ...... (Q 

@을@에 차례로 대입하면 g二2 또는 ν=1 

즉두원의 교점의 좌표는 (0， 2) 또는 (1 ， 1)이므로 

구하는 원은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즉 두 점 (0, 2), (1 , 1)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므로 

(t 융)01고 반지름의 길01는 윈(1-0)2+(1-2)2=꽁 
2’ 2 

/.. 1\2 ,/._ 3\2_1 
따라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방정식은 \x-tJ +\ν← 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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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분하므로 

-H 

-2 →
職遊짧
 

냄
 

)
돼
 
•”
m 

y 

0 x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직선의 기울기 m 구하기 

이때 선분 CH의 길이는 원의 중심 C(-1 ， 3)과 

직선 mx-y+2二0 사이의 거리와 같으므로 

싹듀노즉콕긴=!2， lm十 11二/깅과맙 ’ m2 +(-1)' 

양변을 제곱하면 (m + 1)2= 2(m2 + 1) 

ηz2+2m+1 二 2m2+2， m2-2m+1=0 

(m-l)2=0 :. m=l 

0897 
조f표평면 위의 두 점 A( 피， -1), B(펴， 3)과 직선 y=x-2 우|의 
서로 다른 두 점 P， Q에 대하여 ιAPB= ιAQB二 90。일 [대， 선분 PQ의 

길이를 l이라 하자 [2 으| 값을 구하여라 

I웹’ιAPB二 ιAQB=90。인 것을보고원작을 떠올려서 선분 AB가지름01 된 
다는 것을 알아내야 하고 지름의 양끝점을 알아냈으니 원의 중심의 좌표와 원의 반지 

름의길이를쉽게구해낼수있다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접 P， 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Q 

x 

P 

ιAPB= ιAQB=90。이므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두 점 P， Q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 ‘지를에 대한원주각의 크기는항상 90。 



이때 원의 중심은선분 AB의 중점이므로 

(콰팩 -\+3) 
2 ’ 2 

즉 원의 중심은 (0 ， 1)01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 r는 

r=-!- . 돼=1，. ~(2펴)2 +42=3 2 ".~ 2 ’ ‘ Y VI '""'::E 

즉 두 점 P， 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성+(ν-1)2=9 ...... (5) 

STEP잉 두점 P， Q의화표툴구하고선분 PQ으|질이댐까 

g 

x 

또， 두 점 P， Q는 직선 y=x-2 위의 점이므로 

y=x-2를@에대입하면 

x 2+(x-3)2=9 

2x2"-6x =0,2x(x-3)=0 :. X=O 또는 x=3 

따라서 두 점 P， Q의 좌표는 P(O, -2), Q(3, 1)01므로 

따=심급강=3퍼 :. [2=따2=(3/2)2=18 

@홉웰 점과직선A매|의 거리를 이용한풀이해| 

STEPÐ 원주각의성질을 01용하여두점 P， Q롤지나는원의방정식 

구하기 

ζAPB= ιζAQB=90。이므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두 점 P， Q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으므로 

즉 두 점 P， 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2 +(ν-1)"=9 ...... (5) 

STEP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01활}여 [2 구해| 

원 X2+(y-1)2=9의 중심 (0 , 1)을 C라 하고 
점 C에서 직선 y=x-2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선분 CH의 길이는 점 (0, 1)과 직선 x-y-2=0 사이의 거리이므로 

;m_ 1-1-21 _ 3 CH • -, 
감+(_1)2 -/2 

직각삼각형 CPH에서 

앉=3， CH=끊01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PH2=Cp2 _C효2 

(t)" =32-( h)" 仁 9_9 2) =3"-\폐 , '4 =9 강-강 

[2=4' 융=18 

l 
2 

0898 
좌표평면에 원 x 2+y2-10x=001 있다. 이 원의 현 중에서 점 A(1， O)을 

지나고 그 길01가 지연수인 현의 개수는? 

~6 Ø7 @8 
@9 @10 
@톨원의 현 중에서 7땀길0까 긴 것은 뼈 원의 ;1;[름이란 것이다. 

현이란 원 위의 서로 다른두 점을 이은 선분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원의 지름 

또한포함이된다. 

STEPÐ 원의 성질을 이용히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현으| 범위를 구해| 

X2 +y2-10x=0에서 (X-5)2 +y2= 2501므로 

원의 중심을 C라 하면 C(5, 0)01고 반지름의 길이는 5이다 
점 A(l, 0)은 원의 내부에 있고 점 A를 지나는 현을 구해보면 
현의 길이가 최소일 때는 디음 그림과 같이 현과 선분 AC가 수직일 때이고 

이때 현의 길이는 P1Ql=6 

u 
l 
뾰
E
 따
써
따t
 

Q2 
I 

또한， 현의 길이가 최대일 때는 현과 지름이 같을 때이고 

이때의 현의 길이는 P2Q2=10 

즉 6 드(현의 길0 1)드 10 

STEP0 현의킬이가자연수인개수구해l 

현의길이가 10 

A(l，이 

현의 길이가 자연수인 경우는 6, 7, 8, 9, 1001다. 
이때 길이가 7， 8 ， 9인 현은 각각 2개씩 존재하고 

‘-현의 길이가 7， 8 ， 9인 경우선분 P，Q，에 대칭인 경우각각 2개씩이다. 

길이가 6， 10인 현은 각각 1개씩 존재한다 

‘-현의 킬이가6인경우선분 P，Q，일때， 한개， 현의길이가 10인경우선붐 P，Q，일때， 한개， 

따라서 구하는 현의 개수는 3.2+2'1=8 

0899 
직선 y=mx+2와 원 잠+y2=101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m으|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여라-
(1) 두 점에서 만난다. 
(2) 접한다. 
(3) 만나지않는다. 

STEPÐ 표嗤식을 이용하는 m21 범워 구하기 

y=mx+2를삼+y2=1어| 대입하면 

x2+(nα+2)"=1， 삼+m2x2+4mx+4= 1 

(1 +m2)x2+4mx+3=0 

01치방정식의 판별식 D를 구하면 

용=4m2 -3(m2 +1)=m2 -3 

=(m- {3)(m+ 돼) 
(1)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용>0에서 (m-댐)(m+ 댐)>0 

:. m<-돼또는m>돼 

(2) 접하려면 D=O에서 (m 돼)(m+ 돼)=0 

:. m=겹또는 m=-돼 

(3) 만나지 않으려면 D<O에서 (m-돼)(m+ 돼)< 0 

.. 돼<m<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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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훌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풀이하기 

원의 중심 (0 ， 0)과 직선 mx ν+2=0 Áf이의 거리 d와 반지름의 길이를 

rOI라하면 

d |0--O十 21 _ 121 .. _ 
-과낀걱F갑즙T’ 7 • 

( 1)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rOI어야 하므로 

121 "O/~τ •'-:-' < 1. 2<vm ι + 1. 4<m"+1 
vmι+1 

m2-3 > 0, (m 피)(m+ {3)> 0 

:.m<- {3 또는 m> {3 

(2) 접하려면 d=rOI어야 하므로 

121 π;π c=='든--二1. 2 二vm2 + 1. m2=3 
vm"+l 

:. m=돼 또는 m=-피 

(3) 만나지 않으려면 d>rOI어야 하므로 

121 πTπ … 
• 1"'1 > L 2>Vm2+L 4>m2十 1
v η1ι +1 

m2-3 < 0, (m 댐)(m+l파)<0 

..돼<m< {3 

원 X2+y2=4와 직선 4x-3ν+k =001 만날 때， 실수 k의 최멋값과 

최솟값의곱은? 

CD -200 
@ 10 

~ -100 
@ 100 

@-10 

I휠I 원과 직선을 연립하여 이차방정식을유도뼈 실근을 7띔 조건을구할수 
있으나 식이 복잡할수 있으므로 접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풀이한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원 삼+ν2=4는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2인 원이다. 

원의 중심 (0 ， 0)과 직선 4x -3y+k=0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 10+0+k 1 I~I 
μ늄(_3)2 - 5 

STε껑購 원과직선이 만q71 위한조건구하기 

원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는 경우이므로 

d드 rOI어야한다. 

Ikl 공-드 2， lkl 드 10 :. -10 드 k 르 10 

따라서 k의 최멋값은 10, 최솟값은 10이므로 구하는 곱은 

10'( -10)= • 100 

좌표평면 위의 원 상+ν2=4와 직선 y=ax+2얘가 접하도록 하는 

b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여라. (단， 와컨능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I웹l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 (a , b) 구하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 

을 이용하여 a와 b 사이의 관계 구하기 

원 x2+ν2二 4에서 원의 중심은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이다. 

π '-- 12페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ax-y+2';b=0까지의 거리는 7늑-

μ7~+1 

12얘| 
원과 직선이 접하므로 o 二 2에서 4b 二 4a2十4

vaι+1 

:. b=a2+1 

a ， b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임을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b의 

값구하기 

10보다 작은 자연수 a, b에 대하여 

b=a2 +1을 만족하는 
Q가301상의지연수이면b는 1001상의지연수가된다 

순서쌍 (a , b)는 (1 , 2)와 (2, 5)이므로 b의 모든 값의 합은 2十5=7

I흩를 OIÃf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한풀이하기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언립한 후 이치방정식의 

판별식을이용하기 

g二 ax+2매를 x2+ν2二 4어| 대입하면 

χ2+(ax十2퍼)2=4 

(α2+ 1)x2+4a{bx+4b-4= 。

이 이차방정식의 근이 원과 직선의 교점으Ix좌표와 같고 

교점이 한 개이므로 이 이차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꽁(2얘)2 -(a2 +1)(4b-4)二 O

:. b 二 a2十 1

a ， b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임을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b으| 

값구하기 

10보다 작은 자연수 a, b에 대하여 b=a2 +1을 만족하는 순서쌍 (a , b)는 
(1 , 2)와 (2, 5) 이므로 b의 모든 값의 합은 2+5=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 • 1)2 +(y_1)2二 r2과 직선 z十2ν+2二 001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대， 양수 r으|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반지름의 길01)임 
을 이용하여 ?’으| 범위 구하기 

원 (X-1)2十(ν 1)2=r2의 중심 (1 , 1)과 

직선 x+2y+2二 o Áf이으| 거리는 

11+2+21_ 5 _ I듀 
R김「←J효←Q 

원의 반지름이 rOI므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 r>펴 

(2) 원 싱十y2→4x-6ν+4=001 직선 3x-4ν+k=O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 

을 이용하여 k의 범위 구하기 

x 2 +y2 -4x-6y+4 = 0에서 (X-2)2+(ν 3)2二 9

원의 중심 (2， 3)과 직선 3x-4ν+k=O 사이의 거리는 

16-12+k 1_lk-61 
싱급仁캅→ 5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므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Ik-61 
→공→é..!.< 3, Ik-61< 15 

-15<k-6 < 15 :. -9 < k < 2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1)2 +(y-1)'=r20I 직선 3x+4y+3=0어| 접할 때， 

양수 r의값은? 

G) 1 

@2 

(JJ!깅 @(3 
@3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 
을이용하여 r값구하기 

원과 직선이 접하므로 원의 중심 (1 , 1)과 직선 3x+4y十3=0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 r-|3·1+4·1+3| la 2 
- 않꾀2 • 5ι 

(2) 중심의 좌표7f (1 ， 3)이고 직선 Z←ν+k二O어| 접c;r는 원의 넓이가 

8π일 때， 모든 상수 k의 합은? 

G) 1 (JJ β 

@3 @4 

@(3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 
을이용하여 y값구하기 

원의 넓이가 8π01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2펴 

원과 직선이 접하므로 원의 중심 (1 , 3)과 직선 x-ν十k=O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2피와같다 

즉뮤퍼팩닛=2{2 01므로 Ik→ 21=4 
~ 1"+(-1 ι 

k-2二:t4 ζ.k=6 또는 -2 

따라서 모든 k의 값의 합은 2+6=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1)2 +y2= 1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2.f.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ν=-2x+k로놓으면 

2x十ν k=O ...... Gl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 
을 이용하여 g절편 구하기 

직선 @이 원 (x-1)2+y2=1에 접하므로 원의 중심 (1 ， 0)과 

직선 @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므로 

왼부듀뀐=1， 12-kl=피 
<1 2ι +1 ‘ 

2-k= :t {5 :. k=2 :t {5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y-2+ 펴二O 또는 2x+y-2- {5=0 

(2) 직선 3x+4;ν=8어| 수직이고 원 (X-3)2 +(ν←3)'=9 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3 직선 3x+4y=8의 기울기는 ←i이므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효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을 y=환+k라 하::q.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을 
이용하여 g절편구하기 

원의 중심 (3 ， 3)에서 직선 4x-3y+3k=0까지의 거리가 

니2-9+3떼 
원의 반지름의 길013과 같으므로 냐투수격딛= 

~ 42 +( -3)' 

13+ 3k 1= 15, 11十kl=5
:. k=-6 또는 k=4 

따라서 접선으| 방정식은 y=환-6 또는 g二윈+4 
뾰
m
-딴
뾰
~
ι
 

0905 
다음 물음에 듭「하여라. 

(1) 원 삼+y2=9에 접하고 x축으| 양의 방향과 30。으| 각을 이루는 직선 

의방정식을구하여라 

기울기가%인 접선의 방정식은 y=mx :t r과깜1 01용해| 

x축의 양의 방향과 30。의 각을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는 

tan30 0 =펠 

원 x2十ν2=9어| 접따 기울기가평인 접선의 방정식은 

y=똥$士3~휩고 :. y=평x :t 2돼 
멀률켈 판별식 D=O을이용뼈풀이하기 

구핸 접선의 방정식을 y=펠x+k로 놀고 
원의 방정식 X2 +y2二9어| 대입하면 

x2 +(펠X+k)'=9 
4 __ 2 , 2';3 x2+ ú;_으kx+k2 -9=0 
3~ 3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원과 직선이 접하므로 

끄=(팩때2 4 ·(F-9)=o, k2= 12 
4 \ 3 '"! 3 

:. k二:t 2돼 

따라서 구꿇 접선의 방정식은 ν=펠x :t 2돼 
I훌캘 원의 앓에서 직선째|의 거리를 O펌뼈 풀이해| 

구등받 접선의 방정식을 ν=똥x+k 
즉돼x-3y+3k二 O.으로놀으면 

원의 중심 (0 ， 0)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3과 같으므로 

|3kl J r3, |k|=JE 
(패)2+(_3)' 

:. k= :t 2돼 

따라서 구핸 접선의 방정식은 ν=펠x :t 2패 

(2) 원 싱+ν2=4어| 접하고 직선 Z ν+1=0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구하여라. 

기울기가%인접선의방정식은y=mx :tγ&급i 이용하기 

직선 x-y十 l 二 0， 즉 y=x+1어l 수직이므로직선의 기울기는 1 

원 녔+y2=4의 반지름의 길이는 2이므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x노 2H=굉고 
:. y二 -x :t 2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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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2)'十(ν←3)'=1이다. 

두 점 C， D를 지나는 직선과 x축으| 

양의 방효rOI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

라할 [[H ， 두점 A， D를지나는직선 

의방정식을구하여라. 

멀률펠 판별식 D=O을이용빼풀이해|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g二 x+k로 놀고 

원의 방정식 x2 +ν2=4어l 대입하면 

x2十(-x+k)2二4

:.2x2→2kx十k2 -4=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원과직선이접하므로 

x 0 

수직인 조건을 이용하여 기울기 구하기 

두 점 C，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tan45 0 =1이므로 

정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AD와 CDO! 수직01므로 -1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二(원의 반지름의 길이)임을 

이용하여풀01하기 

두 점 A，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ν=-x+a라 놓으면 

원의 중심 (2, 3)에서 직선 x+y-a=O 사이의 거리가 l이므로 

픽무L=l‘ 15-al={2 
1/ 1"+1" 

:. a=5 i: 껴 

즉 직선 AD의 g절편 5+ 피， 직선 BC으| ν절편 5- {2 

따라서 두 점 A，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ν二 χ+5+ 피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냈+ν2=25 위의 점 (4 ， 3)에서 그은 접선이 직선 

3x+aν+2二O과 서로 수직일 때， 실수 Q으| 값을 구하여라. 

원 위의 접 (X" ν1)에서 접선의 방정식 X，X十ν1ν二 r2 이용하기 

원 X2 +y2=25 위의 점 (4 ，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4x+3y二 25 

이 직선이 3x+aν+2二O과 서로 수직이므로 

4.3+3'a=0 ‘두 직선 ax+bν +c=O， a' x+b'y+c' =0으l 수직조건 aa' +bb' =0 

:. a二 4 

용=k2 -2. (k"→4)二 0 ， k2=8 

기.k二i: 2피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ν=→x i: 2피 

멀률펠 원으| 중심에서 직선 새|으| 거리를 이용뼈 풀이해|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y=-x+k 

즉 x+y→k二0으로 놓으먼 

원의 중심 (0 ， 0)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2와 같으므로 

I-kl 
二 2‘ Ikl=2 {2 y 1"+(-1ι / 

:. k 二 i: 2{2

따라서구히는접선의방정식은 ν=-x i: 2 {2 

0906 
다음 물음에 듭「하여라. 

(1) 원 (x+l)'+(ν←4)2二 9어| 접하고 직선 2x-y+1 二 0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이)임을 

이용하여풀01하기 

직선 2x-ν+1=0， 즉 ν=2x+1에 평행하므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y=2x+k 

즉 2x-ν+k二 0으로 놀으면 

원의 중심 (-1 , 4)와 접선 사이으|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3과 같으므로 

12'(-1)-4+에 
\ i/ ~'''I 3， lk-61=3돼 

y22 + • 1 ι ’ 

:. k二 6 i: 3 {5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g二 2x+6 i: 3피 

(2) 원 (x+2)2+(y-1)2二 10 위의 점 (1 ,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원 위의 접 (ι， y，)어|서 접선의 방정식 

(X,-a)(x-a)+(y, -b)(ν-b)=r2 이용하기 

원 (X+2)2 +(y • 1)'= 10 우|의 점 (1 ,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1 +2)(x+2)+(2-1)(ν 1)=10,3x+6+y-1=10 

.. ν=-3x--15 

(2) 원 (X-3)2 +(ν→ 2)2二 1에 접하고 직선 3x←4ν→ 12二 O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二(원의 반지름의 길oi)임을 

이용하여풀01하기 

직선 3x냉→12=0， 즉 ν二합 3에 수직01므로 

ν 

멸훌캘 중심을 지L는 직선이 접선과수직임을 이용뼈 풀이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 2, 1)과 
접점 (1 , 2)를지나는직선의 기울기가 

2-1 1 
l • (-2) • 3 

원의 중심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은 접선에 

수직이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3이다. 

따라서 구하는 접선은 기울기가 ←301고 

점 (1 , 2)를지나므로접선의 방정식은 

g • 2=-3(x-1) :. ν =-3x+5 

접선의 기울기는-좋인 접선의 방정식을 ν二-환+k 
즉 4x+3y-3k=0으로놓으면 

원의중심 (3, 2)과접선사이의 거리가원의 반지름의 길011과같으므로 

總
←
짧
 

辦따E써구등논접선의 방정식은 y=-환+꽃 또는 g二-윈+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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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률켈l 원 위의 점 (Xl , y，)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용융f71 

원 X 2+y2 - 2x-4y=0 위의 점 (2 ， 4)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2'x+4'y-2' 융(x+2)-4' 융(y+4)=O 

0909 

흙
I
 
뾰
퍼
따
웰
 

앓+행-(x+2)-2(y+4)=0에서 y=-람+5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의 $절편 10과 y절편 5이므로 L'>.OAB의 넓이는 

융 '10'5=25 
x 

오른쪽그림과같이 

원 x2+ν2=20 위의 점 (-2， 4)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 z축" y축과 만나 

는점을각각A， B라할때， 

L'>.OAB으| 넓이는? (단'， 0는 원점) 

<D 5 ~1O 
@15 @20 
@25 

0911 
STEPÐ 원 위의 점 (X" y，)에서 접선의 방정식 X,x +y,y=r2 이용하기 

원 X2+y2=20 위의 점 (-2， 4)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2x+4y=20 

:. x-2y+10=0 

점 (-2， 4)에서 원 상+y2=4어|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STEP엠 접점을 (X" y，)로놓고첩선 XX，+때1=r2임을이용하기 

접점을 (X1, y1)이라 하면 
접선 방정식은 X,X+y,y=4 

접선이 점 (-2， 4)를 지나므로 

x=-2, y=4를@에 대입하면 
-2x， 十4y，=4

:. x ,=2y,-2 ...... (9 

또， 접점 (X" y，)은 원 삼+y2=4 위의 점이므로 

X,2 +y,'=4 

@을@에대입하면 

@ 
I 

y 

따라서 접선 x-2y+ 1O =001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A(-lO， 뼈(0， 5)01므로 L'>.OAB의 넓이는융 '10'5=25 

STEP텅 삼각형 OAB의 넓이 구하기 

@ 

(2y,-2)2+y,2=4, 5y,' -8y1=0, Y, (5Y1- 8)=0 

:. Y1=0 또는 y，=홍 
@을 P에 차례로 대입하면 

0910 

멀률펼 원의젊에서 직선째|의 거리를이용빼 풀이해| 

( i ) 점 (-2 ， 4)를 지니는 직선의 기울기를 mOI라 하면 

y-4=m(x+2) 

ηzx-y+2m+4=0 ...... ô)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원의 중심 (0， 0)과 접선 @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2와 같으므로 

@ 

x ,=-2 또는 X，=흉 ...... @ 

@，@을 @에 대입하면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2 또는3x+4y-1O=0 

오른쪽그림과같이 

원 X2+y2- 2x-4y=0 위의 점 

(2 ，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z축， 

g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L'>.O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단， 0는원점) 

STEPÐ 수직인 조건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X2+y2-2x-4y=0에서 

(x-1)' +(y_2)2= 5 

원의 중심 (1, 2)와 점 (2， 4)를 

지나는직선의기울기는 I 2m +4 I 仁Zτ1 "''''.' "'1=2, 12m+41=2{m2+1 
4m"+1 

양변을 저l곱하여 정리하면 16m=-12 

'.m=-좋 

@을@에대입하면 

4-2 。
2-1 “ 

중심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은 
.. (9 

g 

3.. .., 5 
-tx-y+z=O 

:.3x+4y-10=0 

( ii) 원밖의점에서그은접선은 2개 

이므로 오른쪽 그림에서 나머지 

접선의 방정식은 x=-2 
( i ), (ii)에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2 또는 3x+4y-10=0 

접선에 수직01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융 

점 (2， 4)를 지따 기울기가 융인 직선의 방정식은 

ν-4=-웅(x-2) :. y=-힘+5 

STEP@ 삼각형 OAB21 넓이 구하기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의 z절편 10과g절편 5이므로L'>.OAB넓이는 

융 '10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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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훌훨I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반드시 두 개 존재한다 

그런데 접선이 g축어| 평행할 때，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반지름의 길이)임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한 개만 구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래프를그려서 나머지 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를뿔웰페 공식 (X,-a)(x-a)+(y,-b)(y-b)=r2 이용하기 

(X-1)2 +(y_2)2= 5 위의 점 (2 ， 4)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2-1) (x-1)+(4-2) (y-2)= 5 

x-1+2y-4=5 :. y= 람+5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의 t절편 10과 g절편 5이므로 L'>.OAB넓이는 

융 '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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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점 P(2, 0)에서 원 (X-2)2+(ν-a)2=4어|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골인二l일 때， 앙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를렐두접겐의 71울기의 곱01-1이먼두 접선이 춰이다. 

STEPÐ 두직선이서로수직이므로사Z볍이정AP-t형임을이해하기 

원의 중심을 C(2, a)라 하고 점 P(2, 0)에서 원 (X-2)2 +(y-a)2=4어|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므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분은 접선에 수직이므로 사각형은 

한 변의 길01가 2인 정사각형이다. 

STEP잉 정써형의 대각선의 길이릅 미활뼈 a의 값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C(2, a), 
점 P(2, 0)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각각 A， B라하면 

사각형 PACB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므로 CP=2피 

즉 두 점 C(2, a), P(2, 0)에서 

핸 ={ (2-2)" +(a-0)2=1 이 

따라서 씨=2타01므로 a=2{2(a > 0) 

멀률켈 원의옮에서 접선재|의 거리를이용때 풀이해! 

접선의 기울기를 mOI라 하면 점 P(2, 0)을 지나고 기울기가 m'2.! 직선의 

방정식은 y=m(x-2) 
.. ηzx-y-2m=0 ... ‘ .. Gl 

이때 원의 중심 (2, a)에서 직선 @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2와 
같아야하므로 

12m-a-2ml_ n 1 _I~n rz;-τ 「τ--=--.'=2‘ l-al=2~m2+1 
V ηz<+l ’ 

양변을제곱하면 4m2+4-a2=0 "mOiI 관한이치방정식 

즉 두 접선의 기울기를m" ηZ2라 하면 점 P에서 두 접선의 기울기가 

-1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m -4-a2- 1 - -2-8 lm2= • X• 1 .. a-=IS 

따라서 a=2피 (a> 이 

(2) 점 P(O, a)에서 원 상+y2-6y+1=0어| 그은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Q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두직선이서로수직이므로사Z병이정사Z볍임을이해하기 

원 x2 +y2-6Y+1=0에서 x 2+(y-3)2=8 

점 P(O, a)에서 원 x2十(y-3)2=8어|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분은 접선에 수직이므로 
사킥헝은 한 변의 길이가 2피인 정사각형이다. 

STEP용 정人P-I형꽉 페각선꽉 갈이툴 히응하여 α꽉 값구흘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C(O, 3), 점 P(O, a)어l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 하면 

사ζ팽 PACB의 한 변의 길이가 

2껴인 정사ζ병01므로 

C늄=V(2껴)2 +(2껴)2=4 

즉 두 점 C(O, 3), P(O, a)에서 

다={ (0-0)"+(a-3)"=1 a-31=4 
:. a=-l 또는 a=7 
따라서 a는 양수이므로 a=7 

y 

x2+(ν-3)"=810 z 

멀률첼 원으| 중심에서 접선 쩌|의 거리를 이용뼈 풀이하기 

접선의 기울기를 mOI라 하면 점 P(O, a)을 지나고 

기울기가 m '2.! 직선의 방정식은 y=mx+a 
.• ηzx-y+a=O ...... Gl 

이때 원의 중심 (0， 3)에서 직선 @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2피와 같아야 하므로 

노루밀=2{2‘ 1-3十al=2타꾀급i 
4m<+1 

양변을제곱하면 8m2十8-(一3+a)2=0 ‘m에관한 01차방정식 
즉 두 접선의 기울기를 m" m2라 하면 점 P에서 두 접선의 기울기가 

-1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m1m9_ 호仁란학 -1 ημ- -
l ι 8 

a2-6a-7=0, (a+1)(a-7)=0 :. a=-l 또는 a=7 

따라서 a는 양수이므로 a=7 

091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2, 1)에서 

원 X2 +y2=1에 그은두 접선이 

g축과만나는점을각각B， C라할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y 

x 

STEPÐ 접점의 화표를 (X" yl)으로 놓고 X" y，으| 값을 각각 구하여 
접선의방정식구하기 

접점을 (X" yl)이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X,X+y,y=l ...... Gl 

접선 @이 점 A(2, 1)을 지나므로 2x， +ι=1 

:, y ,=-2x,+1 ...... (Ç) 

접점 (Xl, y，)은 원 삼+y2=1 위에 있으므로 

X 1
2 +y,2 =1 .. @ 

@을@에대입하면 

상+(1-2x，)2= 1, 5상 4x,=0, X, (5x,-4)=0 

'. X ,=O 또는 X，=용 
X，의 값을 P에 대입하면 

X，=O일 때， Yl=l 또는 X，=웅일 때， y，=-풍 
_4_ 5 

@에서 구히는 접선의 방정식은 y=l, ν-효X- 효 

STEP0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기 

두 접선과 g축고띄 교점은 각각 B(O, 1), C( 0, - 흉) 
(, , 5\_8 

따라서삼각형 ABC의넓이는 *'2'( 1+ *1 • \ ~， 3/ 3 

벌흩헬 원으|중심에서 직진째|의 거리를이용해풀이하i 

STEPÐ 원의 중심으로부터 첩선까치의 거리가 원의 반지륨의 길이와 휠음 
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점 A(2, 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mOI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y=m(x-2)+1 

이때 원의 중심 (0 ， 0)에서 접선 

mx-y-2m+1=0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야 하므로 

1-2m+11 仁_2 I .,. -뉴추 I '-1=1, 1-2m+11=~m2+1 
vm<+l 

y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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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3， 4)에서 

원삼+y2=5어|그은접선의 

두접점을 A， B라할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단， 0는원점이다.) 

양변을 제곱하면 4m2-4m+l=m2+1, 3m2-4m=0, m(3m-4)=0 

'. m=O 또는 m=좋 
4 5 두접선의 방정식은 y=l， y=효x- 효 

STEP 4])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기 

두접선과ν축과의교점은각각 B(O， 1), C( 0, 흉) 
(, , 5\_8 

따라서삼각형 ABC의 넓이는 '2'( 1+•) \ ~， 3/ 3 

Y 

x 

STEPa 극선의 방정식 구률~'I 

두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X1, ν1)， 

(X2, Y2)라고 하면 두 접선의 방정식은 
X1X+Y1y=5, X2 X+Y2y=5 

그런데 두 접선이 모두 점 P(3， 4)를 

지나므로 3x1 +4y1=5，3x2 +4y2=5 

이 두 식은 직선 3x+4y=5에 두 점 

(X1, Y1) , (X2, Y2)를 대입한 것과 같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유일하므로 

직선 AB의방정식은 

3x+4y=5 

0까4 
좌표평면 위의 점 (3， 4)에서 원 상+ν2=5에 그은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A， B라 할 때， 점 (3， 4)에서 직선 AB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여라 

Y 

STEP잉 삼각형 OAB의 넓이 구하기 

원의 중심 0(0, 0)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rm_ 151 OH=•'_-' _ =~=1 
43ι+4‘ u 

또， OA， OB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OA==OB==15 

직각삼각형 AO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빼=1합-OJ룹==N합감==2 
:. AB==2.따I=4 

.. Gl 
X 

STEPÐ 극선의 방정식 구해| 

점 (3， 4)에서 원 X2+y2=5어|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X1, Y1), 
B(X2, Y2)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각각 X1X+Y1y==5， X2 X+Y2y=5 

이때 두 접선은 모두 점 (3， 4)를 지나므로 

3x1 +4.ν1=5，3x2 +4y2=5 

즉두점 A， B는직선 3x+4ν=5 위의 

점이된다. 

STEP4]) 점과직선사이으|거리를구하기 

따라서 직선 AB의 방정식은 3x+4y-5=001므로 점 (3 ， 4)에서 

,- 13'3+4'4-51_20_ 
직선 3x+4y-5=0까지의 거리= l rfr-; l-1• =4 

-1 3‘ +4‘ u 

Y 

X 

따E써 L\.OAB의 넓이는융'AB.OH= 융 '4'1=2 

멀홉웰 닮음을 이용빼 넓이 구하기 

원 X2+y2==5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길이가돼01므로 

OA== ‘I료 

야=팝파=5 
직각삼각형 OAP에서 

PA=I훤=5할 
=1꿇-5=215 

점 A에서 OP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하면 

L\.PAO는 직각삼각형이므로 

OA.PA=Op.AH .. 직각삼각형 PAO의 넓이 

즉 15'2펴=5'AH이므로 

AH==2 :. AB=2AH=4 

。915
점 P(6, 8)에서 원 X2+y2=25에 그은두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는? 

G) 1돼 • 

2 

Y 

X 

펙
 

2 
@ 

Ø4돼 

@ llf3 -
2 

두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X1, Y1), 
(X2, Y2)라 하면 두 접선의 방정식은 
X1X+Y1y=25 , X2X+Y2y=25 

그런데 두 접선이 모두 점 P(6， 8)을 

지나E료 6x1 +8ν1=25，6x2 +8.ν2=25 

이 두 식은 직선 6x+8y ==25에 두 점 

(X1 , ν1)， (X2, Y2)를 대입한 것과 같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므로 

직선 AB의 방정식은 6x+8y=25 

@5돼 

STEPa 극선의 방정식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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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직각삼각형 OHA에서 펴=굶는찮=펴그=1 
따라서L\.OAB의 넓이는융·돼·펴=융 '4'1=2 

@ 

STEP밍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l 

원의 중심 0(0， 0)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6료=」쫓누=혹 
-1 6ι+8ι ι 

또， OA, OB는원의반지름이므로 OA==OB==5 

직각삼각형 AO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회=찮파.2 권줬=많 
따라서돼=2.돼==5돼 

돼
 

-2 -
돼
 



접 P(l , 4)에서 원 χ2+y2+4χ=0어1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점을 

T라할때， 선분 PT의 길이를구하여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접선의 길이 구하기 

원 X2+y2+4χ=0에서 (X十 2)2+ν2=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을 C라 하면 

중심이 C(-2， 0)이고 반지름이 CT二2

두 점 P(l , 4), C( -2, 0) 사이의 거리는 

PC=~ (1-( _2))2 +(4-0)2 

={굶=5 
이때 직각슨뷰t형 CTP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한=1찮二한=팝파=힘 
따라서 접선의 길이는 판T=피1 

I톨훌 접선의 공식에 대입하여 풀이하기 

원 녔+ν2十αZ十bν+c=O 밖의 한 점 A(x" ν1)에서 원에 접선을 

u 

그었을 때의 접점을 P라고 하면 접선의 길이는 

늄=l=~x，' +ν，2+ax， +bνl+C 

점 P(l , 4)에서 원 x2 +ν2+4x=0어l 그은 접선의 길이는 

함二피즙공주고1=피i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점 P(a, 0)에서 원 ￡十y2+6x-4，ν十9=0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대， PT=3을 만족하는 실수 Q으| 합은? 

CD -8 ø -6 @-4 
@• 2 @ 6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접선의 길이 구하기 

원 x2 +ν2十6x-4ν+9二 0에서 

(X+3)2 +(ν-2)2=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을 

C라 하면 중심이 C(←3， 2)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2이므로 

PT=3, CT=2 
직각삼각형 CPT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CP2=CT2 +람T2 

(a+3)2 +22= 22+32, a(a+6)二 O

; α二 O 뜨는 α=-6 

따라서 Q의 합은 -6이다. 

u 

C( 

I훌훌 접선의 공식에 대입뼈 풀이해1 

원 x2 +ν2+ax+bν+C=O 밖의 한 점 A(x" y，)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의 접점을 P라고 하면 접선의 길이는 

AP二 l=싸，'+ν12+ax 1 +bY1十C

점 P(a, 0)에서 원 삼+y2 +6x-4ν+9=0어| 그은 접선의 길이는 

PT二ι깜굶파=301므로 양변을 제곱하먼 

a2+6a+9=9, a(a十6)=0
:. a=O 또는 a=←6 

따라서 Q의 합은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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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 P(4, 3)에서 중심이 C(2, 0)인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가 3일 [[H, 

이원의넓이는? 

CD2π Ø4π 

@9π @16π 

@6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접선의 길이 구하기 

x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한 접점을 

T 2.f 하면 TP=3 

점 P(4, 3), C(2, 0)이므로 

굶콰(4-2)2 +(3-0)2=피용 

직각삼각형 CTP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히二J찮=륭2=1따찮펴二2 

이
 ω
 

4 m 
μ
 

。a 

T 

원의넓이구하기 

원 x2 +(ν+1)"=r2 밖의 점 A(2, 3)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접선의길여구하기 

오른쪽그림과같이 

원 상+(ν+1)2二γ2 으| 중심을 C라 하고 

두 접선의 접점을 B, D라 하면 

중심이 C(O, ← 1)이고 반지름이 CB=r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이므로 

LCAB= LCAD=30。

직각삼각형 CBA에서 CB=γ이므로 

AC=2r 

이[대 AC콰(0-2)2+( -1-3)2=2펴 
이므로 2r二 2{5 

:. r二펴 

따라서 접선의 길이 AB二피γ二껴5 

u 

x 

다음 물음에 답변{여라. 

(1) 점 A(6， 8)과 원 상+ν2=25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으| 최뱃값을 M, 초|솟값을 mOI라 할 때， M-m으1 값을 구하여라-

접 A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여 최대 · 최소 구하기 

오른쪽그림과같이 

원 x2 +ν2=25의 중심 0에서 

A(6, 8)까지 거리는 

5피 =매감강二 1001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이므로 원 위의 점 P에서 

A(6, 8)까지 거리의 

최뱃값은 M=10+5二 15 

최솟값은 m=10←5=5 

.. M-m=15-5= 1O 

ν ð- (6 , 8) 

x 



(2) 좌표평면에 원 C: 상+y'=16과 점 A(8, 6)이 있다 점 A에서 

원 C 위의 점 P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여라. 

STEP f} 점 A어1A1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구하여 점 P까치의 거리가 
자연수인경우구하기 

점 A(8, 6)에서 원점 0(0, 이까지 

거리는 OA=얘급강= 100lJl 

반지름의 길이가 401므로 원 C 위의 

점 P에서 A(8, 6)까지 거리의 

최랫값은 10+4=14 

최솟값은 10-4=6 

이므로 점 A에서 점 P까지의 거리 

AP가 취히는 범위는 6 드 AP::;14 

따라서 AP가 6과 14인 경우는 점 P가 각각 1개씩이며 AP가 

7, 8, 9, 10, 11, 12, 13인 경우는 점 P는 각각 2개씩 있으므로 

g A(8 , 6) 

$ 

점 P의 개수는 2+7 ， 2=16 

0921 
두 원 삼+y' -6x-14y+42 = 0, 상+y'+4x+ 10y+20=0 위의 점을 

각각 P, Q라 할 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랫값과 최솟값의 합은? 

CD 18 
@24 

@22 (g) 20 
@26 

STEP f} 투 월을표준형a로 바꾸어 중심과 반자룸으| 길이 구하기 

원 상+y'-6x-I4y+42=0어|서 

(x-3)' +(y-7)'= 16 

원의 중심 (3, 7) , 브E지름의 길이는 

4이다. 

원 x'+y'+4x+l0y+20=0어|서 

(x+2)'+(y+5)'=9 

원의 중심 (-2, -5), 반지름의 길이는 

301다， 

STEP@ 선분 PQ의 깅이의 최렛짧 최쳤k의 합 구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J (3+2)' +(7+5)"={ï굶=13 
선분 PQ으| 길이의 최랫값은 13+4+3=20 

선분 PQ의 길이의 최솟값은 13-4-3=6 

따라서 구하는 최뱃값과 최솟값의 합은 20+6=26 

0922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A(-5, -3), B(-I, -5)와 원 상+y'=4 위의 

점 P에 대하여 PA'+PB'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u 
2 

A( -5, -3) 

2 x 

B(-I, -5) 

.뭘’줌선정리 돼'+굶'= 2 (PM' + AM')을 이용하기 

STEP f} 선분 AB의중점 M을구한후， 원위의점 P에서 M짜|의 

거리의최슷값구하기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 하면 

점 M으| 좌표는 (-3, -4)01고 선분 AM으| 길이는 펴， 

뼈의 길01는 F잠피그)'=501고 
원 x'+ν'=4으| 반지름의 길이는 2이므로 

PM의 길이의 최솟값은 5 ---,2=3 

l 
꽤
보
 따
써
싸i
4
 

y 

$ 

A(-5, -3) 

13(t1, -5) 

STEP잉 따'+댐2의 최솟값구해| 

삼각형 PAB에서 중선정리에 의하여 

돼'+땀=2(PM'+뼈'h 2(9+5)=28 

따라서 PA' +PB2의 최솟값은 28 

멀홉헬 두점 째l으| 거리를 O용하여 풀이하기 

STEPf} 원성+y'=4 위의점을 P(a， b)로놓고돼'+굶2의관계식 
세우기 

원 싱+y'=4 위의 점 P을 P(a, b)라 하면 
두 점이 A(-5, -3), B(-I, -5)이므로 

PA' + PB' ={(a+5)' +(b+3)'}+{(a+ 1)' +(b+5)'} 

= 2a' +2b' + 12a+ 16b+60 

= 2{(a+3)' +(b+4)' +5} 

이때 PA' +PB'=k라 하면 
2{(a+3)' +(b+4)' +5}= k이므로 

(a+3)' +(b+4)'=편파 

STEP@ 거리의 저핍으| 최짧구해l 

y 

x 

5) 

_k-l0 (a+3)2 +(b+4)'=Æ:강-은 원의 점 P(a, b)에서 

선분 AB의 중점 M(-3, -4)까지 거리의 제곱이므로 

선분 PM의 길이가 최소일 때， 

PA' +PB'=k가 최솟값을 가진다 

OM의 길01는 F한고그)'=501고 
원장+y'=4의 반지름의 길이는 2이므로 

선분 PM의 최솟값은 5-2=3 

k-l0 
따라서 -걷~V=9이므로 k=28 

흩홉 따'+햄2의 최멋값은 륜파=왜01므로 

k=108 ‘· 선분PM의 길이의 최햇값은 7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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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2)2+(y十2?二4 위의 점에서 직선 4x-3y+6=0어| 

이르는 거리의 최멋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여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최대 · 초|소 구하기 

원 (X-2)2+(ν+2)2=4 
4x-3y+6二O

원의 중심 (2, -2)에서 직선 
4x-3y+6=0까지의 거리를 d라 하면 

d=l 4'2-3'(→2)+턴-끽1l=4 
μ즙듀3)2 • 5 •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오른쪽 

그림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 Áf이의 

거리의 친솟값은 d-r=4-2=2 

최멋값은 d+γ=4+2=6 

따라서 거리의 최랫값과 최솟값의 합은 6+2二8

(2) 원 싱+ν'=5 위의 임의의 점 P와두 점 A(2, 4), B(4, 3)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최소 구하기 

두 점 A(2, 4), B(4, 3)을 지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은 
3-4 

ν-4= 4:-깅 (χ 2) :. x+2.ν-10=0 

원의 중심 (0 ， 0)과 직선 x+2y-10=0 

사이의거리를 d라하면 

i= 1~101 누---二2‘j등 
~ 1"+2ι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피01므로 

오른쪽 그림에서 원 위의 점 P와 직선 

AB 샤이의 거리의 최솟값은 

2{5-{료={5 

삼ζ헝 PAB으| 넓이의 최슷값 구하기 

또， 선분 AB의 길이는 AB=~ (4-2)2+(3-4)2二돼 

따E써 구랜 삼각헝 PAB의 넓이의 최솟값은 융 · 펴 · 펴二3 

x 

좌표평면 위의 점 (3 ， 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짐섣을J이라 하자 원 (x-7)'+(y • 5)'= 1 우|의 접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초l솟값을 mOI라 할 때， 10m의 값을 구하여라 . • 휠. 직선 l은 원점과 (3， 4)를 이은 직선과 서로 수직이다 

직선 l의방정석구착지 

점 (3 ， 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ν 

직선의 방정식은 ν=m(x-3)+4 

이 직선이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점과 점 (3 ， 4)를 

이은 직선과 수직이어야 한다. 

이때 원점과 점 (3 ， 4)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한|므로 m=-좋일 때，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 

직선 l의 방정식은 ν= 증(x→3)+4 
즉 3χ+4ν-25=0 

1: y二굽(x-3)+4 

(3, 4) 

x 

접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슷값 구하기 

원 (χ_7)'+(ν_5)2= 1의 중심인 

점 (7, 5)와 직선 1:3α十4ν-25=0

'- 13'7+4'5-251 一 16 사이의 거리= 1 「←「 I • 7 
v3ι 十4 ‘ u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01가 1이므로 

원 위의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 m은 

%二폼 (원의 방l름의 길이) 
16 ,_ 11 ., A ____ 'A 11 

• '--1=•• ι 10m = 10' "/ = 22 
5 5 

0925 

1: 3x+4y-25二 O

좌표평면에서 원 장+ν'=2 우|를 ν 

움직이는점 A와직선 ν=x-4 상+y'=~ υ =x-4 

위를움직이는두점 B， C를 

연결하여 삼각형 ABC를 만들 [대，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슷값과 최멋값의 비는? 

CDl:7 ~1:8 

@ 1 : 9 @ 1 : 10 
@1 : 11 

B 

I를 점 A와 직선 ν=x--4 새|의 거리가 정삼각형 ABC의 높이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기 

I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y=x-4 사이의 거리가 정삼각형 ABC의 

높이이므로 원의 중심 (0， 0)과 직선 x-y-4=0 사이의 거리는 

1-41 4 _A ~ 
•• p=2‘ 2 Vl +(-1)2 ~2 

정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를 구하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β01므로 
( i )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소일 [대， 

오른쪽그림의 정삼각형 A，B ， C，이고 

이때의 높이는 2껴-{2=피 
( i i )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H,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2B2C2 01고 

이때의 높이는 2{2+ 퍼=3퍼 

( i ), ( i i )에서 두 정삼각형의 닮음비는 높이의 비와 같고 두 삼각형의 높이의 
비가피 :3{2=1:3이므로 넓이의 비는 l' : 32二 1:9

원 χ2+y'= 16과 원 (x-a)2 +(ν b)2= 1이 외접하도록 하는 실수 a, b 

에 대하여 점 (a , b)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G) 10π ~12π @14π 

@16π @18π 

두 원이 외접할 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음을 이용하기 

원 상+ν2=16으| 중심의 좌표는 (0 , 0) 

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이다 
또， 원 (x-a)2+(y • b)2= 1 으| 중심의 

좌표는 (a , b)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두 원이 외접하므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다. 

&갑강=1+4二 5 :. a'+b'=25 



0927 
두 원 (x+ 1)2 +y2= 1, 성+y2-6x-6y+2=0의 공통접선의 개수는? 

ffiO Øl @2 
@3 @4 RRl 

뿔
딴
생
쇼
 

STEPÐ 주어진 두 원의 위치관계를 구해| 

원 (x+ 1)2 +y2= 1에서 이 원의 중심을 C， OI라하면 

점 C，의 좌표는 C， (-l ， O)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원 X2 +y2-6x-6y+2=0어|서 (X-3)2+(y-3)2= 1601므로 

이 원의 중심을 C2라 하면 

점 C2 으| 좌표는 C， (3， 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01다. 

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EE2=/{3-(-1)}2+(3-0)2=5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1+4=501므로 두 원은 서로 외접한다. 

STEP@ 두원의공톨접선의개수구하기 

u 

씬녁 
따라서 점 (a , b)가그리는도형은중심이 (0 ，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므로 도형의 길이는 2π'5=10π 

STEP@ 점 (a , b)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 구하기 

f7w젠엉겨V문저V 
다음 물음어| 답하여라. 

(1) 두 원 앙+y"=a2， x 2+y2-10X+16=001 외접할 때， 반지름의 길이 

Q를구하여라. 

(2) 두 원 (x-a)2+(y+l)2=49 , (X-3)2+(y-2)"=4가 내접하도록하는 

실수 Q으|값을구하여라. 

I 

C;(커 1， 0) 

따라서 서로 외접히는 두 원의 공통접선의 개수는 301다 . 

• 톰페a .. 
(1) 원 X2+y2-10X+16=0어|서 (x-5)2+y2=901므로 

두 원의 중심은 각각 (0 , 0) , (5 ， 0)이고 각각의 반지름은 a， 3 0 1다. 

중심 사이의 거리는 냄꽤=5이뾰 
외접조건은 5=a+3 
:. a=2 

(2) 두원의 중심이 각각 (a， -1), (3, 2)01므로중심 사이의 거리는 

{(3-a)2+(2+l)" 
또，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각각 7， 2이다. 

따라서 두 원이 내접하려면 

좌표평면 위의 저11사분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 C2가 있다 

원 C，은 x축어| 접하먼서 움직이고1 

원 C2는 g축011 접하는 동시에 원 C，에 

외접하면서움직인다. 

두 원이 외접하는 접점을 P라 할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Pπ 

이다 이때 30P의 값을 구하여라 

0928 
{(3-a)2 +(2+ 1)2=7-2=5 

양변을제곱하면 
(a-3)2+ 9=25 

(a-3)2= 16, a-3= ::I: 4 

:. a=-l 또는 a=7 

$ 0 

@ 

STEPÐ 원이 외첩하는 접점 P의 식 세우기 

C，이 $축에 접하므로 C，으| 중심을 (a , 1) 

C2가 g축어| 접하므로 C2의 중심을 (1 , b)라 하자 
C" C2가 서로 외접하므로 

(a-l)" +(b-l)2=4(1 드 a 드 3， 1 드 b 드 3) ...... (J) 

두 원이 외접하는 접점 P의 좌표를 P(x, y)라 하면 
P(Q+1 b+1 -a+1 -b+1 τ， -r)에서 x=~， ν- 2 

a= 2x-l, b=2y-l 

STEP잉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구해| 

f7w젠협겨V문저V 
두 원 (x+ 1)2 +(y_3)2= 9, (X-7)2 +(y+3)2=r2의 공통접선이 4개일 때， 

자연수 r의최멋값은? 

ffi2 Ø3 
@6 @8 

@5 

•• ~ •• • •~ 

공통접선이 4개이기 위하여 두 원이 외부에 위치한다. 

즉 d>r+γ 

두 원의 중심 0(-1 , 3), 0' (7, -3) 사이의 거리는 

d={(7+ 1)2+(-3-3)"=피00=10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은 3+rOI므로 

1O >3+r에서 r<7 
따라서 자연수 r의 최햇값은 6이다. 

309 

y' 

t灣갚 

。을@에대입하면 

(2x-l-l)2+(2y-l-l)2=4 

:. (x-l)2+(y-l)2=1 

(1 드X 드 2, 1 르 g 드 2) 

따라서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i·2π ， 1=융π 

'.30P=30' 융=15 



l텔뭔훌활술처i (2) 원 장+y2-2ax-2ay+3a-2=00냐출엔절활땐， 상수 a으| 

합은? 

원의방정식 (j) 2 Ø3 @4‘ 
@5 @6 

@톨z혹011 접등}는 현의 반지름으| 길이는중심의 g조{표으l 절뱃값이다. 

훌필톨톨톰톰 
092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점 A(-2, -4), B(6, 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x-a)2+(y-b)2=r2일 때， a+b+r의 값은? 

(j) 5 Ø6 @7 
@8 @9 

STEPÐ 풍심과 반지름의 길이률 구하여 원의 방장식 구흥}기 

선분 AB으| 중점을 C라고 하면 

C(랑흐， 펌2_)， 즉 C(2, -1) 

이때반지름의길이는 

AC=펴그걷함그{-1-(-4)}2=5 
따라서 구하는 원은 중심이 C(2,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이므로 

(x-2)" +(y+ 1)2= 52 

:. a+b+r=2+(-1)+5=6 

(2) 원앙+y2-4x+3=0과중심이 같고점 (- 2, 3)을지나는원의 

맨
 
값
 짧
 

넓
 @ 
@ 

Ø9π 

@36π 

@16π 

STEPÐ 중심과 반자름의 길이툴 구하여 원믹 넓이 구하기 

원 X2 +y2-4x+3=0을 변형하면 (x-2)2+y2=101므로 

중심의 좌표는 (2 , 0) 
구하는원의중심도역시 (2 ， 0)01고점 (-2 ， 3)을지나므로 

브씨름의 길이 r은 r=~(-2-2)2+(3-0)2=5 

따라서 원의 넓이는 πγ2=25π 

093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의 방정식이 

녕+y2+ax-2y+b=0일 때， 

상수 a， b의 곱 ab의 값은? 

(j) -25 Ø-16 
@ -9 @ 25 
@ 16 

y 

0 $ 

STEPÐ x혹쩌|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l 

z축Oil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g좌표의 절랫값이다 

주어진 원은 중심이 (2 ,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1므로 

그 방정식은 (x-2)"+(ν- 1)2=1 

:. X2+y2-4x-Zν+4=0 

따라서 a=-4, b=4이므로 ab= -16 

310 

STEPÐ x혹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x축어|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으Iy조판의 절랫값이다. 

(상-2ax+a2)-a2+(y2-2ay+a2)-a2+3a-2=0에서 

(x-a)" +(y_a)2= 2a2-3a+2 

중심의 좌표는 (a , a) , 반지름의 길이는 G공=끊주5o|므로 

z축어| 접응}는 원01뾰 lal=β감=굶깅 
a2=2a2-3a+2, a2-3a+2=0 

(a-1)(a-2)=0 

:. a=l 또는 2 

따라서상수 Q의합1+2=3 

얻률웰 판별식을이용뼈풀이해| 

z축어| 접하므로 y=O을 대입하면 

x 2-2ax+3a-2=0 
이 식이 중근을 가져야하므로 

용=a2 -(3a-2)=0， a2-3a+2=0 

:. a=l 또는 2 

따라서상수 Q의합 1+2=3 

g 

0 I 

(3) 중심이 직선 y=x-l 임에 있는원Ol ，l{훨멘젤똑점 (3 , -1)을 

지날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j) 2 Ø3 @4 
@5 @6 

I뭘.Y축어| 접히논 원의 반I홈의 길이는중심의 Z좌표의 절대값이다 

STEPÐ y혹어| 껍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중심이 직선 y=x-1 위에 있는원Oly축어| 접하므로 

중심의 좌표는 (a, a-1) 

반지름의길이는!이 

원의 방정식은 (x-a)2 +(y-a+ 1)2= a2 

STEP밍 점 (3 ， -1)울지남을이용하여원의반지름구하기 

이 원이 점 (3, -1)을 지나므로 

(3-a)2+(-1-a+1)2=a2 

(a-3)"=0 :. a=3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301다. 

Gg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잠+y2-4x-2y-2k+8=0의 반지름의 길01가 1일 [대，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주어진 원의 방정식물 (x-a)2 +(y-b )"=r2 꼴로 변형하기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변형하면 

(X-2)2+(ν-1)2=2k-3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므로 2k-3=12 

따라서 k=2 



(2) 원싱+ν2十k←2ν+k=O으| 넓이가 4π가되도록하는모든 

실수 k으| 값의 합을 구하여라. 

STEPa 주어진원의 방정식을 (x-a)2+(y-b)2=r2 꼴로변형하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OI라 할 [대， 원의 넓이는 πγ2=4π 

'.r=2(':r>0) 

x2 +ν2+kx-2ν+k=O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2十(-2)'→4k 사2+(-2)2_4k 
2 0|-로 z-==2 

μ끈굶주J二4， k2-4k+4=16 

k2-4k-12=0, (k+2)(k-6)=0 

:. k=-2 또는 k=6 
따라서 k값의 합은 -2十6二 4

방정식의일반형 

x， y으| 이차방정식 X2+ν2+Ax+By+C=0 (A'+B' -4C > 0) 
의 좌변을x，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의 합의 꼴로 변형효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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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2 
x， y어| 대한 방정식 짚+ν2-2x+4ν+2k=001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개수는? 

0)1 ~2 
@4 @5 

@3 

STEPa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x-a)2+(y• b)2=r2 꼴로 변형하기 

삼十y2-2x+4y+2k=0을 표준형으로 고치먼 

(x-1)2 +(ν+2)'=5-2k 

STEP@ 반지름이 양수임을 이용하기 

방정식이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양수이어야 하므로 
5-2k > 0 

k<흉 
/ 따라서 자연수 k의 개수는 1, 2의 2개이다. 

0933 
원 x2+ν2_ 2x-6ν+1 二O과 직선 ν=m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의 최뱃값과 그때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STEPa 직선이원의중심을지남을이용하기 

원 x2 +ν2→2x-6y十 1=0에서 (x-1)2 +(y-3)2二 9
직선 g二mx가원의중심 (1 , 3)을지날 때， 선분 AB의 길이는최대이고 
그 길이는 지름의 길이와 같다. 

STEP@ 선분 AB의 길이의 최랫값이 지름임을 이용하여 구하기 

즉 AB으| 길이의 최멋값은 2 ， 3=6이고 

그때의 m의 값은 (1 , 3)을 지날 때이묘로 
3=m'1 :. m二3

따라서 6+3=9 

0934 
다음물음에듭녕f여라 
(1) 좌표평면에서 직선2x←ν=5와수직이고원 X2 +y2_2x=0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G) x+2.ν=1 ~x+2ν=-1 @2“r十y=2
@2x+ν=-2 @2x+2ν二 1

STEPa 직선에 수직인 기울기 구하기 

직선 2x-y二 5의 기울기가 201므로 수직인 직선으| 기울기는 융 

맥
띠
i
 따
싸
써
따
~
ι
 

STEP@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지나는 원의 중심 구하기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므로 g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효h二t 

원 x2 +ν2_ 2x=0어|서 (X-1)2 +ν2二 1 

원의 중심의 좌표가 (1, 0) 

따E써 구핸 직선은 기울기가←융01고 
점 (1 , 0)을 지나는 직선은 

ν-0=냉(x-1) :. x+2y=1 

y=2x-5 

I 

l 
2 1칸2

 

= 
ν
 ι 

(2) 좌표평먼 위의 두 점 A(l , 1), B(3, a)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이등 

분선이 원 (X+2)2+(ν-5)2=4으| 넓이를 이등분할 [대， 상수 Q으| 값은? 
G) 5 ~6 @7 

@8 @9 

STEPa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을 l이라 하면 직선 l은 선분 AB의 중점 
(n a+1 \ 

M\2，~十을 지나고， 주어진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므로 

원의 중심 (-2, 5)를 지난다 

STEP@ 투직선이수직조건을만족하는 Q의값구하기 

직선 l으| 기울기는 품g 

L a-1 
직선 AB의 기울기;:::--강「 
두 직선이 서로 수직01므로 

a-9 、ι Q • 1 ‘ 

8 ‘ 2 " 

따라서 (a-9)(a-1)二←16

a2-10a+25=0, (a-5)2=0 

:. a=5 

y 

빽ν
 

서
ι
 ?“ 째

 태
 x 

093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원 삼十y2_4X+6y+5=0， x2 +ν2-2x+4ν+1=0으|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접 (k , 1)을 지날 [대， 상수 k의 값은? 
G) 2 ~3 @4 
@5 @6 

I를두 원의 공통현을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뺀다. 

STEPa 두원의쿄점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구하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삼 +ν2-4x十6ν+5→(x2 十ν2-2x+4y+1)二O 

'. -2x十2y+4=0

STEP@ 공통현에 점 (k , 1)을 대입하여 엠| 값 구하기 

이 직선이 접 (k , 1)을지나므로←2.k十 2 ，1+4=0 
-2k+6=0 :.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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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원 x2 +ν2+ ax+y- 1 =0， X2 +y2_χ+aν十 1 二 0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2 , 3)을 지날 [대， 상수 Q의 값은? 

CD1 ~2 ~3 
@4 @5 

STEPÐ 두 원의 쿄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2+ν2+ax十y-1-(X2 +ν2-x+aν+1)=0

:. (a+ 1)χ十(1← a)ν 2=0 

STEP@ 공통현이 접 (2 , 3)을 대입하여 Q의 값 구하기 

따라서 이 직선이 점 (2 , 3)을 지나므로 2(a+ 1)+3(1-a)-2=0 

-a+3=0 :. a=3 

0936 
다음물음에답하여랴. 

(1) 두원앙+y2-4二 0， 성+y2-4x- 2y- 2 =0의교점과원접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Qπ일 때， a의 값은? 

CD 8 ~ 12 ~ 16 
@20 @25 

STEPÐ 두 원의 쿄점을 지나논 원의 방정식에 원점을 대입응}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2 +ν2→4)+k(χ'+ν2-4x-2y-2)=0(단， k 수 -1) ...... Gl 

이 원이 점 (0， 0)을지나므로 4-2k=0 

:. k= •• 2 

STEP@ 피타고라스정리를이용하여 k의합구하기 

k=-2를@에 대입하면 

(x2 +ν2←4)-2(χ2+ν2-4x-2y-2)=0 

X2+y2_8x-4y二O

:. (x-4)'+(ν 2)2=20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껴001므로원의 넓이는 π . (딩6")'=20π 
:. a=20 

(2) 두 원 상 +y2 +4x-4=O, x 2 十y2+ax→6y+2=OOI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원의 교접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5π일 때， 양수 Q의 

값은? 
CD1 ~2 ~3 

@4 @5 

STEP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원점을 대입하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X2 +y2+4x-4+k(χ2+ν2+ ax-6ν+2)二 O(k*-l) ...... Gl 

로놓으면 이 원이 원점 (0, 0)을지나므로 -4+2k=0 

'. k二 2

STEP@ 두원의교점과원점을지나는원의반지름구하기 

k=2를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3앙+3y2+(2a+4)x-12.ν=0 

2a+4 
x"+ν +←정← x-4y二 O

x+ τr +(y_2)2= aZ +了←(x+ a!2r 
2+4a+40 _ 

원의 넓이가 5π이므로 보-흐~=5 

a2 +4a一5=0， (a+5)(a-1)=O 

α 二 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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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93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직선 y=2x十k가원 X2 +y2 ← 8x-4y+ll=O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4일 [대， 실수 k의 합은? 

CD-14 ~-12 ~-10 

@ • 8 @-6 
를피.선분 AB를 01등분함을 이용하여 원의 옮에서 직선 씨의 거리 구해l 

STEPÐ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원 x2 +ν2_8x-4ν+11 二 0에서 

(X-4)2 +(y_2)2二 9이므로 

원의 중심은 C(4, 2), 
반지름의 길이 r은 3이다-

원과직선과의 두교점을 A， B라하고 

원의 중심 C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하면 

원의 중심 C(4, 2)에서 직선 

2x-ν+k=O까지의 거리 CH는 

• 12'4-2+k1_lk+61 
CH=←누→손←← 

V2 2 +(-1)' '{5 

u 

x 

@ 

STEP@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k으| 합 구하기 

직각샘형 CAH에서 CA=r=3, AH=융AB=201므로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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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 x-y+2=OOI 원 χ2十y2→2ax+2ay← 10=0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가 2패일 때， 실수 Q의 값은? 

@융 @흉 @흉 

@융 @3 
STEP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반지름의 길이 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점을각각 A， B라하고 

원 x2 +ν2- 2ax+2aν-10二 O어|서 

(x-a)2+(ν+a)2二 2a2 + 1O

이므로 원의 중심은 C(α， α) 

이때 원의 중심 C에서 직선 X ν+2=0어1 

내린수선의발을 H하자 

• I a-=(-이f이 -I0" 1 Cff-←수\ ""/' '-' I .J 2lα十 11 .. ’ ... 영 
V 12 +( -1)' 

STEP잉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이등분함을 이용하기 

점 H는현 AB를이등분하뾰돼=융뾰냄 

직각삼각형 CHA에서 CA=r=껴공김마|뾰 

CA2=C료'+A료2 
2a 2 +10=2(a+1)2+3， 4a二 5

[다E써 Q二융 



0938 ltW젠면져V문저V 
직선 y=-2x+k가원 X2 +y2=25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01가 8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여라. 

!hl 

뾰
E
따
뾰
i
 

x 

x 

STEP밍 LABC의 넓이 구해| 

AB=y (3+ 1)"+(3-1)2=2돼01고 두 점 A(-I, 1), B(3, 3)을 지나는 

B 

y 

g 

A 

두점 A( -1, 1), B(3, 3)을지나는 

원의 중심 C가 $축 위에 있을 때， 

LABC으|넓이는? 

!J) 2{5 
@4{2 

@2피5 

STEPÐ x혹위에점의화표구하기 

원의 중심을 C(a, 0)이라고 하면 
따=CB， 즉 CA2=CB2 0I므로 
(a+ 1)2 + 1 2=(a-3)2十32

a2+2a+2=a2-6a+18 :. a=2 

~5 

@6 

------------------------ •~ →-----------------~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의 

두교점을 A， B라하고 

원 상+y2=25의 중심 0(0, 0)에서 
직선 y=-2x十k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하면원점에서 

직선 2x+y-k=O에 01르는 거리 OH는 

^"_ /-k/ _/k/ OH= '_'"'_=듀뜯 
J22 +12 -1 5 

또， 반지름의 길이는 5이므로 OA=5이고 현의 길이가 8이므로 AH=4 
직각삼각형 AO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히여 

6효과찮펴콸=팝과=3 ...... 。
/k/ 따E써 Ó)， CQ에서 OH=뚫=301므로 /k/=3펴 :. k=3펴 

x 

x-y+k=O y 

@ 

직선 AB으| 방정식은 y-l=꼴f(x+1)， 즉 x-2y+3=0 

점 C(2, 0)과 직선 ABN이으| 거리는 

CH=받웰팩=파|므로 yI2 +(-2)' 

(3) 두 원 짚+y2-4x-6y=0， x2+y2+2x+2y-a=0의 공통현의 

길이가 6일 때， 상수 a의 값의 합은? 

!J) 4 ~ 16 
@56 @72 

@40 

따E써 LABC의 넓이는 융·돼'CH=융 .2펴· 펴=5 

0939 
다음물음에답히여라 

(1) 직선 ν=피x+k가 원 짚+y2=4에 접할 때， 양의 실수 k의 값은? 

!J){2 ~돼 @2{2 

@2돼 @3 {2 

STEPÐ 투 원의 공톨현의 방정식 구훌}기 

두 원 X2+y2_4x- 6y =0, x2+y2+2x+2y-a=0을 
각각 0， 0'이라하면 

0: 짚+y2-4x-6y =0， 0' : x2+y2+2x+2y-a=0 

이때 원 0: 상+y2-4x-6y=0에서 (X-2)2+(y-3)2= 13이므로 

중심은 0(2, 3)01고 반지름은 피5 

또한， 두 원 0， 0'으| 공통현의 방정식은 

상+ν2-4x-6Y-(X2+y2+2x+2y-a)=0 

'. 6x+8y-a=0 ...... Ó) 
STEP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률 이용하여 k의 값구하기 

원 X2 +y2=4의 중심은 (0 ， 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이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y=피x+k까지의 거리 d는 

d= /k/ =1후l 
검듀-검 

직선이 원에 접하므로 거리 d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STEP밍 피타고라스정2.1 댐등뼈 원의 중심어써 직선째|의 거리 구해|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원의 교점을 A， B라 하고 두 원의 중심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공통현의 길이가 AB=6이므로 

AH=융AB=3， OA={fi 

‘.(월의 중심과 접선시이의 거리)=(반지름의 길이) 즉많=2에서 /k/쐐 
그런데 k>O이므로 k=2돼 

멀홉웰 이i밤정식의 표밸식을 이용빼풀이해| 

STEPÐ 주어진 칙션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후， 이차방정식의 
표빨식을 이용하여 k의 값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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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x+2/흥 

x 

g y={2x+k를 앙+y2=4어! 대입하면 

장+(피X+k)2=4 

3x2 +2피kx+k2-4=。 

이 이차방정식은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D라하면 

용=(않)2 -3(k2-4)=0 

k2=12 

따라서 k=2돼(':k>O) 

직각삼각형 OHA에서 

패=1다찮=52=2 ------ 잉 
중심 0(2， 3)에서 공통현 6x+8y-a=0 Á~이의 거리는 

펴=l&_-싼펀-띠=댄캘l 
'/6ι+8ι ~V 

@ 

CQ，@에서 

/36-a/ 
• V10 u 1=2, /36-a/=20 

'. a=16 또는 a=56 

따라서상수 Q의 값의 합은 16+56=72 



멀률펠 기울기가m인접선의방정식은y=mXIr싸즙i임을 01용해| 

원 x2+ν2=4어| 접하고 기울기가 피인 접선의 방정식은 

m=껴01고 반지름의 길이가 r=201므로 

ν={2X ::t 2 f(펴즙I --. g=피x ::t 2패 
따라서 k=2돼(.: k>O) 

(2) 직선 y=돼x+k가 원 장+y2-6ν一7=0어| 접할 때， 모든 실수 

k으|합은? 

(1) 5 (2) 6 @7 
@9 @11 

STEPÐ 원의중심과직선사이의거리률이용하여 k으|값구하기 

원 X2 +y2_6y-7=0에서 x 2+(y-3)2=16 

즉 주어진 원의 중심은 (0 ， 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이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돼x~y+k=O까지의 거리 d는 

d= 느학훈1 
-[1찌힐고ζ1)2 - 2 

직선이 원에 접하므로 거리 d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4와 같다. 

1-3+kl 
L닿표1=4어|세 k-31=8 .. (원의중심과정선째|의거리)=(방l릅의길이) 

k-3= ::t8 
:. k= 11 또는 k=-5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11十(-5)=6

멀훌펠 017t밤정식의 표밸식을 이용E뼈 풀이해! 

STEPÐ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후 이차방정식의 
펀별식을 이용하여 k의 값구를}기 

y={3x+k를 상+y2_6y-7=0어| 

대입하면 

잠+(돼x+k)" -6(돼x+k)-7=0 

4x2 +2(피k-3돼)x+k2-6k-7=。 
이 이차방정식은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D라하면 

용=(펴k-3돼)2 -4(k2 -6k-7)=0 

k2-6k-55=0, (x-11)(x+5)=0 
:. k= 11 또는 k=-5 

따라서모든실수 k의값의합은 11+(-5)=6 

9 • ν={3x+11 

(3) 좌표평면에서 원 상+y2+6x-4ν+9=0에 직선 y=mx가 

접하도록 상수 m의 값을 정할 때， 모든 m의 값의 합은? 
n-5 

2 

@ 

@ 
」ι

”“
-5 

@ 

@ 

@O 

STEP맹 원과 칙선이 첩하는 경우 (원의 중심으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이)임을 이용흘뼈 문제를 해결하기 

x2+ν2+6x-4y十9=0에서 (x+3)2+(y-2)2=401므로 

주어진 원의 중심은 (-3, 2), 반지름의 길이는 2이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y=mx까지의 거리 d는 

d=l--;:뻗=낌 
않고 

원과 직선 y=mx가 접하므로 거리 d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즉 늑빨펴=2에서 13m+21=2싸급i 
~m‘ +1 

양변을제곱하면 

9m2+12m+4=4m2+4, 5m2+12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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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5m+12)=0 :. m=O 또는 m=-공 

<"> 12 
따라서 구하는모든 m의 값의 합g-표 

12 __ y 
ν=-;gx 

X2+y2+6x-4y+9=0 

x 

멀홉웰 017t밤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풀이해| 

STEPÐ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과 월의 방정식을 연립한 후 이차방정식의 
표밸식을 이용하여 m의 값구하기 

y=mx를 잠+y2 +6x-4y+9 = 0어| 매입하여 정리하면 

장+(mx)" +6x-4(mx )+9 =。

(m2+1)x2-2(2m-3)x+9=0 
이 01차방정식의 근이 원과 직선의 교점의 x조}표와 같고， 교점이 한 개이므로 

이 이차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용=(2m-3)2-9(m2 +1)=0， 5m2十 l찌=0 
따라서 모든 m의 값의 합은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12 
-표01다 

0940 

x 

원 꽁+y2=4와 제 1사분면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을y축의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이 원과 저13사분면에서 접하였다. 

이때 η의값은? 

(1) -2껴 

@-4껴 

x 

y 

(2) 2피 

@4피 
@-8 

STEPÐ (원의 중심어l서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반자틈의 길이)임을 
이용하여 직선의 g절편 구하기 

원 상+ν2=4어|서 원의 중심은 (0 ， 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이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을 y=-x+k라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 2와 같으므로 

Ikl _Ikl_n . '-_..L n rn 「듀듀_-냐등=2 ζ• k= ::tz./ 2 
41+1 42 ’ 

이때 제 1사분면에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x+2딩 

STEPØ 제 3사분면에서첩활때， η의값구하기 

이 직선을 g축으| 방향으로 η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y=-x-2{201므로 

η=-4피 

g 

x 



0942 @흩캘 기울기가챔진접선의 방정식공식을이용빼 풀이해!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원 X2+y2=4의 반지름의 길이는 2이므로 

접선의방정식은 다음은 원 상+y2=;o r2 (r > 0) 위의 점 P(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과정이다. 

I tÎY 

y=-x :t 2ι그늙i 
:. y=-x :t 2껴 

제 1사분면에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x+2껴01므로 

g축으| 방향으로 η만큼 평행이동하여 원과 저13사분면에서 접한 접선의 

‘·ν=mx :t r많주1 

맨
m
-띤
뾰
~
-
-

X 

ifx2+y2=r2 

-r 방정식은 y=-x+2피+η 

따라서 이 직선이 y=-x-2껴와 일치하므로η=-4펴 

다음물음어|답하여라 

(1) 중심이 (1, 3)01고 직선 앓-4y+a=0어| 접하는 원의 넓이가 4π 

일 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CD 12 ø 15 
@21 @24 

0941 

위의 과정에서 (가)-(마)에 알맞은 것을 잘못 짝지은 것은? 

CD(개 :수직 Ø(내 :캄 @(다) :-찮 

@(매 : X1x+Y1y=r2 

@18 

STEPÐ 두직선이서로수직이면기울기의곱이 -1임을 01혈뼈접선 
의방정넥유도흘}기 

직선 OP와 접선 l은 서로 푼챔01고 

직선 OP으| 기울기가띔01뾰 

접선 l의 기울기는많이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ν-ι=1-판Kx-x1) 
l‘ Y11 

:. X1X+Y1Y=닮료넓01고 

점 P(X1, ν1)01 원 성+y2=r2 위의 점이므로 

될표펴=r2 

.. 야1X+ν1y=r2 1 

@(래 : X12 +Y12 

STEPÐ 원의 방정식 구해| 

원의 넓이가4π01므로 반지름 r은 2이다. 

직선 3x-4y+a=OOI 원 (x-l)"+(y-3)2=4어| 접하므로 

원의 중심 (1 , 3)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 2와 같다. 

STEP0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a 구하기 

오른쪽 그림에서 원 상+상=r2 

위의 점 P(X1, Y1)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면 직선 OP와 접선 l은 

서로 딘객그이고 직선 O아P의 

기캠울기개까}댄끄이E멀끊 접선 l의 

기울기는 [딴[]Ol다 
즉，접선의방정식은 

ν-Y1=댄t[](x-x1)01고 01것을 정리하면 

X1X+Y1Y=L랜그 
그런데 점 P(X1, ν1)은 원 앙+y2~r2 위의 점이므로 

E한끄=r2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한口01Cf. 

즉떻뚫뚱1=2에서 la-9뼈뾰 

a=19 또는 a=-l 

따라서 모든 실수 Q으| 값의 합은 19+(-1)=18 

(2) 직선 y=2x+1어| 평행하고 점 (-1 ， 3)을 지나는 직선이 

원 X2+y2=k와 접하도록 하는 상수 k으| 값은? 

CD4 Ø5 @6 
@8 @10 

STEP밍 한점을지나고기울기가주어진직션의방정식구하기 

직선 y= 2x+l어| 평행하므로 기울기는 2이고 점 (-1 ， 3)을 지나므로 

직선의 방정식은 y-3=2(x+1) 

:. y= 2x+5 l7w싣면겨V문저V 
디음은 원 삼 4x+y2_21=0 우|의 점 A(5,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괴정이다. 
STEP핀 원의 중심어|서 직선 사이의 거리률 이용승뼈 k 구하기 

x2-4x+y2_21=0을 정리하면 (X-2)2 +y2= 25이다. 

원의중심을B라하면 점 B의좌표는 (2 ， 0)01므로직선 AB의 

기울기는 [깐[]이다 따라서 점 A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다띤이고쿼}는접선의 방정식은y=딘멘QX+딘댄QOI다 

이 직선이 원 상+y2=k와 접하려면 원의 중심 (0 ， 0)에서 

직선 2x-y+5=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야 하므로 

앓낯=vk 
:.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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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증명에서 (가)， (나)， (다)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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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G 원 위의 점 (x" ι)에서 접선 x，x+ν，y=r2임을 이용하기 

원 섬十y2=5 우|의 점 (2,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2x ν 5=0 

STEP。 접과직선사이의거리구하기 

따라서 점 P(2, 4)에서 접선 2x-ν←5=0 사이의 거리는 
12.2-4 • 51_ 5 _ ~ 
않요二1)2 - {!료 , v 

(2) 원 X2+y2=5 위의 점 (-1, 2)에서의 접선이 

원 X2 +y2-6x-4，ν十a=O과 접할 때， 실수 Q으| 값을 구하여라 

STEPG 원 위의 점 (x" y，)에서 접선 따χ十y，y二 r2임을 이용하기 

STEPG 두직선이서로수칙이면기울기의곱이 1임을이용하여접선 

의방정식유도하기 

x2 -4x+y2-21=0을 정리하면 

(X-2)2 +y2= 25이므로 주어진 

방정식은 중심이 B(2, 0),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때 직선 AB의 기울기는 

A(5, 4), B(2, 0)에서 융갱=[윈 
또한， 점 A를 지나는 접선은 직선 AB와 수직이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4 ,, 1 31 .. ^II L1 T -IJ...l rll--.lo ....., ll 31 x 1- -'71=-1에서 접선의 기울기 뉴견이다 3"1 41 .-.... ， =~-'.'=.'I 41 

구핸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중01고， 점 (5 ， 4)를 지나뾰 
원 X2 +y2二 5 위의 점 (-1 ,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 x+2y=5 

STEP@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을 이용하기 

서
 띠
 

z 
n 

컴
 

-• 
」 f ν

 

따라서 접선으| 방정식은 y=많x+ 뽑01므로 @번이다 

X2 +y2-6x-4;ν+a=O어|서 

(X-3)2 +(ν←2)2= 13 • a ...... Ô) 

직선 x+2y=5， 즉 x-2ν+5=0과원@이접하므로 

받짤펠二냄-a‘ 42=5(13-a) 
1'1 ι+(-2ι / 

• Q 4요 - 5 

094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상+ν2=20 위의 점 (- 2, 4)에서 접선이 점 (6 , k)를 지날 때， 

k의값은? 
(])4 
@10 

@8 ~6 

@12 

0945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1) 점 (-6 ， 0)에서 원 f十ν2二 9어|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STEPG 원 위의 접 (x" ι)에서 접선 x，x十ιν=r2임을 이용하기 

원 싱+ν2二 20 우|의 접 (- 2, 4)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2υc+4y=20 
ν二mχ+η일 [대 ， mn으| 값은? (단， m， η은상수이다.) 

@펠 
@2 {3 

@3 ~2 
STEP@ 접선이점 (6 ， k)를지날때， k의값구하기 

따라서 접선 2x+4ν二 20이 점 (6 , k)를지나므로 
-12+4k二 20， 4k=32 :. k=8 @3{동 

STEPG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을 이용하기 

u ’nx ν +6m=0 

(2) 원 상+ν2=25 위의 점 (• 3, a)에서의 접선이 점 (5 , b)를 지날 때， 

실수 a ， b에 대하여 a+b의 값은?(단， a>O) 
(j) 8 ~ 10 @ 12 
@14 @16 

x 
STEPG 원 위의 점 (x" y，)에서 접선 x，x+y，ν =r2임을 이용하기 

원 x2十y2二 25 위의 점 (-3 ,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3x+ay=25 

접 (-6 ， 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ν=m(x+6) 

'. mx→y+6m二 o ...... Ô)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원의 중심 (0 , 0)으로부터 직선 @ 사이으|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3과 같아야 하므로 

STEP@ 접선이점 (5 ， b)를지날때， a, b으|값구하기 

접선 3x+ay二 25가점 (5 , b)를지나므로 
-15+αb=25 ...... Ô) 

또한， 원 x2 +ν2=25 위의 점 (-3 , a)이므로원에 대입하면 
9+a2=25, a2二 16 :. a=4 ( η . a > 0) 

@어|서 4b=40 :.b= lO 

따라서 a=4 , b=10이므로 a+b=14 뿌찢누=3， 16ml二 3과되 
‘ ’n ‘ +1 

양변을 제곱하면 36m2二 9m2 +9， m2=융 0944 I 

검
 

% 

판
 

1 

펴
 

% 

_ 1 _, 6 rrL •• _ 1 _ 6 
즉구01는접선의방정석은 y=펴x+점또다二 J효x-7효 

따근써 mη=숨 옮二2 (또는 mn= 옮 (흉)=2) 

다음물음에 듭h하여라 

(1) 원 상+ν2二 5 위의 점 (2 , -1)에서 그은 접선을 l이라 할 [대， 

원 밖의 점 P(2, 4)에서 접선 l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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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z 
멀훌콸l 임의의 접점 (x" Y，)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풀이해| 

STEPO 접점을 (Xl， Yl)로 놓고 Xl , Yl의 값을 각각구하여 접선의 기울기 
구훌}기 즉@에서 구응논접선의 방정식은 y=3 또는뚫x 끓y=9 

R
빼I
 
뾰
보
따
뼈
쇼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O 또느 찍01고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는 '- 7 

점 (4， 3)에서 원 (X-1)2+(ν 2)2=5에 그은두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3 

쯤01므로þ=7 ， q=24 

:. p+q=7+24=31 

0946 

접점의 좌표를 (Xl, Yl)이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XIX+YIy=9 ...... (5) 

접선 @이 점 (-6， 0)을지나므로 x=-6， ν=0을 대입하면 

-6.1:1=9 :. Xl=-흉 .... (Ç) 

접점 (Xl , Yl)OI 원 앙+y2=9 위의 점이므로 

XI2+YI2=9 ...... @ 

( 3\2 , _.2_^ _.2_27 
P을@어| 대입하면 l-리 +gf=9, g1 -J 

q‘ 3 ••. 343 
.. ι=피= 또Egl=-j: 

즉 @에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1 

STEPO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QI의 거리)=(원의 
반자름의 길01)임을 이용하기 

2 @ 

(Î) -2 

3 
2 

@ 3 ‘4 효궐“-o I:C~ 효‘-효표 .... -0 
2 ‘ι ‘ 2 y “ -‘-'- 2 ‘ι 2 y ~ 

[마근써 두접선은 y=옮X+옮 또는y=-옮X-꿇01므로 

mn= À:.. ~=2 (또E mn=- À:..( -Jì=2) η-검.검-ι l 는 mη--검.다중;=ιl 
g 접선의 기울기를 mOI라하면 

기울기가 mOI고 접 (4, 3)을 

지나는직선의방정식은 

y-3=m(x-4), 
mx-ν-4m+3=0 ...... (5)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원의 중심 

(1 ， 2)와 직선 @ 사이의 거리가 원의 

(2) 점 P(4， 3)에서 원 잠+y2=9어| 그은 두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할|를웅라 할 때， þ+q의 값을구뼈라 

(단， þ，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I 

점 P(4， 3)을 지나고 기울기가 m '2.! 

직선의 방정식은 y-3=m(x-4) 

:. mx-y-4m+3=0 ...... (5) 

원과직선이접하려면 

원의 중심 (0 ， 0)으로부터 

직선 @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3과 같아야 하므로 , , 
Xι+νι=9 

1-4m+3 1 πττ ---r="슨. ~'=3‘ 1-4m+31=3~m2+1 
Vηz.+l 

양변을제곱하면 

16m2-24m+9=9m2+9, 7m2-24m=0 

m(7m 깡)=0 :. m=O 또는 m=뽕 

따E써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는 쯤01므로þ=7， q=24 

반지름의 길이 펴와 같아야 하므로 

l m.1-2-4m+3 1_ r;: 
/m2+(_1)2 ，~ 

듀뀔걷1=/KI-3m+11=돼· 과급i 
vηz.+l 

양변을 제곱하면 9m2-6m+1=5(m2+1) 

2m2-3m-2=0, (2m+1)(m-2)=0 

.m= 웅또는m=2 

STEPO 원과직선이접할때， (원의중심에서직선사이의거리)=(원의 
반지름의 길01)임을 이용흩}기 

I 

g 

따라서 구하는 기울기의 합은 --b+2=효 2 . ~ 2 

0947 

mx-y-4m+3=0 

원 장-2x+y2-4y-4=0 밖의 한 점 A(7, 10)에서 원 위의 임의의 점 

P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 P의 개수는? 

(Î) 7 ø 10 
@14 @16 

STEPO 첨 A(7， 10)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률구하여 점 P까지의 
거리가자연수인 경우 구하기 

@12 :. p+q=7+24=31 

멀될켈l 임의의 접점 (x" Y，)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뼈 풀이해l 

STEPO 컵점을 (X1， Y1)로놓고 X1， Y1의값을각각구하여접선의기물기 

구하기 

원 x2-2x+y2_4y-4=0어|서 

(x-1)2+(y-2)"=901므로 

원의 중심은 (1 ， 2)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점 A(7, 10)에서 

원의 중심 (1 ， 2)까지의 거리는 

/(7-1)"+(10-2)"=돼암굶=10 
그러므로 점 A에서 점 P까지의 

최소거리는 10-3=7， 초|대 거리는 

10+3= 13, 즉 점 A에서 점 P까지의 거리 AP는 7~AP 드 13 

이때 거리가 7과 13인 경우는 점 P가 각각 1개씩이며 거리가 8, 9, 10, 11 , 

12인 경우는점P가각각 2개씩 있으므로점 P의 개수는 2+10=12 

y ‘ 
접점의 좌표를 (X1 , Y1)01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X1X+Y1y=9 ...... (5) 

접선 @이 점 (4 ， 3)을 지나므로 x=4, y=3을 대입하면 
4x1+3Y1=9 

. Y1=-환1+3 

접점 (Xl , Y1)01 원 삼+y2~9 위의 점이므로 

X12 +ν/=9 ...... @ 

Q을@에대입하면 

•• (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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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1+3)"=9， 25xI2_72x1=0 

_72 .. X， =O 또는 X， 1 v ~'- ~1 25 Xl (25x1 -72)= 0 



0948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χ2+y2←4x十2y-4=0 우|의 점과 직선 3x-4y+15二O

사이의 거리의 최뱃값을 M, 최솟값을 m이라 할 때， Mm으| 값을 

구하여라. 

STEP f) 원위의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이용하여최대 최소구하기 

원 X2+y2_4x+2y-4=0(거|서 

(X-2)2 +(y+ 1)"二 9

원의 중심 (2 , → 1)에서 

직선 3x -4y+15=0 사이의 

거리를 d라하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므로 

오른쪽 그림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사이의거리의 

최뱃값은 M=5+3=8 

최솟값은 m=5-3=2 
따라서 Mm二8.2二 16 

yt ~x-4y+15=0 

(2) 원 (X-4)2 +(y_4)2= 25 위의 점에서 두 점 A(6, -4)와 

B(10, 0)을 지나는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멋값과 최솟값의 곱을 

구하여라 

STEP f) 원 위의 접과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최대 · 최소구하기 

두 점 A(6, -4)과 B(10, 0)을 
지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은 

0-(-4) 
y+4= ~ 10'-도(x-6)， 

x-y-10=001고 

원의 중심 (4 ， 4)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 하면 

d |4-4 • 101_ 10 뎌 
→-기;는-- -기는~=5n 

nι 十 1" ~ι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므로 

오른쪽 그림에서 원 위의 점에서 

직선사이의거리의 

최랫값은 5피+5 

최솟값은 5피→5 

따라서 (5{2+5)(5β→5)=50-25二 25

u 

0949 
두점 A(3， 2), B(6, 5)에 대하여 2AP=BP를만족하는접 P가있다. 

접 P와 직선 x+ν+3=0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은? 

@피 @돼 @2β 

@2돼 @3 {2 

STEPÐ 2늄=BP를만족하는점 P가그리는도형의그래프그리기 

두 점 A(3, 2), B(6, 5)에 대하여 점 P의 좌표를 (x, y)로 놀으면 

2AP=BP에서 4Ap2=Bp2이므로 

4{(x-3)2+(ν←2)2}=(x-6)2十(ν 5)2 

x2十y2-4x- 2ν 3=0 

'. (X-2)2+(y← 1)2二 8

즉점 P는중심이 (2 , 1)이고반지름의 길이가 2피인원위를움직인다-

318 

STEP@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최대 최소 구하기 

이때 원의 중심 (2 , 1)과 
직선 χ+y+3=0 사이의 거리는 

밭펴二3피01므로 
41"+1ι 

따라서오른쪽그림에서점 P와 " ~\~γ :' / x 
직선 Z十y+3二O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은 3껴→2껴二I강 

0950 
다음물음에듭h하여라 

(1) 원 X2 +y2-x-12y二0 위에 

두 점 0(0, 0), A(5, 2)가 있다. 

이원위의점 P에 대하여 

ιOAP=90。일 llH, 직선 OP의 
기울기를구하여랴. 

를I 원으IÄI름에 대한원작은 항상90。이다. 

ν↑ X2 +y2-x-12:ν=0 
P 

x 

STEPÐ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선분 OP가 원의 지름이 될을 이해해l 

호 OP의 원주각인 각 OAP의 크기가 90。이므로 

선분 OP는 원의 지름이다. 

즉 선분 OP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STEP@ 직선 OP의기울기를구하기 

원의 방정식 x2+ν2-x- 12y二0을 

( 1 \2 , I ~ \2 145 변형하먼 ~x 융) 十(y-6)"=τ

이므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융， 6)01다 
따라서 직선 OP의 기울기는 

m 

μ
 

% 
• 

삼
 ι 

g• X2+y2-x-12y 二二 O

x 

(2) 직선 ν二x+4가 원 X2+y2+2ax-4ν+2a2←4=0의 넓이를 

민틀분할 때， 이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 A， B와 원의 다른 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뱃값을 구하여라 (단， a는 상수) 

를l’ 직선01 원으| 넓이를 이뚫할 때，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STEPÐ 넓이를이똘할조건을이용하여 Q의값구하기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x2 +ν2十2ax-4y+2a2 -4=0을 변형하면 

(x+a)2 +(y-2)2=8-a2에서 원의 중심은 (-a, 2) 

직선 y=x+4가펀퍼중심들지나므로 2=-a+4 

:. a=2 

STEP@ ~ABC의 넓이의 최햇값구하기 

즉원의방정식은 

(X+2)2+(y-2)2=4 

따라서 ~A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원의 지름， 높이가 원의 

반지름일 때， 최대이므로 

~ABC으| 넓이의 최뱃값은 

뭉 '4.2二4 

y 

y=x十4

x 



095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싱+y2二4와 직선 3x+y-a=001 서로 다른 두 점 A , B에서 

만날 [대， OA 上 OB가 되도록 하는 상수 Q에 대하여 a2 으| 값은? 

(단， 0는원점) 
G) 10 ø 12 @ 14 
@16 @20 

STEPfl 직ζ1"0 1등변삼ζ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a2 

구하기 

오른쪽그림과같이 OA 上 OBOI면 

삼각형 OAB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다. 

원점에서 직선 3x+y-a 二 O어| 내린 

수선의발을 H로놓으면 

삼각형 OAH도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01므로 OA二 2

.. 펴={2 
원점에서 직선 3x+y-a二 0 사이의 

거리는투뜩=피 lal=때 a2=20 
'1 3ι+1ι 

u 

(2) 원녔+y2=4와직선 2x十g←Q二 001 두점 P， Q에서 만날때， 

L.OP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앙수Q의 값은?(단;0는 원점이다.) 

G) 2패 @피"3 @{i4 

@피"5 @4 

@톨 한 변의 길이가Q인 정삼각형의 높이는쯤Q 

STEPfl 정삼각형에서 접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Q 구하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삼각형 OPQ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01므로 정삼각형의 높이는 

OH=피 
즉， 원점에서 직선 2x+y→Q二 O까지의 

10+0-al_in 
거리와 같으므로 ←F슨-: '=.;3 

42ι +1ι 

I-al 
7효돼， a二 ± 파료 

따라서 Q二피"5(':a>O) 

(3) 직선 3x+4.ν+k=oOI 원 (X-2)2十(y←3)2=4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한다. 원의 중심 C와 두 점 A， B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ζ병 ABC가 정삼ζ병일 때， 상수 k의 값의 합은? 

G) -36 ø • 25 @ -16 

@-1O피 @1O돼 

원한 변의 길01가 Q인 정삼각형의 높01는펑Q 

STEPfl 정삼ζ별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k 구하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므로 정삼각형의 높이는 돼01다. 

즉 점 C(2, 3)에서 직선 3x+4ν+k=O어! 내린 수선의 길이는 다이다. 

13'2+4 '3+k 1 뎌 
많감2 , ú 

I 18+k 1=5피에서 k+18= ::1:: 5돼 

:. k=-18+5돼 또는 k=-18-5돼 

따라서 k으| 합은 3601다. 

f7W젠엉겨V문저V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l 우|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원의 중 

심이 P， Q， R인 세 원이 서로 접하고 있다. 직선 l과 원 P가 만나는 점 A에서 

원 R에그은접선이 원 Q와만나는점을각각 B， C라할때， 선분 BC의 길이 

를구하여라i 

(仁뼈갖합...--<、 맨
맨
-
딴
써
따
~
4
 

STEPfl 닮음을 이용하여 @료의 길이 구하기 

그림에서 L.AQH와 L.ARD이 서로 닮음이므로 

AQ : QH=AR : DR 

3:HQ=5:1 :.QH팔 

STEP@ 선분 BC의 길이 구등PI 

순醒뽑〈f 
펴자灣협쪽火 ’ 

이때 직각삼각형 BQH어|서 돼=닮는굶 

돼=과편)"=융 
따라서 BC二 2BH二흉 

0952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직선 y=3x어| 접하면서 움직인다 

점 P(3, 2)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원을 
움직여 원이 점 Q에서 멈추었을 때의 

원의 방정식은 (x+2)"+(ν-1)2=4 

이다. 이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y 

STEPfl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접선의 길이 구하기 

원 (X+2)2+(ν 1)2=4의 중심을 

C라고하면 

점 C으| 좌표는 C( -2, 1) 

원의 반지름이 2이므로 CQ=2 

CP =1 (3+ 2)2 +(2-1)2二피R 

따라서 L.CQP는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따=1찮극꿇二J펴합그:2={할 

y 

x 

0953 
원 (x-a)2+(y←b)2=c2 0I x축과두점 (-2， 0), (4, 0)에서 만나고， ν 

축과 두 점 (0， 2+2돼)， (0, 2-2돼)에서 만나도록 실수 a, b, C의 값을 
정할 [대， a+b+c2의 값을 구하여라. 

319 



STEPÐ x축， y축과 묘싸는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z축과←만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므로 
-2+4 

중심의 1좌표는 Q二←강'-==1 

ν축과 '2.!Lf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므로 

2+2{3+2-2냐 
중심으| ν조{표는 b ~'~'~;，~ ~，~ 2 

STEP@ 원의 반자름 c 구듭t기 

원의 중심의 좌표 (1, 2)와 점 (-2, 0) 사이의 거리는 단앉l름의 길이와 

같으므로 c2二(→2-1)2 +(0-2)2二 13 

따라서 구하는 값은 a+b+c2=16 

095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점 A(-1, -1), B(2, 2)에 대하여 AP: BP二 2:1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는? 

CD3π (2) 4π @8π 

@16π @25π 

STEPÐ 점 P(x， y)라하고조건을만족하는 x， y의관계식세우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P(x, y)라하면 
AP: BP=2: 1이므로 

2BP=AP 

g 

y=x 

:.4굶二뾰2 

4 {(x-2)" +(y-2)"} 
=(X+1)2+(ν+1)2 

A( -1, -1),/10 

3x2• 18x+ 3y2 -18x+ 30 = 0, χ2-6x+y2-6y+ 1O二 O

'. (X-3)2+(ν-3)2=8 

STEP훌 접 P가그리는도형의넓이꽁}기 

따라서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중심의 좌표가 (3 , 3)이고 반지름 2껴인 

원이므로 넓이 π'(2α)2=8π 

(2) 두 점 A(3, 0), B(O, 3)에 대하여 AP: BP=1: 2를 만족하는 

점 P에서 L，.PAB으| 넓이의 최멋값은? 

CD 3 (2) 3{2 @6 

@6피 @9 

STEPÐ 점 P(χ， ν)라 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x， y으| 표벼|식 세우기 

점 P으| 좌표를 P(x， ν)라하면 

AP: BP二 1: 2에서 2AP=BP :.4AP2=Bp2 

4{(x-3)2+ν2}=X2 +(y→3)2 

3X2+3y2_24x+6y十27=0， x2 +ν2-8x+2y+9=0 

:. (χ←4)2+(ν+1)2=8 

STEP@ L，.PAB의 최대 넓이는 밑변이 일정하므로 높이가 최대응을 
이용하여구하기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중심이 (4, -1) , 반지름012피인 원이 된다 

AB=~(3←0)2 +(0←3)2=3피01므로 

F •••--• 점 P에서 직선 AB刀{지의 거리가 최대일 때， L，.PAB의 넓이가 최대이다. 

320 

x 

직선 AB가 원의 중심을 지나므로 거리의 최뱃값은 원의 반지름과 같다. 

g 

x 

Q 
u 

안
 

-” 
u 
ι
 

따라서 L，.PAB으| 최대 넓이는 융 ， 3피 ， 2피=6 

(3) 두 점 A(-1, 1), B(2, 1)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 : 1인 점 P에 

대하여 ιPAB가 최대일 때， 선분 AP의 길이는? 

CD 110 (2) 2{3 @ {i즙 

@3~깅 @2~료 

STEPÐ 점 P(x, ν)라 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x， y으| 관계식 세우기 

접 P의 좌표를 (x, y)라 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AP: BP=2: 1이므로 

AP=2뾰 .. 뾰2=4뾰2 

(X+1)2+(ν-1)2=4{(x-2)"+(ν_1)2} 

X2+y2_6x-2y十6=0

:. (X-3)2 +(ν← 1)2=4 

STEP엉 점 A에서 원에 접하게 직선을 그어 이루는 각 구해|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중심이 (3 , 1)이고 g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를 움직이므로 

ιPAB가 최대가 되는 것은 오른쪽 그림 

과 같이 직선 AP가 원에 접할 때이다. 

원의 중심을 C라하면 L，.PAC에서 

ιAPC二 900이므로 

효과힐=합=파극:2= 2/동 

x 

09톰§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1) 점 A(2, -1)과 원 싱+y2十4x←2ν+1 二 0 위의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I뭘. 선분 AP의 중점을 (x , y)로 놓고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STEPÐ 선분 AP의중점의자취의식세우기 

원 X2 +y2+4x←2y+1 二 0에서 (X+2)2 +(ν 1)2=4 

점 P의 좌표를 (a , b) 라 하면 P(a, b)가 원 위의 점이므로 
(g+2)2+(b-1)2=4 ------ @ 

점 P(a, b)와 점 A(2, -1)의 중점을 Q(x, ν)라 하면 

Q(2~α -1+b\AI~= 2+a __ -1+b )01E!_로 x= ν→ 2 ’ 2 r'--~ 2'" 
:. a= 2x • 2, b=2y+1 ...... (Q 

STEP@ 점 Q가그리는도형의넓이구하기 

P를@에대입하면 

(2x-2十2)2+(2y十 1-1)2=4

:. x2十ν2二 1

따라서 점 Q의 자취는 중심이 (0 ,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므로 

원의 넓이는 π'12=π 



STEPÐ 썰뺑의 내각g이l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흥뼈 접 D의 좌표구하기 

삼각형 ABC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AB: AC=BD: DC가 
성랍한다. 

(2) 점 A(6, 0)과 원 삼+y2+6x-6y+9=0 위의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1: 2로 내분하는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回
l
맨
E
딴
생i
 

x 

A(2 , 3) 

g 

C(8, -5) 

STEPÐ 선분 AP를 1:2로 내분하는 점의 자휘의 식 서|우기 

원 x2+상+6x-6y+9=0어|서 (x+3)"+(y-3)"=9 

점 P의 좌표를 (a , b)라 하면 점 P(a, b)가 원 위의 점이므로 
(a+3)2+(b-3)2=9 ...... (J) 

점 A(6, 0)과 점 P(a, b)를 1 : 2로 내분히는 점 Q(x, y)라 하면 
Q(a+12 b Q+12 ε_b )01므로 x= ν-3 ’ 3 r'-~~ 3 , y 3 
:. a= 3x-12, b=3y ...... (Ç) 이때 RR=((-1-2)2+(-1-3f=5, XC=J(8-2f+( 5 3f=10 

이므로 BD : DC=5: 10=1: 2 
즉 점 D는 선분 BC를 1 : 2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점 D의 좌표는 

(1 8+2.(-1) 1-(-5)+2.(-1)\ = ~( 
| 즉 D12_ --!c-

1+2 ’ 1+2 J’ ~ ~\ ’ 5 

STEP밍 점 Q가그리는도형의길이구하기 

STEP밍 접A와점 D롤자름의양끝으로하는원의넓이구하7 

점 A와 점 D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융뼈=융&펴결)"=융 꽃=흉 
따E써 구꿇 원의 넓이는 π.(흉)"=뽕π 

@을@에대입하면 
(3x-12+3)2 +(3y-3)2= 9 

:. (x-3)"+(ν-1)2=1 

따라서 점 Q의 자취는중심이 (3 , 1)01고 반지름의 길01가 1인 원이므로 

원의둘레의 길이는 2π.1=2π 

x 

B(3, -6) 

y 

0958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의 

세 점 A(-2, 4), B(3, -6), C(a, b) 

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2, 4) 

각 ACB의 이등분선이 원점 O를 지날 

때，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멋값을 mOI라하자 

m2의 값을 구하여라. 

3 x 

g 

STEP밍 치를율 1 : 2로내분하는점 R으|좌표구하기 

점 (-3 , 0) , (3 ， 0)을 1 : 2로 내분하는 점이 ROI므로 

(1 3+2.(-3) 과펴이 즉 R(-l, 0) 
1+2 ’ 1+2 I’ 

-3 

n 
< u 

0956 
오른쪽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색종이를 

접었더니 접힌 부분이 z축과 접하고 

그때의접점 R이원의지름을 1 : 2로 

내분하였다. 이때 세 점 P， Q， 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x 

STEPÐ 각의 이둥분선의 성질을 01용하여 AC, BC의 비 구하기 

g 직선 OC가 각 ACB의 이등분선이므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으|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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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핑 두 원의 공톨현의 방정식 구하기 

호 PQ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R(-l， O)에서 z축어|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일부이므로 

원의 방정식중심이 (-1 ， 3)01고 

반지름의 길01가 3인 원의 호이다 

즉세점 P， Q， R을지나는원의 

방정식은 (x+ 1)" +(y_3)2= 9 

@ 

STEP딩 a， b어| 대한관계식 구흘}기 

AC={ (a+2)2+(b-4)" , BC={ (a-3)"+(b+6)"을 

@에대입하면 

3{ (a+2)2 +(b-4)" = 2{ (a-3)" +(b+6)2 

앙변을제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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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2)2 +(b-4)2}=4 {(a-3)2 +(b+6)2} 

5a2 +60a+5b2 -120b= 0 

a2 + 12a+b2 -24b = 0 

:. (a+6)2 +(b-12)2= 180 

따라서 점 C(a, b)는 원 (x+6)" +(y-12)2= 180 위에 있는 점이다. 

세 점 A(2, 3), B( -1, -1), C(8, -5)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E바는 점을 D라 할 때， 

점 A와 D를 지름의 앙 끝으로 히는 원의 넓이는? 

G) ~6 -π @4π 
9 

@뽕π @쯤π 
I뭘l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묘tq는 점을 D라 하면 

AB : AC=BD : DC 

0957 



STEP~ 점 C와직선 AB AIOI의거리의최뱃값구하기 

원 (X+6)2 +(y-12)2= 180의 중심은 점 (-6, 12)01고 

이 점은 직선 y=-2x, 즉 직선 AB 위에 있다. 
g 

y=--;-2x 

이\ X 

즉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뱃값은 

원 (X+6)2 +(y-12)2= 180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따라서 m=피굶01므로 m2=180 

0959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a , b)OI고 z축어| 접하는 원이 두 점 A(O, 5)와 

B(8, 1)을 지난다 이때 원의 중심 (a, b)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는? 

(단， 0 드 Q 드 8) 

(J).[3 tlJl5 
@껴 @2피 

@/감 

STEPÐ 원의 방정식에 지나는 점을 대입하여 원의 방정식 구하기 

중심이 (a , b)이고 x축어|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b이므로 

(x-a)2 +(y-b )2= b2 

두 점 (0 , 5)와 (8 ， 1)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 (5) 
y 

a2+(5-b)2=b2 

(8-a)2 +(I-b)"= b2 

(5)---C0에서 b=2a-5 
이식을@에대입하면 

a2 -20a+75느 0， (a-5)(a-15)=0 

:.a=5(.:0 드 Q 드 8)이므로 b=5 

즉 원의 중심의 좌표는 (5 , 5) 

STEP밍 원의 중심과 현으| 길이를 이훨뼈 AB AIOI의 꺼리 협~71 

또한 AB=/(8-0)2+(l-5)2=4댐 

따라서 퍼=끊논虛=꼽그꿇t=15 

@ 

멀률웰 점과직선째|의거리를이혈{여휠l해| 

두점 A(O， 5), B(8, 1)을지나는직선의 방정식은 

1-5 
ν-5=효=σ(X-O)， 즉 x+2ν-10=0 

따라서 원의 중심 (5 , 5)에서 직선 x+2y-l0=0 사이의 거리는 

15+2.5-101_ r;= 
암균2 ' OJ 

096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2)2 +(y-4)"=r20 1 원 (x-l)" +(y-l)2=4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반지름 r의 값은? 

(J) 3 tlJ 2돼 @피J 

@4 @{Ï7 
I뭘. 한 원01 다른 한 원의 둘레를 01등분하기 위해서는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의 반자름이 작은 한 원의 지름의 양 끝점01므로 두 원의 공통현이 

반지름이 작은 한 원의 중심을 지나야 이등분효H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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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밍 두원의교점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구하기 

두 원 (x-2)" +(y_4)2=r2, (x-l)2 +(y-l)2=4를 각각 0， 0'이라 

하면 0: (X-2)2+(y-4)2=r2, 0': (x-l)2+(y-l)"=4 

이때 원 O가 원 0'으| 둘레의 길이를 이등분하려면 

두 원의 교점을 지냐는 직선이 원 0'의 중점을 지나야 흔!L~. 

두 원 (x-2)"+(ν 4)2=r2, (x-l)"+(y-l)"=4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2)2+(ν-4)"-r2-{(x-l)"+(y-l)"-4}=0 

:. 2x+6y-22+r2=0 
y 

2x+6y-22+r2=0 

x 

I 

STEP밍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 0'의 중심을 지남을 이용하여 
구흩}기 

이 직선이 원 0’의 중심 (1, 1)을 지나므로 

2. 1+6. 1-22+r2=0 η . r2=14 

따라서 r>OOI므로 r=피a 

멀률펠 피IEf표|스정2.1를 O용S뼈 풀이하기 

STEPÐ 원의툴레를이뚫핸조건을찾고 반~I롬 r의값구해| 

(X-2)2+(y-4)2=r2 ...... (5) 

(x-l)2+(y-l)2=4 ...... c0 

원 @이 원 Q의 둘례를 이등분하려면 

두원의공통현이원 P의중심 

(1, 1)을 지나야 한다. 

원 C의 중심을 C(I, 1), 원 @의 

중심을 C' (2, 4)라 하고 두 원의 

교점중한점을 P라하자 

CC' =/(2-1)2+(4-1)2=때 

CP=2 (.: 원 @의 브앉|름의 길0 1) 

원 @의 중심 c'에서 공통현에 내린 수선의 발이 C이므로 

직각삼각형 CPC'에서 피타고라스정리에 의하여 

r=랜=1둔즙할=따갑=파 

(2) 두 원 (X-3)2+(ν-2)2=4， (X-k)2+y2=9의 교점을 P， 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최대로 히는 k의 값의 합은? 
공통현의길이가최대 

(J) 3 tlJ 4 @5 

@6 @7 

를뭘톨공통현01 작은 원의 X홈이 되려먼 공통현01 작은 원의 줄심을 지L땐 된다 

STEPÐ 공통현의길이가최대가되기위해서는공톨현이작은원의지롬 
이되어야함를이용하기 

두 원 ~-~+~-~=~x-~+~=9를 각각 0， 0'이라 하면 

0: (X-3)2+(y-2)2= 4, 0 ’ : (X~k)2+y2=9 

이때 두 원의 교접 P， 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를 최대로 하려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 0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 

두 원 (X-3)2+(y-2)2=4, (X-k)2+y2=9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3)2 +(y_2)2 -4-{(x-k)2 +y2 -9 }=O 

(2k-6)x-4y-k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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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교점을 치나는 원 중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 이해하기 

원 (X-2)2 +(y_3)2= 10과 직선 3x+4y-8=0의 교점을 A， B라 하면 

직선 AB를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 

으로하는원이다 

STEP밍 월의 중심메서 칙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 
하기 

STEP굉 두 원의 교첩을 지나는 직선이 원 0의 중심을 지남을 01용하여 
구하기 

y 

(2k-6)x-4;ν-k2 +18=0 

원의 중심에서 직선 3x+4y-8=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CH의 길이는 점 C(2， 3)에서 직선 3x+4y-8=0 사이의 거리와 같으므로 

ro_I 6+ 12-81_ CH '~~' 2 
43ι+4‘ 

직각삼각형 CHA에서 E화=2， 따=패01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굶=[i찮-C콸=따합그:2={6 
따라서 넓이가 최소인 것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히는 원01므로 

그 넓이는 7r(매)2=6π 

x 

선분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원 0의 중심 (3 , 2)를 지나므로 

(2k-6).3-4.2-k2+18=0 

k2-6k+8=0, (k-2)(k-4)=0 :. k=2 또는 k=4 

따라서 k의 값의 합 2+4=6 

원 X2 +y2+3ax十2y+a=001 원 X2+y2+6x-2y+6=0으| 둘레를 이등 

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rwv싣힘겨V문저V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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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2+y2=4 밖의 한 점 P(3， 4)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와 B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i 

두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X" y ,), (X2, y2)라 하면 두 접선의 방정식은 
x ,x+y,y=4, X2X+Y2y=4 Y 

그런데 두 접선이 모두 점 P(3, 4)를 

지나드끊 3x， +4;ν，=4，3x2 +4y2=4 

이 두 식은 직선 3x+4y=4어| 두 점 

(X" y ,), (X2, y2)를 대입한 것과 같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므로 

직선 AB의방정식은 

3x+4y=4 ...... Gl 

극션의방정식구하기 STEPÐ 

-------41ft_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방정식은 

X2+y2+3ax+2y+a-(x2+y2+ 6x-2y+6)=0 

.. (3a-6)x+ 4y+a-6=0 ...... Gl 

또， X2+y2+6x-2y+6=0에서 

(x+3)2+(y-1)2=4 ...... (Q 

이때 원 상+y2+3ax+2y+a=001 원 X2+y2+6x-2y+6=0의 둘레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직선 @이 원 @의 중심 (-3， 1)을 지나야 하므로 

:. a=2 

0961 

-3(3a-6)+4十a-6=0， 8a=16

STEP밍 선분 AB의 길이룰 구해l 

원의 중심 0(0, 0)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펴=」및=-==옴 
43 ‘ +4 ‘ u 

또， OA. OB는원의 반지름이므로 OA=OB=2 

직각삼각형 AO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으|하여 

돼=찮찮=담극환=펀 
굶=2.뼈=빨 
멀흩펠 닮음을이용뼈풀이해|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상+y2=25와 직선 x+2y+5=0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는? 

CD15π (2) 18π 

@22π @257r 

를렘.최소인 원은두교점을 Z홈의 양끝점으로핸 원이다. 

@20π 

STEPÐ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 이해하기 

원 상+y2=25와 직선 x+2y+5=0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STEP밍 원의젊에서 햄AIOI의 거리률구한후， 피타과}스정리 
이용하기 

원의 중심이 0(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01므로 

6표=2， OP=꾀즙꽁=5 

직각삼각형 OAP에서 따=꽤슨찮=않굉=\회 
즉 OP가 이등변 삼각형 PAB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므로 AB 上 OP 
선분 OP와 선분 AB의 교점을 H라 하면 삼각형 AOP의 넓이로부터 

다음을얻는다 Y 

U‘ 
5 

원의 중심 (0 , 0)에서 직선 x+2y+5=0 

151 사이의 거리는 o 0-펴01므로 
41‘ +2ι 

넓이가 최소인 원은 반지름은 

않=다합=2{5 
따라서 넓이는 π(2펴)"=20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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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융·과Õ.PA=융 .AH.PO 

융 .2. 펴=융·祖 .5 

~ 2‘ ?1 
AH==한 

~ ~~ M21 
[뻐 AB=2AH=쉰土 

(2) 원 (x-2)2+(y-3)2=10과 직선 앓+4y-8=0으|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는? 

CD6π (2) 8π @9π 

@12π @15π 

I뭘. 초|소인 원은 두교점을 지름의 앙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2) 점 P(I, 3)에서 원 장+y2=5어|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여라. 

STEPÐ 극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접선의접점의좌표를 

(Xt, Yt), (X2, Y2)라고 하면 

y 

두접선의방정식은 

Xtx+Yty=5, X2X+Y2y=5 

그런데두접선이모두 

점 P(I, 3)을 지나므로 

Xt+3Yt=5, x 2+3Y2=5 

이 두 식은 직선 x+3y=5어| 

두 점 (Xt, Yt), (x2, Y2)를 
대입한것과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유일하므로 

직선 AB의 방정식은 x+3y=5 

STEP굉 삼각형 ABP의 넓이 구해| 

원의 중심 0(0, 0)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151 _ 5 _bo 
OH=←F낱같=-「=-l: 

피뮤강 {w 2 

또， OA， OB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6과=OB=돼 

X2+y2=5 

@ 

직각삼각형 AO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돼=닮℃찮=/(퍼)2 _(펠)2 =J맘 
.. 뼈=2.돼=패 

또한， 점 P(1， 3)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nTT_ll+3'3-51_ 5 
rn- R즙「 피5 

_1 πr; 5_5 
따라서.6，ABP의 넓이는 *.AB.PH=*.OO' ~=* 

ι ι ’ ;110 ι 

멸훌펠 접접의좌표를이용뼈 넓이구해| 

접점을 Q(Xt, Yt)OI라 하면 g 

접선의 방정식은 Xtx+Yty=5 

그런데 이 직선이 점 P(I, 3)을 

지나므로 Xt+3Yt=5 ...... Gl 

또， 점 Q(Xt, Yt)은 원 위에 있으므로 

Xt 2+y/=5 … ... (Q 

Gl，(Q을연립하여풀면 

{X1= 1 또는 {XI=2 
Yt=2 -- LYt=1 

이때 두 점 (-1， 2)， (2， 1)을 

각각 A， B라하면 P 
..... γ \ 

꺼/;;1 "" 
A‘、、 _---- B 

.; 10 -------

뼈=~(2+1)2+(1 -2)2 매 

뾰=~(1+ 1)"+(3-2)2=펴 
.6，ABP는 이등변삼각형이므로 

AB를 밑변이라 할 때， 높이 h는 

h=/C.[5꺼떻)'=펠 
따라서 구꿇삼각형의 넓0단· 패· 멤=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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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3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점 A(O, a)에서 원 상+y2=8어|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으|값은? 

<D 3 Ø4 @5 
@6 @7 

z 

STEP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므로시Z웹이 정사Z범입을 01넘H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을 

0(0, 이라 하고， 점 A(O, a)에서 

원 장+y2=8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분 역시 접선에 수직01므로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피인 
정Áf각형이다. 

STEP밍 정사Z팽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흩뼈 a의 값구하기 

한 변의 길이가 2펴인 정A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V(2피)' +(2피)2=401므로 6표={(O-O)'十(a-0)2=a 

따라서 OA=4이므로 a=4 

멀률펠 점과직년째|의 거리를이용뼈 풀이하기 

STEPÐ 점에서직선사이의거리툴이용하여 a의값구하기 

접선의 기울기를 mOI라고 하면 이 직선이 점 A(O, a)를 지나므로 

y=mx+a 

원점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2껴01므로 

lal 수슨--τ=2펴， a2=8(m2+1) 
vm"+(-I)ι , 

:.8m2十8-a2=0

두 접선이 수직이므로 m에 대한 01차방정식 8m2十8-a2=0의 
두근의곱은 -1 

따라서용흙=-1에서 a2=16 :. a=4(':a>0) 

:ε 

(2) 좌표평면에 원 (x-l)2+(ν_2)2=카과 원 밖의 점 P(5, 4)가 

있다.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반지름의 길이 

r으|값은? 

@파o ølll @피5 

@피3" @피i 
I뭘.수직인두직선의 71울기의곱은 -1이다. 

STEPÐ 두 직넨이 서로 수직이므로사Z범이 정사Z펠암을 이해하기 

원의 중심을 C(I, 2)라 하고 점 P(5， 4)에서 

원 (X-l)' +(y-2)'=r2어|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분 역시 접선에 수직이므로 
사각형은 한 변의 길01가 r~ 정사각형이다. 

STEP굉 정써형의 대각선의길이를이용를뼈 r의값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C(I, 2), Y 

점 P(5, 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각각 A， B라하면 

사Z펠 PACB의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사각형이므로 혀=피r 

즉 두 점 C(I, 2), P(5, 4)에서 

CP={(5-1)'+(4-2)2=2돼 

따라서 {2r=2돼01므로 r=피6 

I 



I흩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재|의 거리를 이용뼈 풀이하기 

접선의 기울기를 %이라 하면 점 P(5, 4)를 지나고 기울기가 %인 직선의 

방정식은 y-4=m(x-5) 

:. mx• y-5m+4=0 ...... (Jl 

이때 원의 중심 C(l, 2)에서 직선 @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Olr과 같아야 하므로 

!m-2-5m+4! 仁tτ
「7→ =r‘ !-4m+2!二η m 2+1 

v η2"+1 

양변을제곱하면 

(r2 -16)m2 + 16m +r2 -4 = 0 ‘%어|관한 01치빙정씩 

즉 두 접선의 기울기를 m 1, m2라 하면 
점 P에서 두 접선의 기울기가 1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m1m')~후二￡二 1 
ι ι γ 16 

r2• 4=-r2+16 :. r2= 1O 

따라서앙수 r는 γ=(lõ 

f7W쟁엉겨V문저V 가
 懶뼈

 원 녔+ν2=10 위의 점 A(l , 3)에서의 접선과 점 B(3, -1)에서의 접선이 만 

나는 점을 C라 할 [[H , 사각형 O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단， 0는 원점이다.) 

y 

x-y+1=0 

(2 , - 2) 

맨
m
-딴
생
i
 

즉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x • 2)2+(Y+2)2=8 

STEPØ 접 P의도형에서직선 g二x+1까'ÃI 거리으|초|짧구하기 

원의 중심 (2 , - 2)에서 직선 x-y+1二0 사이의 거리를 d라하면 

d !2+~+1! 5피 
•-

12 2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2β01므로 원 위의 점 P에서 

。 5피 Ic>_피 
직선 ν二x+1까지거리의최솟값는←ε 2</2→τ「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과 직선 y=x+1 사이의 거리의 

。 5β Ic>_ 912 
최멋값=→5←+2</2=→5← 

(2)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1 , 1)이고 ν 

반지름의 길01가 1인 원과 직선 

g二mx(m >0)가두점 A， B에서 

만난다. 두 점 A， B에서 각각 

이 원에 접히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 

이 되도록하는모든실수%의 값의 τ〕

합은? 

원 x2 +ν2=10 우|의 점 A(l ,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3ν=10 ...... (Jl 

원 x2+ν2二 10 우|의 점 B(3, ←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3x-y二 10 ...... (Ç) 

(Jl, (Ç에서 1.3十3. (-1)二 001므로 

두 접선의 방정식은 서로 수직이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OABC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피6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이므로 구하는 넓이는 

{lõ. {lõ=1O 

096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좌표평면위에원 
(X-2)2 +(y+2)2二4가 있다.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 중에서 

서로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P라할때， 점 P가그리는 

도형과 직선 ν=x+1까지 거리의 

최솟값은? 

G) 1 

@1껴 • 

2 

@ 2 

R 
E 
2 

@ 

띤
 

2 
@ 

y 
ν =x+1 

0 x 

(x←2)'+(ν+2)2=4 

STEPß 점 P가그리는도형의방정식구하기 

다음 그림과 원 (x-2)' +(Y+2)2=4으| 중심을 C라 하고 

수직인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 하자 

이때 사각형 CAPB는 정사각형이므로 CP二 2피01고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중심이 (2, -2)이고 반지름이 2피인 원이다. 

G) 2 

@3 

5
•2 
7-2 

@ 

@ 

x 

@4 

를-원으| 중심과두 점 A, B, 원어| 접뽑두 직선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STEPß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므로 사Z범이 정사Z별임을 이해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을 ν 

C(l , 1)이라하고두점 A， B에서 

각각 이 원에 접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D라하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선분은 

접선에 수직이고 원 밖의 점 D와 

두 접점 A, B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므로 

사각형 ADBC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STEPØ 점 C에서직선 g 二 mx까지의거리를이용하여모든실수%의 
값의합구하기 

정사각형 ADBC에서 대각선 CD의 

중점을 M빠하면 CM=쯤 
점 C(l , 1)과 직선 %χ ν=0 사이의 
거리가 선분 CM의 길이와 같으므로 

!m • 1!_12 
않고 2 

y 

x 

β김깜1)=2!m-1!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m2←4m+1二 0

따라서 이 이차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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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8 

g 

STEPÐ 점 P를 원점으로 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내기 

점 P를 원점으로 하고 직선 AP를 

x축으로 하는 좌표평먼에서 직선 AB의 

방정식은 ν二x+ lO ...... Gl 

중심이 점 P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의 방정식은 잠+y2二 64 ...... (Q 

선박이 B지점부터 C지점 사이를 

움직일 때， 레이더에서 감지할 수 있다. 

$ 

ν슨f(x) 

5 

u 

096흉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성+y2二 25와 

직선 g二f(x)가 저12사분면에 있는 원 

위의 점 P에서 접할 때， f( -5)f(5)의 

값을구하여라. 

STEP@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이등분함을 이용하기 

원의 중심 0(0, 0)에서 직선 ν=x十 10

즉 x-y+10=0에 내린수선의 발을 H라하면 

1101 꺼 OH←←，~~， . -5 ,12 
h'十 -1 )' 

8 

STEPÐ 원과 직선이 접할 때， 투 식을 연립한 이차방정식은 중근을 가집 
을이용하기 

직각삼각형 OBH에서 BH二닮℃찮 

=핍그램f 
二(i4

레이더에서 감지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는 BC=2BH二2피4(km) 

따라서 선박의 속도는 시속 2kmOl므로 선박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은 

평二따(새) 

f(x)=ax+b(a , b는 상수) 라 하자. 

직선 y=ax+b를 원 x2十ν2=25에 대입하면 x 2+(ax+b)2=25 

이차방정식 (a'+l)χ2+2abx+b'-25=0 

이차방정식 판별식을 D라 하면 원과 직선이 접하므로 중근을 갖는다 

몽=(뼈)'←(a2 +1)(b'-25)二 0 

:. 25a2-b2+25=0 ...... Gl 

이때 f( -5)f(5)=( -5a+b)(5a+b)= b2←25α'01므로 

@에 의하여 f(←5)f(5)二 25 

멸훌훌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1의 거리를 이용때 풀이하기 

STEPÐ 

@며 f7W심/엉겨V문져V 
오른쪽 그림과 같이 5km떨어진 곳까지 

빛을 비추는 등대가 점 P에 있다. 

점 P에서 서쪽으로 6km떨어진 접 A에 

배가있다. 

이 배가 북동쪽 45。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배에서 등대의 불빛을 볼 수 있는 구간 

을 나타내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음을 

이용하기 

x 

u 

x 5 

STEPÐ 접 P를원점으로하여좌표평면에나타내기 

접 P를 원접g로 하고 직선 AP를 

x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에서 직선 

AB의 방정식은 ν=x+6 ...... Gl 

중심이 점 P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원의방정식은 

x'十ν2=25

5 

STEP@ 원의 잃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이뚫함을 이용하기 

원의 중심 0(0, 0)에서 직선 ν=x+6 

즉 x-ν+6=0어| 내린수선의 발을 H라하먼 

161 _~ rn OH I~I 슨二 3 、 2 
~1'+(-1)' 

직각삼각형 OBH에서 굶二닮윤찮二핍그꿇f二건 
따라서 등대의 불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의 길이는 BC=2BH=2꺼 

@ 

두 점 (-5, 0) , (5 ， 0)을 각각 A' ， B'이라 하고 두 직선 x=-5, x=5와 

직선 ν二f(x)의 교점을 각각 A， B라 하면 두 점 A， B의 좌표는 각각 

A( • 5, f( -5)), B(5, f(5))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으므로 

AA'=AP=f( • 5), BB느 BP二f(5) 

접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선분 BB'과 만나는 점을 Q라 하면 

AB二AP+BP二f( -5)+f(5), BQ二f(5)-f( -5), AQ二 10

이므로 직각삼각형 AQB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A료2二 BQ2+AQ2 

{f( -5)+ f(5)}'二{f(5)-f( -5)}' + 102 

{f( -5)}' +2f( -5)f(5)+{f(5)}2 

二{f(-5)}2_ 2f( -5)f(5)+{f(5)}2 + 100 

따라서 양(-5)f(5)= 100이므로 f( -5)f(5)= 25 

P지점에 있는 레이더는 8kmOl내에 

있는 선박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P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10km떨어 

진 지점에서 한 척의 선박이 북동쪽 

방향으로 시속 2km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다 레이더에서 이 선박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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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원접 O어|서 륨Q에 수선의 발을 내린 후， 직각삼각형을 유도하여 
원점 O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구하기 

9 

맨
m
-따
생
t
 

위의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OH二 a， HP=b라 o-f:A f. 

이때 원점 0(0, 0)과 점 A(4, 3) 사이의 거리는 

0표二{(4-0)2 +(3-0)2=501고 두 삼ζ병 OHP， OHA는 
모두 직각삼각형이묘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a2十b2= 10 ...... éì) 

a2 +(b+3)2二 25 ...... (Q 

(Q-éì)을하면 6b+9=15 ，'.b=1 

b二 1을@에 대입하면 a2二 9 ,'. a二 3('，' a > 0) 

STEP0 접 O에서 직선 l짜l의 거리가 3임을 이용하여 직선 l으| 기울기 
구하기 

직선 l의 기울기를 %이라 하면 직선 l은 점 A(4, 3)을 지나므로 

직선 l으| 방정식은 g二m(x←4)+3， 즉 mx-y-4m+3二O 

g 
l : mx-y-4m+3=0 

I 

H 

멀률흘 점 P의좌표를구랜풀이õPI 

STEPÐ 접 P의좌표를구하기 

점 P의 좌표를 P(a, b)라 하면 점 P는 원 싱+ν2= 10 위의 점이므로 

a2+b2=10 ...... éì) 

AP=3, 즉 AP2=901므로 (a-4)2十(b-3)2二 9

a2 -8a+ 16+b2 -6b+9= 9 

a2 +b2 -8a-6b十 16二 o +-a'+b'= lO 

'. b= 13-;:-4a • 

3 

이를@에매입하면 

2+( 13응4a)" h)~'W) =10. 9a2 +169-104a+16a2二 90

25a2 -104a+79二 0， (α← 1)(25α-79)二 O

'. a • 1 또」 • 79 ==l .=c.ca== ~ ~ 25 

그런데 a=l이면 P(l , 3)이므로 직선 AP가 y=301 되어 

문제의 조건에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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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뚫，옳) 

STEP0 직선 AP의 기울기 구해l 
。 3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느 二4도=깅 =껄 
~ 4- ~~ 21 7 -• 

25 

이때 OH二 a=301므로 원점 O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3이다 

즈 1-4m+31~" I_A~_)_"I-"J과감J 「 누슨. ~'=3‘ |→4m+31=3~m2+1 
'1 mι 十 1

앙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먼 

7m2 -24m 二 0， m(7m-24)二 O

m=O 또는%二쯤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는 

양수이므로 m쭈 

1O-8a-6b+ 16 = 0, 8a+6b = 26 

.기.a=τ캔~. b二
25 ’ 25 

좌표평먼에 두 원 C, : χ2+y2= 1, 
C2 : X2 +y2←8x+6ν+21=001 

있다. 

그림과 같이 ￡축 위의 점 P에서 

원 C，에 그은 한 접선의 접점을 Q , 

점 P에서원 C2에그은한접선의 

접점을 R이라하자 PQ=PR일때， 

점 P의 1좌표는? 

CD ~ ø~ • @ 
8 = 2 

@ 1,1 @ 203 • @ 4 = 8 
I뭘.PQ와 굶의 길이를 구하여 같게 놓아 점 P의 Z좌표 구하기 

0967 

이
 μ
 

• 8 
@ 

STEPÐ 원의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은 서로 수직임을 이용하 
여 PQ， PR을 접 P으Ix좌표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기 

점 P의좌표를 (a ， O)이라하자 

OQ _l_ PQOI므로 직각삼각형 OPQ에서 피타고라스정리에 의하여 

따2=Op2 _OQ2=a2• l 

C2 : x2 +ν2-8x+6ν+21=0에서 (x←4)2+(ν+3)2=401므로 

원 C2는중심이 (4 , -3)01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다 

3) 

위의 그림과 같이 원 C2 으| 중심을 O2라 하면 

02R 上 PR이므로 직각삼각형 PR02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PR2=02p2 -02R 

={(a-4)2 +(0+3)2}-22 

=a2 -8α+21 

STEP0 PQ=PR임을 이용하여 Q의 값구하기 

따二PR에서 굶2二굶2 01므로 

a2-1=a2←8α+21 
• 11 따라서 8a=2201므로 a=τ 

y 

0968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4, 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원 상+ν2=10과 두 점 P, Q에서 

만난다. AP=3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m 2_3 
~ 7 

(3) 2_5 
= 7 

@ 2! • 

7 
뭘톨그래프또는도형이 주어진 문저|는보조선을 이용때 문제를해결한다 

μ
-
7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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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9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ν=mx+η01 두 원 

x2+ν2二 9， (X+3)2+ν2=4어1 동시에 접할 [대， 두 실수 m , η에 대하여 
16mη으| 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1 단계] 닮음비를 이용하여 m, η의 관계식을 구한다. 

[2단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m2 으| 값을 구한다. 
[3단겨Il16mn의 값을 구한다 

Yj Y 二mx+n

3 x 

3 

닮음비를 이용하여 m, η의 관계식을 구한다 ... 30% 

두원의 중심을 0(0， 0), C( -3, 0)이라할때， 직선 y=mχ+η과두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P, P'이라 하고， x축01 만나는 점을 A라 하면 삼각형 

ACP'과 삼각형 AOP는 닮음이고 닮음비는 2: 301다. 
u 

y=ηlx+n 

3 x 

3 

즉 점 A으| 좌표는 직선 y=mx+η의 Z절편이므로 -융이다 

따라서 AC : AO = 2 : 3 , 1-싫+3 1 :1-융|二 2:3 

2 ‘ 싫=3'(융 3 ), 융=9 η ==9Jn .. Gl 

점 A으|좌표는 (-9， 0)이므로←9m+η=0 :.η =9m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m'으1 값을 구효H각. 

원점과 직선 mx-ν+η二O 사이의 거리는 3이므로 

되파;눈二3， Iη1=3{;핍 
<1 m' 十 -1 ι 

@을 대입하먼 1 9m 1二 3과감i 

양변을 제곱얘 정리하면 81m2=9(m2+1) :. m2=융 

당먼[기 16mη으|값을구효따 

따라서 16mn = 16m' 9m = 16 . 9m2二 16.9 융=18 

원 x2 +(ν-3)2=2 위의 임의의 점 P와 

두 접 A(O, -1), B(4, 3)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뱃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겨|로 서술하여라 

[1단계]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한다. 

[2단겨Il 원의 중심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 d를구한다. 

[3단겨Il 원의 반지름을 rOI라하면 넓이의 

ν 

애 50% 

‘ 20% 

$ 

최멋값=융 'AB'(d+γ) ， 초|솟값=융·굶 '(d-r)을구한다 
[4단계] 최뱃값과 초텃값의 합을 구한다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한다 ... 20% 

두점 A(O， • 1), B(4, 3)을지나는직선 AB의 방정식은 

-(-1) 
y-(-l)=~二[(x-0) ζ. ν =x-1 

대먼「기 원으| 중심에서 직선 AB까|의 거리 d를구효다 ‘ 20% 

원 x2 +(ν-3)"=2는중심 C(O, 3)에서 직선 x-ν 1 二 0 사이의 거리를 

d라 하면 d=띄캠페=2껴 
" 1ι +1ι 

넓이의 최뱃값， 초|슷값을 구한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OI라 하면 

r二fi

또， 돼의 길이는돼=μ략꽁=4피 
이므로 

( i) L'" ABP의 넓이의 최멋값은 

u 

웅·돼 .(d+r)二융 '4fi '(2β+fi)二융 4β 3피二 12 

(ii) L'" ABP의 넓이의 최솟값은 

융 돼 (d-r)=융 '4fi'(2피← fi)=융 '4퍼 껴二4 

최뱃값과 최슷값의 합을 구한다. 

‘ 40% 

x 

‘ 20% 

( i ), ( ii) 에서 L'" ABP의 넓이의 최솟값과 최멋값의 합은 12+4=16 

09밤$ 
좌표평먼의 두 점 A(2, 5)와 B(4, 1)이 있다 

점 P가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일 때， 며2+굶2으1 
최뱃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겨|로 서술하여라 

[1단계] 선분 AB의 중점을 M으로 놓고， 

AM， OM의 길이를 구한다. 

[2단계] 중선정리를 이용하여 식을 정리한다 

B(4, 1) 

x 

[3단계]원의 반지름을 rOI라하면 Rfk2+PB2의 최뱃값과초앉값을구한다 

꺼탬η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M을구효다 

선분 AB의 중점을 M(3， 3)라 하면 

OM二돼짝강=3fiol고 반지름의 길이가 l이다 

A꾀=~(3→ 2)2 +(5-3)2二펴 

중선정리를 이용하여 식을 정리한다. 

넓이의 최멋값， 최슷값을구한다. 

PA2 +PB2=2(PM2 +5)01므로 

듀Ä2十굶2으| 최멋값과 최솟값은 
PM의 최멋값과최솟값을구한다. 

PM의최멋값은 

OM+(원의 반지름의 길이)=3퍼十1 

PM의최솟값은 

OM→(원의 반지름의 길이)=3fi-1 

u 

따라서 PA2 +PB2의 최맺값과 최솟값은 다음과 같다. 

(최뱃값)=2{(3피+ 1)2 +5}=48+12피 

(최솟값)=2{(3퍼_1)2 +5}二 48-12피 

‘ 20% 

<ll 30% 

<ll 5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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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L';PAB의 넓이가 최대가 도}는 점 P의 위치를 이해하기 

L';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 AB가 고정된 길이이므로 높이가 

최대이면 되므로 AB에서 원 위의 한 점 P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이다. 

즉 AB의 중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P일 때， 

가장 멀리 딸머지게 된다. 

STEP웬 원의혐을지L는직선의방정식구해| 

r쯤다~τ 깐. 
L l 니μ셔다 」

0972 

g 

A( 한::_4) 

AB의중점의좌표는 

(펴±ξ 객±a) 즉 (-3, 1) 
2 ’ 2 

이고 원의 중심이 (-8， 6)01므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호二L→(x+8)+6 
-8-(-3) 

따라서 y=-x-201므로 

a=-l, b=-2 

:. a十b=-1+(-2)=-3

y 

3I J톰 
좌표평면에 두 점 A(l, -1), B(4, 3)이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1고 선분 

AB와 만나는 원의 중심을 P라 할 때， 

선분 OP의 길이의 최뱃값은 M , 

최솟값은 mOI다.M十m으| 값은? 

(탄， 0는원점이다) 

G) ?~ ~ 3} - …-10 = 5 

@ ?~ @ 33 ~:: @• 10 ~ 5 

@ 1: 
2 

I웰.원을선분AB와 만땐서 이동시켜가며 최대 최소를구뺨 

멀훌펄>> AB메 찍멍분선의 방정식 풀이하기 
L';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이면 되므로 원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01므로 점 P가원의 중심을지나므로AB에 수직인 

직선위에놓으면된다 

^nnl , 110 , 1, 1 6-(-4) 
AB의기울기가 =1이므로 2-(-8)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즉 기울기가 -1이고 원의 중심 (-8， 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x+8)+6 :. y=-x-2 

따라서 a=-l ， b=-2이므로 a+b=-3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성+y2=13 

위의 두 정점 A( -3, -2), B(2, -3) 

과 원 위의 동점 P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뱃값은 

웅(1+ 껴)이다 pq의 값을 구빼라 

(단， p ，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j 

I뭘.뼈를 밑변으로하고 점 P가뼈로부터 최대로 떨어져 있으면 
L';PAB의 넓이가 최대01다 

STEPÐ 선분 OP의 길이가 최대가 될 경우 구해| 

원이 점 B를 지냐고 선분 OB의 연장선 위에 원의 중심 P가 위치할 [[H, 

최대가된다. 

즉선분 AB 위의 임의의 점을H라하자 

선분 OP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선분 OP의길이는 

OP=(선분 OH의 길이의 최멋값)+1 

=OB+1 
=μ갑강+1 
=5+1=6 

:. M=6 

A 

STEP굉 선분 OH의 길이가 최소가 될 경우 구해l 

원점 0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에 원이 접하고 

선분 OH 위에 원의 중심 P가 위치할 때， 초|소가 된다. 
선분 O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선분 OP의 길이는 OP=(선분 OH의 길이의 최솟젊 -1 

선분 OH의 길이의 최솟값은 

STEPÐ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위치를 이해해l 

L';PAB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 AB가 고정된 길이이므로 높이가 

최대이면 되므로 AB에서 원 위의 한 점 P가 가장 멀리 딸어져 있을 때이다 

즉 AB의 중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LI는 점이 P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된다. 

B 

_3-(-1)r_ ,\ •• _4_ 7 
점 O와직선 AB의 방정식 y+1=" 4~li'(X-1)， y=효x-효 

즉 직선 4x-3y-7=0 사이의 거리와 같다. 

선분 OP의 길이의 최솟값은 

rm_ 1-71 , _7 , _2 OP . , 1=~-1=* 
{42+(_3)2 ~ 5 ~ 5 

:. m=륭 
2 32 따라서 M+m=6+*= 5 5 u 

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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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O에서 변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 하면 

두 점 A， B를 지니는 직선의 방정식은 

ν_ -3-(-2) (x-2)-3 2-(-3) 

즉 x+5y+13=001므로 

빼=듀꽃=탤 
n‘ +5ι ι 

돼=ι펴퍼함{-2-(-3)}2=피굵1={26 

$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8)" +(y-6)"= lO2 위에 

두 점 A( -8, -4), B(2, 6)이 있다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도|도록 

하는원위의한점 P와원의중심을 

지나는직선의방정식을 y=ax+b라 

할[대， a+b의값을구하여라 

I뭘.뼈를 밑변으로하고점 P가뼈로부터 최대로 떨어져 있으면 L';PAB의 
넓이가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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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삼각형 ABP의 넓이의 회햇값구하기 

t-.PAB의 넓이의 최뱃값은 

융·뼈.(OM+ 펴)=융./젊(펠+펴) 
=꽁(1+패) 

따라서 p=2, q=13이므로 pq=2.13=26 

멸흩웰 뼈에 깎이등분선의 방정식 물01융}기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 하면 

M(-￡ -융)01고 OM=끊램=펠 
따E써 t-.PAB의 넓이가 최대일 때， 높이는훨+ 펴 
뼈=때이므로 t-.PAB의 초l멋값은 꽁(1+ 엽) 

(3) 원 장 +y2=5가직선 x+y-l=O과만나는두점을각각 A , B 

라고 하자 원 위의 점을 P라고 할 때，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뱃값을구하여라 
I뭘.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되거15는 원 위의 점 P에서 접션은 직선 AB 

와평행하다 

STEPÐ 월과직선을연립하여점 A， B의화표구하기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면 
X2+(_X+ 1)2=5 

(x+1 )(x-2)=0 

:. x=-1 또는 x=2 

A(-I, 2), B(2, -1)로 놓으면 t-.ABP의 넓이가 최대인 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의 접점일 때이다. 

g 
y=-x+1 

STEP밍 가울'1가주어진접선의방정식구훌}기 

기울기가 -1이고 원 장+y2=5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XI f5ι그F고=-XI 따 
그런데 t-.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히는 접선 l은 y=-x- {ïõ 

즉 X+y+피0=0 

STEP8 심킥형 ABP의넓이때최맺값구하기 

점 A(-1， 2)와 접선 lÁ매|의 거리 d는 

d=l -1+2+피6I 피0+1 - h2 +1" -1호-

이때 굶={(2-(-1))"+( -1-2)"=3굉 
따라서 t-.ABP의 넓이의 최뱃값은 

I_AD_ -,_I_" rn 피0+1_3({ïõ+1) 
흥 .AB.dτ.3η.1융 2 

0974 
원성+y2=4 위를움직이는점 A와직선 y=x-4피 위를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 C를 목짓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를 만들 때， 

정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랫값이 M, 최솟값이 mOI라 할 때， M+m으| 

값을구하여라 
I꽤접 A와 직선 y=x-4 째|의 거리가 정삼챔 ABC의 휠l이다 

STEPÐ 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이용하여정심킥형의높이구하기 

원 성+y2=4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ν=x-4껴 사이의 거리가 

정삼각형 ABC의 높이이므로 원의 중심인 (0， 0)과 

직선 X-ν-4딩=0 사이의 거리는 

1-4굉L 
μ고그)2-" 

STEP밍 정삼각형 ABC의넓이가최소일때와효|대일때를구해l 

g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 i )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 
그림의 정삼각형 A，B，C， OI고 

이때의높이는 4-2=2이고넓이는 

1 4 n_4~3 강 • 검 .2=굉으 ‘높이가2인정삼각형의한변의길이는옳 

( ii)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림의 정심각형 A2B2C2 01고 

이때의 높이는 4+2=6이고 넓이는 

1 12 ~ .n r;:; 강 • 꿇 .6=1243 ‘높이가6인정삼ζ형의한변의길O는꿇 

4 ;1 3 
( i ), ( ii)에서 M=12돼， m"==='렐으이므로 

rn I 4{3 _40{3 M+m=IU3+ •}• •-•• , v , 3 3 



0975 
A공장에서 서쪽으로 2km떨어진 지점에 B공장이 있고 A공장에서 동쪽 

으로 2km, 남쪽으로 4km떨어진 지점에 C공장이 있다.A， B， C세 공장 

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물류창고를 지을 때， 각공장에서 물류창고 

까지의 거리(km)는? (단， 세 공장A， B，C.와 물류창고는 동일 평먼 위에 

위치하며 공장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연결한 평면상의 거리이다.) 

CD {ïõ ~피1 @2돼 

@{ï3 @피J 

STEPÐ 물류참고의 위치가 외접원의 중심임을 이해하기 

A공장의 위치를 원점으로 하여 세 공장의 워치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먼 

A(O, 0), B( -2, 0), C(2, -4)이고 A， B，C.세 공장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므로 물류창고의 위치는 L'>ABC의 외심이다. 

x 

STEP밍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 

세 점 A， B， C를 지니는 원의 방정식을 성+y2+ax+by+c=001라 할 [대， 

점 A(O, 0)을 지나므로 c=O ...... ô) 

접 B(-2， 0)을 지나므로 4-2a+c=0 ...... 。

점 C(2, -4)를 지나므로 4+16+2a-4b+c=0 ...... @ 

ô)，(Q，@에서 a=2 , b=6 , c=OOI므로외접원의 방정식은 

X2+y2+ 2x+6y=0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1)2 +(y+3)2= 10이므로 각 공장에서 

물류창쿄가지의 거리는 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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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피6인 

원 0가있다.그림은원 O 위의 

두점 A， C와원 내부의 점 B를잡아 

AB=8, BC=4, ιABC=900 ;가 

되도록 원과 원의 내부의 일부를 잘라낸 

도형이다 OB=l이라 할 때， 312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원 O를 원점으로 하는 화표평면에서 직선 AC의 방정식 세우기 

반지름의 길이가 2피6인 원 0의 

중심을 좌표평면의 원점으로 하면 

원의방정식은 

X2 +y2=(2피0)"=40 ...... 。

이때 직선 AC의 기울기는 

종=-201므로 
직선 AC의방정식을 

y=-2x+k(단" k는 상수)라 하자 

g 

STEP딩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하여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AC는 원 0의 현이고 AC=얘늄꽁=180=4펴 
이때 점 0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이등분 하므로 

AH=허=2{5 
직각삼ζ펠 AOH에서 

OH =.; (2 {ïõ )2 _(2{5 )2 =(젊=2{료 .... “ 잉 
점 O와 직선 -2x-y+k=O .. I..f이의 거리는 

ALT_ Ikl _Ikl OH ''"' ';C 
.; (-2)" +( _1)2 ‘5 

Ikl (Q，@에서검=2돼 

:. k=10(': 직선 AC의 g절편은양수이다j 

즉직선 AC으| 방정식은 ν=-2x+10 ...... @ 

!hl 

맨
E
따
뾰
쇼
 

@ 

STEP$ 직선과원의교점을구하기 

(5)，@을연립하면 

x 2+(-2x+10)"=40 

x 2- 8x+12=0, (x-2)(x-6)=0 

:. x=2 또는 x=6 

이때 각각으Iy좌표는 @에 의해 y=6 또는 y=-2 

:. A(2, 6) 또는 C(6, -2) 

즉 점 B의 좌표는 점 C를z축으|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점01므로 

B(2, -2) 

따라서 1=굶=합ζ장=2피01뾰 312=3(2피)2=24 

@률펠 두원으|교점을구뼈 풀이하기 

STEPÐ 두원의방정식을구승까 

위의 그림과 같이 원 0의 중심을 좌표평면의 원점으로 하고 점 A의 좌표를 

(μ， v)라 놓으면 점 B와 점 C으| 좌표는 각각 (μ， ν 8), (μ+4， ν 8) 

한편 6표=2피001므로 
μ2+ν2=40 ...... ô) 

또한， OC=2피001므로 

(μ+4)"+(V-8)2=40 ...... (Q 

@과@을연립하여풀면 

(μ， v)=(2, 6) 또는 (-6, 2) 

이때 점 B의 좌표는 (2, -2) 또는 (-6, -6) 

STEP밍 l의값구해| 

그런데 (-6, -6)은 원 내부의 점이 아니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B의 좌표는 (2, -2) 

따라서 1=굶=합F한=얘01뾰 312=24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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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음 물음어| 답하여라. 

(1) 두 실수 x， y가 등식 (x-y-3) (x+y-2)=0을 만족시킬 때， 

6(x2 +ν2)의 최솟값은? 

(1) 4 CZ> 6 @8 
@10 @12 

I뭘.두 다향식 A， B가 있을 때， AB=O이먼 A=O 또는 B=O이라는 성질을 
01용효H二t 

즉등식 (x-y-3)(x+y-2)=0은x-y-3=0 또는x+y-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좌표평면 위의 점 (x， y)가 직선 

x-y-3=0또는 직선 x+y-2=0 위에 존재펀κ1는 갓을 의미하는 것이다 

STEPÐ 주어진 둥식을 만족하는 직선 구하기 

등식 (x-y-3) (.~+y-2)= 0에서 y 

x-y-3=0 또는 x+ν 2=0 

이므로주어진등식 

(x-y-3)(x+ν-2)=0을 만족하는 

도형은 아래 두 직선과 같다 

y=-x+2 

STEP딩 X2 +y2의 최슷값구하기 

6(삼+y2)에서 상+y2=k(k > 0)라 하면 점 (x , y)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인 원 위의 점이다. 

즉 원 상+y2=k가 직선 y=-x+2어| 접할 경우 k으| 값이 최소이다. 

원점과 직선 x+y-2=0 사이의 거리가 얘의 최솟값이므로 

샤르뽑긴=피에서 k 르 2 
따라서 6(X2+y2)=6k 르 12이므로 최솟값은 1201다.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와 세 점 
A(2, -2), B(4, 1), C(l, 2)를 

목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의 

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 

대하여 X2+y2-4x+4의 최뱃값을 

M , 최솟값을 mOI라 할 때， 

39(M-m)의 값을 구하여라 

y 

A(2, -2) 

.뼈. 임의의 점 (x , y)는 원과시각형 OABC의 둘레 위에 있는 점이므로 
점 (x, y)는 원과사각형의 교점이다 

STEPÐ 상+상 4x+4=k라하면원의중심과반지름의길이구하기 

X2 +y2-4x+4=k라 o~면 

(X-2)2+y2=k는 중심이 (2 ， 0)01고 반지름이 J강인 원이다. 

STEP밍 k으|회맺깊t과최솟값구하기 

k가 최대 (X-2)"+y2=5 

$ 

、 k가 최소 (X-2)2十y2=뚫 
A(2, -2) 

332 

( i ) 패가 최대일 때는 원 (X-2)2十y2=k가 점 B(4, 1) 또는 C(l, 2) 

를 지날 때이므로 *써형O뼈C 툴레 위의점중월의 중심과의 거리가최대인점 

다=~ (2-4)2 +(0-1)2=~ (2-1)2 +(0-2)2=돼 

•• 초|뱃값 M=5 

( ii) 얘가 최소일 때는 원이 직선 AB와 접할 때이다 

두 점 A(2, 一2)， B(4, 1)을 지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은 

-2-1 y-l = --;,"_--" ~ (x-4) 2-4 
즉 3x-2y-l0=0과 접할 때이므로 

μ」 3 ， 2-2'0-1이 3 • 

- 심급ζ한 -m 
16 최솟값 m= 13 

따라서 39(M-m)=잃(5-뚫)=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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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과 

반원으로 01루어진 태극문양이 있다. 

태극문양과 직선 y=a(x-l)O l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날 때， 상수 

Q으|범위는? 

(1)-돼<a<O CZ>-똥 <a<O 

@-펼<a<O @O<a<훈 

@O<a<펼 
.뭘틀’x어I~뼈!관계없이 항상점 (1 ， 0)을지난다 

n ~ ‘ 

STEPÐ 태극문양콰 직선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나게 도l는 경우 
이해하기 

직선 ν=a(x-l)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1 ， 0)을 지나고 기울기가 

a~ 직선이므로 주어진 도헝과 서로 다른 다섯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원 (x+ 1)2 +y2= 1 (ν 르이과서로다른두점에서 만나면 다음그림과 

같이 (i) ， (ii)Á매|에 위치할때 이다. 

I 

( i ) 

( ii) 

STEP밍 S악 Q의 범위 구하기 

( i )에서 직선 y=a(χ-1)은 ν=001므로 

α(X-l)=Q :. a=O 

( ii)에서 직선 ax-y-a=O이 원 (X+ 1)2+y2= l(y 드이과접하면 

원의 중심 (-1 , 0)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와 반지름의 길011은 같다 

_ I-a-이 πrτ -누는 U. U I n = 1, 12a I=f a2 + 1 
va2+(-1)ι / 

양변을 저|곱하여 정리하면 

3a2=1 

a>O이므로 a=펼 

( i ), (ii)에서 O<a<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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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평면 위에 원 C : (X-1)2+(ν←2)2=4와 두 점 A(4, 3), B(l, 7)이 

있다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과 직선 
AB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은? 

m .1_ c2) ~ ι、 1…• 1ι ← …• 

、ν 15 = 15 = 5 

@，~ @-Jo 15 = 3 

.뭘I’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의 자취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 거리의 최슷값을 
구한다. 

STEPÐ 무게중심이 나타내는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원 C 우|의 점 P(a, b)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x, y)라하면 
x 강士4+1 ", _b+3+7 

3 ' " 3 
Q 二3x←→5， b 二 3y-10

점 P는 원 C 위의 점이므로 

(a-1)2+(b←2)2二4

.. GJ 

•• (Ç) 

@에 Q을대입하면 

(X-2)2 +(ν_4)2二(중r 

STEP@ 무게젊과직선 AB사이의거리의최솟값구해l 

직선 AB으| 방정식은 4x+3y-25=001므로 삼각형 PAB으| 무게중심이 

그리는 원의 중심 (2， 4)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는 

남같뀔걷tU= 1 
‘ 4 2 +32 

따라서 거리의 최솟값은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이 그리는 원과 

2 1 
직선AB 사이의 최단거리이므로 1-←二←

3 3 

y 

중심이 (2, 4)01고 반지름이 뀐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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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길이가 16 ,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그림 1]은 네 꼭짓점을 A, B, C， D라 

하고 변 BC， CD， DA와 접히는 원을 

그런 것이다. [그림 2]와 같이 점 A와 

| (J 
C가 만나도록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을 때 생기는 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P， Q라 하자. 

선분 PQ의 길이를 k라 할 때， 5앙의 값을 구하여라. 

때
m
-딴
써
따~
ι
 

| 쫓〕 
[그림 2] 

STEPÐ 접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각 선분의 길이 구하기 
A F_------x---- “ T、

T 합l\ 

B' 

위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를 접어서 생기는 점을 

각각 B' ， E, F라하면 

ιFCD= ιECB' ， DC=AB=CB' 二8

* ιFCE=8라 히연 ιFCD+8= ιECB' 十 8=90。이므로 ιFCD= ιECB' 
ιCDF= ιCB'E=90。이므로 삼각형 CDF와 삼각형 CB'E는 

ASA합동이다 이[대 FD를z라 하면 

FD=EB'=EB二x ， AF=FC二 16-x

즉 직각삼각형 CDF에서 피타고라스정리에 의하여 

x 2+82=(16-x)2 :. x=6 

STEP@ 주어진도형을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점과직선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기 

u 

B(~8， 0) x 

직사각형 ABCD를 좌표평면에서 위에 그림과 같이 놀으면 

원의 중심 G의 좌표는 G(4， 4)01고 두 점 E， F으| 좌표는 

E( -2, 0), F(2, 8)01므로직선 EF의 기울기가쏠뭘)=2이고 

점 E(-2， 0)을지나므로 y=2(x十2) ， 즉 y=2x+4이고점 G에서 

직선 EF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18-4十41 _ 8 

GH는 원의 중심 G에서 직선 EF까지의 거리이므로 ••••••-•• 
β갑(_1)2 - {5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GP=4이므로 직각삼각형 GP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f.2 (8 \2 4 
PH二，/42 ← 겪드 1 = ~ :. k=PQ二2PH= ~ F 펴 ) - {5 .. "-'"，， -~'H I료 

64 따라서 5k2=5' 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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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듭「하여라. 

(1) 점 (3 , 1)을 점 (1 , -2)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1, → 1)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하기 

점 (3, 1)을 x축의 농렇F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1, -2)라하면 

3+a=1, 1+b= • 2 

:. a二 2, b二 3 

즉 주어진 평행이동은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것이다. 

점 (-1, ← 1)로옮져진점의좌표구하기 

이때 (-1 , ← 1)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m, η)라 하면 

(m , η) • (m-2, η-3)=(← 1 ， -1) 

m-2=-1, n-3=-1 

'.m二 1 ， n 二 2

따라서 점 (-1 , -1)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는 (1 , 2) 

(2) 점 (5 , ←3)을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직선 x+2y-l=0 위의 점일 [대 ， a으| 값을 구하여라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하기 

점 (5 , -3)을 t축의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햄|동한 점을\5+a， -4) 

평행이동한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a으| 값 구하기 

점 (5+ι →4)가 직선 x+2y-l=0 위에 있으므로 

5+a-8~1 二 O

:. a=4 

두 점 A( -1, a), B(b, 4)가 어떤 평행이동에 의하여 각각 A' (1 , 3), 

B'(5 ， 7)로 옮겨질 때，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접 (a , b)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구하여라.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하기 

두 점 A(• 1, a), B(b, 4)가 각각 A' (1, 3), B' (5, 7)로 옮겨지므로 

평행이동은z축의 방향S로 2만큼， ν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것이므로 

α+3=3， b+2=5 

:. a二 0， b=3 

점 (a , b)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 구하기 

따라서 점 (0， 3)을 I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2， 6)으로 옮겨진다. 

좌표평면 위의 점 P(x, ν)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이동하거나 이동하 
지 않는다. 접 P가 점 A(7， 5)에서 출발하며 어떤 점 B에서 더 이상 이동 

하지 않게 되었다- 점 A에서 접 B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횟수는? 

(개 g二2x이면 이동하지 않는다. 

(나) ν <2x이면 I축으|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대 ν >2x이면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CD4 
@7 

~5 

@8 

@6 

점 B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 조건 구하기 

점 P가 g二 2x 위의 점이 되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동하는 점의 

ν좌표가X좌표으12배가 되먼 된다. 

조건을 이용하여 이동한 횟수 구하기 

• A(7, 5)는 5< 7.2이므로 (내에 의하여 점 (6 , 5)로이동한다. 
칸ξ으 닙}버。E 
드」 여~ 

점 (6, 5)는 점 (5, 5)로 
점 (5 ， 5)는 점 (4 ， 5)로 

점 (4, 5)는 점 (3, 5)로 
점 (3, 5)는 점 (2, 5)로 움직인다. 
그리고점 (2 , 5)는 5> 2'2이므로(대에 의하여 점 (2 ， 4)로 이동한다. 
점 (2 , 4)는 4=2 ， 2이므로 (가)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 A는 총 6회 이동한다.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직선 3x+2y+9二 0을 z축으| 방향으로 Q만큼평행이동한직선이 

원점을 지날 [[H , 상수 Q의 값을 구하여라. 

주어진 직션올 평행이동한 후희 직선의 방정석 구하기 

직선 3x+2y+9二 0을 χ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먼 

3(x-a)+2y十9=0

:. 3x+2y-3a+9二 o ...... Gl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a의 값구하기 

직선 @이 원점을 지나므로 

3'0+2'0-3a+9二 0 ， ,-3a+9=0 :. a=3 

(2) 직선 y=-2x+n을 x축의 농렇F으로 3만큼， ν축의 방향으로 

4만큼평행이동하였더니 직선 g二 -2x-101 되었다 

이때 %의 값을 구하여라. 

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한후，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g二-2x+η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y+4=-2(χ-3)+η 

η• y=-2χ+2+η ...... Gl 

평행이동한 직선이 g二 2x-l임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직선 @이 ν=→2x-101므로 2+η=-1 

따라서 η二→3 

I롤훌 역 방항으! 평행이뚫 이용얘 풀이하기 

직선 y=-2x+η은직선 y=→2x-1을 z축의 방향으로 -3만큼， 

ν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직선과 같으므로 

ν←4二 2(x+3)-1 :. ν二 -2x-3

따라서 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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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 -2)를 점 (0,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x+ay+b=OOI 

직선 x-2y+6=O으로옮겨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구하여라 

매
빠
E
 으
때
 

'r-기B' (7, 4) 
O'-~A' 

B/ 
x 2 0 

점 (1 , -2)를 점 (0 , 1)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은 z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직선 x+ay+b=O을 x축으|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x+ 1)+a(y-3)+b二O

즉 x+ay-3a+b+1=001 x-2y+6=0과 일치하므로 

Q二←2， -3a+b+1=6 

따라서 Q二 -2， b=-l이므로 Q十b=-3 STEPG 두 점 A’， C'의 조}표 구흡}기 

직사각형 OABC에서 점 B의 좌표는 B(2, 1)01다. 

점 B(2, 1)01 점 B' (7, 4)로 옮겨지므로 직사각형 O'A'B'C'은 

직사각형 OABC를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것이다 

두 점 A(2, 0), C(O, 1)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시키면 

A' (7, 3), c' (5, 4) 

STEPG) 두접 A' ， C'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구하기 

두 점 A ’ (7, 3), c' (5, 4)를 지나는 직선 A'C'의 방정식은 

y-3=환중(x-7) 
1 .. , 13 

.y=-항+강 

따라서 x+2y-13=001므로 a-b=14 

0985 
다음 물음에 듭「하여라. 

( 1) 직선 g二 ax+b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방향으로 1만큼 

평행01동한 직선은 직선 y= 한+1과g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때 상수 a， b의 곱 ab으| 값은? 

(j) 8 (g) 10 @ 12 
@14 @16 

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한 후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y=ax+b를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직선의 방정식은 y+1二 a(x-2)+b 

ι g二 aX-'-2a+b-1 ...... (5) 0987 
원 (x-a)2+(y-b)2=C를I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원 짚+y2=4와 일치할 때， 상수 a， b ， c의 합 

a+b+c값을 구하여라. 

STEPÐ 주어진 월을 평행이동한 후， 원의 방정식 구하기 

원 (x-a)' +(y-b)'= c를 Z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4)-a}2 +{y-( -1) • b}2=C 

즉 (x+4 • a}'+(y+1-b)2=c ...... (5) 

g ‘ 1 STEP뼈 평행이동한직선이 g二 강x+1과g축위에서수직으로만나는 

것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5)01 직선 y=←환+1과 g축 우|에서 수직으로 만나므로 

@의 기울기는 2이고 g절편은 1이다. 

따라서 Q二 2， ←2a+b-1 二 1이므로 a=2， b=6 :. ab= 12 

(2) 직선 x-2y+3=O을 x축으|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피가 되었다. 
이때양수 b의값은? 

(j) 1 (g) 3 
@6 @8 

STEPG) 평행이동한 원이 상+y2二4임을 이용하여 a， b ， c으| 값구하기 

@이 원 상+ν2=4와 일치하므로 

4-a=0, 1-b=0, c=4 

:. a=4, b=l, c=4 

따라서 a+b+c=4+1+4=9 

@5 

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한후，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멀흩펠 역 방항의 평행이동을이용뼈풀이해| 

원 X2+y2=4를 z축으|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원 (x-4)2+(y-1)2=4가 원 (x←a)2+(y-b)2=C와 일치하므로 

a=4, b=l , c=4 
따라서 a+b+c二4+1+4二9

직선 x-2y+3=0 ...... (5) 

을 I축으|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X-1)-2(y-b)十3二O 

x-2ν+2b+2=0 ...... <0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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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훌펠 원의앓을평행이동뼈 풀이하기 

중심의 좌표가 (a , b)OI고 반지름의 길이가 ι인 원을x축으|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l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점 (0 ，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과 일치하므로 

a-4=0, b-1=0, ‘1c=2 

:. a=4, b=l, c=4 

따라서 a+b+c二4+1+4二9

좌표평면에서 원점 O와두 접 

A(2, 이， C(O, 1)에 대하여 

OA， OC를 두 변으로 히는 

직사각형 OABC를 평행이동하여 

0-• O' , A-A' , 
B-• B' , C-C' 
으로옮겨지도록하였다 

점 B'의 좌표가 (7， 4)일 때， 

직선 A'C'의 방정식은 ax+2y+b=001다.a-b의 값을 구하여라 

두 직선 (5),<0 사이의 거리는 직선 @ 우|의 한 점 (-3 , 0)과 

직선 P 사이의 거리와 같으므로 

/5, 12b-11=5 
l 3 • 2.0+2b+21 

h 2+(-2)2 

2b-1=-5 또는 2b-1 二 5 

따라서 b가 양수이므로 b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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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듭녕}여라 

(1) 좌표평면에서 원 (x+ 1)2 +(y+2?= 9를 Z축의 방향으로 3만큼， 

g축의 방향으로 Q만큼평행이동한원을C라하자 원 C의 넓이가 

직선 3x+4y-7二 O어| 의하여 이등분 되도록 하는 상수 Q으| 값은? 

G) t (2)중 @홍 

@t @용 

주어진 원을 평행이동한후 원 C의 방정식 구하기 

원 (x十 1)2 +(Y+2)2=9를 x축으| 방향으로 3만큼， ν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C이므로 원 C의 방정식은 {(x • 3)+ 1}2 +{(ν a)+2}2二9

'. (x-2)2+(y-a+2)2=9 

원 C의 넓이를 01등분하도록 하는 상수 Q의 값 구하기 

원 C의 넓이를 직선 3x+4ν 7=0이 이등분하므로 

직선이 원 C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 

원 C의 중심의 좌표는 (2， a-2)이므로 x=2， y=a→2를직선의 방정식 

3x+4y←7二 O어| 대입하면 

3.2+4(a-2)-7二O

6+4a-8-7=0， 4a二 9

Q二융 

~2， a-2)\ 

'" / 3x+4y-7=0 

(2) 원 (X-2)2十y2二9를 g축으|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직선 3x+4y+l 二O과 접할 때， 모든 a2.1 값의 곱은? 

G) -11 (2) -9 @-7 
@-5 @-3 

주어진 원을 평행이동한후 원의 방정식 구하기 

원 (X-2)2+상=9를 ν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χ 2)2+(ν a?=9 ...... Gl 

평행이동한 원이 직선과 접할 때， 양수 Q의 값 구하기 

@이 직선 3x+4y+l=0과 접하므로 원의 중심 (2, a)에서 
직선 3x+4y十 1 二 O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3과 같다 

13'2+4a+ll_I 7+4al_ η 
π환그~- -s -.) 

14a+7 I=15 
4a+7二 15 또는 4a+7二 -15 

δ rr~ 11 .. a=z 느」는 Q 二 5 

( 11 \ 
따라서 모든 Q으| 값의 곱은 2'( ←긍)二 11 3x+4y+l=0 

g 매싣엠져V문저V 
원 χ2+，ν2←6x二 0을 I축으l 방향으로 Q만큼평행이동하면 직선 y=x+l과 

접할 때， 실수 Q으| 값의 합은? 

G) -10 (2) -8 
@-4 @-2 

@-6 

주어진 원은 (x • 3)2 +y2二 901므로 x축으|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a-3)2+ν2=9 

이 원의 중심 (a十3， 0)과 직선 x-y+l=O 사이의 거리가 3이어야 한Cf. 

::;0;;;: la+3+11 _'l nln ;::::J ~_ A ...J_ô) r;:; =;--，=~~~~슨二3이므로 Q二 4土 3V2
~12+ ← 1 )' 

따라서실수 Q의값의합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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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원 X2 +y2=25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원과직선 3x-4y+l=001 만나는두점을 A， B라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평행이동 한 원의 방정식 구하기 

원상+ν2二 25를 z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X-2)2+(ν+2)"=25 ...... Gl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선분 AB의 

길이구하기 

원 。의 중심을 C(2, -2)라 하고 

점 C에서직선3x-4y+l=0에 

내린수선의발을 H라하면 

AB=2AH이고 직각삼각형 ACH 

에서 돼=굶℃찮 ...... Gl 

이때점 C와직선 3χ 4y+l 二O

사이의거리를 d라하면 

16+8+11 _15 
d二 CH • τ 3 

~32+(-4)' ;) 

이를@에대입하면 

νT 3x•• 4y+l=0 

x 

A료=돼ε강二4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2AH=2'4=8 

(2) 원 x2+ν2-4x+6y+9二 O과 이 원을x축으|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의공통현의 길01가 2일 때， 

모든 실수 Q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주어진 원울 평행이동한후 원의 방정식 구하기 

X2 +y2←4x+6ν十9二0에서 

(x→2)2+(y+3)2二 4 ...... Gl 

이므로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2묘텀 평행이동한 

원 (x-a • 2)2 +(y→ 2+3)2二4

(χ→Q→2)2 +(Y+l)2二 4 ...... cg 

공통현의 길이가 2일 때， a으| 값 구하기 

두 원 Gl， cg의 중심이 각각 C(끽 • 3), c' (a+2, -1)이라 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CC' 二~ (a+2-2)2 +(-1十3)2二μ릅J 
이때 공통헌의 길이가 2이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 AC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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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함수 y=x'-2x十Q으| 그래프를 g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한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상수 Q으| 값을 구하여라 

평행이동 한 이차함수식 구하기 

ν二x2-2x+a으|그래프를 g축으|방향으로 4만큼평행이동한식은 

ν+4二x2-2x+a

:. y二x2-2x+a→4 ...... Gl 

t축에 접할 때， a으| 값 구하기 

@이 g二x2 -2x+a-4=(x← 1)2+ a -5

이 그래프가I축어| 접하므로 

a-5=0 :. a=5 

I틀훌 판별식을 이용뼈 풀이하기 

j(x)=x2 → 2x十a-4어|서 이차방정식 x'-2x+a-4=0으| 

판별식 D라 하면 중근이므로 

용=1-(a-4)=0 :. a=5 

이차함수 ν=x2← 2x의 그래프를 z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방향 

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직선 y=mx와두 점 P, Q에서 만난다 

선분 PQ의 중점이 원점일 [대， 상수 m으| 값은? 

G) -2 Ø-1 @O 
@ 1 @ 2 

평행이동 한 이치함수식 구하기 

ν=x2 -2x=(x← 1)2- 1을 z축으| 방향으로 2,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 1 =(x+2-1)2- 1 

g二(x+1)'-2 ...... Gl 

선분 PQ의 중점이 원접일 때， m으| 값 구하기 

@과 직선 y=mx와의 교점으Ix좌표는 (x+1)2- 2 =mx으| 근이다. 

즉 투 교접의 중점이 원점이므로 이차방정식 x2 +(2-m)x-1=0으| 

두근의합이 0이다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m)=0 :. m=2 

좌표평면에서 포물선 y=싱 2x를 포물선 ν=삼 12x+3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1: x-2ν二 001 직선 「으로 옮겨진다 

두 직선 1, l' 사이의 거리를 d라 할 llH, d2 으| 값을 구하여라 

직선 7'21 방정식 구하기 

포물선 g二x2 -2x를 z축 방향으로 m만큼， ν축 방향으로 η만큼 

평행이동하먼 g η二(x←m)2- 2(x-m)

.. y=x2←2(m+1)x+m2 +2m+η ...... Gl 

포물선 @이 포물선 g二x2 -12x十30과 일치하므로 

2(m+1)=12, m2十2m十n=30

:. m 二 5， η=-5 

직선 1: x-2ν=0을 z축 방향으로 5만큼， ν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x←5)-2(ν十5)=001므로 

직선 l' : x-2y-15=0 

두 직선 l,l' 사이의 거리 구하기 

두직선 l， l' 사이의 거리 d는직선 

x-2ν二 O 우|의 점 (0 ， 0)과 직선 

x-2ν→ 15=0 사이의 거리와 같다. 

d=I-;_51 펴 ••-,=• =3‘ 5 v5 
.. d2=45 

I훌훌 포물선의 편점을 이동하여 풀이해| 

이차함수 y=x2 -2χ二(χ 1)2- 1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1 , -1)이고 이차함수 y=삼 12χ+30二(X-6)2_6으|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6 , -6) 이므로 

포물선 ν二x2 -2x를 z축 방향으로 6-1=5만큼， ν축 방향으로 

6←(-1)= ←5만큼 평행이동 한다. 

ν 
x-2ν=0 

.τ 

매
뻐
m
-으
때
 

다음 물음에 듭녕}여라. 

(1) 점 A(2， a)를 x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 A'이라하고 

점 B(3, b)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이라 하자. 

두 점 A' ， B'이 일치할 [매， 실수 a ， b에 대하여 a+b으| 값을 

구하여라 

두점 A' ， B'의좌표구하기 

점 A(2, a)를 z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A'으| 좌표는 

A' (2, -a) ""y좌표의부호만반대 

점 B(3, b)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B'으| 좌표는 

B' (b, 3) ""x대신 ν를 ν대신 1를 대입;;f71 

두 점 A' ， B'이 일치함을 이용하여 a ， b의 값 구하기 

두 점 A' ， B'이 일치하므로 α=-3， b=2 

따라서 a+b二←3十2二 1 

(2) 점 (a, b)를 z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P, Q, R 

이라 하자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2, 1)일 때， 

상수 a ， b에 대하여 Q十b으| 값을구하여라. 

대칭인 점 P， Q， R으| 좌표 구하기 

점 (a , b)를 z축， ν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각각 

P(a, -b), Q( • a, b), R(-a, -b)OI다. 

삼각형 PQR으|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a, b으| 값구하기 

P(a, -b), Q(-a, b), R( • a, ←b)이므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a-a-a -b+b-b \ "" (a b \ 좌표는 (4 ))))••) 늑 (-~.-4) 
\ 3 ’ 3 /’ \ 3 ’ 3/ 

즉무게중심의조딱가 (-2 ， 1)01므로 한 2, 흉二 1 
따라서 a=6, b=-3이므로 a+b=3 

좌표평면에서 점 A(l , 3)을 z축， ν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접을 각각 

B， C라하고， 점 D(a， b)를 χ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 E라하자 

세 점 B， C， E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직선 AD의 기울기는? 

(단， a 추 :t 1) 
G) -2 ø -1 @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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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싱+ν2+2x+2aν+b=O을 χ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후직선 

ν=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도형은 (X+2)2+(Y+1)2二9이다. 

이 [[H ab의 값을 구하여라 

원 x2 +ν2+2x十2ay+b=0을 z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원의 방정식은 

장+( -y)2+2x+2a( -y)+b=O 

원 x2+ν2+2x-2ay十b 二0을직선 ν=x어| 대하며 대칭이동한원은 

y2+X2+2，ν 2ax+b=0 

즉 X2 +y2← 2ax十2y+b 二 O 

원을 대칭이동 하여 원의 방정식 구하기 

접 B， C으| 화표를 이용하여 직선 BC의 방정식 구하기 

점 A(l , 3)을 x축， ν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이각간 

B(l, -3), C( -1, 3)01므로 
직선 BC의방정식은 

3-(-3) 
ν+3=~_듀τ(X-1) 

:. y= • 3x 
\'3 (1, -3) 

세 점 B， C， E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직선 AD으| 

기울기구하기 

(X+2)2 十(Y+1)2=9와 일치할 때 a ， b 으| 값 구하기 

원 X2+y2-2ax+2y+b=0에서 (x-a)'十(y+1)'= α2+ 1 -b

원 (χ+2)2 +(y+ 1)2= 9와 일치하므로 

Q二 2, a2 +1-b二9

따라서 a=-2， b= ←401므로 ab 二 8 

점 D(a, b)를 z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E(a, -b)이고 점 E가 
직선 BC 위에 있으묘로 b二 -3a :. b 二 3a

'- b-3 _ 3a-3 _ 3(a-1) 
따라서직선 AD의기울기î= ~ --: == v:: _,'-' == '-' '_'-" _, ~J == 3 

Q • 1 a-1 a-1 

두 직선 BC와 CE의 기울기가 같음을 이용한풀이하기 

세 접 B， C， E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직선 AD의 

기울기구하기 I흩훌 원으| 중심을 대칭이동뼈 풀이하기 

원의 중심을 대침이동하여 접의 좌표 구하기 

원 x2 +ν2+2x+2aν+b 二 0에서 (x+l)' +(y+a)2二 1 +a2 -bOI므로 

중심이 (-l , -a) 

중심 (-l ， -a)를 z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1 , a)이고 
y二Z에 대해 대침이동하먼 (a, -1) 

세 점 B， C， E가 한 직선 위에 있으므로 직선 BC의 기울기와 직선 CE의 

기울기는같다. 

'- 3-(-3) 
이때 직선 BC의 기울기-c "_'_1\__~/ ==-3, 직선 CE의 기울기는 1 • 1 

b-3 • b-3 ~I~= -b-3 二 Ol~로 「→←二-3 :. b=3a a-(-1)- a+1 ~I~ a+1 

(X+2)2 十(Y+1)2=9와일치할때， a, b으| 값구하기 
점 (α， -1)이 원 (χ+2)2 +(y+ 1)2二 9으| 중심과 일치하므로 

a=-2 ...... (5) 

또한， 반지름이 3이므로 1+a2-b=9 
'. b 二 -4(': (5)) 

따라서 Q二 -2， b 二 -4이므로 ab=8 

'- b-3 _ 3a-3 따라서 직선 AD의 기울기 →}←二→←←←3
는 a-1 a-1 

점 P(a, b)를 ν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저13사분먼 위에 있을 때， 

접 Q(a-b， ab)를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후 y축에 대하여 대칭이통 

한 점은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여라. 

다음 물음에 듭「하여라. 

a ， b의부호를구하기 

점 P(a, b)를 ν축에 대하여 대침이동한 점은 (• a, b)이고 
이 점이 저13사분면 위의 점이므로 a < 0, b < 0 :. a > 0, b < 0 

( 1) 원 (x+ 1)2 +(ν十3)'=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을 C라 

하고직선 mx-y+6=0을 g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직선을 l이라 

하자 직선 l이 원 C의 넓이를 이등분할 [[H , 상수 %의 값은? 
φ3 ~4 @5 
@6 @7 

톨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제 몇 사분면 위치인지 구하기 

점 Q(a-b, ab)를 원점 대칭하면 (-a十b， ← ab)이고 

이 점을 g축011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a-b , -ab) 

이때 α > 0, b < 0이므로 a-b > 0, -ab > 0 

따라서 점 (a-b, ← ab)는 저11사분먼 위에 있다.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침이동한 원 C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을 g축어i tH하띠 대침ûj동한 직진 f픽 합침석 구하';;i 

직선 mx-y十6二 0을 ν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먼 

1: -mx-y+6=0 ...... 。

원 (x+1)2+(y+3)2=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C: (x • 1)2 +(y-3)'二4
@ 

다음 물음에 듭h하여라. 

(1) 직선 ν二 2x+6을 직선 ν=x에 대하여 대징이돌한 직선에 

수직이고 점 (2,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 m 구하기 
직선을 y=x어| 대하여 대침이동하기 

y=-2x+6을 직선 ν二I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X二←2y+6 ν二 융x+3 鋼
직선 Q은 원 @으| 넓이를 이등분하므로 

직선 1: -mx-ν+6二 O은원의중심 

(1 , 3)을지난다 

따라서 @에 X二 1， Y 二 3을 대입하면 

m • 3+6=0 :. m二3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기울기는 웅01므로 01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 

따라서 기울기가 2, 점 (2 ,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ν 3=2(x-2) 

:. y二 2χ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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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x-a)2+(y+l)2=4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이 

직선 3x+4y+l=O어| 접할 때， 모든 Q의 값의 합은? 

(j) 1 ~2 @3 
@4 @5 

STEPÐ 원을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 구흘}기 

원 (x-a)2+(y+l)2=4를 직선 y=x어| 대칭이동시킨 원의 방정식은 

(x+l)"+(y-a)"=4 

STEP잉 직선과 원이 접하는 성질 이용하기 

이 원과직선3x+4y+l=O이 접하므로 

원의 중심 (-1 , a)에서 직선 
3x+4y+l=O까지 거리는 

원의 반지름 2와 같으므로 

1-3+4a+ll 
L부묶닥스L=2， 12a-ll=5 

43ι+4‘ t 

2a-l=5 또는 2a-l=-5 

:. a=3 또는 a=-2 

따라서모든 a의 값의 합은 3+(-2)=1 

3x+4y+l=O 

0998 
포물선 y=x2-4mx+5m2 -3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후， 다시 

t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가 (-4 , k)일 때， 
상수 m， k에 대하여 m+k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원점과Z측에 대하여 대칭이동한포룰선의 방정식 구하기 

포물선 y=x2-4mx+5m2 -3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y=(-x)"-4m(-x)+5m2-3 

:. y=-x2-4mx-5m2+3 

이 포물선을 다시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y=-x2 -4ηα-5m2 +3 

:. y=x2+4mx+5m2-3 

STEP@ 포물선의꼭짓점의좌표구하기 

y=x2 +4mx+5m2 -3어|서 ν =(x+2m)2 +m2-3 

이 포물선의 꼭짓점으| 짧는 (-2m, m2-3) 

이 점이 점 (-4, k)와 일치하므로 
-2m=-4, m2-3=k 

:. m=2, k=1 

따라서 m+k=2+1=3 

멀흩켈， 포물선의 꼭짓점을 대칭이동뼈 풀이õf7 1 

STEPÐ 포물선의 랬점을 대칭이동률뼈 점의 화표구해| 

포물선 ν=x2-4mx+5m2 -3어|서 y=(x-2m)2十m2 -3

꼭짓점이 (2m , m2-3) 

꼭짓점01 (2m, m2 -3)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2m , -m2+3)01고 X웰| 대해 대칭이동하면 

(-2m, m2-3) 

STEP훌 포물선의꼭짓점의화표가 (-4， k)일때， k 구해| 

점 (-2m , m2 -3)이 점 (-4, k)와 일치하므로 
-2m=-4, m2-3=k 

:. m=2, k=1 

따라서 m+k=2+1=3 

099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점 (a , b)를직선 y=x에 대하여 대칭01동한후z축으| 농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점 (3 ， 1)이 되었 

다. 이때 상수 a ，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I 
STEP엉 접 (a , b)를대칭이동과평행이동한후점의화표구하기 

점 (a , b)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b , a) 

이 점을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b+2, a-2) 

STEP잉 a， b의 값구하기 

점 (b+2, a-2)와 점 (3， 1)이 일치하므로 

b+2=3, a-2=1 

따라서 a=3 , b=1이므로 a+b=4 

멀률펠 역으로평행이동과대칭이뚫이형뼈 풀이하기 

점 (3 , 1)을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점은 (1 , 3) 
이 점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3 , 1)이므로 

점 P의 좌표는 (3 , 1) 

m
m뻐
E
 으
때
 

(2) 직선 y=x+k를1축방향으로 1만큼" y축방향으로 2만큼평행 

이동 시킨 다음 다시 g축어| 대하여 대칭이동 시켰더니 점 (2 ， 3)을 
지났다.01때 k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직선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한후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y=x+k를 x축 농텔으로 -1만큼， ν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y-2 =(x+ 1)+k 

:. y=x+k+3 

이 도형을 g축어|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y=-x+k+3 ...... Gl 

STEP@ 점 (2 ， 3)을 대입하며 k의 값 구해| 

따라서 직선 @이 점 (2 ， 3)을 지나므로 3=-2+k+3 :. k=2 

1000 
다음 물음어| 답하여라. 

(1) 직선 y= 2x+3을 x축농항으로 Q만큼평행이동한후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직선이 원삼+y2-2x-2y+ 1 =O의 넓이를이등분할 

때，상수 Q으|값은? 

(j) 1 ~2 @3 
@4 ’ @5 

STEPÐ 평행아동과대칭이동한직선의방정식구하기 

직선 y= 2x+3을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y=2(x-a)+3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2( -x-a)+3 

:. y= 2x+2a-3 

STEP멍 넓이를이등분하는 Q의값구하기 

원상+y2-2x-2y+ 1 =O에서 (x-l)2 +(y-l)"= 1 

직선 y= 2x+2a-301 원 (x-l)" +(y_l)2= 1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이 원의 중심 (1 , 1)을 지나야 하므로 1=2+2a-3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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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잠+y2=9를$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빙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다시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 히였더니 직선 

3x-4y-12=0과두접 P， Q에서 만날때， 선분 PQ으| 길이는? 

G) 2β Ø2돼 @4껴 

@3{5 @4 {5 

STEP fj) 평행이동과 대칭이톨한 원의 방정식 구흥}기 

x2+ν2=9를 x축의 방향으로 l만큼， ν축의 농띔t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 (x-1)2+(y-2)2=9 

원 (X-1)2+(y-2)2=9를 직선 ν=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은 

(x-2)" +(y-1)2=9 

STEP잉 접과 직선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률 이용등뼈 션분 PQ의 

길이구홉}기 

원 (X-2)2+(ν 1)2=9의 중심을 C(2, 1)라 하자. 
y' 

x 

점 C에서 직선 3x-4;ν-12=0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하면 

PQ=2PH이고 직각삼각형 PHC에서 

돼=끊℃찮 ...... ó) 

이때 점 C(끽 1)과직선 3x-4y-12=0 사이의 거리를 d라하면 

~TT 13' 2-4' 1-121 10 d=CH=l L==속~=2 
v' 32+(-4)2 t> 

이를@에대입하면 

F료=꾀는장={5 

따라서따=2따=2피 

1001 
중심이 (4，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0 , 01 있다. 원 0，을 직선 

y=x어! 대히어 대칭이동한 후 ν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O2 

라 하자 원 0，과 원 O2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선분 AB의 

길이가 2돼일 때， 상수 Q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원 0，을대칭이동과평행이동한 O2의방정식구하기 

원 0，은 중심이 (4，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01므로 

0 , : (X-4)2+(y-2)"=4 

이때 원 0，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침이동한 

원이 (X-2)2+(y一4)2=401고 다시 이 원을 g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X-2)2 +(y-a-4)2=401므로 

O2 : (X-2)2十(y-a-4)2=4

STEP@ 두원 0" O2가맨}는서로다른두점사이의거리가2패임을 
이용하여 Q의값구하기 

원 0，과 원 O2의 중심을 각각 C， D라 하면 두 원 0" O2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는 선분 CD에 의하여 수직이등분 된다 

선분 AB와 선분 CD가 만나는 점을 H라 하면 

돼=굶=-k-AB =-k- . 2돼=댐 2 ".~ 2 

이때 삼각형 ADH에서 AD=2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펴=펴논꿇=1 

DH=펴슨찮=101므로며=2 
즉 원 0，과 O2는 서로의 중심을 지나므로 .6.ADC는 정삼각형이다. 

C(4, 2), D(2, a+4)에 대하여 CD=2이므로 

CE=((4-2)2+(2-a-4)2=μ피갚그)"=2 
앙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4+(a+2)2=4, (a+2)"=0 

따라서 a=-2 

1002 
점 (-3, a)를 점 (6， 5)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b , 2)일 때， 
상수 a ，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중점을이용하여 a， b의값구하기 

점 (-3 , a)를점 (6 ， 5)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의 좌표가 (b ， 2)01므로 

(6 ， 5)는 두 점 (-3 , a), (b , 2)를 잇는 선분의 중점이다. 

-3+b_ c .a十2
←→E一 6, -걷-"'-=5이므로 a=8， b=15 

:. a+b=8+15=23 

100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원 (x-1)" +(y-2)"= k를 점 (-2, -3)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이 x축에 접할 [대， 상수 k의 값은? 

G) 9 ø 16 @25 
@49 @64 

STEPÐ 원의중삼을점( 끽 3)에대하여대칭01동한점의좌표구하기 

주어진 원을 점 (-2, -3)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 b) 
라 하면 (x-1)"+(ν-2)2=k으| 

중심 (1 ， 2)에 대하어 점 (a , b)는 
점 (-2, -3)에 대하여 대침이므로 

점 (-2, -3)은 두 점 (1 , 2) , (a , b) 

를 잇는 진룹의 중침이다. 

즉 뜰므=-2， 씀효=-301므로 ~a， b) 
a=-5. b=-8 

STEP@ x혹011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 

(-2, -3) 

따라서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는 (-5 , -8)이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01므로 구히는 도형의 방정식은 (x+5)2+(ν+8)"=k 

이 원이 x축어| 접하므로 원의 중심의 ν좌표의 절멋값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같다 

:. k=I-812=6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점 P(5, 3)을 직선 y二 2x十3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매
빠
E
 으
때
 

ν= 2x+3 

Q(a, b) 

@ 

언립하여대침점구하기 

(5)， CQ을연립하여풀면 

a=-3, b二 7

따라서 대칭인 점의 좌표는 (-3, 7) 

(2) 직선 X←2ν←4二 0에 대하여 원 (X+6)2十(ν← 5)2=4와 대칭인 

원의방정식을구하여라 

‘τ 

원 (X+6)2+(y-5)2=4의 중심 A( -6， 5)이고 반지름이 2이다. 

직선 x-2y-4=0에 대하여 A(→6， 5)와 대칭인 점을 A'(a， 이라고 

하먼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점 A'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다 

( i ) 선분 AA'으| 중점 ν 

••• ←)가직선 (-62+α 5+b 
2 ’ 2 

X←2ν←4二 0 위에 있으므로 

a-6 ~ b+5 
←강"--2'2← 4=0 

.. α 2b 二 24 ...... (5) 

( i i )선분 AA'이직선 

x-2y-4二O과수직이므로 

b-5 1 , 
a+6 2 " 
:.2a十b+7=0 ...... CQ 

@과 ι을연립하먼 

a=2, b=- l1 

수직이등분하는 a ， b의 관계식 구하기 

대칭인 원의 방정식 구하기 

따라서 점의 좌표 A' (2, -11)이므로 구히는 원의 방정식은 

(X-2)2 +(ν+11)2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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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틀훌 j(2a-x, 2b ν)=0을 01용하여 풀이하기 

점 (• 2, ←3)에 대한 대침이동01므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 1)2 十(ν 2)2=k에 x대신 2'(-2)-x, Y대신 2'(-3)-y를 

대입하면 되므로 (-4←X-1)2+(-6→ν←2)2二k

:. (X+5)2+(y+8)2=k 

수직이등분하는 a ， b의 관계식 구하기 

점 P(5, 3)의 직선 ν= 2x+3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a, b)라 하면 

( i ) 선분 PQ의 중점 M(따도 h올) 
\ 2 ’ 2 ! 

직선 y=2x+3 우|에 있으므로 

b+3 ~ a+5 
• 5 • =2' • 5 • +3 

'.b-2a=13 ...... (5) 

( i i ) 직선 PQ는직선 y= 2x+3어| 

b-3 
수직이므로 . 2 二 1 a-5 
'.2b+a=11 

p(5, 3) 

(2) 두 이차함수 ν二(x← 1)2+3， ν =-(x-3)2+ 13의 그래프가 

점 (a , b)에 대하여 대칭일 [대， 상수 a ， b에 대하여 a+b의 값은? 
(j) 6 CZJ7 @8 
@9 @10 

두 이차함수의 꼭짓접의 좌표 구하기 

u 

x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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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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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으|값구하기 

이때 두 꼭짓점 (1 , 3) , (3 , 13)을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가 (a, b)OI므로 

1+3 3+13 , 
-..“ 2 ι， 2 ν 

따라서 Q二2 ， b=8이므로 Q十b= lO 

I폴l 선분 PA, PB의 길이는 각각 선분 PA' , PB'의 길이와 같다 

좌표평먼 위의 정점 P에 대한 두 점 A, B 

의 대칭점은각각 A' ， B/이고직선 AB의 

방정식은 x-2y十4二 001라한다. 

점 A'의 좌표가 (3, 1), 직선 A'B'의 
방정식이 y=ax+b일 [[H, 
두 상수 a , b의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접 대칭이동의 성질을 이용하기 

PA二PA'， PB=PB'OI고 ιAPB=A'PB'(맞꼭지각)이므로 

6APB 프 6A'PB'(SAS합동)이다 

즉 ιPAB二 ιPA'B'(엇각) 01므로 직선 AB와 직선 A'B'은 

서로평행하다 

ν=융x+2 

직선 A'B' 으| 방정식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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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평면에서 두 원 (X+2)2 +(ν 1)2二 4， (X+4)2 +(y→3)"=4가 

직선 ax+by+5=0어| 대하여 대칭일 [대， ab으| 값은? (단， ab 수이 

G) -3 cz)• 2 @-1 
@ 1 ‘ @ 2 

중접조건과 수직조건을 이용하여 a, b으| 값 구하기 

두 원 (X+2)2+(ν→ 1)2二 4，

(x十4)2+(ν_3)2二4가 직선 

ax+bν+5=0어| 대하여 

대칭이므로두원의중심 

A(-2, 1), B(→4， 3)이 

직선 ax+bν+5=0에 대하여 

대칭이다. 

( i ) 선분 AB의 중점 (웰， 펌)， 즉 (-3， 2) 

ν 

ax+bν+5=0 

A(-2, 1) 

x 

이 점이 직선 ax+bν+5=0 우|의 점이므로 

• 3a+2b+5=0 ...... 0 

( i i ) 선분 AB의 기울기」 흐느L←，=-1이므로 
τ -4-(-2) 

직선 ax+bν十5=0과 수직이므로 

1'( 융)=-1 :. a= • b ...... (9 

0 , ~을 연립하여 풀먼 a=l , b= • 1 

따라서직선이 z ν+5二 001므로 ab二 1 

수직이등분선을 직접 구하여 풀이하71 

두 원의 중심의 수직이등분선이 직선 ax+by十 5=0임을 

이용하기 

두 원 (x+2)2+(y-1)2=4, (X十 4)2 十(ν_3)2二4가 직선 ax+bν+5=0에 

대하여 대칭01므로 두 원의 중심 A( -2, 1), B( -4, 3)의 수직이등분선이 
직선 ax+bν+5=001다. 

( i ) 선분 AB의 중점 (갖-4 브띄 즉 (-3， 2) 
\ 2 ’ 2 J’ 

( i i ) 선분 AB의 기울기'= ---'i=l_ 二 -101므로 
는 -4•( -2)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따라서 구하는 직선은 (-3， 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므로 

ν 2=1'(x+3), ν =x+5 :. x-ν+5二 O

따라서 a=l， b= →1이므로 ab=→1 

다음 물음에 듭h하여라. 

(1) 직선 x-y-2二0에 대하여 직선 x十 2y-4=0과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점조건과수직조건을 이용하여 대칭인 직선 구하기 

직선 x+2ν 4=0 위의 접 P(x, ν)가 점 P' (χ" y')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두 점 P, P'은 직선 x-ν-2=0어| 대하여 대침이므로 

다음관계가성립한다 
g↑구하는대침인직선 

x十2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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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χ y十y'\
( i ) 선분 PP'으| 중히 2 ’ 'f-)가직선 Z • y-2=0 위에 있쁘로 

대입하면 

x+x' ν+y' 
}강)→-←3← 2二 o :. x ν二 X'+y'+4 

( i i ) 선분 PP'이 직선 x-ν←2=0과수직이므로 

y ν/ 
•-• ':-?-X1=-1 :. x十ν二x' 十ν/
z←→ι 

@과 Q을언립하면 Z二y' 十2， y=x'-2 

이때 점 (x, y)는 직선 x+2ν 4二 0 위의 점이므로 대입하먼 

ν'+2+ 2(x' -2)-4=0 

:. 2x' +y'-6二 O

따라서 프라임 (')을 지우면 2x十ν-6二 O

I톨훌 직선의 기울기가:1:: 1인 경우 대칭이뚫 이용하여 풀이하기 

직선 x-ν-2=0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먼 직선 x+2y-4二 0011

x[H신 ν+2， y대신 x-2를 대입하면 

ν+2十2(x-2)-4二 o :.2x+ν 6=0 

@ 

.. (9 

@ 직선 ν=x에 대한 대칭이동 

φ f(x, ν)=0←→f(ν， x)=O 
@직선 y=←χ에 대한대칭이동 

양 f(x , ν)=0←→f(-y， -x)=O 
@ 직선 y=x+a에 대한 대칭이동 

φ f(x , ν)=0←→f(y-a， x十a)=O

@ 직선 ν=-x+a어| 대한 대칭이동 

다 f(x , ν)=0←→f( ν+a， -x十a)=O

(2) 직선 3x+ν-1 二 0을 직선 χ+ν 2=0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점조건과 수직조건을 이용하여 대칭인 직선 구하기 

직선 3x+y-1=0 우|의 점 P(x, ν)가 점 P' (x' , y')으로 옮겨진다고 하먼 
두점 P， p'은직선 x+ν→2二 O어| 대하여 대칭이므로다음관계가성립한다. 

u 

구5반대칭인직선 

3x十ν←→ 1 二 O

( i ) 선분 PP'으| 젊 (띔， 쌓)가 직선 x+y-2=0 위에 있쁘로 
대입하면 

x+x' ν+y' 
]←+←2-2二 o :.x+ν二 x' ν/ 十4 ...... 0 

( i i ) 선분 pp'이직선 x+y-2二O과수직이므로 

꽁한 (-1)=-1 :.x ν二x'-y' ...... (9 

0 , ι을 연립하면 Z二 Y'+2, ν二 x'+2 

이때 점 (x, ν)는 직선 3x十ν 1 二 O 우|의 점이므로 대입하면 

3( ν/ 十 2)+(-x'+2)-1 二 O

:. x' +3y' -7=0 

따라서프라임(')을지우먼 x+3y-7二 O 

직선의 기울기가 :1:: 1인 경우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직선 x+ν-2=0어| 대하여 대침이동하면 직선 3x十ν 1 二 OC거l 

Z대신 y+2, Y대신 x+2을 대입하면 

3(-ν+2)+(-x+2)← 1=0 :. x+3ν←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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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O 대칭이동한후 평행이돔을 이용히여 진위판E하기 

기. 방정식 f(x-4, y-1)=0은 방정식 f(x , y)=o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ν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참] 

L. f(x, y)=o • f(-x, -ν)=0 • f(-x , -(y+3))=0 

:. f(-x , -y-3)=0 

즉 방정식 f(-x, -y-3)=0은 방정식 f(x , y)=o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한 후， ν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거짓] 

c. f(x , y)=o • f(x , -ν)=0 • f(x-4 , -(y-3))=0 

:. f(x-4 , -y+3)=0 

즉 방정식 f(x-4 , -y+3)=O은 방정식 f(x, y)=o을z축에 대하여 

대칭한 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참] 

큰 • f(x , ν)=0 • f(-x , y)=o • f(-x , y-1)=0 

:. f(-x , y-1)=0 

즉방정식 f(-x， y-1)=0은방정식 f(x， y)=o을 g축어| 대하여 

대칭한 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잠] 

따라서도형 B를나타낼수있는방정식은끼 c , 금이다. 

g 

x 

한::t! 

1008 
도형 f(x , ν)=001 오른쪽 그림과 같을 [대， 
다음중도형 f(Y-2， x-1)=0으로 

옳은것은? 

@ 민석1 @ ￥↑ 딘 
-1 01 i: --Or i - 2 X 

-짧 t 펼: 
101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점 A(2, 4), B(3, -5)와 g축 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PB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I 

g 

STEPÐ 늄+굶가최소가되는경우패룹~]I 

점 A(2， 4)의 g축 대칭인 점은 

A'(-2， 4)이고 AP=A'P이므로 

互P+뾰=互멍+BP 므 A'B 

互'B =~ (3+ 2)2 +( -5-4)2 

=1굶 

따라서 효+BP의 최솟값은 끼굶 

y 

STEPÐ 평행이동한후， 대칭이동하기 

f(x , y)=O을 z축으로 2만큼， ν축으로 
1만큼평행이동하면 f(x-2， y-1)=0 

또한， f(χ-2， y-1)=0을 직선 y=x에 

대하여대칭이동하면 

f(Y-2 , x-1)=0 

따라서 주어진 도형을x축으로 2만큼， 

ν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은 

오른쪽그림과같다. 

훌톨 

B(3, -5) 

(찌두점 A( "':"1, 5), B(2, 3)과직선 y=-x 위를움직이는점 P에 

대하여 AP+PB의 최솟값을구하여라 

STEPÐ 늄+댐가최소가되는경우패룹~]I 

g 

I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1 ， 5)를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5， 1)이라 하면 

오른쪽그림과같이 AP=A'P 
이므로 

AP+BP=A'P+BP 르 A'B 

A'효=~ (2+5 )2 +(3-1)2 

=1합 

따라서 늄+뾰의 최솟값은 펴 

f(x, y)=O-뚫鍵뚫→f(X-2， y-l)=O~뜨펀쓰→f(Y-2， x-l)=O 

멀홉꽤 대칭이동한후평행이돔을 이용뼈 풀이해| 

f(x, y)=O을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f(ν， X)=O 

또한; f(y, X)=O을 z축으로 1만큼， 
g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f(Y-2, x- l)=O 

따라서 주어진 도형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1축으로 1만큼， 

g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후 도형은 

오른쪽그림과같다. 

훌톨 f(x, y)=O~펌&→f(y， X)=O-뿔鍵뚫→f(Y-2， x-l)=O 

y 

f(편oZE;:웹 

1009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 A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f(x, y)=O일 [[H, 다음 [보기] 

중도형 B를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모두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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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두 점 A(2, 5), B(7, 0)과 직선 x+y=4가 있다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직선 x+y=4어| 대하여 A와 대칭인 점 A'으| 좌표를 구하여라. 

'. f(x-4, y-1)=0 

L. f(-x , -y-3)=0 

c. f(x-4 , -y+3)=0 

2 .J(-X, y-1)=0 



STEPÐ 중점조건과수직조건물 이용하여 점 A’의 화표 구하기 

점 A(2， 5)를직선 x+ν=4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 A' (a, b)라하면 
fa+2 b+5\._ 

선분 AA'의 젊 (-E-, τ~)는 직선 x+y=4 우|에 있모로 

a+2 , b+5 "';'~+V;'''=4 :.a+b-1=0 ...... (5) 
2 ' 2 

선분 AA'은 직선 x+y=.4와수직이므로 

양~.(-1)=-1 :. a-b+3=0 ...... (Q 

따라서 @과@을연립하여풀면 a=-l， b=2 :. A'(-l, 2) 

(2) 직선 x+y=4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AP+BP의 최솟값과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STEPÐ AP+BP가최소가되는경우 nl악흩171 

점 A(2, 5)를 직선 x+y=4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A' (-1， 2)이므로 

직선 A'B와 직선 x+y=4의 교접을 P라 하면 

AP=A'P이므로 AP+ BP = A'P+ BP 2: A'B 

STEP@ AP+BP의최슷짧}점 P의화표구해l 

즉 AP+BP으l 최솟값은 互명=~(7-( -1))"+(0-2)"=매8=2피f 

:cjru=4 u 

B(7‘ 0) -x 0 

두 점 A'(-l , 2), B(7,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_0-2 f •• ,,\ ••• _ 1 .. , 7 
ν-2=주주I(x+1) :. y=- 'tx+i 

@과 직선 x+y=4를 연립하여 풀면 x=3, y=l이므로 
최소가 되는 점은 P(3, 1) 

따라서 뾰+BP의 최솟값은 2퍼01고 점 P의 좌표는 P(3, 1) 

101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표평면 위에 

점 A(-l， O)과 

원 C: (x+3)"+(y-8)"=5가있다. 

g축위의점 P와원 C위의점 Q에 

대하여 AP+PQ의 최솟값을 k라 할 

때， k2의 값을 구하여라， 

(x+3)2+(g 8)2=5g 

8 

P 

STEPÐ AP+뾰가 최소가 되는 경우 꽤I해| 

점 A(-l , 이을 g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 (1 , 0)이라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AP=A'P이므로 

AP+PQ=A'P+PQ 르 A'P'+P'Q'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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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α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효홉값구하기 

원 (x+3)" +(y-8)"= 5의 중심을 C(-3， 8)이라 하면 

점 A' (1, 0)과 C(-3, 8) 사이의 거리는 

도C=~(l-( -3))"+(0-8)"=415 

X강의 최솟값은선분A'C의 길이에서 원 C의 반지름의 길이 퍼를 뺀 값이다 

따라서 k=4펴-돼=3돼 :. k2=45 

1013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두 해안 도로가 45。의 각을 
이루며 만나고 있다， 두 해안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다쪽으로 xm 
펄어져 있는 배에서 출블녕뼈 

두 해안 도로를 차려|대로 한 번씩 
거쳐 다시 배로 되돌아오는 수영 

코스의 최단길이가 100퍼m일 때， 해안 도로 
Z으|값을구하여라. 

(단， 배는 정지해 있고 두 해안도로는 일직선 모양이며 그 폭은 무시한다.) 

STEPÐ 형+혔+늄가최소가되는 경우패룹t71 

두 해안 도로 교차점을 0 , 배의 위치를 P, 두 해안 도로를 치려|대로 한 번씩 

걸치는 지점을 각각 X， Y라고 하자. 

점 P를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대칭이동한점을 A， B라하면 
오른쪽그림에서 

PX=AX, PY=BY이므로 

PX+XY+YP 

=AX+XY+YB 

르 AB 

즉 수영코스의 최단길이가 AB이고 

돼=100냐m 

STEP (È) 직각심각형의피타고라스정리를이용하여 Z으|값구해| 

해안도로 

이때 b.POA，b.POB는 이등변삼각형이므로 

OB= OA= OP=xOI고 LAOB=45 0 x 2=90。이므로 

b.AOB는 빗변이 100피m인 직각삼각형이다. ‘X+e=45。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상+상=(100껴)"， 2x2= 20000 

:. x= 100 

1014 
I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0에서 

해안선 A를 따라 동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 H에서 북쪽으로 

10km떨어진 곳에 섬이 있다 

이 섬을 출발하여 해안선 A에 

있는 선착장을 거쳐 해안선 B에 

있는 선착장‘을 경유하여 되돌아 
오는유람선을운행하려고 한다. 
유람선의 흔t해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해안선 A와 해안선 B에 선착장을 만 

들려고 할 때， 해안선 A에 있는 선착장은 0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만 
들어야 하는가? (단， 해안선 A와 해안선 B가 이루는 각은 45。이다.) 
<D 15km ~ 17km @ 20km 
@23km @25km 

동
 

북
 끼
 f 

남
 

해안선 B 

0 4::::45 페-찌;;;;;/;짧km 
.. __ ....... ßOkm ................ 해안선 A 



주어진 그림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를 좌표평면 

위의 원점， 해안선 A를 z축으로 정하먼 

해안선 B는직선 ν ==x， 섬의좌표를 

P라 하면 P(30, 10) 

y 

y=x 

점의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유람선의 흔f해거리가 최소가 되는 경우 

를피9룹}기 

점 P를 χ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 R이라하면 

R의 좌표는 (30, -10)01고 g二Z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 하면 

Q의 좌표는 Q(10, 30) 

섬을 출발한 유람선의 최소경로는 선분 QR의 길이이다. 

ν=x 

10 x 

최소일 때， 해안선 A에 있는 선착장과 접 0에서의 거리 구하기 

두 점 Q( lO, 30), R(30,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ν 30=-2(x • 10) 

:. y=→2χ+50 
따라서 구하는 점의 좌표는 직선 y=-2x十50으Ix절펀01므로 

구하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25km 떨어진 지점이다. 

염훌$ 
그림과 같이 동서로 뻗어 있는 직선도로 l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직선도로%이 01루는각은 45。이다. 

두 직선도로 l과 mOI 만나는 지점 O로부터 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 

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 정류소 A가 있다. 정류소 A를 출발해서 

직선도로 l 위의 한 지점과 직선도로 m 위의 한 지점을 차례로 경유하여 
정류소 A로 돌아오는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려고 하는 도로의 길이 

가 최소가 되도록 직선도로 l 위의 한 지점에 정류소 B, 직선도로 % 우|의 

한 지점에 정류소 C를 만들 [[H, 두 정류소 B와 C 사이의 거리(km)는? 

(단， 도로의 폭은 무시하며 모든 지점과 도로는 동일평면 위에 있다.) 

서4동 

PN
•2 

팩4
 

@ 

@ 

ø 1피 
12 

@~퍼 • 

6 

책
 

3 
@ 

주어진 그림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를 좌표평면 

위의 원점， 직선도로 l을 z축으로 정하면 

직선도로 %은 직선 y=x, 정류소 A으| 

좌표는 A(3， 1) 

u 
m ‘ y=x 

매
뻐
E
 으
때
 

x 3 x 

점의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도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파악하기 

점 A를 z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라 하면 P으| 좌표는 

(3, -1)01고 ν二Z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 하면 

Q으| 좌표는 (1, 3)이다. 

정류소 B， C의 위치를 점 B， C로 

나타낼 [대， 만들려고 하는 도로의 

길이는두점 B， C가선분 PQ 위에 

y 
Q(1, 3) 11= γ 

3~-------~ δ @ 

χ
 “
피
 

qa 

l 

R 

F 

… 

1 

싸
 

0 

~ 
」A

있을때최소이다. 

두 정류소 B, C 사이의 거리 구하기 

두 점 P(3, -1), Q(l ,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ν 3=공편(X-1) :. y=강+5 

이[대 X축과직선 ν= 앓+5의교점 B의좌표는B(E， 이 01고 
{5 5 \ 

직선 y=x와 직선 ν=-2x+5의 교점 C의 좌표는 q효， 효) 

따라서 두 정류소 B, C 사이의 거리는 

•• /(5 5\2 , (5 ~\2 디 J ζ 
BC 二서( • ) +( 이 .::!_건 (km) V\ 3 2) '\3 V)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5。인 부채꼴 OAB의 

호 AB 위에 동점 P가 있고 OA, OB 우|에 

두동점 Q， R이 있을때，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A 

0 
R 

B 

각각 A' ， B'라하면 오른쪽그림에서 

PQ二 A'Q， PR=B'R이므로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 

B' =QR+B'R+A' Q 

즉 삼각형 PQR으|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은 A'B'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둘레의 길이 구하기 

이[[H LiPOA', LiPOB'는 이등변삼각형이므로 

OA'二 OB'=OP=l이고 ιA'OB' =45' '2=90。이므로 

LiA'OB'는 직각삼각형이다. ‘mX-HIiÞ =45。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A'B' 二h즙간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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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뭔종합문제 

10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좌표평면 위의 점 (2, 3)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농똥F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가 (a , b)일 [대， a十b의 값은? 

G) 4 ~5 @6 

@7 @8 

접의 평행이동을 이용하기 

점 (2， 3)을 z축의 방향으로→1만큼， ν축의 방향으로 2만큼평행이동하면 

점 (1 , 5)가 되므로 α=1 ， b=5 

:. a+b=1+5=6 

(2) 점 (-2 , 0)을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농항으로 2a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직선 x-ν+1 二 O 우|의 점으로 옮져졌다. 

이때실수 Q으|값은? 

G) -3 ~ -2 @-1 
@ 1 @ 2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등}기 

점 (-2, 0)을 z축으| 방향으로 α만큼， y축으| 빙항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하면 

(-2+a， 2a)01고 이 점이 직선 x-y十 1=0 우|에 있으므로 

(-2+a)-2a+1 二 o :. a二 -1

1 1 
다음 물음에 듭「하여라-

( 1) 직선 ν=ax+b를 I축으|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직선 ν=x-3과일치하였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G) 2 ~3 @5 

@7 @9 

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한 후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ν=ax+b를 z축의 방향으로 3만큼，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먼 ν+ 1 = a(x-3)+b 
:. y=ax-3a十b-1 ...... 。

STEP 4!) 평행이동한직선이 ν二x-3임을이용하여 a， b의값구하기 

직선 @이 ν二Z←3과 일치하므로 a=l , -3a+b-1 二 3 

:. a二 1， b 二 1

따라서 a+b=2 

(2) 직선 ν二 2x←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다시 ν二 2x→3으| 그래프가 되었다 

이때암|값은? (단 α 수 0) 

@융 ~1 @! 
@2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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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한후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y二 2x-3의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직선의 방정식은 ν b=2(x • a) • 3 

위 식을 정리하면 y=2x • 2a-3+b ...... Gl 

STEP 4!) 평행이동한직선이 y=2x-3임을이용하여 쁜l 값구하기 
직선 @이 ν二 2υr-3과 같으므로 ←2a←3+b=-3， 2a二 b

b 
• →二 2

Q 

I툴훌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때 풀이하기 

STEPÐ 직선 ν =2x-3이지니는두점의좌표를이용하여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후， 응의 값 구하기 
직선 ν二 2x-3 위의 점 (χ1， ν1)을 g 

z축으|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b만큼평행이동한점은 (X， 十 a， y ， 十 b)

이다. 두 점 (X" Y1), (x, +a, Y， 十 b)는 

모두 직선 ν二 2x→3을 지나므로 

(ν1+b) ν1 _0 b_o 
(x ， 十 a)←χl ι ., a “ 

0 

g二 2x-3

:(x， 十a， Y, +b) 

b 

J/ 
、‘ a -

x 

$뿜$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평행이동 (x, y)•• (x+m , y-η)에 의하여 

원 (X+5)2+(ν← 10)"二 2를 옮기먼 원 (X-3)2 +(y+2)2二 2가 된다 

이때 m十%의 값은? 

G)• 20 ~ -4 @4 
@ 12 @ 20 

원의 중심을 평행이동하기 

원 (x十5)2+(ν-10)2二 2를 옮기면 원 (x-3)' +(y+2)2= 201므로 

원의 중심이 (-5, 10)을 (3, -2)로 평행이동한다. 

접 (x, y)-→(x十m， y-n)에서 m, η 구하기 
즉 z축 방향으로 8만큼， ν축 방향으로 ← 12만큼 이동되었다. 

따라서 m=8， η=12이므로 m+n二 20 

(2) 좌표평면 위의 원 성+ν2+2x-4y-3=0을 x축으l 방향으로 Q만큼， 

ν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원 (X-3)2 +(y+4)'二 C

일 때， 서| 상수 a , b, c어| 매하여 a+b+c으| 값은? 

G) 5 ~6 @7 
@8 @9 

주어진 원을 평행이동한후 원의 방정식 구하기 

원 x2 +ν2十2x←4ν←3=0에서 (x+1)2+(ν 2)2二 8

원 (x+1)2+(ν←2)2二 8을 χ축의 방향으로 Q만큼， y축으|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 a+ 1)" +(y-b-2)2二 8 ...... Gl 

α ， b, c으| 값 구하기 

원 @이 원 (X-3)2+(ν+4)2=C와 같으므로 Q二 4， b 二 6, c=8 

따라서 a+b+c=4+( -6)+8二 6

(3) 좌표평면에서 점 (1 , 4)를 점 (• 2, 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 x2十ν2+8x-6ν+21 二 O은 원 x2+ν2+bx-18ν+c=O 

으로 옮겨진다 세 실수 a, b, c의 합 a+b+c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평행이동한좌표구하기 

점 (1 , 4)를 점 (-2 , 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좌표평먼 위의 점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Q→4만큼 옮겨진다 

STEP G) 원의중심을평행이동하여 a， b, C으|값구하기 

x2+ν2+ 8X-6y+21=0에서 

(X+4)2 +(y-3)"二 4 ...... ô) 

X2十y2+bx-18y+c=0어|서 

(x냉)2+(r9)2=81 c+양 p 

@의 원의 중심 (-4 , 3)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4만큼 평행이동하면 (-4-3, 3+a-4), 즉 (• 7, a-1)01 

@으| 원의 중심 (-~， 9)로옮겨지므로←7=경， a-1=9 
:. a 二 10， b 二 14

이[대 평행이동을 하며도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므로 

196 4=81-c+ <4'• :. c=126 

따라서 a+b十C二 10+14+126=150 

I훌를 원을 직접 평행이동뼈 풀이해l 

STEPÐ 점을옮기는평행이동구하기 

점 (1 , 4)를점 (-2 , a)로옮기는평행이동은점 (1 , 4)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ν축의 방향으로 a-4만큼 옮기는 평행이동이다. 

STEP G) 원의평행이동을이용하여 a， b ， c으|값구하기 

원 x 2 +y2 +8x-6y+21 二O어|서 (x+4)"+(ν-3)2=4 

이 원을 z축의 방향으로 3만큼， ν축의 방향으로 a-4만큼 평행이동하면 

(x+3+4)2 +(y-a+4-3)2二4

'. (χ+7)2+(ν a+1)2=4 

이 원이 x2十y2+bx-18y+c=0

즉 (난r十(y_9)2二 81-c댐와 같쁘로 

g=7, Q-1=9, 81 ←c+똥=4 
위의 식을 이용하여 a, b, C으| 값을 구하면 
Q二 10, b二 14, C二 126 

따라서 a+b+c= 10+14+126二 150 

옐 1 
원 (x-1)" +(y+ 1)2 二4를 z축의 방향으로 l만큼， ν축의 방향으로 2 

만큼 평행이동한 원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CDL 
@L , [ 

@「， L @', C 

@', L , C 

STEPÐ 원을 평행이동 해| 

원 (X-1)2 +(ν+1)2=4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ν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x← 1→ 1)2+(ν-2+1)2=4 

'. (X-2)2+(y← 1)2二 4

y, 

(x-2)"十(y-1)"=4

STEPα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판단하기 

기 • (X-2)2 +(ν 1)2二 4어Ix二 0， y=O을 대입하면 

(_2)2 +( -1)"二 5 추 4이므로평행이동한원은원점을지나지 않는다 

[거짓] 

L 중심의 좌표가 (2 , 1)01고 반지름의 g 
길이가 2이므로평행이동한원은 I (X-2)2+(ν 1)2二4
g축어| 접한다. [참1 I/" 、\1/ '\ ν=강X 

I 직선 g二람가평행이동한원의 

중심인 점 (2, 1)을 지나므로 

h
m빠
p
-으
뻐
 

직선 g二람는 원의 둘례를 이등분 
x 

한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L , cOI다. 

1020 
다음물음에답하며라. 

(1) 원 섬+y2+2kx←6y+k2=001 x축으|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 

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직선 X←y+2=0어| 의하여 이등분한다. 

이때상수 k의값은? 

CD1 Ø2 @3 
@4 @5 

STEPα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의 화표 구하기 

원 x2 +ν"+2kx-6y十k2=0어|서 (X+k)2+(ν-3)2=901므로 

원의 중심의 좌표는 (-k, 3) 

점 (←k， 3)을 x축으|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k+ 1, 1)이므로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는 (-k+ 1, 1) 

STEP G) k으| 값구하기 

직선 l에 의하여 이등분될 [대， 직선 l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한다. 

직선 Z ν+2=001 점 (-k+ 1, 1)을 
지나므로 -k+1- 1+ 2二O 

'. k=2 

(2) 직선 y=kx+1을 I축으| 방향으로 2만큼， ν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이 원 (X-3)2 +(ν-2)2=1의 중심을 지날 때， 
상수 k의 값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7
•2 

5 

@ 

@ 

4 

끄
2
 

@ 

@ 

9 
• 2 

@ 

STEPÐ 평행이동 시킨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g二 kx+1을 I축으| 방향으로 2만큼， ν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은 y+3=k(x-2)十 1

.. ν二kx← 2k←2 ...... ô) 

STEPφ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남을 이용하여 쩌| 값구하기 

원 (X-3)2 +(ν→ 2)2二 1 으| 중심은 ν =kx-2k-2 

(3 , 2)이고 직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므로 2=k'3-2k-2 

'. 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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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ν=융ax-1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직선과직선 y=융ax-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Q의 값을 구하 

여라 

g二x2 -2의 그래프를 I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 1, 2) 

를 지날 때，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는? (단， m>O) 
CD( • 1, • 2) ~ (0 , -2) @ (1 , 一2)

@ (2, -2) @ (3 , -2) 

평행이동한포물선이 ν二(X-1)2- 20 I므로꼭짓점의 좌표는 (1 , -2) 

를흩펼 포물선의 꼭짓점을 평행이동하여 풀이하기 

포물선 y二x'-2으| 꼭짓점이 (0 , -2)이므로 

z축으|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m , -2) 

즉꼭짓점이 (m , ←2)01므로포물선은 g二(x-m)2-2 

이때 이 그래프가점 (-1 , 2)를지나므로 2=(一1-m)2→2 

(m十3)(m-l)=0 :. m=-3 또는%二 1 

이때 m>OOI므로 m=l 

따라서 평행이동한포물선이 y=(x-1)2- 2이므로꼭짓점의 좌표는 

(1, -2) 

2x-ν+9二 O

주어진 각각의 직선을 대칭이동하기 

직선 y=붉-1을 g랩1 cH하여 대칭01동한직선에 방정식은 

r 합 1 

직선 y=융ax→ 1을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직선의 방정식은 

-y=-융ax-1 

y=X2 -2으|그래프를 1축의 방항으로m만큼평행이동하면 

1 ν二(x-m)2-2

이때 이 그래프가 점 (-1, 2)를 지나므로 

2二(-1-m)2-2， (m+3)(m-1)=0 :. m=-3 또는 m二 1 

이때 m>O이므로 m二 1 

g二(X-1)2- 2

→ /x축의방향으로 
1만큼평행이돔 

x 

@ 

。

(1, -2) 

포물선의 꼭짓접의 좌표 구하기 

직선 2x-y+9=001 

원 (X-3)2 +(ν+5)2二k어| 접하므로 

원의 중심 (3 , ← 5)에서 

직선 2χ y+9二O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다와 같다. 

즈 12'3+(←1)'(-5)+9 1 끽O 
「 팝工F잠 J댐 

따라서 4펴二얘01므로 k=(4펴)'=80 

4{5 

y=붉+1 

2 

y 

y 二二x2 -2

m의값구하기 

주어진 직선을 직선 ν =x 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음을 

이용하여 Q의합구하기 

2x+y-a+6=0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음을 

이용하여 k으| 값구하기 

3x-4y • 4=0 

x 

ν= 융(x-a)-301고이를직선 y二Z에 cHü뼈 대칭01동한직선 l은 

X二-웅(ν-a)-3 ， 즉 강+ν←Q十6=0 

(2) 직선F←람←3을 X축의 방향으로 Q만큼평행01동한후직선 

ν=x에 대하여 대침이동한직선을 l이라하자 직선 l이 원 

(x+ 1)2 +(y_3)2二 5와접하도록하는모든상수 Q의 값의 합은? 

CD 14 ~15 @16 

@17 @18 

이 원이 직선 3x-4ν 4=0에 접하려먼 원의 중심 (α ， 0)과 직선 

3χ 4ν-4=0 사이으| 거리가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1과같아야한다. 

13a-41 _13a一41
수늑---슨→→~=1에서 
~3'+ ←4ι a 

13a-41二 5

3a-4=5 또는 3a←4=-5 

a=3 또는 Q二 웅 
이[[H a >0이므로 Q二 3 

STEP9 평행이동한원의중심의좌표구하기 

원 x2+ν2二 1을 x축으|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a)2十y2=1이므로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O) 이다. 

(3) 직선 x-2y二 9를직선 y二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도형이 

원 (X-3)2+(ν+5)2=k에 접할 [대， 실수 k으| 값은? 

CD 80 ~ 83 @85 
@88 @90 

직선 ν 할-3을 Z축의 방향으로 Q만큼평행01동한직선은 

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과 대침이동한 직선 구하기 

STEP (1) 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이용하여 Q으|값구하기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원싱+y2=1을 χ축의 방향으로 Q만큼평행이동하먼 

직선 3x-4ν→4=0에 접한다 이때 양수 Q으| 값은? 

@흉 ~2피 

@{iO 

@3 

직선 l이원에접하므로 

원의 중심 (-1, 3)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d=I-2랙프+6니5 • • “( 

~ 22 十 l' 

17→ al二 5， 7-a 二:t 5

따라서 a=2 또는 a= 1201므로 

모든 Q값의합은 14 

직선 Z←2ν=9를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ν-2x=9 

즉 2x ν十9二O

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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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두직선이수직임을이용하여 Q으|값구해| 

1 1 두직선Gl， CQ이서로수직이므로← a' -;õ;- a=-L a"=4 
2~ 2 

'. a=2(': a > 0) 

1024 
다음 물음에 듭「하여랴. 

(1) 직선 y= 2x+k를 ν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후 다시 직선 y=x어| 

대하여 대침이동하였더니 점 (1. *)을 지난다. 이때 상수 k의 값은? \ ’ 2/ 
G) 1 <2) 2 @3 
@4 @5 

STEPÐ 주어진 직선을ν측에 대하여 대칭이동한후 다시 직선 y=x어| 

대하여대침이동하기 

직선 y=2x+k를 ν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二 2x+k 

이 직선을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Z二←2y十k 

STEP텐 k의 값구하기 

직선 x= ψ+k가점(냐)을지Lf므로 1=(-2) 한k 
따라서 k=2 

(2) 직선 y= 2x十k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다음 z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직선 g二 2x-7과 

일치하였다.01때 상수 k으| 값은? 

@• 3 <2) -2 @O 
@ 2 @ 3 

STEPÐ 주어진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침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ν=2x+k를원점에 대하며 대칭이동한도형의 방정식은 

-y二 -2x+k :. ν=2x-k 

STEP@ 대침이동한 직선을 평행이동하여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y= 2x-k를 z축 방향으로 l만큼， ν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먼 ν+2=2(x-1)-k 

:. y=2χ-4-k 

STEP~ 두 직선이 일치할 때， k의 값 구하기 

따라서 직선 y= 2x→7과 일치하므로 4-k=-7에서 k=3 

(3) 직선 y= 2x+3을 I축으| 방향으로 1만큼， y축으l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점 (3 , a)를 
지난다. 이때 실수 Q으| 값은? 

G)• 2 <2) -1 @ü 

@ 1 @ 2 

STEPÐ 주어진 직선을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g二 2x+3을 z축의 방향으로 1만큼， ν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도형의 방정식은 y+2=2(x-1)+3 

:.2x-ν 1=0 

STEP@ 평행이동한 직선을 대칭이동하여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이 직선 2x←y-1=0을 직선 ν二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도형의 방정식은 2ν-x-1=0 

:. x-2y+1 二 O

STEP~ 점 (3 ， a)를지날때， a의값구하기 

따라서 점 (3 , a)를지나므로 3-2a+1=0 :. a=2 

102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원 (x-a)2+(ν+1)2二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다시 

직선 ν=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였더니 직선 x+2ν+3二 0에 

의하여 넓민간맨힐륜되었다. 이때 상수 Q으| 값은? 
G) -2 <2) -1 @ü 

@ 1 @ 2 
.휠I’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원의 중ε을 지난다 

매
뻐
띠
-
으
때
 STEPÐ 주어진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 구하기 

원 (x-a)2+(ν十 1)2二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x+a)2 +(ν-1)2=4 

STEP 4])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하기 

원 (x+a)2 +(ν 1)2=4를 직선 ν二Z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먼 

(x • 1)2+(y+a)2=4 ...... Gl 

STEP~ 직선이원의중심을지날때， a의값구하기 

이[[H Gl이 직선 x+2ν十3=0에 의하여 넓이가 이등분되려면 

원의 중심 (1 , -a)를 지나야 하므로 1+2'(• a)+3=0 

따라서 a=2 

(2) 좌표평면에서 직선 x-y+2=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침이동시킨 후， 

다시 직선 y二Z어| 대하여 대칭이동시켰더니 

원 (X-l)' +(ν_a)2= 1의 둘린믿뎌P를민틀붙하였다 

이때상수 Q으|값은? 

G) 2 <2) 3 @4 

@5 @6 

률톨 원으| 둘레를 이등분꿇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STEPÐ 주어진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침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x-ν+2=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x+ν+2=0 

STEP@ y=x어| 대하여 대침이동하기 

다시 이 직선 -x+y+2二0을 y=x에 대칭이동시키먼 

-ν+x+2=0 ...... Gl 

STEP~ 직선이원의중심을지날때， a으|값구하기 

이때 @이 원 (x-1)2+(ν-a)2=1의 중심 (1 , a)를 지나야 
원의 둘레의 길이를 이등분한다. 

즉 a+1+2二 O

따라서 a=3 

(3) 직선 2x→ν+1=0을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다음 다시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원 x2 +(y-a)2二 1으| 넓이를 이등분하였다 이[[H 상수 Q의 값은? 

G) 1 <2)융 @3 
@2 @ 3 

STEPÐ 주어진직선을ν=χ어| 대칭이동한직선의방정식구하기 

직선 2x→ν+1=0을직선 ν=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직선의 방정식은 

2ν x+1=0 

STEP(]) 대칭이동한 직선을 평행이동하여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2y-x+1=0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농띔F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직선의 방정식은 2(y-1)-(x十2)十 1=0 

즉 x-2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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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 

.τ 

u 

STEP (D 투 접 P , Q 사01으| 최소 거리 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P, Q 사이의 

최소거리는 두 원 C1, C2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것과같다. 

두 원 C1, C2의 중심의 좌표가 각각 

(1 , ~2)， (~2， 1)01고 각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므로 두 점 P, Q 사이의 최소 

거리는 .; (~2~ 1)2 +{1 +(• 2)}2 ~ 1• 1 

=3{2~2 

1028 
조f표평면에서 직선 x+ν+1二 O어| 대하여 접 (3 ， 4)의 대칭점을 (a , b) 

라 할 [대， α2+b2으! 값을 구하여라 

xι 

STEPÐ 젊조건과수직조건을 이용하여 a, b으l 관계식 구하기 

점 (3， 4)를 직선 x+y+l=O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이 (a , b)이므로 
( i ) 두점을이은선분의중점을M 

f3+a 4+b\ 이라하먼 M( ù ~ U • .,., ~ U) 
\ 2 ’ 2 / 

직선 x十ν+1二O 우|에 있으므로 

3+a , 4+b 
十 +1 二 O2 2 

:. a+b 二 9 ...... C5J 

( i i ) 두 점 (3 ， 4)와 (a , b)를 이은 직선은 
직선 x+ν+1=0과수직이므로 (a , b) 
b~4 
a~즙 '(~1)=~1 

:. a~b=~l 

x←Fν+1=0 

@ 

STEP@ α ， b으|값구해| 

따라서 C5J, 。을 언립하여 풀면 Q二 5, b=~4 
.. α2+b2=25+16二 41

1029 
다음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점 P(l , 5)를 직선 x~y+1=0 

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다. 

직선 z ν+1 二 0을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평행이동한직선의 

방정식은亡깐口01다 

또한， 점 P(l , 5)를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 P'으| 

좌표는 (1 , 4) 이다. 

이[대， 점 P을 직선 [깐口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이라 하먼 

점 Q'으| 조f표는 [딴口이다. 

따라서 점 Q'을 g축으| 방향으로 댐끄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Q의 

좌표는 (4, 2) 이다. 

때
 1
가
 
1

「1 

」l

1 

위의 과정에서 (개， (Lf), (대에 알맞은 것은? 

(가) (나) 

ν =x (2, 3) 

ν =x (4, 1) 

ν=x (4, 1) 

ν=x+2 (2, 3) 

y=x+2 (4, 1) 

@ 

@ 

@ 

@ 

@ 

STEP8 직선이원의중심을지날때， a의값구하기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 X→2y十3=001 원의 중심 (0, a)를 
지나야 하므로 2a十3=0

[[념써 Q=3 

1026 
원 (x~a)2 +(ν+3)2二4를 z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원Olx축과 ν축에 모두 접한다 

이때양수 Q으l 값은? 

G)l 
@4 

@3 ~2 

@5 

STEPÐ 대침이동과평행이동하기 

원 (x~a)2 +(y+3)"=4를 z축에 대하며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a)2十(→g十3)2二4

:. (x~a)2+(ν~3)"=4 

이 원을 다시 g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a)2+{ν~(←1)~3}2二4

:. (x~a)2 +(ν~2)2=4 
(3, 4) 

y 

STEP@ 원Olx축과y축에모두접할때， 양수 Q의값구하기 

이때 이 원이 z축과 y축에 모두 접하려먼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이=2 

따라서 α>0이므로 α=2 

원 (x+a)" +(y+b)2二 16을 z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ν축의 방향으로 2 

만큼 평행이동한 원Olx축과 g축어| 동시에 접할 [[H, 두 양수 a， b으| 합 a+b 
의값을구하여라 

f7W셀영/겨V문저V 

(χ+α)2+(y+b)2=16을 z축에 매하여 대칭이동하면 

(x+α)2+(~y+b)2=16 

즉 (x+a)"+(ν~b)"=16을 g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x+α)2+(y~2~b)2=16 ...... C5J 

원 C5J01 χ축과g축에 동시에 접하므로 

I~al二4， 12+bl=4

따라서 a=4, b=2(':a>0, b>O)이므로 Q十b=6

1027 
원 C1 : x2~2x十y2+4ν+4=0을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 

을 C2라 하자. C1 위의 임의의 점 P와 C2 우|의 임의의 점 Q에 대하여 두 

점 P, Q 사이의 최소거리는? 

G) 2파~2 ~2돼+2 

@3피+2 @3다~2 

@3{2~2 

STEPÐ 원 C2으| 방정식 구하기 

원 C1 : x2~2x+y2+4y十4=0에서 (x~ 1)2 +(ν+2)2=1 

이때 원 C，을직선 ν=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원 C2의 방정식은 

C2 : (x十 2)2+(y~ 1)2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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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 

x 

STEP밍 때+QP+댐의 최단커리 구하기 

따라서 互핍.， ={ (3-( -1))2+(-1-3)'=돼2=4껴 

y (2)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2, 융)， B(5, -4)가 있다 
직선 y=x 위를움직이는점 P와 

직선 y=-x 위를움직이는점 Q에 

대하여 AP+PQ+QB가 

최소가 될 때， 두 점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ax+b라하자 

이때 a2 +b2 으| 값을구하여라 

STEPÐ 빈칸추론훌~]I 

직선 x-y+l=O을 g축으|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x-(y+l)+l=O, x-y=O, 뎌三권이다. 
또한， 점 P(l , 5)를 g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 P'의 좌표는 

(1 ， 4)01다. 

이[[H ， 점 P'을 직선 뎌三권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OI라 하면 

점 Q'의 좌표는 따펴01다 

이때 점 Q'을 g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점 Q으| 좌표가 

(4, 1 +a)이므로 점 Q의 좌표 (4; 2)에서 1+a=2 :.a=l 

따라서 점 Q'을 y축의 방향으로 뎌〕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Q의 좌표는 

(4 ， 2) 이다. 

따라서 (가-) y=x, ( 나) (4 , 1) , (다) 101다 

y=x 

STEP밍 늄+따+뼈가최소일 때， 직선 PQ의 방정식 구해| 

오른쪽그림과같이 AP+PQ+QB가 

최소가 될 때， 직선 PQ으| 방정식은 

직선 A'B'의 방정식과 같으므로 

직선 A'B'의 방정식은 

2-(-5) 
ν+5=~(X-4) 

二느-4 
2 

:. y=-ZX+3 

따라서 a=-2, b=3이므로 a2 +b2=13 

STEPÐ AP+따+굶가 최:상} 되는 경우 i빡해| 

점 A(썩)을 y=쐐| 대뼈 대칭이동시킨 점을 

A'(융， 2) 
점 B(5, -4)를 y=-x축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을 

B' (4, -5)라 하면 AP=A'P, BQ=B'QOI므로 
AP+PQ+QB=A'P+PQ+B'Q 르 A'B' 

1030 
점 P(a,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01동하고 I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농항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후， 다시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하 

였더니 다시 점 P가 되었다.01때 a+b으| 값은? 

~1 ~2 @3 
@4 @5 

y 
STEPÐ 점 P(a, b)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해| 
(a , b)를 g축어| 대하여 대칭이동 (-a , b) 

또한， 점 (-a, b)를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농항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a+2, b-3) 

다시 직선 ν=x어|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b-3, -a+2) 

STEP0 따|접 P가되는 a， b의값구해| 
X 

Br(4, L5?ν=-x a=b-3, b=-a+2 

위의두식을연립뼈풀면 a=-융， b=흉 
따라서 a+b=2 

1032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10, 0) , B(10, 10)과 선분 AB 

위의 두 점 C( -8, 1), D(4, 7)이 있다 선분 AO 위의 점 E와 선분 OB 

위의 점 F에 대하여 CE+EF+FD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E으l 

x좌표는? (단， 0는 원점이다.) 

y 

B(10, 10) 

g 

B(3, 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오른쪽그림과같이 좌표평면 위의 
점 A(l, 3)에서 g축 위의 점 Q, 
￡축위의 점 P를지나점 B(3， 1) 

에 이르는 AQ+QP+PB의 

최단거리를구하여라. 

1031 

$ 

STEPÐ 때+따+댐가 최좌} 되는 경우 1I1악등~]I 
g 

0 

STEPÐ CE+ EF+ FD가최소가되는경우파으!하기 

점 C(-8， 1)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은C' (-8， -1)01고 

점 D(4， 7)을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은 D' (7, 4) 

CE=C'E, FD=FD' 이므로 

CE+ EF+ FD=C'E+ EF+ FD' 르 C'D' 

CE+EF+FD의 값이 최소일 때는 점 E， F가 두 점 C' ， D'을 지나는 

직선위에있을때이cf. 

x 

@-4 

0 E A(-10, 0) 

~-용 
@-3 

~-5 
7 
-2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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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A(l , 3)을 g축어| 대하여 대침이동한 점을 A'(-1 , 3) 

점 B(3, 1)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 B' (3, -1)라하면 

AQ=A'Q, BP=B'POI므로 
AQ+QP+ PB=A'Q+QP+ B'P 르 A'B' 



103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오른쪽그림과같이 점 P(2， 1)과직선 Y1 y o;= x 
ν =x 위를움직이는점 Q， x축위를 

x 움직이는 점 R을 잇는 l>.PQR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점 R의 좌표는? Qι」→P(2， 1) 

G) (t, 0) ~ (1 ,/0) 
/10 R x 

@(좋 0) @(t, 0) 

@(흉， 0) 

Y 
~(1O， 10) 

A(-10, 이 ;r x 

STEP밍 찮+EF+해의값이최소가되도록하는점 E의 X죠l표구하기 

두점C' (-8， -1), D'(7, 4)를지나는직선의 방정식은 

y-4=융(X-7) ν=융x+흉 

따라서 CE+EF+FD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E의 I좌표는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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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앤병 ABQP의둘레의길이가최칩}되는경우뾰홉~71 

점 A를z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 점 B를 g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라 하면 A' (5, -2), B' (-1, 4) 

이때 두 점 P， Q어| 대하여 AP=A'P, BQ=B'Q이므로 

AB+BQ+QP+PA=AB+B'Q+QP+PA' 르 AB+A'B' 

즉 두 점 P， Q가 직선 A'B' 위에 있을 때， 사각형 ABQP의 둘레의 

길이가최소가된다. 
y 

x 

STEP밍 사Z볍 ABQP의둘례의킬이의최슷값구하기 

따라서 사각형 ABQP의 둘레의 길이의 최슷값은 

도효'+AB={(그긁강+{(그합강=6피+2{5 

(2) 두 점 A(4, 1), B(2, 5)와 x축 위의 임의의 점 P， y축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하여 사각형 APQB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직선 PQ의기울기는? 

@ 흉 ~-좋 @-1 

@-흉 @-융 

STEPÐ 사Z볍 ABQP21 툴레의길이가최소가되는경우파-2.1하기 

점 A를$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r, 점 B를 g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OI라하면 A'(4， -1), B'(-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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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P=A'P, BQ=B'Q이므로 

(사Z펑 APQB의 둘레의 길0 1) =AP+PQ+QB+BA 

=A'P+PQ+QB'+BA 

르 A'B'+AB 

즉 시Z볍 APQB의 둘레의 길이는 두 점 P， Q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 

최소가된다. 

STEP굉 직선 PQ2I 기울기 구해l 

직선 PQ의 기울기는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으므로 구히는 직선의 

기울기는 

y 

-1-5 _ -6_ , 
4-(-2)-:- 6 - ~ 

A(4, 1) 

STEPÐ 점의 대칭이동을 이용흘}여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경우파-2.1하기 

점 P(2, 1)을 y=x에 대하여 ν 

대칭이동한 점을 P' , x축011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이라 하면 

P' (1, 2), P"(2, -1) 

이때 PQ=P'Q, PR=P"R이므로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 

=PQ+QR+RP 

=P'Q+QR+RP" 르 p'P" 

두점 Q， R이 선분 p'P" 위에 있을때，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는 최소가 된다. 

STEP밍 절 R의조圖구하기 

두 점 P' (1, 2), P’ (2, -1)을 지니는 직선의 방정식은 

y-2=도괜(x-1)， 즉 ν=一앓+5 

01때 점 R은직선 y=-앓+5와 X축01 만L는점01므로 R(흉， 0) 

y=x 

x 

P" (2, -1) 

(2) 오른쪽그림과같이 ιXOY=45。

인 반직선 OX 위에 OA=50, 

OB=120인두점 A， B가있다. 

반직선 OY 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PB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Y 

X 



STEP f.) 주어진그림을화표평면 위에 나타내기 

점 O를 원점으로 하고 반직선 OX를 x축으로 히는 좌표평먼으로 나타내먼 

반적선 OY는 ν=x의 그래프를 제 l사분면에 나타낸 것과 같다. 

STEPØ 점의대칭이동을이용하여 AP+PB 의최슷값구하기 

점 A를반직선 OY ， 즉 ν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 A'이라하면 

점 A'으| 좌표는 A' (0, 50)이고 

AP=A'P이므로 

AP+PB 二A'P+PB 르 A'B 

따라서 AP+PB의 길이의 

최솟값은 A'B 으| 길이와 같다 . 

.. 도료={Ï굶균굶"2 π굶00二 130 

y 

,Y 
y=x 

A' (0, 50) 

1035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j(x, y)=ool 나타내는 

도형이 그림과 같은 임 모앙일 때， 다음 중 방정식 

j(x+1 , 2 ν)=001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도형은? 

G) -1 @ 

• 2 

@ ν↑ @ 

1 01 1 x • 1 

STEP f.) 대칭이동한후평행이동하기 

방정식 j(x+1 ， -(ν 2))=001 나타내는도형은방정식 j(x， y)=OOI 

나타내는 도형을 1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 1, ν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므로 그림과 같다. 

u 
3 
낌’"， 

j(x+1, ν+2 二에 

-.,li 01 ’1 12ι Z 
{ -=1 ι‘ t 

=3￡Ljf(x， -ν)=0 

I률를 평행이동한 대칭이동하여 풀이하기 

방정식 j(x+1, ν+2)二 001 나타내는 도형은 방정식 j(x, y)=OOI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후 

I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이다. 
9 

j(x, y)=O 

1036 
도형 j(x, ν)二 001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도형 j(-x, ν-2)=0으로 옳은 
것은? 

G) y • 

< :--12

2-101 x 
@ 

‘
1 Z 

\
숫ι
 

2 

피
i
 

1 

ν
 

2 

1 

-O 

@ 

@ 

u 

x 

x 

STEP f.) 평행이동한후， 대칭이동하기 

j(x, y)二 O을 g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j(x, y-2)=0 

또한， j(x, ν 2)二0을 ν축 대칭이동하면 

j(-x, ν 2)二 O

따라서 주어진 도형을ν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ν축 대칭이동한 도형은 오른쪽 

그림과같다 

@흩빼 대침이동한후 평행이동을 이용뼈 풀이해l 

j(x, ν)=0을 ν축 대칭이동하먼 
j( • x , ν)=0 
또한， j(-x, ν)二 0을 g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j(-x, ν-2)=0 
따라서 주어진 도형을 ν축 대칭이동한 후，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은 오른쪽 

그림과같다. 

1037 
방정식 j(x, y)二 001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그림과같을때， 

방정식 j(x十 2， -y)=OOI 나타내는 

도형을고르면? 

1’ 
2 f---- 7,\. j(x, ν)二O 

01 1 2 x 

활:ffr 
매
뻐
띠
-
으
때
 

y 

x 

g 

‘τ 

ν 

j(x, ν)二 O

0 x 

@ 넓 i@ 팩 f@j魔 

-~p x -~ 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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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ø 대칭이동한후， 평행이동등}기 

j(x, ν)=0을 I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j(x, ν)=0 

j(x, -ν)=0을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j(x+2, -y)=O 
따라서 주어진 도형을 z축 대칭이동한 후， 

z축으로 -2만큼 평행이통한 도형은 

오른쪽그림과같다. 

I훌훌 평행이동한후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j(x, ν)=0을 I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j(X+2, ν)=0 
또한， j(x+2, y)=O을 χ축 대칭이동하면 

j(x+2, -ν)=0 
따라서 주어진 도형을 χ축g로 ←2만큼 

평행이동한 후 z축 대칭이통한 도형은 

오른쪽그림과같다. 

y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은 삼각형 ABC를 평행이동한 도형이다 

두 점 B' , C'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ax+by=24일 [[H, 

a+b의 값은? (단.， a, b는상수이다) 

ν 

c뚫c 
‘τ 

G) 1 
@4 

~2 
@5 

@3 

STEPÐ 접 A가점 A'으로평행이동함을이용하여두점 B' ， C'21 좌표 

구하기 

점 A가 점 A'으로 평행이동할 [[H, x축의 방향으로 9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하였으므로 두 점 B， C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시키면 

B' (10, 3), c' (12, 6) 

STEPm 투점 B' ， C'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구하기 

u+ 

c' (12, 6) 

0 x 

두 점 B' , C'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ν-3=운굶(x→ 10) 
'.3x-2y二 24

따라서 a=3， b=-2이므로 α+b 二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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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른쪽 그림에서 직사각형 DEFG는 
직사각형 OABC를 평행이동시긴 

것이다 

A(6, -3), C(4, 8), G(l , 6)일 때， 

꼭짓점 F의 좌표 (a , b)에 대하여 
Q十b의 값은? (단.， 0는 원점이다.) 

G) 7 ~8 

@9 @10 
@11 

B 

x 

E 

STEPø 점 C가점 G로평행이동함을이용하여두점 D， E으|좌표구하기 

점 C(4, 8)이 점 G(l , 6)으로 평행이동할 [대， 

직사각형 DEFG는 직사각형 OABC를 z축의 방향으로 3만큼， 

ν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하였으므로 

두 점 O， A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시키면 

0(0, 0) -• D( -3, -2), A(6, -3) -----;>- E(3, -5)로 이동한다. 

STEPm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α， b으| 값 구를f71 

νI G(l, 6) 

D(-3, • 2) x 

F(a, b) 

E(3, -5) 
F(a, b)로 놀으면 DEFG는 직사각형이므로 선분 DF의 중점과 선분 EG의 
중점은 서로 일치한다. 즉 다음이 성립한다 

선분 EG의 중점은 (렘， 느뺨)， 즉 ( 2, 융) 
(-3+a -2+b\ 

또한， 선분 DF의 중점은 (-'←요 |이므로 
o=~ \ 2 ’ 2 ) 

-3+a_n -2+b_1 
2 “’ 2 2 

:. a 二 7， b 二 3

따라치 점 F으| 좌표는 (7, 3)이므로 α+b二 1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ν 

세 접 0(0, 0), A(4, 0), B(O, 3)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B δ뇨 
평행이통한 도형을 삼각형 O'A'B' 
이라하자. 

점 A'의 좌표가 (9 , 2)일 [대，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2十y2+ax+by+c=001다. 

a+b+c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b, c는 상수이다.) 

0 A x 

STEPø 살각형 OAB에 LH절하는원을C라하고원 C의방정식구하기 

ν 

이
 ω
 

, n 
U 

R r 앓뇨 
A(4, 0) x 0 

위의 그림과 같이 두 삼각형 OAB， O'A'B재| 내접하는 원을 각각 C, C' 

01라하Ãf.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를 rOI라 하면 원 C는 z축과 g축어| 동시에 접하고 

제 1사분면에 중심이 있으므로 중심의 좌표는 (r, γ)01고 원 C의 방정식은 
(x-r)2 +(ν_r)2=r2 

또한， 직선 AB는 두 점 A(4, 0), B(O, 3)을 지나므로 직선 AB의 방정식은 

조十ι二 1 즉 3x+4y-12二 O 4 ' 3 

원 C가 직선 AB에 접하므로 원의 중심 (γ， γ)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y과 같다 

x 13r+4γ-121 
늑「늑;늑 =r, 17r-121=5r 

;/3ι +4ι 

7r-12=5r 또는 7γ 12=-5r 
., r二 6 또는 γ=1 

r=6이면원 C가삼각형 OAB에 

u 

내접하지 않으므로 r=l 

따라서원 C의방정식은 

(x • 1)2 +(y_1)2= 1 

STEP (g) 점 A를 점 A'으로 이동시킨 평행이돔을 이용하여 원 C'으| 
방정식구하기 

점 A(4， 0)을 x축으|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A' (9, 2)가 되므로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 C가 평행이동한 원 C' 으| 방정식은 

{(x-5)-1}2+{(ν←2)-1}2=1 

(χ 6)2+(y_3)2二 1 

.. χ2+y2- 12x-6y+44=0 

따라서 a=-12, b=-6, c=4401므로 a+b+c二 26 

률훌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의 넓이를 이용하여 풀이해| 

직각삼각형 OAB의 내접원의 중심을 M이라 하면 점 M에서 세 변 

OA， OB ， AB에 내린 수선의 길이는 모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r과 같iCf. 

B(O, 3) 
κ、ι

/:'OAB= /:,MOA + /:'MAB+ /:，MBO이므로 

융 'OA' 굶二융 .OA'r+ 융 AB.γ+ 웅 O료 γ 

-k- '3'4二lγ(4+5+3)， 6r二 6 :. γ二 12 v. 2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01 a, b, c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하여 

삼각형의넓이는 

L.ABC二L.OAB+ L.OBC+ L.OCA 

L
γ
2
 

•
1 

r
’ 

W 

사
ν
 

1 
2 

」T

L땅2
 빠ι
 

= 

= 
넓2
 

10‘ 
두 앙수 m , η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A(-2， 1)을 I축 방향으로 %만 

큼 평행이동한 점을 B라 하고 점 B를 g축의 방향으로 η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C라 하자.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3, 2)일 [대， 

mn으| 값은? 

(j) 16 
@22 

cz) 18 
@24 

@20 

STEPÐ 두접 B， C으|좌표를 m， η으로나타내기 

접 A(-2， 1)을 Z축의 방향으로 %만큼 평행이동한 점 B의 좌표는 

B(• 2+m, 1), 점 B(-2+m， 1)을 g축의 방향으로 η만큼 평행이동한 

점 C으| 좌표는 C(-2+m，1+η) 

y 

A(-2, 1) 

매
때
E
 으
뻐
 

，C(-2+m， 1十η)
↑g축으로”만큼 

윌프±값1) 
$ 

STEP(g) 세점 A， B， C를지나는원의 방정식구하기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은 중심의 조f표가 (3,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 • 2)"}2 +(2-1)2 ={26 0 1멀 
원의방정식은 
(X-3)2+(y-2)2=26 ...... ô) 

STEP$ 점 B， C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m, η의 값구하기 

점 B(←2+m， 1)은 원 @ 위의 점이므로 

x=-2+m , y二 1을@어| 대입하면 

(-2+m-3)2+ (1 -2)2= 26 

(m • 5)"=25 

'. m=10(':m>0) 
9 

점 C(-2+m， 1 十η)도 원 @ 위의 점이므로 

x=-2+m, y二 1+η을@에 대입하면 

(←2+m-3)2+(1十n-2)2二 26

25十(η 1)"=26(': <Q) "m=10 

(η 1)2= 1 :. η=2(η· η > 0) 

따라서 mn= 10' 2 二 20

I훌를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임을 이용뼈 풀이하기 

STEPÐ 두접 B， C의좌표를 m， η으로나타내기 

점 A(-2， 1)을 z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점 B의 좌표는 

B(-2+m, 1) 

점 B(-2+m， 1)을 ν축의 방향으로 η만큼 평행이동한 점 C으| 좌표는 

C(-2+m， 1+η) 

STEP(!)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직각삼ζ별의 빗변의 중점임을 
이용하여 m, η의 값 구하기 

9 

A( • 2, 1) 

C(-2+m， 1+η) 
↑ν축으로η만큼 

h학쩍셔1) 
x 

그림과 같이 삼ζ병 ABC는 LB=90。인 직각삼각형이므로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변 AC의 중점이다. 

(-2+(-2)十m 1十1+η\n'
이때 변 AC의 중점은 { 2 , →E→|이므로 

-4+m_~ 2+η _0 •- --2 v ’ 2 ι 

m=10, η二 2

따라서 mη=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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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D 

104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두 점 

A(2, 0), B(l, 2)를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C， D라 

하자 삼각형 OAB 및 그 내부와 삼각형 
ODC 및 그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를 
S라 할 때， 608의 값을 구하여라-

(단， 0는원점이다.) 

10‘4 
좌표평면에서 두 점 A(4, a), B(2, 1)을 직선 ν=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A' , B'이라 하고， 두 직선 AB, A' B' 으| 교점을 P라 하자 

두 삼각형 APA', BPB'의 넓이의 비가 9:4일 [대， a의 값은? 

(단， a>4) 

x 

STEPO 직선 AB와직선 OD으|쿄접의조任E와 y=x의교점의화표 

구하기 

A 0 
@6 

(Lì) 1~3 …• 
= 2 

를를두삼각형 APA’， BPB’의 넓이의 비가 9: 401므로 
두 삼각형 APA ’ , BPB'의 닮음비는 3 : 201다. 

ø 1} • 

2 

@ 7 

CD 5 

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선분 OD의 교점을 E, 선분 AB와 

직선 ν=x으| 교점을 F라 하지. 

직선 AB의방정식은 

ν 0=순g(z 2) 

즉 g二 -2x+4 ...... Gl 

점 B(l, 2)를 직선 ν=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이 D이므로 D(2, 1) 

즉직선 OD의방정식은 

ν=양 

A(4, a) u 二x

y 

@ 

8 • 4 .,.,.( 8 4 \ Gl, ι을 언랍하여 풀먼 I二→ ~ :. E( • ) 5' ν 5 ., ~\5 ’ 6) 
4 .. _4 . d4 4\ @과직선 ν二I를연립하여풀면 Z←← ν '. F(~.~I Y-"""' '2., L..: t::::i'-'I ....... j 2 L..: ....... 3' y 3 .. _j,_ \3 ’ 3/ 

:8 (2, 1) 

B' (1,12) 

0 

.y=x 

ν 

STEP fj) 삼각형 OFE의 넓이 구효}기 

x 

두 직선 AB와 OD의 기울기의 곱이 

-101므로 ιOEF=90'OI다. 

삼각형 OEF는 직각삼각형이므로 

L'; OEF의 넓이가융 .OE.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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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fj) Q으| 값구해| 

互互'=v(a←4)2+(4-a)2 二fiG그츄{2(a←4)( η • a > 4) 

굶/ 二V (1-2)2 +(2-1)2 =피01므로 

互A': B료 =3: 2에서 퍼(a-4) : β=3:2 

2피(a-4)二 3피， 2(a-4)二 3

Q二꽁 
01[[ 

I흩를 점 P가선분 AB의 3:2의 내분점임을 이용뼈 풀이해| 

STEPÐ 선분 AP와선분 BP의 길이의 비 구하기 

STEP8 8의값구해| 

따라서 두삼각형 OAB와 ODC의 공통부분의 넓이는삼각형 OEF의 

8 16 . ~~~ ~~ 16 넓이으12배이므로 S二 2. ，U~=~~ :.608=60' ~~=64 15 15 .. VVV-VV 15 

두 직선 AA', BB'은 각각 직선 ν=x와 서로 수직이므로 

두직선 AA' ’ BB'은서로평행하다i 

즉， 두 직선 AB와 A'B' 으| 교점이 P일 때， 

두 삼각형 APA' , BPB'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두 삼각형 APA' , BPB'의 넓이의 비가 9:4이므로 

두 삼각형의 닮음비는 3:2이다. 

'. AP: BP=3: 2 

STEP fj) 접 P으|좌표를이용하여 Q으|값구하기 

점 P는선분 AB를 3:2로내분히는 

점이므로점 P의좌표는 

p(3'~:~'4. 3'~:~'aì ••‘ 

\ 3+2 ’ 3+2 / 
즈P(_14_ 끽α+3\ 
--, ~ \ 5 ’ 5 / 

두 직선 AB， A'B'은 

직선 y=x어| 대하여 서로 대칭이므로 

두 직선 AB, A' B'의 교점 P는 
직선 g二X 우|의 점이다. 

14 2a+3 따라서 ←←→←01므로 2a+3二 14 
5 5 

11 .. a=τ 

ν =:f(x) 

1043 
이차함수 f(x)二x2 -6x+13의 그래프를 

직선 y=4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ν=g(x)라 할 때， 

g(-l)의 값은? 

CD -12 
@ 0 
@ 12 

STEPO 선분 AA'과선분 BB'21 길이의 비 구하기 

두 점 A(4, α)， B(2, 1)을 직선 ν=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각각 

A' (a, 4), B' (1, 2) 

두직선 AA' ， BB'은각각직선 ν二Z와서로수직이므로 

두직선 AA' ， BB'은서로평행하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AB와 

A'B'으| 교점이 P일 때， 

두 삼각형 APA', BPB'은 서로 

닮은도형이다. 

두 삼각형 APA', BPB'의 넓이의 

비가 9:4이므로두삼각형 

APA' , BPB'으| 닮음비는 3:2이다. 

즉 AA' : BB' = 3 : 2 

Ø-6 
@ 6 x 

B' (1,12) 

0 
x 0 

STEP(.) y=f(x)를 y=4어| 대하여 대칭이동하기 

f(x)=x2 ←6x十 13=(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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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물선 ν=상+2x-3 위의 두 점 (X1, Y1), (X2, Y2)가 직선 
X+y=1어| 대하여 대칭일 때， X1 +X2를구하면?(단， X1추 x2 ) 

(1) -3 ~ -1 @O 
@ 1 @ 3 

즉 이차함수 f(x)의 그래프는 꼭짓점의 좌표가 (3 ， 4)01므로 

y=f(x)의 그래프를 직선 y=4어|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X-3)2+4 

따라서 g(X)=-(X-3)2+40 I므로 g( -1)=-(-1-3)2+4=-12 

l
”
힘
 
매
빠
퍼
。
매
 

x 

STEPÐ 두점 A， B의수직이톨분선이 x+y=1임울이해하기 

두 점 A(X1, Y1), B(x강 ν2)가 
포물선 y=녔+2x-3 위의 점이므로 

Y1=성+2x1 -3, Y2=x."+ 2x2-3 

또한， 두 점 A(X1, ν1)， B(X2, Y2)가 
직선 x+y=1어| 대하여 대칭이므로 

선분 AB의 중점이 직선 위의 점이고 

선분 AB는 직선 x+y=1과 수직이다 

g 

멸훌펠 선대칭을 이용뼈 풀이해| 

f(x , y)=O을직선 y=b어| 대하여 대칭이동한도형은 

f(x , 2b-y)=O 

즉 이차함수 f(x)=싱-6x+13을 직선 y=4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도형은 f(x， 8-y)=OOI므로 8-y=섬-6x+13 

-y=x2- 6x+5 

:. y=-장+6x-5=-(x-3)2+4 

따라서 g(X)=-(X-3)2+40 I므로 g(-I)=-( -1-3)2+4=-12 

STEP팅 직선 AB의 기물기는 1엄올 이용하여 X1+X2의 값 구하기 

두 점 A(xμ y1), B(x칭 Y2)의 직선 AB의 기울기는 1이므로 

칸二Y1_ix;+2x2 -3)-(X12 +2x1-3) 
X2-X1 X2- X1 

(X;+ 2x2-3)-(X12+2x1-3)=X2-X1 

(x; - X12)+(X2 - X1)= 0 

(X2-X1)(X2+X1 +1)=0 

:. X1+x2=-I(': X1 추 X2) 

1 

1044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포물선 y=삼+2x를 z축의 양의 농항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콕선과 

직선 y=x와의 교점을 A， B라 하면 점 A， B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일 때， 상수 Q으| 값은? 

@융 
3 
-2 @ 

~1 

1045 
다음물음에듭팅}여라 

(1) 두 원 (x+2)" +(y_l)2= 1, (X-2)2 +(y_5)2= 1은 직선 l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직선 l의 방정식은? 

(1) y=-2x+3 ~y=-x+2 @y=x+3 

@y=-x+3 @y= 2x-l 

@흉 

STEPÐ 포물선을평행이동한후쩍선 y=x의쿄점구하기 

곡선 y=x2+2x를 z축의 양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x-a)"+2(x-a) ...... Gl 

@과 직선 y=x으| 교점의 좌표를 A(α， a)， B(β， ß)라 하면 

점 A， B가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α=-ß :. α+ß=O 

@2 

STEPÐ 두 원의 중심이 직선 l에 대하여 서로 대칭임을 01용하기 

두 원이 직선 l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므로 두 원의 중심 또한 직선 l에 대하여 

서로대칭이다 

직선 l은 두 원의 중심 A( -2, 1), B(2, 5)를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다 

STEP밍 점 A， B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임을 이용하여 Q 구하기 

이차함수? 와 직선을 연립하면 

(x-a)"+2(x-a)=x, x2 -(2a-l)x+a2 -2a=O에서 

두근이 α， β이므로 a+β=2a-l=O 

[다E써 a=융 

B(2, 5) 

g (2) 두 이차함수 y=상+2x+3， y=-x2十6x+5의 그래프가 

점 (a , b)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1) 5 ~6 @7 
@8 @9 

A(-2, 1) 

x 

5-1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가← .. vf ............. ==l이므로 2-(-2)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객+2 팩)， 즉 (0,3) 
2 ’ 2 / 

따라서 직선 l으|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점 (0， 3)을 지나므로 

y-3=-(x-0) :. y=-x+3 

2 0 

y 

STEPÐ 두이챔수의폈점의꿇구해| 

ν=성+2x+3=(x+ 1)2+2에서 
꼭짓점의 좌표는 (-1 ， 2)이고 

y=-x2+ 6x+5 

= -(X-3)2 + 14 

에서 꼭짓점의 좌표는 (3 , 14) 

357 

x 

STEP딩 대칭인 점 (a, b)의 값구해| 

이때 두 꼭짓점 (-1 , 2) , (3 , 14)를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가 (a, b)OI므로 
1+3 __ 2+14_ ,-

----" ----" 2 ι’ 2 ν 

따라서 a=l, b=8이므로 a+b=9 

3 



1046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좌표평면 위의 점 P(1, 1)을 

이동시키려고한다. 

(2) 두 원 잠+y2+4x+4y=0， X2 +y2=8은 직선 ax+by+2=0어| 

대하여 대칭일 [대，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G) -2 ~-1 @O 
@ 1 @ 2 

(개 앞먼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으| 농항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 

(내 뒷면이 나오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ν축의 농항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 

STEPÐ 두 원의 중심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원 상+ν2十4x+4y=0에서 (X+2)2+(ν+2)2=8이므로 두 원의 

중심 A( -2, -2), 0(0, 이의 수직이등분선이 직선 ax+by+2=001다. 
g 동전을 10회 던져서 앞면이 6회， 뒷면이 4회 나왔을 때의 평행이동된 점을 

Q라 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G) 2패 ~2돼 

@3돼 @4{2 

@3{2 

STEPÐ 점 P가동전을 10효| 던지는동안이동하는경우파악하기 

x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z축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x축으| 방향으로 一1만큼 평행이동하므로 점 P는x축으| 방향으로 

l' 6+( -1)'4=2만큼 평행이동한다. 

또한，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ν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므로 점 P는 g축의 농항으로 

(-1)' 6+2'4=2만큼 평행이동흔κf. 

STEP밍 점 Q의 좌표를 이용하여 선분 PQ으| 길이 구하기 

점 P(l, 1)을 z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 Q의 좌표는 Q(3， 3)0|므로 

따={(3-1)" +(3-1)2 =2껴 

( i ) 선분 OA의중점 

(헬， 펠)， 즉 (-1, -1) 

-2-0 ( ii) 선분 OA의 기울기는 ←一←一=1이므로 -2-0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 

즉 구하는 직선은 (-1, -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므로 

y+l=-(X+l), ν=-x-2 :. x+ν+2=0 

따라서 a=l， b=1이므로 a+b=2 

가
 탱

 
햄
 

얘
 
얘
 뼈

 
f7ui싣띤져V문저V 
좌표평면 위의 점 P(x, ν)는 다음 조건에 따라 이동한다 

(3) 원 (X-2)2 +(y-5)2= 16을 직선 ax+띠+1=0에 대하여 

대침이동한 원이 x2 +y2+ 12x-2y+c=0일 때， 

상수 a， b ， c에 대하여 a+b+c으| 값은? 

G) 16 ~ 20 @24 
@28 @32 

(가) x>yOI면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다 

(q) x 드 g이면 z축의 농항으로 1만큼 평행이동 효빠. 

점 P가 점 (1 , 이을 출빌h하여 300번째 도칙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 ... 
STEPÐ 주어진 규칙에 따라 점의 변화를 파걷룹뼈 규칙성 찾기 

점 P가 점 (1, 0)을 출발하여 
도착하는점은차례로 

(0, 1), (1, 1), (2, 1), 

(1 , 2), (2, 2), (3, 2), 

(2, 3), (3, 3), (4, 3), 

(3, 4), (4, 4), (5, 4), 

(η-1， η)， (η， η)， (η+1 ， η) 

이고 이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으므로 300=3'100펀째 

도착하는 점의 좌표는 (101, 100) 

톨I 
점 (a , b)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b , a)OI고 
점 (a , b)를 z축으|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a+l , b)를 
이용한다. 

STEPÐ 중점조건과수직조건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원 장+y2+12x-2y+c=0어|서 (x+6)2+(y-l)2=37-cOI므로 

중심을 A'(-6， 1)이라 하면 원의 중심 A(2, 5)를 직선 ax+by+l=O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A'(-6, 1)01므로 

g 

y=x y 
---1-----r----1-----: 

5f--녁---+--+---."켓 

4[--'十 --r--‘+ →애 

3f--수2f---.. ~쇠----낀 
l←~---녁……_.치 

ι ’ 
i、 234 5 

P 
$ 6 

I 

( i ) 선분 AA'의중점다+2 학괴 
\ 2 ’ 2 J 

즉 (-2， 3) 이 직선 ax+by+l=O 위대i 있으딛로 대입하면 

-2a+3b+l=0 ...... Gl 
( ii) 선분 AA’이 직선 ax+by+l=O과수직이므로 

5-1 f a 、 -
2+6"\ br J. 

:. a=2b ...... (Ç) 

@과@을연립하면 a=2， b=1 

즉2x十y+l=O 

STEP 4])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므로 c21 값구하기 

이때 원 (x+6)2+(y-l)2=37-c의 반지름이 -37+c=-16 

:. c=21 
따라서 a+b+c=2+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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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진위판B하기 

기. 방정식 f(x+l , -y)=OOI 나타내는 

도형은 방정식 f(x , y)=ool 나타내는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 후， 

z축으|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다 

1047 
지연수 η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P.(μ， νn)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 (단， 와%추 이 

X 

L 방정식 f(x-l , -y)=OOI 나타내는 도형은 방정식 f(x , y)=ool 

나타내는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01므로 [그림 2].와 갈다 

c 도형 f(l-x , y)=OOI 나타내는 도형은 방정식 f(x, y)=ool 

나타내는 도형을g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그림 2]와 같다. 

따라서옳은것은 L , cOI다. 

, 1 

(가) 점 Pn이 xny.> 001고 xn > Yn이면이점을직선 ν=x어l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Pn+ ， OI다. 

(나) 점 Pn이 XnYn> 001고 xn<YnOI면 이 점을 z축011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이 점 Pn+ ， OI다. 

(다) 점 Pn이 X써n<OOI면 이 점을 ν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이 

점 Pn+ ， OI다. 

점 R으| 좌표가 (3 ， 2)일 때，lOX50 +Y50의 값을구하여랴 

.뭘.Pn=P，“인 주기가 6~을 이용하기 

104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점 A( -1, 6), B(5, a)에 대하여 AP+BP의 값이 최소가 되는 

x축 위의 점 P으Ix좌표가 3일 때， 양수 Q으| 값은? 

<])1 ~2 @3 
@4 @5 

STEPÐ 주어진규칙에 [[빠점 Pn의 변화률 III쩍하여 챔성 찾기 

점 P, (3 ， 2)에서 조건 (가)에 따라 점 P2는 점 R을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므로 P2 (2, 3)이다. 

점 P2 (2， 3)에서 조건 (나)에 따라 점 P3은 점 R를 x축011 대하여 

대칭이동한점01므로 묘 (2， -3)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 P4, P5, P6, …을 구하면 

P.(-2, -3) -- P5(-3, -2) -- P6 (-3, 2)-응 P7 (3, 2) -응 

PS (2, 3) • P.(2, -3) • ... 

과 같으므로 자연수 η어| 대하여 점 P.으| 좌표와 점 Pn+6 으| 좌표와 같다. 

STEPÐ 늄+굶가최좌}되는경우를료엠등.'1 

I 

점 B(5,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되 -a)라 하면 

AP+BP=AP+B ’ P 르 AB' 

이므로 AP+BP의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점 P(3, 0)이 

두 점 A(-1， 6)과 B'(5, -a)를 
지냐는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STEP굉 점 P50으|화표구하기 

50=6'8+2이므로 점 P50으| 좌표는 P2의 좌표와 같다. 

이때 점 P2 (2, 3)이므로 x5o=2, Y5o=3 

:.10x50+Y5o= 1O '2+3=23 

y=x 

P, (3, 2) 

P2 (2, 3) 
Y 

P6 ( -3, 2) 

STEP굉 작선 AB'21 방정식위에점P가지남을 01용하여 Q의값구하기 

두 점 A( -1 , 6), B' (5, -a)를 지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은 

ν-6=프호(x+l)， 즉 y=훈률(x+l)+6 5-(-1) 

이 직선 위에 P(3, 0)이 지나므로 x=3, y=O을 대입하면 

0=똥Q_(3+1)+6， -a-6=-9 

따라서 a=3 

x 

P3(2, -3) 
P4 (-2, -3) 

P5 (-3, ~2) 

(2) 좌표평먼 위에 직선 y=x 우|의 한 점 P가 있다. 점 P에서 

점 A(3, 2)와 점 B(5， 3)에 이르는 거리의 합 AP+BP의 값이 

최소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는? 

@3 

1048 
방정식 f(x, y)=OOI 나타내는도형이 [그림 1]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01 [그림 2]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면? 

Yt Y 
1 ~ ... 지x， y)=O 1 

1 

@2 <])1 

0 
@3 @흉 

x I 0 

359 

y~x 

$ 

STEPÐ 뾰+굶가최소가도|는경우를파악해| 

0 

g 점 B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징이동 

시킨 점을 B' (3， 5)라 하자 

AP+BP=AP+B ’P 는 AB' 이므로 
점 P가 선분 AB' 우|에 있을 때， 

AP+BP의 값이 최소가 된다. 

[그림 2] 

<]), 

@', L 

@c ~L 

@L , C 

[그림 1] 

'. f(x+l , -y)=O 

L. f(x-l , -y)=O 

c. f(l-x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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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밍 삼각형 ABP의 넓이 구하기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으므로 P(3, 3) 

이때 삼각형 ABP는 ζP=90。인 직각삼각형이다 

L'ò.ABP=융 .AP'BP=융 '1 ， 2=1 

(3) 좌표평면에서 저11사분면 위의 점 A를 y=x어|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을 B라 하자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PB의 최솟값이 

10껴일 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여라 (단;0는 원점이다.) 

STEPÐ 효+햄가 최소가되는 경우톨패룹t71 

제 1사분면 위의 점 A의 좌표를 

(a , b)라하면점 A를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 B의 좌표는 

(b , a)이고 점 A를 z축어|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 A'의 좌표는 (a , -b) 
이때 AP=A'P이므로 

AP+PB=A'P+PB이고x축 위의 

점 P가 선분 A ’ B 위에 있을 때， 

A'P+PB의 값이 최소가 되므로 

AP+PB=A'P+PB 르 A'B=10당 

STEP굉 선분 OA의 길이 구하기 

도효=~(b-a)2+(a十b)2 

=~a2-2σb+b2 +a2 +2ab+b2 

=βQ급굉=10퍼 

.. 다급강=10 

0 

따라서 선분 OA의 길이는 OA=ι급강=10 

105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직선 x+y=2 우|의 점 P와두점 A(l， 3), B(2, 1)에 대하여 

AP+BP의 최솟값은? 

@3 
@3 

~2 

@6 

@흉 

STEPÐ 접 A톨중점조건과수직조건을이용하여 대칭이동한점구하기 

점 A(l, 3)을 직선 x+y=2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a， b)라 하면 

( i ) 선분 AA'으| 중점 (약l ha) 
\ 2 ’ 2 } 

g 

x+y=2 

는직선 x+ν=2 위에 있으므로 A'(-l,1)'::: 

a+1 , b+3_ •-•+ v:..←-ι 2 ' 2 
:. a+b=O ...... (5) 

( ii) 선분 AA'는직선 x+y=2와 

수직이므로 끝￥ '(-1)=-1 

:. a-b+2=0 ...... (Q 

@과@을연립하여풀면 
a=-l, b=l :. A'(-l, 1) 

STEP굉 늄+BP의 최슷값구해l 

이때 AP=A'P이므로 AP+BP=A ’P+BP 2: A'B 

따라서 효+BP의 최솟값은표핍=~ (2-( -1))2+(1-1)2=3 

B(2, 1) 

, 
x 

y (2) 좌표평면 위에 점 A(O, 5)가 있다 

직선 y=-x와직선 y= 2x 위를 

움직이는점을각각 B， C라할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y=-x 
y=:= 2x 

최솟값은? 

G) 2굉 

@3껴 

@3피6 

~2돼 

@3!5 

A(0,!5) 

x 

STEPÐ 점 A의직선 y=-x， y= 2x에대하여대칭이동한점의좌표 

구흘}기 

점 A(O, 5)를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을 P라 하면 (-5 , 0) 

점 A(O， 5)를직선 ν=2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점을 Q(a， b)라하면 

la+O 5+b\ ( i ) 선분 AQ의중점 \u;v ， ";U)는직선 ν= 2x 위에 있모로 

b+5 
••• =2' ~ :. b=2a-5 ... ; .. (5) 

2 - 2 

( ii) 직선 AQ와직선 y= 2x가서로수직이므로 

b-5 
a-σ'2=-1 :. b=-강a+5 ...... (Q 

(5)，。을언립하여풀면 
a=4, b=3 :. Q(4, 3) 

STEP밍 삼각형 ABC의 툴레의 길이의 최슷값구하기 
y 

y= 2x 

“‘.Q(4, 3) 

x 

따라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은 PQ의 길이이다 

.. 따=ι끄한광=3따 

1051 .，0탱 

세 점 A(4, 2), B(a, 이， C(b, b)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과그때의 a， b를 구하는 

과정을다음단계로서술하여라 (단" a>O, b>O) 

[1단계]점 A(4， 2)를 X축과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의좌표를 

구효}다 

[2단겨1] 삼각헝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을 구한다. 

[3단계]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효H각. 

... 3α% 

점 B는 x축 위의 점이고， 점 C는 직선 y=x 위의 점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를 x축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라 하면 

A'(4, -2) 
점 A를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이라 하면 A"(2, 4) 

g• ν=x 
A"(2, 4) " ι 

$ 



105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먼이 그려진 y 

종이를 한 번 접었더니 두 점 A(O, 2) 

‘ 40% 와 B(4， 0)이 겹쳐졌다. A(O, 2) 
B(4, 0) 

o4 매gge 
이때 점 C(3, -2)와 겹쳐지는 점의 。

0 x õiii 
좌표를구하여라 • C(3, -2) 

‘ 30% 

BA' 二 BA, CA"=CA이므로 

직선 A'A"이 z축， 직선 ν二Z와 만나는 점이 각각 B， C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따라서 삼각형 ABC으|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은 

도A" =~ (2-4)2 +{4-( _2)}2= 2{iO 

두 점 A' (4, -2), A" (2,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_4-(-2) 
y-4=Z二도(x-2)， 

ι y=-3x+10 

점 B는 직선 A'A"의 z절편01고 

점 C는 직선 A'A"과 직선 g二X가 교점이므로 

(10 ^\ ~(5 5\ 두점 B， C으|좌표는 B( ~"V 이 이→ ) 
\ 3 ’ /, -\ 2’ 2/ 

10 ,- _5 
따라서 a=← b= 

3 ’ 2 

1052 
포물선 y=x2-4x를 포물선 y=x2 +6x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1: x-2y十 1=0은 직선 γ으로 옮겨진다. 두 직선 l과 f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1단계] 포물선 y=x2 -4x를 포물선 ν=삼+6x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구효κf. 

[2단계]직선 1: x-2ν+1=0을평행01동하여직선 l'의방정식을구효H二t 

[3단겨1] 두 직선 l과 r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포물선 y=삼 4x를포물선 ν二x2 +6x로옮기는 평행이동 

을구한다 ‘ 30% 

포물선 y=x2←양를 z축으l 방향으로 m만큼， ν축의 방향으로 η만큼 

평행이동하면 
ν-η 二(x-m)2 -4(x-m)이므로 

y=잠 2(m十2)x+m2 +4m+η ...... Gl 

@인 포물선과 포물선 y=x2 +6，χ와 일치하므로 

ηz=-5， η= ←5 

포물선 y=x2 -4x =(x-2)2_4의 꼭짓점이 (2, -4) 

포물선 y=상十6x二(X+3)2←9의 꼭짓점이 (-3, -9) 

이므로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ν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므로 m=-5, η二 -5 

에 30% 

직선 1: x-2y+1 二 0을 x축으|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x+5)-2(y+5)+ 1 =0 

즉 l' : x-2ν-4=0 

여먼「기 두직선 l과l'새|으|거리를구한다 ‘ 40% 

두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는 직선 1: x-2y+1=0 우|의 점 (-1 , 0)과 

직선 l' : x-2y-4=0 사이의 거리와같으므로 
1-1-0-41_ ~ 
릅누꽁 「

평행한두직선 1: x • 2y+1=0 , l' : x-2，ν-4=0 

사이의거리를구하면 

피 
→감고펴 ” 

I뭘.종이를 접었을 [대， 두 점 A， B가 겹쳐지므로 접는 선을 수직이등분인 직선의 
방정식구하기 

STEPG 두접A， B의수직이등분선을구하기 

두 점 A(0， 2)와 B(4, 0)이 직선 
y=mx+η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라고 

하면 두 점 A와 B으| 중점 (2, 1)이 
직선 ν二mx+η 우|에 있으므로 

ν y=mx+n 

1=2ηz+η 
@ 

2 1 직선 AB의기울기는 이고 4 2 

직선 AB와 직선 y=mx+n은 

서로수직이므로 

-융 'm=-l에서 m=2 ...... cg 

@을@에 대입하먼 1=4+η :. n=-3 
두 점 A， B는 직선 y=2x-3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STEP밍 점 C(3， -2)를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좌표구해l 

점 C(3， -2)와겹쳐지는점을 (a , b) 라하면 

Ã -l (a+3 b-2\ 두 점의 중님 \U 2V’ u 2 '" )는 직선 y=2x-3 위에 있쁘로 

b-2_^ a+3 ^ '"•-< 2 ‘ 2 v 

:.2a-b=-2 ...... @ 

두 점 C(3, ←2)와 (a , b)를 지L는 직선의 기울기는 량go|고 

이 직선이 y二 2x-3과서로수직이므로 

b+2 
i二3'2=-1

:. a+2b=-1 ...... @ 

@，@을 연랍하여 풀면 a=-l , b=O 

따라서 점 C(3, -2)와 겹쳐지는 점의 좌표는 (• 1, 0) 

1054 
원 (X-4)2+(ν 4)"= 16 위를 움직 

이는 점 P(x, ν)를 직선 g二x Ol I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Q라하자. 

접 P， Q에서 z축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 , Q'라 할 [대， 

y 
y~x 

x | 햄7_QQ'1으| 최뱃값은? 

(j) 3돼 (ZJ 4{2 

~4돼 @5 {2 

@3매 

I뭘1) 1맨'-QQ'I로놓고 원과 직선이 접함을 O용하기 

361 



STEPα 햄" QQ' 으| 값구해l 

P(x, ν)를 직선 y=x어| 대하여 

대칭이동한점을 Q(y， x)라고하면 

점 P， Q에서 z축011 내린 수선의 발은 

각각 P' (x, 0), Q' (y, 0)이므로 
PP'=ν'， QQ' 二X

y二Z

STEP (1) I 햄'-QQ'I으|최햇값구해| 

|륨'-QQ'I二Iy-xl二k라하먼 
k는 직선 y二xIk가 원에 접할 때， 

최뱃값을 가지므로 원의 중심 (4， 4)에서 

직선 x-YIk=O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4와 같으므로 

瓚=4， lkl=4껴 
따라서 k의 최뱃값은 4껴 

ν↑ x-YIk=O 

1055 
원 x2 -6x+ν2+2ν+8=0을 절E쁘나맨L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이 

직선 g二x+2어| 접효tCf고 할 때， 상수 Q의 값의 합은? 

ffi2 ~3 ~4 

@5 @6 

.따I’ 점 P(x , ν)를 접 A(a, b)에 대하여 대침이동한 점 P찍 좌표 
p' (2a-x, 2b-y) 

STEP (j) 중점을 이용하여 대칭인 원의 방정식 구하기 

x2←6X+y2+2ν+8=0을 변형하먼 

(x-3)2+(y+1)2=2 ...... Gl 

원의 중심 (3, -1)을 점 P(a, 1)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 q)라 하면 
점 P(a, 1)은 두 점 (3, -1), (p, q)를 잇는 선분의 중점이다. 

p+3 __ q-1 
즉뚜=a， τ二 1이멀 p=2a-3， q=3 

y 

<-2 0 x 

즉@을점 P(a， 1) 어| 대하여 대징이동하면중심이 (2a-3，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G인 원이다 

STEP잉 한점에서 직선사이의거리를이용하여 Q의값구하기 

이때 이 원이 직선 y=x+2어| 접하므로중심 (2a-3， 3)에서 

직선 X ν+2=0까지의 거리가반지름의 길이 β와같다. 

즉 |2뮤호욕2l=/2， 12a-41二 2 
~1.+(-1ι , 

:. a二 1 또는 a=3 

따라서 Q으| 합은 1+3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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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좌표평먼 위에 중심의 좌표가 (• l 이01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0 , 

\ 2 ’ / 
이 있다. 원 0，을 g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을 O2라 하고 x축으| 방항으 

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03 01라 하자 원 0，으| 내부와 원 O2의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와 원 O2의 내부와 원 03의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의 합 

은? 

@좋π-2돼 @으7 궐 
=3 “ 2 @좋π→돼 

@한+꽁 @중π+돼 

9 명뿔색칠한쁨의 넓이으18배 

STEP (j) 원 0" O2, 03의 방정식 구하기 

원 0，의 방정식은 (x낸)2+y2二 1 

원 0，을 g축에 대하여 대칭01동한 원 O2의 방정식은 (x 웅)2+g2二 1 

원 0，을 z축으|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원 03 으| 방정식은 

(x • 3)2+g2二 1 

STEP (1) 부채꼴의 넓이에서 직각삼ζ형의 넓이를 뺀 것의 8배하기 

ν↑궐 
2 

x 

0 , 3 
0 

다음 그림과 같이 원 0，의 내부와 원 O2 으|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와 

원 O2 으| 내부와 원 03의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의 합 S는 반지름의 길이가 

101고 중심각의 크기가 60。인 부채꼴으l 넓이에서 밑변의 길이가 융01고 

높이가 량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뺀 것으18배이다 

• 2 
歲

따라서 s=s(웅-똥)二한-돼 

1gE? 
원 x2十(y-1)2=9 위의 점 P가 있다. 점 P를 g축의 방향으로 ← 1만큼 

평행이동한 후 g축011 매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 하자 

두 점 A(l, • 돼)， B(3, 다)에 대하여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점 P의 y좌표는? 

11 ffi * ~ i ,i ~ 3 2 

(4) 13 (5) ~ (4) ~:- 떠)→ 
α 4 = 2 

I뭘IIÞAB는 고정된 선분이므로 삼각형의 밑변으로 놓으면 점 Q와 AB 사이의 
거리가 최대이먼 6ABC으| 넓이가 최대이다 



STEPa 주어진 그림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기 

주어진 삼각형 ABC를 선분 BC가 x축， 점 B가 원점， 점 A가 제 1사분면 위 

에 있도록 좌표펑면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u 

STEPa 점 Q가존재하는영역구하기 

원 x2 +(ν-1)2=9를 g축의 방향으로 1만큼펑행이동한후， y축011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x'+ν'=901므로 점 Q는 원 장+y'=9 위를 움직인다. 

매
빠
E
 으
뻐
 

A 
/γy、、

-,/ / \ '\ 

3껴ι •tw 

B(=o)1 C(4, 0) 

STEP@ 삼각형 ABQ의넓이가최대가될때파악하기 

다음 그림과 같서)1 점 Q를 접점으로 하는 원 성+ν2=9의 접선 중 직선 

AB에 평행하고 점 Q의 Z좌표가 음수일 [대，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이다. 

x 

이때 BC=401므로 점 C의 좌표는 C(4, 0) 

STEP@ 조건을만족하는점 A으|좌표구하기 

점 A의 좌표를 A(a, b)라 하면 

돼二~(a←0)2+(b-0)'=ι급갑=3피 
:. a'十b'=18 ...... Gl 

CA=~ (4-a)' +(0-b)2=ιE마급갑二펴 
η• (4-a)' +b'= 10 ...... 。

ρ @을하면 

(4-a)' +b'-(a2 +b2)二 10-18 

16←8a二 8, 8a=24 :. a=3 

@에서 3'+b'二 18， b'二 9

연립하여 풀먼 a=3, b=3(': a>O, b>O) 

점 A의 좌표는 A(3, 3) 

STEP~ 점의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삼ζ헝 DEF의 툴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경우를파믿k하기 

두 점 A(3, 3), C(4, 0)을 지나는 직선 AC의 방정식은 

g二←3x十 1201므로 점 F으| 좌표를 F(α， β)라 하면 

β=-3α+12 ...... @ 

이때 점 F는 선분 AC 위에 있으므로 
(점 A의 Z좌표)< α <(점 C의 X좌표) 

:.3<α<4 

C(4, 0) .i: 

y 

F"(a, β) 

이때 직선 AB가 ν=xOI므로 점 F를 직선 AB와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각각 F' ， F"이라하면 F'(ß， α)， F"(α， -ß)이다. 

즉 FD=F'D， EF=EF"OI므로삼각형 DEF의둘레의 길이는 

DE+ EF+ FD=DE+ EF" + F'D 

이[대 DE+EF"+F'D의 값은 네 점 D, E, F' , F"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최소가 되고 그 값은 선분 F'F"의 길이와 같다. 

STEP(!) 삼각형 DEF의둘레의길이의최슷값구하기 

균한=~(α ß)'+(냉 0')， β김누닮g 

二12α2+2 (←3α+12)2(': @) 

二때(α 뽕)'+뽕(3 <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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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즉 근호 안의 값이 최소일 [[H , 선분의 길이도 최소가 되므로 α=공일 때， 

。 f 144 • 12 r-;::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그 값 ‘ 츠함 -(5 는 V 5 5' ~ 

따라서 P二 5， q二 12이므로 p+q=5+12二 17 

B(3, 패) 

x 

즉 선분 AB의 길이는 고정되므로 높이가 최대일 [대， 넓이가 최대이다. 

STEP~ 직선 AB와기울기가같은접선의방정식을구하여점 Q의좌표 

구하기 

‘ 기울기가찌인 접선의 방정식 y=mXIr[;，즙f 

」 피←(-피) 
직선 AB의 기울기는 3-τ一=돼01므로 기울기가 돼인 

원 섬+ν2二 9 으| 접선의 방정식은 

ν=돼x :t 3파규二섭x :t 6 

이때 삼각형 ABQ으| 넓이가 최대이므로 ν=겹x+6 

직선 y=돼x+6과 원 x'+ν2=9가 만나는 점이 Q이므로 

상+(돼X+6)2=9에서 았2+12김x+27=0， (2X+3돼)2二 O 

3 .r 3 
., x=- 2 

즉 삼각형 ABQ으| 넓이가 최대인 점 Q으| 좌표는 

Q(-썩 t) 2 ’ 2 
이때 점 P는 점 Q를 g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 (3 ‘ 3 5 \ 평행이동한점이므로점 P의좌표는」으 | 
\ 2 ’ 2/ 

y 

Q(←펌， !) 

[다E써 구5는 점 P으Iy조많는 훌01다 

오른쪽그림과같이 

돼=3피， BC二 4， CA=피5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세 선분 

AB, BC, CA 위의 점을 각각 D, E, F 

라 하자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의 

최솟값이 웅펴일 때， p+q으| 값을 

구하여라. (단，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를I 점의 대칭이동을 이용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최솟값구하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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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