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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트위스터(Twister, 1996년)」를보면‘도로시’라는계측기를트위스터(회오리바람)의내부에날려보내눈에보이지않는

회오리바람의실체를수치로파악하여앞으로의피해에대비하려는장면이있다. 이와마찬가지로, 쉽게파악이되지않는도형

의성질도좌표를이용하여방정식으로표현하면보다쉽게이해할수있다.

이미 배운 내용

▶중학교 1학년

•기본도형

•평면도형의성질

▶중학교 2학년

•도형의닮음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의정리, 원과직선

이번에 배울 내용

•두점사이의거리

•선분의내분, 외분

•직선의방정식

•원의방정식

•평행이동과대칭이동

•부등식의영역

다음에 배울 내용

단 원 의 흐 름

▶수학Ⅱ

•미분법

▶적분과통계

•적분법

▶기하와벡터

•이차곡선 •벡터

•공간좌표 •공간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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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Ⅴ. 도형의방정식

184 Ⅴ. 도형의방정식

선분과 사등분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P, Q, R가 선분

AB를 사등분할 때, 다음 안에 알맞은 수

를 써 넣어라.

(1) AP”=PQ”=QR”=RB”= AB”

(2) AB”= AP”= PQ”

A
P

Q
R

B

시작하기전에···
단원을

1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12, 5인 직각삼

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2

12

x
5

일차함수의 그래프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기

울기를 구하여라.

(2) 일차함수 y=-2x+5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3

O

y

x

6

4

2

2-2 4

연립일차방정식의
풀이

연립방정식 ‡ 을 풀어라.
x=y+1

x-2y+5=04

직선과 점 다음 중에서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인 직선

y=2x-4의 위쪽에 있는 점을 모두 찾아라.

(1) (2, -1) (2) (2, 1)

(3) (3, 1) (4) (3, 3)

5

O

y

x42

-2

2

184

이 단원의 학습 목표

1. 두점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2. 선분의내분점과외분점의좌표를구할수있다.

3. 여러가지직선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4. 두직선의평행조건과수직조건을이해한다.

5. 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6. 원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7. 좌표평면에서원과직선의위치관계를이해한다.

8. 점과도형의평행이동, 대칭이동의의미를이해한다.

9. 부등식의영역의의미를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최대

문제와최소문제를해결할수있다.

1 세점P, Q, R가선분AB를사등분하므로

(1) AP”=PQ”=QR”=RB”= AB”

(2) AB”= AP”= PQ”44

;4!;

2 피타고라스의정리에의하여
x¤ =12¤ +5¤

=144+25=169

∴ x=13 (∵ x>0)

3 (1)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0, -1), (2, 3)을
지나므로

(1) (기울기)=

(1) (기울기)=;2$;=2

(2) 기울기: -2, y절편: 5

(2) 일차함수 y=-2x+5의 그래프는 다음 그
림과같다.

O

y

y=-2x+5

x

6

4

2

2-2 4

3-(-1)
2-0

4 x-2y+5=0에 x=y+1을대입하면
y+1-2y+5=0

-y+6=0

∴ y=6

y=6을 x=y+1에대입하면
x=6+1=7

∴ x=7, y=6

5 주어진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같다.

따라서 직선 y=2x-4

의위쪽에있는점은
(2) (2, 1)
(4) (3, 3)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풀이

O

y

x42

-2

2
{3,`3}

{2,`1}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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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좌표 165

1
●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 선분의 내분과 외분을 이해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 선분의 내분과 외분을 이해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두점사이의거리두점사이의거리1

2 선분의내분과외분선분의내분과외분

평면좌표
이 단원을 배우면

185

중단원의학습목표

1. 두점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2. 선분의내분과외분을이해하고, 내분점과외분점의좌

표를구할수있다.

이 단원의 수학자｜

탈레스는고대그리스의철학자로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
스에서출생하였다.

밀레투스(이오니아) 학파의 시
조로 만물의 근원(아르케)은 물
이며, 대지는물위에떠있는것으로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다가 커서는
지중해를건너이집트로넘어가서장사를하였다.

그 당시 이집트에는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하여 그
것에 관한 책이 많이 있었는데, 이집트로 간 탈레
스는이런책에흥미를갖고읽기시작했다. 그후,

그리스로 돌아와서도 수학과 천문학에 대한 공부
를 계속하여 마침내‘수학자의 시조’라고 불릴만
한학자가되었다.

탈레스는 항상 별을 보고 다녀서 땅보다는 하늘을
더 많이 보는 사람으로 알려질 만큼 별을 많이 관
측하였다.

또 기원전 585년 5월 28일에 생긴 일식을 예언하
고, 1년을 365일로나누어 1개월을 30일로정하였
다고전해지고있다.

그는 비례식 등을 이용하여 실용적인 방법론을 실
생활에 적용시켰고, 이집트에서 기하학을 받아들
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하학의 기본 결과들
을밝혔다.

①원은그지름에의하여이등분된다.

②이등변삼각형의밑각은서로같다.

③두직선이교차할때맞꼭지각은서로같다.

④반원에대한원주각의크기는직각이다.

⑤삼각형은밑변과밑각이주어지면결정된다.

이 정리는 탈레스가 직관과 실험 대신에 논리적 추
론에의해서입증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

탈레스(Thales ; ? B.C. 640~? B.C. 546)

1. 내분
1.한선분을그위의임의의한점을경계로하여두

부분으로나누는일
2. 외분
1. 한 선분을 그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경계로하여두부분으로나누는일

참고｜내분과외분의사전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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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Ⅴ. 도형의방정식

1. 평면좌표 187

알 아 보 기 / 수직선위의두점사이의거리를구하여보자.

두 실수 x¡, x™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두 점A(x¡), B(x™) 사이의 거

리는

⁄ x¡…x™이면　　AB ”=x™-x¡

¤ x¡>x™이면　　AB ”=x¡-x™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댓값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x¡} B{x™}

B{x™} A{x¡}

수직선 위의 두 점A(x¡), B(x™) 사이의 거리는

AB ”=|x™-x¡|

특히, 원점O(0)과 점A(x¡) 사이의 거리는

OA”=|x¡|

수직선위의두점사이의거리

탐 구 하 기 / 수락산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01

왼쪽 그림은 서울지하철 7호선

노선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웃하는 두 역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일 때, 수락

산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이

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

보자.

|x|=[
-x (xæ0)

-x (x<0)

사
가
정

용
마
산

중
곡

군
자

어
린
이
대
공
원

건
대
입
구

뚝
섬
유
원
지

청
담

강
남
구
청

학
동

논
현

반
포

고
속
터
미
널

내
방

도
봉
산
수
락
산
마
들
노
원
중
계
하
계
공
릉
태
릉
입
구

먹
골
중
화
상
봉
면
목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35 734 733 732 731 730 729 728 727 726 725 724

723

722

다음 수직선 위의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1) A(3), B(7) (2) A(3), B(-7)

(3) A(-3), B(7) (4) A(-3), B(-7)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187쪽 익힘책 188쪽 익힘책 190쪽

186 Ⅴ. 도형의방정식

다 가 서 기 / 좌표의 기원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을 끼고 살았

던 이집트에서는 홍수 후, 유실된 땅의

경계를 다시 정하기 위하여 현대의 지적도와 같

은 측량지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이나 로마인은 지도를

작성할 때 이미 좌표를 사용하였으며, 에라토스

테네스는 지도 상에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

타내기 위하여 경도와 위도에 해당하는 평행선

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데카르트가 좌표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좌

표를 이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고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에라토스테네스가그린지도(처음으로위도와경도가표시됨)

학습목표1•수직선위의두점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좌표평면위의두점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두점사이의거리

지적도(地籍圖)

토지의 소재(所在), 지번

(地番), 지목(地目), 경계

(境界) 따위를 나타내기 위

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

도이다.

에라토스테네스

(Eratosthenes`;`B.C.

275~B.C.194)

데카르트(Descartes ,̀̀

R .̀̀;`1596~1650)

1

평
면
좌
표

186

소단원의학습목표

1. 수직선위의두점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2. 좌표평면위의두점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다가서기 / 해설

이집트에서는 매년 비옥한 토지를 뒤덮는 나일강
의 범람으로 인하여 없어진 토지의 경계를 새로 정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측량술이
발전했다.

고속터미널역과수락산역의역번호가각각 734,

711이므로두역사이의간격은
734-711=23

이웃하는 두 역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이므로구하는시간은

23_2=46(분)

탐구하기 / 풀이

스스로 하기 / 풀이

(1) |3-7|=4

(2) |3-(-7)|=10

(3) |-3-7|=10

(4) |-3-(-7)|=4

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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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좌표 167

1

함 께 하 기 /

두 점A(3, -5), B(-4, 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P

의 좌표를 구하여라.

｜풀이｜

점 P의 좌표를 (0, a)라고 하면 AP”=BP”이므로

"(√0-3)¤ +(a+5)¤ ="(√0+4)¤ +(a-2)¤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9+a¤ +10a+25=16+a¤ -4a+4

14a=-14 ∴ a=-1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00,,  --11))

1. 평면좌표 189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표평면 위의 두 점A(x¡, y¡), B(x™, y™) 사이의 거리는

AB”="√(x™-x¡)¤ +(y™-y ç¡)¤

특히, 원점O(0, 0)과 점A(x¡, y¡) 사이의 거리는

OA”="√x¡¤ +y¡¤

좌표평면위의두점사이의거리

O

y

xP{0,a}

A{3,-5}

B{-4,2}

익힘책 187쪽 익힘책 188쪽 익힘책 190쪽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1) O(0, 0), A(-4, 3) (2) A(7, 3), B(-5, -2)

스 스 로 하 기 /

1

두 점 A(-5, 2), B(0, -3)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2

익힘책 187쪽 익힘책 188쪽 익힘책 190쪽

188 Ⅴ. 도형의방정식

알 아 보 기 / 좌표평면위의두점사이의거리를구하여보자.

좌표평면위의두점A(x¡, y¡), B(x™, y™) 사이의거리를구하여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직

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AB”¤ =AC”¤ +BC”¤

한편,

AC”=|x™-x¡|, BC”=|y™-y¡|

이므로

AB”¤ =(x™-x¡)¤ +(y™-y¡)¤

따라서 AB ”="(√x™-x¡)¤ +(y™-y¡)¤

탐 구 하 기 / 광화문과돈화문사이의거리

좌표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02

다음 그림은 광화문을 원점O로, 돈화문을 점A로 하여 좌표평면 위에 나

타낸 것이다. 점A의 좌표가 (6, 1)일 때, 광화문과 돈화문 사이의 거리

를다음순서에따라구하여보자.

1. 점A에서x축에내린수선의발을B라고할때, 점B의좌표를구하여라.

2. 두점O, B 사이의거리와두점A, B 사이의 거리를구하여라.   

3. 직각삼각형OAB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두 점O, A 사이

의거리를구하여라.

안국역

헌법재판소 해양수산부국군서울지구병원

팔판동

화동
소격동

안국동

익선동
중학동

운니동

계동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소방방재청

O

y

x

1

1 2 3 4 5 6

A
돈화문

광화문 B

2

3

x¡ x™

y

O

C{x™,`y¡}
A{x¡,`y¡}

y¡

y™ B{x™,`y™}

x

광화문

돈화문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

고,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

문이다.

188

1.B(6, 0)

2.OB”=6, AB”=1

3.OA” ¤ =OB” ¤ +AB” ¤ =6¤ +1¤ =37

3. ∴OA”='3å7 (∵OA”>0)

탐구하기 / 풀이

알아 보기 / 해설

●원점 O(0, 0)과 점 A(x¡, y¡) 사이의 거리는
두점A, B 사이의거리를구하는식

AB”="(√x™-x¡)¤ +(y™-y¡)¤

에서 B(x™, y™) 대신에 O(0, 0)으로 바꾸어
유도한다.

스스로 하기 / 풀이

(1) OA”="√(-4)¤ +3¤

='1ƒ6+9='2å5=5

(2) AB”="{ √7-(-5)}¤ +{3-(√-2)}¤

="1 √2¤ +5¤ ='1 ∂69=13

1

점 P가 x축 위에 있으므로 y좌표는 0이다.

따라서점P의좌표를 (a, 0)이라고하면
AP” ¤ =BP” ¤ 이므로

{a-(-5)} ¤ +(0-2)¤

=(a-0)¤ +{0-(-3)}¤

a¤ +10a+25+4=a¤ +9

10a=-20 ∴ a=-2

∴P(-2, 0)

2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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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Ⅴ. 도형의방정식

신문, 방송 등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인사들의 머리 모양을 보면

2 : 8 가르마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2 : 8 가르마가 카리스마

와 지도력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머리 모양이고, 모범적인 인상을 주

어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동일 인물이 2 : 8 가르마 머리 모양을 하고 찍

은 사진과 최신 유행 머리 모양을 하고 찍은 사진을 놓고 거리에서 사람들

에게 둘 중 더 호감이 가는 인물을 투표하게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 실험에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2 : 8 가르마를 한 사람의 사진을 골랐

는데, 그이유가성실해보여서혹은친절해보여서, 신뢰가가서등이었다.

선거철 거리에 나붙은 후보들의 홍보물을 보면 대부분이 2 : 8 가르마를

하고 있다. 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2 : 8 가르마가 아니었는데, 선거에 나

가기 위해 2 : 8 가르마로 바꾼 후보들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중에게

모범적인 인상을 주고,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기

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에서도 많은 유명인사들

이 2 : 8 가르마를 하고

있다.

다 가 서 기 / 22`::`88`가르마

학습목표2
1

평
면
좌
표

선분의내분과외분
•선분의내분을이해하고, 내분점의좌표를구할수있다.

•선분의외분을이해하고, 외분점의좌표를구할수있다.

190

익힘책 코너

개념넓히기_ 189쪽 ⋯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놓고 도형의 성질을
증명할 때, 원점을 어느 점으로 잡아도 그
성질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
점을 M이라고 할 때,

AB” ¤ +AC” ¤ =2(AM” ¤ +BM” ¤ )

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점 M을 원점으로
잡아도 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점 B를 원
점으로 잡고 직선 BC를 x축, 점 B를 지나고
변 BC에 수직인 직선을 y축으로 잡아도 관
계없다.

이때, 두 점 A, C의 좌표를
A(a, b), C(2c, 0)

으로 놓으면 점 M의 좌표는
M(c, 0)

AB” ¤ +AC” ¤ 과AM”¤ +BM” ¤ 을 각각 구하면
AB” ¤ +AC” ¤

=a¤ +b¤ +(a-2c)¤ +b¤

=2a¤ +2b¤ -4ac+4c¤

AM” ¤ +BM” ¤

=(a-c)¤ +b¤ +c¤

=a¤ +b¤ -2ac+2c¤

이므로
AB” ¤ +AC” ¤=2(AM” ¤ +BM” ¤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원점을 어느 점으로 잡아도 상관없
지만 가능한 한 계산이 간편하도록 잡는다.

B
C{2c,`0}

A{a,`b}

M{c,`0}O

y

x

소단원의학습목표

1. 선분의내분을이해한다.

2. 수직선위의선분의내분점의좌표를구할수있다.

3. 좌표평면위의선분의내분점의좌표를구할수있다.

4. 선분의외분을이해한다.

5. 수직선위의선분의외분점의좌표를구할수있다.

6. 좌표평면위의선분의외분점의좌표를구할수있다.

여기서배우는용어및기호

내분, 내분점, 외분, 외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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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좌표 169

1. 평면좌표 191

내분점의좌표를다음과 같

이구할수도있다.

AB”=18-3=15

AP” : PB”=m : n이므로

AP”= ¥AB”=

∴ x=3+AP”=3+

∴ x=
18m+3n
m+n

15m
m+n

15m
m+n

m
m+n

알 아 보 기 / 수직선위의선분을내분하는점에대하여알아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 PB ”=m : n (m>0, n>0)

일 때, 점 P는 선분 AB를 m :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며, 점 P를 선분

AB의내분점이라고 한다.

수직선 위의 두 점 A(3), B(18)을

이은 선분 AB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 P(x)의 좌표를 구하여 보자.

AP”=x-3, PB”=18-x이고, AP” : PB”=m : n이므로

(x-3) : (18-x)=m : n

m(18-x)=n(x-3), (m+n)x=18m+3n

∴ x=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 }이다.18m+3n
m+n

18m+3n
m+n

탐 구 하 기 / 황금분할

선분의 내분점01

오른쪽그림과같은선분AB에서

AB” : AP”=AP” : PB”

가 되도록 P지점에서 선분AB를 분할

하는 것을 황금분할이라고 한다. 또, 이

비를 황금비라고 하며, 황금비는 근사

적으로 8 : 5이다. 우리 몸을 발끝으로

부터 황금분할하는 점은 배꼽이다. 눈

금 있는 자를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에

서배꼽의위치를찾아표시하여보자.

AP”=x, PB”=1이라고

하면

AB” : AP”=AP” : PB”

에서

(x+1) : x=x : 1

x¤ -x-1=0

∴ x=

이때, x>0이므로황금

비는 : 1임을알

수있다.

1+'5
2

1—'5
2

준비물

눈금있는자

A BP

m n
A P B

m n
A{3} P{x} B{18}

왼쪽 그림과 같이 눈금 있는 자를 이
용하여 13등분된 직선을 그린 후 발
끝에서부터 직선을 8 : 5로 내분하
는 점 P를 찾는다. 점 P에서 지면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배꼽의 위치
를찾을수있다.

자의 눈금과 주어진
길이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의 닮음을 이용하여
원하는점을찾을수있다.

P

8

5

즉,자를비스듬히대고길이가 13 cm또는 26 cm

등과 같이 13의 배수가 되게 직선을 그린 후 밑에서
부터 직선을 8 : 5로 내분하는 점에서 지면과 평행
한직선을그으면구하는점을찾을수있다.

탐구하기 / 풀이

알아 보기 / 해설

●수직선 위의 두 점A(x¡), B(x™)를 이은 선분
AB를 m : n (m>0, n>0)으로 내분하는
점P(x)의좌표를구하여보자.

⁄ x¡<x<x™일때
⁄ 구구

⁄ AP ”=x-x¡, PB”=x™-x

⁄AP” : PB”=m : n이므로
⁄ (x-x¡) : (x™-x)=m : n

⁄ ∴ x=

¤ x™<x<x¡일때
⁄ 구구

⁄ AP”=x¡-x, PB”=x-x™

⁄AP” : PB”=m : n이므로
⁄ (x¡-x) : (x-x™)=m : n

⁄ ∴ x=

따라서⁄,¤에의하여

x=

⁄, ¤에서 알 수 있듯이 선분의 내분점을 구하
는공식은 x¡과 x™의대소에관계없이성립한다.

●m=n인 경우, 즉 선분AB를 1 : 1로 내분하는
경우점P는선분 AB의중점이다. 따라서선분

AB의중점은P{ }이다.x¡+x™
2

mx™+nx¡
m+n

mx™+nx¡
m+n

mn
P{x}B{x™} A{x¡}

mx™+nx¡
m+n

m n
P{x}A{x¡} B{x™}

P
8

5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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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Ⅴ. 도형의방정식

(1) AM”=x-2, BM”=12-x이고

(2) AM” : BM”=1 : 1이므로

(x-2) : (12-x)=1 : 1

x-2=12-x, 2x=14 ∴ x=7

(2) 따라서 점 M은　　MM((77))

(2) AP”=x-2, BP”=12-x이고

(1) AP” : BP”=3 : 2이므로

(x-2) : (12-x)=3 : 2

2x-4=36-3x, 5x=40 ∴ x=8

(1) 따라서 점 P는　　PP((88))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 x¡<x<x™일때

¤ x™<x<x¡일때

mn

P{x}B{x™} A{x¡}

m n

P{x}A{x¡} B{x™}

공식을 이용하여 풀면 다음

과같다.

(1) x= =7

(2) x= =8
3¥12+2¥2

3+2

2+12
2

수직선 위의 두 점A(x¡), B(x™)를 이은 선분AB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 P는

P { } (단, m>0, n>0)

특히, m=n인 경우 점 P는 선분AB의 중점이고, 그 점은　

P { }
x¡+x™

2

mx™+nx¡
m+n

수직선위의선분의내분점

1

함 께 하 기 /

두 점 A(2), B(12)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1) AB ”의 중점M(x) (2) AB ”를 3 : 2로 내분하는 점 P(x)

다음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B를 2 : 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1) A(-1), B(4) (2) A(-4), B(2)

스 스 로 하 기 /

1

｜풀이｜

M{x}A{2}

1

B{12}

1

P{x}A{2} B{12}

3 2

익힘책 192쪽 익힘책 193쪽 익힘책 194쪽

익힘책 192쪽 익힘책 193쪽 익힘책 194쪽

192

스스로 하기 / 풀이

선분AB를 2 : 1로내분하는점P의좌표는
(1) A(-1), B(4)이므로

(1) =;3&;

(1) ∴P{;3&;}

(2) A(-4), B(2)이므로

(1) =;3);=0

(1) ∴P(0)

2_2+1_(-4)
2+1

2_4+1_(-1)
2+1

●일반적으로 선분 AB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BA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은 같
지않다.

m mn n
A B

˜
A B

1

익힘책 코너

읽기자료_ 195쪽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실험을 통하여 진동하
는 현 하나가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후세 사람들은 어
떤 음의 높이는 진동의 주파수(현이 앞뒤로
떨리는 빈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
아냈다. 결국 그리스 인들의 발견은 후세 사
람들에게 같은 현도 서로 다른 여러 주파수
로 진동할 수 있음을 알려준 셈이다.

그들은 음의 높이가 진동절(node, 정지해
있는 현의 세로 방향으로의 여러 지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악기의 현이‘최저음’으로 진동할 때에는
양쪽 끝 지점만이 정지해 있지만 손가락으
로 현의 중간 지점을 짚어 진동절을 만든 다
음 손가락으로 현을 퉁기면 한 옥타브(8도
음정) 높은 음을 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현의 3분의 1이 되는 지
점을 짚어서 2개의 진동절(다른 하나는 현
의 3분의 2지점)을 만들면 현의 중간 지점
을 짚을 때보다 높은 음을 얻게 된다. 즉, 진
동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음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동절의 숫자는 정수이며, 진
동절의 간격은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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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좌표 193

알 아 보 기 / 좌표평면위의선분을내분하는점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2, 3), 

B(7, 8)을 이은 선분 AB를 m : n

으로 내분하는 점 P(x, y)의 좌표를

구하여 보자.

세 점 A, P, B에서 x축에 내린 수

선의 발을 각각 C, D, E라고 하면

점 D는 선분 CE를 m : n으로 내분

하는 점이므로

x=

또, 세 점 A, P,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F, G, H라고

하면 점 G는 선분 FH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y=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 , }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두 점 A(-2, 1), B(1, 3)을 이은 선분 AB를 3 : 1로 내분

하는 점을 P(x, y)라고 하면

x= = , y= =

따라서 내분점 P의 좌표는 {;4!;, ;2%;}이다.

5
2

3¥3+1¥1
3+1

1
4

3¥1+1¥(-2)
3+1

8m+3n
m+n

7m+2n
m+n

8m+3n
m+n

7m+2n
m+n

y

xO

B{7,`8}

A{2,`3}

C

F

G

H

D E

m

n

P{x,`y}

2 7

3

8

x

y

좌표평면 위의 두 점A(x¡, y¡), B(x™, y™)를 이은 선분AB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 P는

P { , } (단, m>0, n>0)

특히, m=n인 경우에 점 P는 선분AB의 중점이고, 그 점은

P { , }
y¡+y™

2
x¡+x™

2

my™+ny¡
m+n

mx™+nx¡
m+n

좌표평면위의선분의내분점

△ABCª△DBE이므로

BD” : DA”=BE” : EC”

A

D

B CE

알아 보기 / 해설

●좌표평면 위의 두 점A(x¡, y¡), B(x™, y™)를
이은선분AB를m : n (m>0, n>0)으로내
분하는점P(x, y)의좌표를구하여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 A, P, B에서 x축에 내
린수선의발을각각C, D, E라고하자.

이때, 점 D는 선분 CE를 m : n으로 내분하는

n

m

O
C D E

B{x™,`y™}`

A{x¡,`y¡}

P{x,`y}`

y
y™

y¡

y

xx¡ x™xm

m

n

n

m

n

점이므로

x=

같은방법으로점P의 y좌표를구하면

y=

특히, 점P가선분AB의중점이면m=n

이므로

x= , y=y¡+y™
2

x¡+x™
2

my™+ny¡
m+n

mx™+nx¡
m+n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
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므로 두
대각선의중점이일치한다.

즉, 네점A(x¡, y¡), B(x™, y™), C(x£, y£),

D(x¢, y¢)를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면

=

=

예제｜A(4, 2), B(-1, 1), C(-2, -2)일때,사

각형ABCD가평행사변형이되도록점D의좌표를구

하여라.

풀이_ 대각선 AC의 중점과 대각선 BD의 중점이
일치하므로 점D의 좌표를D(a, b)라고 하면

= , =

∴ a=3, b=-1

∴D(3, -1)

1+b
2

2-2
2

-1+a
2

4-2
2

y™+y¢
2

y¡+y£
2

x™+x¢
2

x¡+x£
2

참고｜평행사변형의두대각선

193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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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Ⅴ. 도형의방정식

삼각형에서 한 꼭짓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하고,세중선의교

점을무게중심이라고한다.

B

A

C
G1

2
2

함 께 하 기 /

세 점 A(x¡, y¡), B(x™, y™), C(x£, y£)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G가 다음과 같음을 보여라.

G { , }
y¡+y™+y£

3
x¡+x™+x£

3

｜증명｜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 BC의 중점

을 M이라고 하면　　

M{ , }

무게중심G(x, y)는 선분AM을

2 : 1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x= =

y= =

따라서 무게중심 G는　　G{ , }
y¡+y™+y£

3
x¡+x™+x£

3

y¡+y™+y£
3

y™+y£
2_1123+y¡

2

2+1

x¡+x™+x£
3

x™+x£
2_111+x¡

2

2+1

y™+y£
2

x™+x£
2

C{x£,`y£}
A{x¡,`y¡}

B{x™,`y™}
G{x,`y} O

M
1

2

y

x

두 점 A(6, 7), B(-4, 12)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1) 선분AB의 중점M

(2) 선분AB를 2 : 3으로 내분하는 점 P

스 스 로 하 기 /

2

삼각형 ABC의 세 꼭짓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G의 좌표를 구하여라.

(1) A(0, 0), B(-6, 2), C(3, 4)

(2) A(-1, 1), B(-2, 2), C(3, -6)

3

익힘책 192쪽 익힘책 193쪽 익힘책 194쪽

익힘책 192쪽 익힘책 193쪽 익힘책 194쪽

194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 무게중심 G는 세 중선 AD, BE, CF

를 각 꼭짓점으로부터 2 : 1로 나눈다.

¤ △AGF, △BGF, △BGD, △CGD,

△CGE, △AGE의 넓이는 모두 같다.

B

F E

D

A

C
G1

2

함께 하기 / 해설

2

스스로 하기 / 풀이

A(6, 7), B(-4, 12)이므로
(1) 점M(x, y)의좌표는

(1) x= =1, y= =:¡2ª:

(1) ∴M{1, :¡2ª:}

(2) 점P(x, y)의좌표는

(1) x= =2

(1) y= =9

(1) ∴P(2, 9)

2_12+3_7
2+3

2_(-4)+3_6
2+3

7+12
2

6-4
2

2

무게중심G(x, y)의좌표는

(1) x= =-1 

(1) y= =2

(1) ∴G(-1, 2)

(2) x= =0

(1) y= =-1

(1) ∴G(0, -1)

1+2+(-6)
3

(-1)+(-2)+3
3

0+2+4
3

0+(-6)+3
3

3

무게중심의 물리적 정의는 실을 매달았을 때, 지표
에수직인직선들의교점이다.

예를 들어, 두꺼운 종이를 잘라 내어 적당한 크기의
삼각형을 만든다. 삼각형의 세 꼭짓점에 구멍을 뚫
고다음그림과같이각꼭짓점에실을연결한후추
를 매달면 실이 지나는 두 선분의 교점이 이 삼각형
의무게중심이다.

BA

B
C

C
A

C

A

B

무게중심 

참고｜도형의무게중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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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좌표 195

알 아 보 기 / 수직선위의선분을외분하는점에대하여알아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Q에 대하여

AQ” : BQ”=m : n (m>0, n>0, m+n)

일 때, 점 Q는 선분 AB를 m : n으로외분한다고 하며, 점 Q를 선분 AB

의외분점이라고 한다.

수직선 위의 두 점 A(2), B(9)를 이은 선분 AB를 m : n으로 외분

하는 점 Q(x)의 좌표를 구하여 보자.

⁄ m>n인 경우, x>9이므로

AQ”=x-2, BQ”=x-9

⁄ 이때, AQ” : BQ”=m : n이므로

(x-2) : (x-9)=m : n

m(x-9)=n(x-2), (m-n)x=9m-2n

∴ x=9m-2n
m-n

탐 구 하 기 / 두사람이걸어간거리

선분의 외분점02

같은 지하철에서 내린 두

사람이 출구를 향해 일정

한 속도로 걸어가다가 한

지점 Q에서 만났다. 두 사

람이 내린 위치를 각각 A, B

라 하고, 두 사람이 걷는 속도

의 비를 3 : 2라고 하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7 m일 때, 두 사람이 각

각걸어간거리를다음순서에따라구하여보자.

1. AQ” : BQ”=3 : 2임을이용하여AB” : BQ”를구하여라.

2. AB”=7 m임을이용하여AQ”, BQ”의길이를각각구하여라.

같은 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의 비는 속도의 비

와같다.

A

7`m

B Q

m
n

A B Q

m
n

A{2} B{9} Q{x}

AB”를 1 : 1로 외분하는 점

은없으므로m+n이어야

한다.

외분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

이구할수도있다.

AQ” : BQ”=m : n이므로

AB” : BQ”=(m-n) : n

이때, AB”=7이므로

7 : BQ”=(m-n) : n

∴ BQ”=

∴ x=9+BQ”

∴ x=
9m-2n
m-n

7n
m-n

예제｜두꺼운 종이로 사각형을 만들어 그 무게중심을

찾아보아라.

풀이_ 

무게중심 

A

B

C
C

D

D

A

B

1.AQ” : BQ”=3 : 2이므로

1. AB” : BQ”=1 : 2

2.AQ”=3AB”=3_7=21 (m)

2.BQ”=2AB”=2_7=14 (m)

탐구하기 / 풀이

알아 보기 / 해설

●x¡<x™일 때, 두 점 A(x¡), B(x™)를 이은 선
분AB를m : n (m>0, n>0, m+n)으로
외분하는점Q(x)의좌표를구하여보자.

⁄ m>n일때
⁄ x¡<x™<x이므로
⁄

⁄ AQ”=x-x¡, BQ”=x-x™

⁄AQ” : BQ”=m : n이므로
⁄ (x-x¡) : (x-x™)=m : n

⁄ ∴ x=

¤ m<n일때
¤ x<x¡<x™이므로
¤

¤ AQ”=x¡-x, BQ ”=x™-x

⁄AQ” : BQ”=m : n이므로
¤ (x¡-x) : (x™-x)=m : n

¤ ∴ x=

따라서⁄,¤에의하여

x=

x™<x¡일때에도같은결과가나온다.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
에서n 대신-n을대입하여유도할수도있다.

●내분점은 선분 위에 있고 외분점은 선분의 연장
선위에있다.

●점Q가선분AB를m : n (m>0, n>0,

m+n)으로 외분할 때, m>n이면 점 Q는 점
B쪽에 가까이 있고 m<n이면 점 Q는 점 A쪽
에가까이있다.

mx™-nx¡
m-n

mx™-nx¡
m-n

n

B{x™}A{x¡}Q{x}
m

mx™-nx¡
m-n

m

A{x¡} B{x™} Q{x}
n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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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좌표 197

알 아 보 기 / 좌표평면위의선분을외분하는점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 위의 두 점 A(2, 3), B(4, 5)

를 이은 선분 AB를 m : n으로 외분하는

점Q(x, y)의 좌표를 구하여 보자.

세 점 A, B,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 E라고 하면 점 E는 선

분 CD를 m : n으로 외분하는 점이므로

x=

또, 세 점 A, B, Q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F, G, H라고

하면 점 H는 선분 FG를 m : n으로 외분하는 점이므로

y=

따라서 점 Q의 좌표는 { , }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두 점 A(1, 2), B(3, 4)를 이은 선분 AB를 3 : 2로 외분하

는 점을Q(x, y)라고 하면

x= =7, y= =8 ∴Q(7, 8)
3¥4-2¥2

3-2
3¥3-2¥1
3-2

5m-3n
m-n

4m-2n
m-n

5m-3n
m-n

4m-2n
m-n

O

Q{x,`y}

A{2,`3}

B{4,`5}
m n

C

F

G

H

D E
2 4

3

5

y

y

xx

좌표평면 위의 두 점A(x¡, y¡), B(x™, y™)를 이은 선분AB를

m : n으로 외분하는 점Q는

Q { , } (단, m>0, n>0, m+n)my™-ny¡
m-n

mx™-nx¡
m-n

좌표평면위의선분의외분점

두 점 A(6, 7), B(-4, 12)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1) AB”를 3 : 2로 외분하는 점 Q

(2) AB”를 2 : 3으로 외분하는 점 R

스 스 로 하 기 /

2

△ABCª△DBE이므로

BA” : BD”=BC” : BE”

익힘책 192쪽 익힘책 193쪽 익힘책 194쪽

A

D

B CE

196 Ⅴ. 도형의방정식

¤ m<n인 경우, x<2이므로

AQ”=2-x, BQ ”=9-x

⁄ 이때, AQ” : BQ ”=m : n이므로

(2-x) : (9-x)=m : n ∴ x=

⁄, ¤에 의하여 점 Q의 좌표는 { }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9m-2n
m-n

9m-2n
m-n

수직선 위의 두 점A(x¡), B(x™)를 이은 선분AB를m : n으로

외분하는 점Q는

Q{ } (단,m>0, n>0, m+n)mx™-nx¡
m-n

수직선위의선분의외분점

1

함 께 하 기 /

두 점 A(-1), B(2)를 이은 선분 AB를 3 : 1로 외분하는 점 Q(x)를

구하여라.

｜풀이｜

AQ”=x+1, BQ”=x-2이고,

AQ” : BQ”=3 : 1이므로

(x+1) : (x-2)=3 : 1

3x-6=x+1 ∴ x=;2&;

따라서 점 Q(x)는　　QQ{{;;22&&;;}}

공식을 이용하여 풀면 다음

과같다.

x= =;2&;
3¥2-1¥(-1)

3-1
B{2}A{-1} Q{x}

3
1

두 점 A(-2), B(3)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1) AB” 를 3 : 2로 외분하는 점 Q

(2) AB” 를 2 : 3으로 외분하는 점 R

스 스 로 하 기 /

1

B{9}
m

n

A{2}Q{x}

선분 AB를 m : n으로 외

분하는 점의 좌표는 선분

AB를 m :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에서 n대신 -n

을대입하는것과같다.

익힘책 192쪽 익힘책 193쪽 익힘책 194쪽

익힘책 192쪽 익힘책 193쪽 익힘책 194쪽

196

스스로 하기 / 풀이

A(-2), B(3)이므로

(1) = =13

(1) ∴Q(13)

(2) = =-12

(1) ∴R(-12)

12
-1

2_3-3_(-2)
2-3

9+4
1

3_3-2_(-2)
3-2

1

알아 보기 / 해설

●좌표평면위의두점A(x¡, y¡),B(x™, y™)를이
은 선분AB를m: n (m>0, n>0, m+n)으
로외분하는점Q(x, y)의좌표를구하여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 A, B, Q에서 x축에 내

린수선의발을각각C, D, E라고하자.

이때, 점 E는 선분 CD를 m : n으로 외분하는
점이므로

x=

같은방법으로점Q의 y좌표를구하면

y=my™-ny¡
m-n

mx™-nx¡
m-n

n

m

mO

Q{x,`y}`

A{x¡,`y¡}
C D E

B{x™,`y™}`

y

y™

y¡

y

xx¡ x™ x

n
mm

n

n

m

m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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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좌표 175

2 (1) AB”="{√1-(-1)}¤ +{2-(√-2)}¤

='2å0=2'5

(1) BC”="( √5-1)¤ +(2-0)¤

(1) BC='2å0=2'5

(1) CA”="( √-1-5)¤ +(-2-0≈)¤

(1) CA”='4å0=2'1å0

(2) AB”=2'5, BC”=2'5, CA”=2'1å0에서
(2) CA” ¤ =AB” ¤ + BC” ¤

(2) 이므로 삼각형 ABC는 ∠B=90˘인 직각삼
각형이다.

3 A(-1, -5), B(2, 1)이므로
(1) 점P(x, y)의좌표는

(1) x= = =1

(1) y= = =-1

(1) ∴P(1, -1)

-3
3

2_1+1_(-5)
2+1

3
3

2_2+1_(-1)
2+1

(2) 점Q(x, y)의좌표는

(2) x= = =5

(1) y= = =7

(1) ∴Q(5, 7)

7
1

2_1-1_(-5)
2-1

5
1

2_2-1_(-1)
2-1

4 =-1, =b이므로

-8+a=-3, 9=3b
∴ a=5, b=3

7+3-1
3

-3-5+a
3

5 무게의비가
200 : 50=4 : 1

이므로 바위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1 : 4로 내
분하는 점에 받침점을 잡으면 무게가 균형을 이
룬다.
따라서점A를받침점으로잡아야한다.

중단원확인하기 / 풀이

1 (1) AB”=|2-(-2)|=4

(2) AB”=|-3-(-5)|=2

(3) OA”="(√-3)¤ +4¤ =5

(4) PQ”="(√-2-1)¤ +(6-10)¤ =5

198 Ⅴ. 도형의방정식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1) A(2), B(-2) (2) A(-3), B(-5)

(3) O(0, 0), A(-3, 4) (4) P(1, 10), Q(-2, 6)

1두 점 사이의 거리

세 점 A(-1, -2), B(1, 2), C(5, 0)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여라.

(2) 삼각형ABC가직각삼각형임을보여라.

2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두 점A(-1, -5), B(2, 1)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1) AB”를 2 : 1로 내분하는 점 P

(2) AB”를 2 : 1로 외분하는 점Q

3내분점과 외분점

세 점A(-3, 7), B(-5, 3), C(a, -1)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가 (-1, b)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

여라.

4삼각형의 무게중심

몸무게가 50 kg인 사람과 무게

가 200 kg인 바위가 있다. 오른

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눈금이 그려져 있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두 무게의 평형을 이루고자 할

때, 어느 위치를 받침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말하여라.

5지렛대의 받침점

중 단 원

확 인 하 기

_1. 평면좌표

A B C D

바위

새로나온용어와기호

내분, 내분점, 외분, 외분점

계산

계산

문제해결

이해

이해

198

스스로 하기 / 풀이

A(6, 7), B(-4, 12)이므로
(1) 점Q(x, y)의좌표는

(1) x= =-24

(1) y= =22

(1) ∴Q(-24, 22)

(2) 점R(x, y)의좌표는

(1) x= =26

(1) y= =-3

(1) ∴R(26, -3)

2_12-3_7
2-3

2_(-4)-3_6
2-3

3_12-2_7
3-2

3_(-4)-2_6
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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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Ⅴ. 도형의방정식

2
●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두 직선의 평행·수직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직선의방정식
이 단원을 배우면

직선의방정식직선의방정식1

2 두직선의평행과수직두직선의평행과수직
3 점과직선사이의거리점과직선사이의거리

199

중단원의학습목표

1. 여러가지직선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2. 두직선의평행·수직조건을이해할수있다.

3. 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이 단원의 수학자｜

페르마(Fermat,`P.;1601~1665)

페르마는 프랑스 툴루즈 근처
보몽 드로마뉴라는 곳에서 가
죽 장수인 아버지와 의회 법학
자 가문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
서태어났다.

원래는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30세에
는 툴루즈의 청원위원이 되었으며 1640년부터는
툴루즈 지방의회의 칙선의원이 되어 생애를 마칠
때까지그직에종사하였다.

그에게 있어 수학이라는 것은 단지 여가 시간에
길러진 취미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의
수학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저작에 관해서도 능통
했고 수론, 기하학, 광학 등의 연구에 뛰어난 성과
를 올렸다.

페르마는 명성보다는 수학 연구 자체에 관심을 가
졌기 때문에 연구를 발표하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새로운 정리를 증명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반면
에 뛰어난 수학자들과의 서신왕래나 개인적 접촉
등을통해연구성과를전하였다.

당대에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
(Descartes, R. ; 1596~1650), 파스칼(Pa-

scal, B. ; 1623~1662)등과 교류하면서 해석
기하학(도형을 그에 대응하는 방정식으로 나타내
어 고찰하는 기하학), 확률론의 창시에도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특히‘정수론’에서 많은 업
적을 남겼다. 소수의 연구에도 힘썼으며, 부정방정

식인 이른바‘디오판토스의 방정식’의 해법에도
큰 공헌을 하여, 정수론의 진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페르마는 데카르트와 함께‘좌표기하학의 아버지’
로 불린다. 그는 데카르트가 1637년에 발표한 해
석기하 체계를 그 보다 1년 전에 제안했으나 출판
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가 먼저 좌표계를 만
들어냈는지 논란이 일어났으나 결국은 페르마의
승리로판명되었다.

페르마의「평면및입체궤적입문Adlocurs pla-

nos et solidos isagoge」라는 논문 속에 그의
해석기하학이자세히다루어지고있다.

이 논문은 기하학에 어떻게 대수학을 응용할 것인
가에대하여명확하게기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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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의방정식 177

다 가 서 기 / 레이더와 직선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맞은편 산에 부딪쳐 되울려

오는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레이더(radar)는 이러한 메아리의 원리와 같이 전파를 발사한 후 되돌

아오는 전파를 수신하여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이다. 즉, 레이더에

서 발사된 전파는 일직선으로 나가다가 물체를 만나면 반사되어 되돌아온

다. 따라서 전파가 발사된 각도와 전파가 되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알

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레이더는 여러 각도로 전파를 발사하는데, 이것은 고정된 한 점을 지나

고 기울기가 서로 다른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직선으로 하늘을 골고루

덮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학습목표1•여러가지직선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2

직
선
의
방
정
식

직선의방정식

200

소단원의학습목표

1. 여러가지직선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1. 한옥의처마
1. 겨울철의 따뜻한 햇

살은 잘 받아들이
고, 여름철의 뜨거운
햇볕은 막아 주어야
좋은집이다.

1.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처마의 길이와 물매(기울
기)를 우리나라 각 지방의 위도에 알맞게 고안하
여 여름에는 햇볕을 막아 주고, 겨울에는 방안 깊
숙이햇살이들어오도록하였다.

2. 도로표지판
2. 다음은10 %의경사를나타내는도로표지판이다.

2. 여기서 10 %의의미는수평거리 100 m에대하
여 수직 거리가 10 m임을 뜻한다. 즉, 수평으로
100 m 움직일 때 수직으로 10 m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경사를뜻한다.

3. 철로의경사
2. 철길옆에오른쪽그림과

같은 표지가 서 있는 것
을볼수있다.

2. 이때, 30의 의미는 무엇
일까?

2. 이것은철로의경사를나
타내는 것으로써, 수평으로 1000 m 진행할 때,

수직으로30 m 올라간다는의미이다.

4. 스키장의슬로프
2. 스키장에서 비탈진 경사면을 슬로프(slope)라

고 한다. 슬로프는 경사면을 나타내는 단어로 수
학에서는기울기를의미하기도한다.

2. 다음그림에서슬로프AB의평균기울기는 ;6ª0¶0;

2. 이다.

600`m
A

B

97`m

30

내리막경사오르막경사

참고｜여러가지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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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Ⅴ. 도형의방정식

202 Ⅴ. 도형의방정식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좌표평면에서 점A(x¡, y¡)을지나고기울기가m인직선의방정식은

y-y¡=m(x-x¡)

특히, 점A(x¡, y¡)을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의 방정식은

y=y¡

한점과기울기가주어진직선의방정식

O

y

y=y¡
y¡

xx¡

A{x¡,`y¡}

1

함 께 하 기 /

점A(1, -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풀이｜

점 A가 아닌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P(x, y)라

고 하면 직선 AP의 기울기가 2이므로

=2

y-(-3)=2(x-1)

∴ yy==22xx--55

｜다른 풀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y=2x+b라고 하면

이 직선이 점 A(1, -3)을 지나므로

-3=2¥1+b ∴ b=-5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2x-5

y-(-3)
x-1

O x

y
P{x,`y}

A{1,-3}-3

1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점 (2, 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2) 점 (-2, 0)을 지나고 기울기가-2인 직선

(3) 점 (1, 3)을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199쪽 익힘책 201쪽 익힘책 203쪽

익힘책 199쪽 익힘책 201쪽 익힘책 203쪽

202
2. 직선의방정식 201

알 아 보 기 / 한점과기울기가주어진직선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좌표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제, 점 A(2, 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가 아닌 직

선 위의 임의의 점을 P(x, y)라 하

고, 직각삼각형APP'을 잡으면

AP'”=x-2

PP'”=y-1

이때, 직선의 기울기가 ;3!;이므로

=;3!;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1=;3!;(x-2)

y-1
x-2

탐 구 하 기 / 경사로와 계단의 기울기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01

장애인과노약자등을위해설

치된 경사로의 기울기는 계단

의기울기와많은차이가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각

삼각형ABC, DEF를 잡았

더니

AC”=25 cm, BC”=300 cm, DF”=15 cm, EF”=30 cm

이었다. 이때, 다음을구하여보자.

1. 경사로의기울기 2. 계단의기울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한 법」에 의하면 보도 및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

의 1 이하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있다.

(기울기)=
(y값의증가량)

(x값의증가량)

A

C E F

D

B

A

C E F

D

B

O xx
x-2

y-1

y

y

2

1

P{x,`y}
A{2,`1}

P'

xO
-1

1

y y=x+1

위의 그림은 직선 y=x+1

의 그래프이다. 이 직선 위

의모든점의좌표는방정식

y=x+1을만족한다.

1. (경사로의기울기)= =;3™0∞0;=;1¡2;

2. (계단의기울기)= =;3!0%;=;2!;
DF”

EF”

AC”

BC”

탐구하기 / 풀이

알아 보기 / 해설

●기울기가 m이고 점
A(x¡, y¡)을 지나
는 직선 위의 임의의
한 점을 P(x, y)라
고하면

선선m=

선선∴ y-y¡=m(x-x¡)

●y-y¡=m(x-x¡)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x=x¡, y=y¡이다.

즉, 직선 y-y¡=m(x-x¡)은 m의 값에 관계
없이점 (x¡, y¡)을지난다.

y-y¡
x-x¡

O

y

y

y¡

xx¡ x

x-x¡

y-y¡

P{x,`y}

A{x¡,`y¡}
스스로 하기 / 풀이

(1) y-1=3(x-2) ∴ y=3x-5

(2) y-0=-2(x+2) ∴ y=-2x-4

(3) y-3=0(x-1) ∴ y=3

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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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의방정식 179

알 아 보 기 / 두점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좌표평면에서 두 점 A(x¡, y¡), B(x™, y™)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보자.

⁄ x¡+x™일 때, 직선AB의 기울기m은

m=

⁄ 직선 AB는 점 A(x¡, y¡)을 지나므로 그

방정식은

y-y¡= (x-x¡)

¤ x¡=x™일 때,직선AB는 y축에 평행하므

로직선위의모든점의 x좌표는 x¡이다.

⁄ 따라서 직선 AB의 방정식은

x=x¡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 두 점 A(-3, -1), B(3,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1)= {x-(-3)} ∴ y=;3@;x+1
3-(-1)
3-(-3)

y™-y¡
x™-x¡

y™-y¡
x™-x¡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02

2. 직선의방정식 203

직선 AB의방정식은

기울기가 이고

점 B(x™, y™)를지나므로

y-y™= (x-x™)

와같이구할수도있다.

y™-y¡
x™-x¡

y™-y¡
x™-x¡

O

y

y¡

y™

xx¡ x™

x™-`x¡

y™-`y¡

B{x™,`y™}

A{x¡,`y¡}

O

y

x

A{x¡,`y¡}

B{x¡,`y™}

`y¡

`x¡

`y™

좌표평면에서 두 점 A(x¡, y¡), B(x™, y™)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

식은

x¡+x™일 때,  y-y¡= (x-x¡)

x¡=x™일 때,  x=x¡

y™-y¡
x™-x¡

두점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

다음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A(0, 1), B(-2, -3) (2) A(2, 2), B(2, -3)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199쪽 익힘책 201쪽 익힘책 203쪽

알아 보기 / 해설

●두점A(x¡, y¡), B(x™, y™)를지나는직선의

방정식은기울기가 이고점B(x™, y™)

를지나므로

y-y™= (x-x™)

와같이점B를이용하여구할수도있다.

예를들어, 보기에서두점A(-3, -1),

B(3, 3)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은

y-3= (x-3)

∴ y=;3@;x+1

과같이구할수도있다.

3-(-1)
3-(-3)

y™-y¡
x™-x¡

y™-y¡
x™-x¡

●두 점A(x¡, y¡), B(x™, y™)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x¡+x™, x¡=x™인 두 경우로 나누어
나타내었으나

(x™-x¡)(y-y¡)=(y™-y¡)(x-x¡)

과같이하나의식으로나타낼수있다.

x절편은 y=0일 때의 x의 값이고, y절편은 y=0

일 때의 y의 값을 말한다. 이때, x절편이 a, y절편
이b인직선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단, ab+0)

x절편이a이므로x축과직선
의교점은

(a, 0)

y절편이 b이므로 y축과 직선
의교점은

(0, b)

따라서두점(a, 0), (0, b)를지나는직선의방정
식은

y-0= (x-a)

∴y=-;aB;(x-a)

양변을b로나누면

;b};=-;a{;+1

∴ ;a{;+;b};=1

b-0
0-a

참고｜절편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

O

y

a

b

x

스스로 하기 / 풀이

(1) y-1= (x-0)

(1) ∴ y=2x+1

(2) 두점의 x좌표가같으므로구하는직선의
방정식은

(1) x=2

-3-1
-2-0

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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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Ⅴ. 도형의방정식

알 아 보 기 / 일차방정식과직선의관계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y=;3@;x+1, y=x-1, x=2는 각각

2x-3y+3=0, x-y-1=0, x-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일차방정식

ax+by+c=0 (a+0 또는 b+0)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역으로, x, y에 대한 일차방정식 ax+by+c=0의 그래프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a+0, b+0일 때, y=-;bA;x-;bC;이므로 기울기가-;bA;, y절편이

⁄ -;bC;인 직선이다.

¤ a+0, b=0일 때, x=-;aC;이므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 a=0, b+0일 때, y=-;bC;이므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 ¤, ‹에서 x, y에 대한 일차방정식 ax+by+c=0의 그래프는

직선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차방정식과 직선03

등식 ax+by+c=0이 x, y

에 대한 일차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0 또는

b+0이다.

좌표평면에서직선의방정식은 x, y에대한일차방정식 ax+by+c=0

의 꼴이다. 역으로, x, y에대한일차방정식 ax+by+c=0의그래프

는직선이다.

일차방정식과직선의관계

x, y에대한일차방정식

ax+by+c=0 (a+0 또는

b+0)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한다.

다음 일차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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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x+6=0 (4) 3y+6=0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199쪽 익힘책 201쪽 익힘책 203쪽

204

알아 보기 / 해설

●{(x, y)|ax+by+c=0, a+0 또는 b+0}에
속하는 좌표평면 위의 점의 집합은 직선을 나타
내고, 역으로 직선 위의 임의의 점 P(x, y)의
x, y좌표는 일차방정식 ax+by+c=0을 만족
한다.

●ax+by+c=0이 직선이려면 이것이 x, y에
대한일차방정식이어야한다.

이때, a, b 중적어도하나는 0이아니어야한다.

즉, a+0 또는 b+0이어야한다.

●직선의 방정식이 y=mx+n의 꼴일 때에는 직
선의 형태를 알아보기 쉬우나 y축에 평행한 직
선을나타내지못한다.

반면, 직선의 방정식이 ax+by+c=0의 꼴일
때에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으나 직선의 형
태를바로알아보기힘들다.

스스로 하기 / 풀이

(1) 2x+y-2=0에서 x절편은 1, y절편은
2이므로

(1) 

(2) 3x-2y-6=0에서 x절편은 2, y절편
은-3이므로

(1) y

xO

-4

-2

2

2-2-4 4

y

xO

-4

-2

2

2-2-4 4

(3) 2x+6=0에서　　x=-3

(1) 

(4) 3y+6=0에서　　y=-2

(1) y

xO

-4

-2

2

2-2-4 4

y

xO

-4

-2

2

2-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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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의방정식 205

다 가 서 기 / 생활 속의 평행과 수직

학습목표2•두직선의평행조건을이해한다.

•두직선의수직조건을이해한다.

두직선의평행과수직 2

직
선
의
방
정
식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평행과 수직을 찾을 수 있다. 그 몇 가

지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스키 선수는 점프를 할 때, 멀리 날아가기 위하여 상체가 스키와 평행

하도록 한다. 

또, 다이빙 선수

는 다이빙을 할 때,

물이 적게 튀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과

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수면에 수직으로 입수하려고 한다.

그리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나 가로등

들은 각각 서로 평행하고, 지면과는 수직

이다.

1. 상체와평행한스키

2. 수면에 수직인 다이빙

선수

3. 지면에수직인나무들

1

2

3

205

소단원의학습목표

1. 두직선의평행조건을이해한다.

2. 두직선의수직조건을이해한다.

다가서기 / 해설

생활 속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소재를찾아보자.

첼로, 평행봉, 사다리, 농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넓은 평야, 교실의 모서리, 도로의 횡단보도 등 평
행 또는 수직인 위치 관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 단원
에서배운다.

1. 평면에서두직선의위치관계
1.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경우가있다.

1. (1) 한점에서만난다.

1. (1) 

1. (2) 만나지않는다.

1. (1) 

1. (3) 일치한다.

1. (1) 

1. 특히, 한 평면에서 두 직선 l과m이 만나지 않을
때, l, m을서로평행하다고하고, 이를기호로

1. l∥m

1. 과같이나타낸다.

1. 또, 한 평면에서 두 직선 l과 m이 90˘를 이루며
한 점에서 만날 때, l, m을 서로 수직이라 하고,

이를기호로
1. l⊥m

1. 과같이나타낸다.

2. 평행선과동위각, 엇각
서로다른두직선이한직선과만날때

2. (1) 두직선이평행하면동위각의크기는같다.

2. (1) l∥m jjK ∠a=∠c

2. (2) 두직선이평행하면엇각의크기는같다.

2. (1) l∥m jjK ∠b=∠c

l
a

c
b

m

n

l,`m

l

m

l

m

참고｜두직선의위치관계와평행선의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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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의방정식 207

기울기가 서로 같고 y절편

이서로다른것을찾는다.

2 점 (2, 1)을지나고직선 y=5x-3에평행한직선의방정식을구하여라.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점 (2, 3)을 지나고 직선 y=2x에 평행한 직선

(2) 점 (-1, 2)를 지나고 직선 3x-y-4=0에 평행한 직선

2

1

함 께 하 기 /

다음 직선 중에서 서로 평행한 것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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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y-2=2x (4) x-2y+3=0

｜풀이｜

주어진 직선들을 y=mx+n의 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1) y=;2!;x+;3!; (2) y=2x+1

(3) y=2x+2 (4) y=;2!;x+;2#;

따라서 서로 평행한 것은 ((11))과 ((44)), ((22))와 ((33))이다.

｜풀이｜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으므로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5이다.

따라서 점 (2, 1)을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직선의 방정식은

y-1=5(x-2)

∴ yy==55xx--99

다음 직선 중에서 서로 평행한 것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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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y=-;3!;x (4) y=-3x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205쪽 익힘책 206쪽 익힘책 208쪽

익힘책 205쪽 익힘책 206쪽 익힘책 208쪽

206 Ⅴ. 도형의방정식

평행선의성질

l∥m HjK ∠a=∠b

두직선

ax+by+c=0

a'x+b'y+c'=0

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필

요충분조건은

= + c
c'

b
b'

a
a'

l

a

m

b

알 아 보 기 / 두직선이평행할조건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 l: y=mx+n , l': y=m'x+n'이 서로 평행

할 조건을 알아보자. (단, m¥m'+0)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 l'이 평행

하면 두 직선이 각각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루는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기울기는 서로

같다. 또, 두 직선이 서로 다르므로 y절편은

서로 다르다. 즉,

m=m', n+n'

역으로, m=m', n+n'이면 두 직선 l,

l'은 서로 평행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위에서m=m', n=n'이면 두 직선은 일치한다.

탐 구 하 기 / 평행하게움직이는편대비행

두 직선의 평행01

오른쪽그림은에어쇼에서편대비행을하

고있는비행기의모습이다. 

이와같이, 같은방향으로비행하고있는

비행기들이서로충돌하지않기위해서는

어떻게비행해야하는지말하여보자.

1 O

m

n

n'
x

y

1

m'

l l'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 y=mx+n, y=m'x+n'이 서로 평행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m=m', n+n'

두직선의평행조건

206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
해야한다. 즉, 평행하게비행해야한다.

탐구하기 / 풀이 스스로 하기 / 풀이

3x+y-1=0을변형하면
y=-3x+1

x+3y-1=0을변형하면

y=-;3!;x+;3!;

따라서서로평행한것은
(1)과 (4), (2)와 (3)

1

(1) 직선 y=2x의기울기가 2이므로
(1) y-3=2(x-2)

(1) ∴ y=2x-1

(2) 직선 3x-y-4=0의기울기가 3이므로
(1) y-2=3(x+1)

(1) ∴ y=3x+5

2알아 보기 / 해설

●좌표평면에서두직선 y=mx+n과
y=m'x+n'이
⁄`평행하다. HjK m=m', n+n'

¤`일치한다. HjK m=m', n=n'

‹`한점에서만난다. HjK m+m'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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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Ⅴ. 도형의방정식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직선 y=-;2!;x에 수직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2) 직선 y=3x+1에 수직이고 점 (1, 2)를 지나는 직선

스 스 로 하 기 /

1

알 아 보 기 / 두직선이수직일조건에대하여알아보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따라서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 y=mx+n과 y=m'x+n'이 서로 수

직으로 만날 조건은 두 직선 y=mx, 

y=m'x가 서로 수직으로 만날 조건과 같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mx, 

y=m'x가 서로 수직일 때, 직선 x=1과 두

직선의 교점을 각각A, B라고 하면

A(1, m), B(1, m')

△OAB는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OA”¤+OB”¤=AB”¤

이때, OA” ¤=1+m¤ , OB”¤=1+m'¤ , AB”¤=(m-m')¤ 이므로

(1+m¤ )+(1+m'¤ )=(m-m')¤

이것을 정리하면　　mm'=-1

역으로, mm'=-1이면 두 직선 y=mx, y=m'x는 서로 수직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직선의 수직02

O

y

y=m'x

y=m'x+n'

y=mx y=mx+n

x

A{1,`m}

B{1,`m'}O

y

x

y=m'xx=1

y=mx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 y=mx+n, y=m'x+n'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mm'=-1

두직선의수직조건

익힘책 205쪽 익힘책 206쪽 익힘책 208쪽

208

알아 보기 / 해설

●두 직선 y=mx+n, y=m'x+n'이 서로 수
직일 조건은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
하여구할수도있다.

두 직선의 교점을 A,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각각B, C라고하자.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
면삼각형의닮음에서

AH” ¤ =BH”¥CH”

그런데오른쪽그림에서

m= , m'=-

이므로

AH”

CH”

AH”

BH”

mm'=- =-1

이증명을역으로따라가면역도성립한다.

AH” ¤

BH”¥CH”

y y=mx+n

y=m'x+n'
x

A

B
H CO

스스로 하기 / 풀이

(1) 직선 y=-;2!;x의기울기가-;2!;이므로

(1) 구하는직선의기울기는 2이다.

(1) 따라서구하는직선의방정식은
(1) y=2x

(2) 직선y=3x+1의기울기가3이므로구하

(2) 는직선의기울기는-;3!;이다.

(2) 따라서구하는직선의방정식은

(2) 따따y-2=-;3!;(x-1)

(2) 따따∴ y=-;3!;x+;3&;

1

서로다른두직선
ax+by+c=0, a'x+b'y+c'=0

에서abc+0, a'b'c'+0일때
(1) 두직선이한점에서만나는경우

(1) +

(2) 두직선이평행한경우

(1) = +

(3) 두직선이일치하는경우

(1) = =

(4) 두직선이수직으로만나는경우
(1) aa'+bb'=0

c
c'

b
b'

a
a'

c
c'

b
b'

a
a'

b
b'

a
a'

참고｜직선의위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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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Ⅴ. 도형의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

선의길이이다.

알 아 보 기 / 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구하여보자.

좌표평면에서 점 P(x¡, y¡)과 직선 l: 2x+3y-5=0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보자.

점 P에서직선 l에내린수선의발을

H(x™, y™)라고하면직선 PH의기울기는

이때, 직선 l의기울기는-;3@;이고, 직

선 PH는 직선 l과 수직이므로 직선 PH

의기울기는

=;2#

따라서

x™-x¡=2k, y™-y¡=3k (k는 0이아닌상수) yy ㉠

로놓을수있다.

이것을 x™, y™에대하여풀면

x™=x¡+2k, y™=y¡+3k yy ㉡

또, 점 H(x™, y™)는직선 l 위의점이므로

2x™+3y™-5=0 yy ㉢

㉡을㉢에대입하면

2(x¡+2k)+3(y¡+3k)-5=0

이것을 k에대하여풀면　

k=-

이때, 점P와직선 l 사이의거리는두점P, H 사이의거리와같고

PH”="( √x™-x¡)¤ +(y™-y¡)¤

PH ”="(√2k)¤ +(3k)¤ (∵㉠)

PH ”=|k|"√2¤ +3¤

이므로점P와직선 l 사이의거리는

|k|"2√¤ +3¤ =| |"√2¤ +3¤ =|2x¡+3y¡-5|
"2√¤ +3¤

2x¡+3y¡-5
2¤ +3¤

2x¡+3y¡-5
2¤ +3¤

y™-y¡
x™-x¡

y™-y¡
x™-x¡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01

xO

H{x™,`y™}

P{x¡,`y¡}

y
l

5
2

5
3

다 가 서 기 / 최단 거리

저멀리 직선 모양으로 흐르

는 강이 있고, 그 앞의

넓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

을 뜯고 있는 염소들을 생각

해보자. 

염소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강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강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강과 수직인 방향

으로 움직일 때,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용 헬기가 직선 모양으로 흐르는 강에서 물

을 퍼올 때도 화재 현장에서 강까지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야 가장 빠르게

물을 퍼올 수 있다.

학습목표3•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점과직선사이의거리 2

직
선
의
방
정
식

210209

소단원의학습목표

1. 점과직선사이의거리를구할수있다.

다가서기 / 해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점A에
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직선 l 위의 임의의 점을 P

라고 하면 선분 AP는 직각삼
각형APH의빗변이므로

AP”>AH”

즉,AH”가점A에서직선 l까지의최단거리이다.

따라서 직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가장
짧은거리로움직일수있다.

l

A

P H

알아 보기 / 해설

●점 P(x¡, y¡)과 직선 l: ax+by+c=0 사이
의거리d를구하여보자.

⁄ a+0, b+0일때
⁄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에서직선 l에내린수
선의 발을 H(x™, y™)

라고하자.

⁄ 직선 l의기울기는-;bA;

⁄ 이고, 직선 PH는 직선 l에 수직이므로 직선
PH의기울기는

⁄ 에에 =;aB;
y™-y¡
x™-x¡

P{x¡,`y¡}

H{x™,`y™}

y l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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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의방정식 185

2. 직선의방정식 211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

식은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증명할수있다.

⁄ a+0, b+0

¤ a=0, b+0

‹ a+0, b=0

일반적으로다음이성립한다.

좌표평면에서 점 P(x¡, y¡)과 직선 ax+by+c=0 사이의 거리는

특히, 원점O(0, 0)과 직선 ax+by+c=0 사이의 거리는

|c|
"√a¤ +b¤

|ax¡+by¡+c|
"√a¤ +b¤

점과직선사이의거리

다음에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1) (0, 0), '3x+y+2=0

(2) (-'2, 2'2), x+y-3'2=0

스 스 로 하 기 /

1

1

함 께 하 기 /

다음에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1) (0, 0), 2x-y-5=0

(2) (-4, 2), 4x+3y-2=0

익힘책 210쪽 익힘책 211쪽 익힘책 213쪽

｜풀이｜

(1) 점 (0, 0)과 직선 2x-y-5=0 사이의 거리는

(1) = =''55

(2) 점 (-4, 2)와 직선 4x+3y-2=0 사이의 거리는

(1) =1122
55

|4¥(-4)+3¥2-2|
"4√¤ +3¤

5
'5

|-5|
"2√¤ +(-1)¤

익힘책 210쪽 익힘책 211쪽 익힘책 213쪽

211

⁄ 에에∴ x™-x¡=ak, y™-y¡=bk

⁄ 에에(단, k는 0이아닌상수) yy ㉠
⁄ 또, H(x™, y™)는직선 l 위의점이므로

에에ax™+by™+c=0

⁄ 으로놓을수있고, ㉠에서
⁄ 에에x™=x¡+ak, y™=y¡+bk

⁄ 이므로
⁄ 에에a(x¡+ak)+b(y¡+bk)+c=0

⁄ 에에∴ k=- yy ㉡

⁄ 이때,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두 점 P

와H 사이의거리와같고

⁄ 에에PH”="(√x™-x¡)¤ +(y™-y¡)¤

⁄ 에에PH="√k¤ (a¤ +b¤ )=|k|"√a¤ +b¤

ax¡+by¡+c
a¤ +b¤

⁄ 이므로점P와직선 l 사이의거리d는

⁄ 에에d= yy ㉢

¤ a=0, b+0 또는 a+0, b=0일때
¤ 마찬가지로위의㉢의식을얻을수있다.

특히, 원점O(0, 0)과직선 ax+by+c=0 사
이의거리d는

에에d= |c|
"√a¤ +b¤

|ax¡+by¡+c|
"√a¤ +b¤

스스로 하기 / 풀이

점과직선사이의거리공식을이용한다.

(1) = =1

(2) = =2
2'2

'2

|-'2+2'2-3'2|
"1√¤ +1¤

2
2

|2|

øπ'3 ¤ +1¤

1

직선 l 밖의한점P에서 l에그은수선의발은다음
과같은순서로작도한다.

(1)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직선 l과 만
나는두점을각각A, B라고하자.

(2) 점 A와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서
로 같은 두 원을 각각 그리고, 그 교점을Q라고
하자.

(3) 점P와 점Q를 잇는 직선을 그리면, 직선PQ와
직선 l이만나는점H가구하는수선의발이다.

l

P

H
A B

Q
(2) (2)

(1)

(3)

참고｜수선의발작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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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y+4=m(x+2)가 제1 사분면을 지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1직선의 기울기

서로 다른 두 점 (1, 2), (1+2k, 2+3k)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단, k+0)

2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 3x+2y+5=0, y=mx+3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m의 값을 정하여라.

(1)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2)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3두 직선의
평행·수직 조건

점 (7, 0)과 직선 x+'3 y-3=0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4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하여 몇 개의 정해진 지점을 거쳐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을 겨루는

경기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시된

지도에서 점 P를 현재 위치라고 할

때, 강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

하여라.

5오리엔티어링

중 단 원

확 인 하 기

_2. 직선의 방정식

P

0

1
2
3
4
5
6
7
{km}

{km}
1 2 3 4 5 6 7 8 9 10

강

계산

문제해결

이해

이해

이해

212

중단원확인하기 / 풀이

1 주어진직선은점
(-2, -4)를 지나고 기
울기가 m이다. 따라서 이
직선이 제1사분면을 지날
때, 실수m의값의범위는

m>0

y

xO

-4

-2

y=-4

x=-2

2 직선의기울기를구하면

(기울기)=

(기울기)= =

따라서직선의방정식은

y-2=;2#;(x-1)

∴ y=;2#;x+;2!;

3
2

3k
2k

2+3k-2
1+2k-1

3 3x+2y+5=0을변형하면

y=-;2#;x-;2%;

(1) m=-;2#;

(2) -;2#;_m=-1 ∴m=;3@;

4 = =24
2

|1¥7+'3¥0-3|

øπ1¤ +'3 ¤

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축을 잡
으면 강변을 나타내는 직선
의방정식은

2x+3y-6=0
따라서강으로갈수있는최단거리는

= =;1§3;'1å3 (km)6

'1å3

|-6|
"√2¤ +3¤

y

xP{O}

2

3

오리엔티어링이란 자연 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가
지고 혼자의 힘으로 지정된 지점을 차례로 빠른 시

간 내에 돌아오는 스포츠이다. 그 시작은 학자에 따
라 의견이 다르지만, 군사적인 목적과 자연 속에서
청소년의건강을증진시키기위해서실시한것은분
명한 사실이다. 1800년 말경 스웨덴 칠란더가 당시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고 이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던 중 자연 속
에서호흡하며자유롭게할수있는오리엔티어링을
고안하였다. 초창기 오리엔티어링은 군사적인 목적
으로 사용되었지만 1930년대에 1 : 250,000의 지
도와실버나침반이개발되면서이것을사용한하나
의놀이운동으로많은사람들의각광을받았다.

1961년 5월에는 덴마크에서 국제 오리엔티어링 연
맹(IOF)이 창립되었고, 현재 많은 나라가 가맹국
으로등록되어있다.

참고｜오리엔티어링(̀(oorriieenntteeeerriin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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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의방정식 187

원의방정식1

2 원과직선의위치관계

3
●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원의방정식
이 단원을 배우면

213

중단원의학습목표

1. 원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2. 좌표평면에서원과직선의위치관계를이해한다.

3. 원의접선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이 단원의 수학자｜

아폴로니오스(Apollonios ;̀ ?B.C.262~?B.C.190)

아폴로니오스는 기원전 262년경
에 남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페
르가(Perga)에서태어났다.

뛰어난 천문학자였던 그는 다양
한 수학적 주제에 관하여 저술하
였지만 사실상 가장 주요한 업적은 그의 저작「원

뿔곡선론Conic Sections」에있다.

이 저작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위대한 기하
학자’로부른원인이기도하다.

아폴로니오스 이전의 그리스 인들은 하나의 원뿔
을 자르는 형태에 따라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만들어짐을 알고 있었다. 이때, 쌍곡선은 단지 한
부분만나오게된다.

그러나 아폴로니오스는 논문 제1권에서 이 곡선
들을 오늘날에 흔히 하는 것처럼 이중 직원뿔로부
터모두만들어냈다.

타원(ellipse), 포물선(parabola), 쌍곡선
(hyperbola)이라는 이름은 아폴로니오스가 만
든 것으로서, 초기 피타고라스 학파가 사용한 용어
에서따온것이다.

유클리드 이전에는 선분 a, b가 주어질 때 ax=b¤

인 선분 x를 찾는 과정으로 포물선을 다루었다.

즉, 선분 a, x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과 선분 b

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일치한
다는 뜻에서 이러한 과정을‘parabole’(‘일치
한다’는뜻의그리스어)이라고하였다.

한편, x(a+x)=b¤ 또는 x(a-x)=b¤ 인 x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각각

‘hyperbole’(‘초과한다.’는 뜻의 그리스 어),

‘ellipis’(‘부족하다.’는 뜻의 그리스 어)라고 말
했다.

쌍곡선 타원 

포물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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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Ⅴ. 도형의방정식

다 가 서 기 / 바퀴는 왜 원 모양일까?

우리는 자동차 바퀴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닌 원 모양인 것을 당연

하게생각한다.

그런데 바퀴는 왜 원 모양일까?

그것은 효율성과 안정성 때문이다. 바퀴는 일정한 힘을 가해 굴릴 수 있

어야 하고 덜컹거리지 않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원

모양일 때만 가능하다.

원이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

는점들로이루어진도형이다. 

즉, 바퀴의 축과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길만

평평하게 잘 닦여 있다면 중심이 직

선으로움직여덜컹거릴일이없다.

마찬가지로 다각형의 바퀴가 굴러

가면서덜컹거리는이유는중심의이

동이 직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퀴의

중심의 이동이 직선이 되도록 길을

닦으면 다각형의 바퀴로도 덜컹거리

지않게갈수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바퀴가

원 모양인 이유는 단순히 굴리기 쉬

워서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안정

성을수학적으로고려한결과이다.

2007년대한민국학생창의

력 올림피아드에서 네모바

퀴 자전거를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

학습목표1•원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3

원
의
방
정
식

원의방정식

214

소단원의학습목표

1. 원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다가서기 / 해설

지하에 묻어 놓은 하수관이나 오수관 따위의 시설
물을 점검하거나 청소를 할 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만든구멍을맨홀이라고한다.

맨홀의 뚜껑 모양은 용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나라와 지역을 불문하고 맨홀 뚜껑의
모양은원형이많다.

그이유가뭘까?

사각형모양의맨홀을연상하여보자.

사각형의 대각선은 사각형의 가장 긴 변보다도 길
기 때문에 사각형 모양의 맨홀 뚜껑을 세우다가는
맨홀구멍으로빠뜨리기쉽다.

이에 반해 맨홀 구멍을 원 모양으로 하면서 뚜껑을
구멍보다 약간 크게 하면, 맨홀 뚜껑을 세워도 구
멍에걸려빠지는일이없다.

또한 맨홀 뚜껑을 원 모양으로 만들면 운반에 용이
하다. 맨홀 뚜껑의 무게는 대략 250 kg에서
300 kg정도여서 운반하기 힘들지만 원 모양으로
만들면 중간에 파이프를 끼워 양쪽에서 두 사람이
굴릴수있기때문에운반하기쉬워진다.

이와 같이 원의 성질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비단
바퀴와맨홀뚜껑뿐만이아니다.

중요한 회의, 회담은 흔히 사각 테이블보다 원탁에
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원의
비밀이숨어있다.

원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원탁에 둘러앉게 되면 모든 사람
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게 된다. 이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평등한 관계라는 것
을상징한다.

1930년대 3회에 걸쳐서 열린 인도 자치에 관한 영
국-인도 원탁회의,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뒤 파
키스탄의 인도로부터 분리를 결정한 인도-파키스
탄 원탁회의, 1949년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로부
터의 독립이 논의된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원탁회
의등이원탁회의로유명하다.

여기서배우는용어및기호

원의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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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의방정식 215

탐 구 하 기 / 바퀴의중심과바퀴위의임의의점사이의거리

원의 방정식01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모양의 바퀴 위에 점 P(x, y)가 있을 때, 바퀴의 중심에서 점 P까지의

거리가 4임을 x, y에대한식으로나타내어보자.

바퀴의 중심을 원점O 위에 놓자.

OP”=4이므로

"√x¤ +y¤ =4

∴ x¤ +y¤ =4¤

P{x,`y}

-4

4

4

-4 O

y

x

4

바퀴의 중심을 점 C(5, 3) 위에 놓자.

CP”=4이므로

ø( πx- )¤ +(y- )¤ =

∴ (x- )¤ +(y- )¤ = ¤

P{x,`y}
4

C{5,`3}

O 2

2

4

6

4 6 8 10

y

x

보 여 주 기 활 동 하 기

알 아 보 기 / 원을나타내는방정식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C(a, b)이고 반지름

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임의의 점을 P(x, y)라

고하면

CP ”=r

이므로

"(√x-a)¤ +(y-b)¤ =r

양변을 제곱하면

(x-a)¤ +(y-b)¤ =r¤

역으로, 방정식 (x-a)¤ +(y-b)¤ =r¤ 을 만족하는 점 P(x, y)는 중

심이 C(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이다.

(x-a)¤ +(y-b)¤ =r¤ 과 같은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원의 방정식이

라고 한다.

xO

y

r

P{x,`y}

C{a,`b}

215

알아 보기 / 해설

●원은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반
지름)에있는점들의집합이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
름의길이에의하여결정된다.

●x¤ +y¤ =r¤ 을 만족하는 실수 x, y의 순서쌍
(x, y)는무수히많으며, 이순서쌍들을좌표평
면 위에 나타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
이가 r인원이된다.

그러나 x¤ +y¤ =0을 만족하는 실수 x, y는
x=0, y=0뿐이므로, 이것은원점 (0, 0)을나
타낸다.

한편, x¤ +y¤ =-1을 만족하는 실수 x, y는 존
재하지 않으므로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생각할수없다.

두 점C(5, 3), P(x, y)에 대하여 CP ”=4이므
로두점사이의거리구하는공식에의하여

ø( πx- )¤ +(y- )¤ =

∴ (x- )¤ +(y- )¤ = ¤435

435

탐구하기 / 풀이

(1) Graphmatica를실행한다.

(2) 입력창에
(2) x^2+y^2=25

(2) 를입력한다.

(3) 아이콘 를클릭하면다음과같이원
x¤ +y¤ =25가그려진다.

참고｜GGrraapphhmmaattiiccaa를이용하여원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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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Ⅴ. 도형의방정식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표평면에서중심이C(a, b)이고반지름의길이가 r인원의방정식은

(x-a)¤ +(y-b)¤ =r¤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 +y¤ =r¤

원의방정식

1

함 께 하 기 /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중심이 (5,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2) 두 점A(5, 1), B(-1, -3)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풀이｜

(1) (x-5)¤ +{y-(-2)}¤ =3¤ 이므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x--55))¤¤̀ ++((yy++22))¤¤̀ ==99

(2) AB”의 중점을 C(a, b)라고 하면

a= =2

b= =-1

∴ C(2, -1)

(2)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AC”이므로

AC”="(√5-2)¤ +(1+1)¤ ='9∂+4='1å3

(2) 따라서 중심이 C(2,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å3이므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x--22))¤¤̀ ++((yy++11))¤¤̀ ==1133

1+(-3)
2

5+(-1)
2

지름의 중점은 원의 중심이

다.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중심이 (-1,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2) 두 점 (-1, 1), (3, 3)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219쪽 익힘책 221쪽 익힘책 223쪽

y

xO
C{a,`b}

A

5

1

-3

-1

B

익힘책 219쪽 익힘책 221쪽 익힘책 223쪽

216

(2) 지름의 양 끝 점이 주어진 경우 원주각의
성질을이용하여구할수도있다.

(2)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이므로
원위의임의의점

(2) P(x, y)에대하여
(2) ∠APB=90˘

(2) 삼각형APB는직각삼각형이므로
(2) AP” ¤ +BP” ¤ =AB” ¤

(2) AB”="( √-1-5)¤ +(-3-1 ç)¤ ='5å2

(2) 이므로
(2) (x-5)¤ +(y-1)¤ +(x+1)¤

+(y+3)¤ =52

(2) x¤ -4x+y¤ +2y=8

(2) ∴ (x-2)¤ +(y+1)¤ =13

함께 하기 / 해설

1

스스로 하기 / 풀이

(1) {x-(-1)}¤ +{y-(-3)}¤ =3¤

(1) ∴ (x+1)¤ +(y+3)¤ =9

(2) 두점(-1, 1), (3, 3)의중점을(a, b)

라고하면

(1)   a=

(1)   a=1

(1)   b=

(1)   b=2

(1) ∴ (a, b)=(1, 2)

(1) 원의반지름의길이는두점 (-1, 1),

(1, 2) 사이의거리와같으므로
(1) "(√1+1)¤ +(2-1)¤ ='5

(1) 따라서 중심이 (1, 2)이고 반지름의 길
이가 '5이므로구하는원의방정식은

(1) (x-1)¤ +(y-2)¤ =5

1+3
2

-1+3
2

1

지름의 양 끝 점의 좌표가 (x¡, y¡), (x™, y™)인
원의 방정식을 구
하기위해 원위의
한 점을 P(x, y)

라고하자.

⁄`x+x¡, x+x™일때
⁄`APÍ⊥BPÍ이므로
⁄` (AP Í의기울기)_(BPÍ의기울기)=-1

⁄` _ =-1

¤ (x-x¡)(x-x™)+(y-y¡)(y-y™)=0

yy ㉠
¤ x=x¡ 또는 x=x™일때

y-y™
x-x™

y-y¡
x-x¡

참고｜지름의양끝점이 ((xx¡¡,,  yy¡¡)),,  ((xx™™,,  yy™™))인원

O-2 2 4

2

4
y

x
{a,`b}

A B

P

A{x¡,`y¡}

B{x™,`y™} P{x,`y}

 자습서-(162~199)-OK  2009.2.17 12:11 AM  페이지190   mac02   T



3. 원의방정식 191

3. 원의방정식 217

알 아 보 기 / 이차방정식과원의관계에대하여알아보자.

원의 방정식 (x-a)¤ +(y-b)¤ =r¤ 의 좌변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x¤ +y¤ -2ax-2by+a¤ +b¤ -r¤ =0

이때, A=-2a, B=-2b, C=a¤ +b¤ -r¤ 이라고 하면

x¤ +y¤ +Ax+By+C=0 yy ㉠

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의 특징은 x, y에 대한 이차방정식이며, x¤ 의 계수와 y¤ 의 계수가

같고 xy항이 없다는 것이다.

역으로, 방정식 ㉠은

(x-a)¤ +(y-b)¤ =c

의 꼴로 변형할 수 있다. 이때, c의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c>0이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이다.

¤ c=0이면 한 점 (a, b)를 나타낸다.

‹ c<0이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이차방정식 x¤ +y¤ -2x+4y+1=0을 변형하면

(x-1)¤ +(y+2)¤ =4

이므로, 이 이차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은 중심이 (1,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다.

이차방정식 x¤ +y¤ +Ax+By+C=0의 그래프02

방정식

(x-a)¤ +(y-b)¤ =r¤ 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

하고, 방정식

x¤ +y¤ +Ax+By+C=0

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라고한다.

다음방정식이나타내는원의중심의좌표와반지름의길이를구하여라.

(1) x¤ +y¤ -6x+y+;4!;=0 (2) x¤ +y¤ =x-y+;2!;

스 스 로 하 기 /

1

세 점 (1, -5), (-3, 3), (4, 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2

익힘책 219쪽 익힘책 221쪽 익힘책 223쪽

원의방정식을

x¤ +y¤¤ +Ax+By+C=0

의꼴로놓는다.

217

⁄`x=x¡이면 y=y¡이고, x=x™이면 y=y™이므
로㉠이성립한다.

⁄`따라서⁄,`¤에의하여원의방정식은
⁄`에서(x-x¡)(x-x™)+(y-y¡)(y-y™)=0

스스로 하기 / 풀이

(1) 주어진방정식을변형하면

(1) (x¤ -6x+9)+{y¤ +y+;4!;}=9

(1) (x-3)¤ +{y+;2!;}2 =9

(1) 따라서원의중심의좌표는{3, -;2!;}이고,

(1) 반지름의길이는 3이다.

(2) 주어진방정식을변형하면

(1) {x¤ -x+;4!;}+{y¤ +y+;4!;}=1

(1) {x-;2!;}2+{y+;2!;}2 =1

(1) 따라서원의중심의좌표는 {;2!;, -;2!;}

(1) 이고, 반지름의길이는 1이다.

1

알아 보기 / 해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는 중심의 좌표와 반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정식을
표준형으로바꾼뒤구하는것이좋다.

●방정식 (x-a)¤ +(y-b)¤ =c에서 c=0인 경
우 방정식은 한 점 (a, b)를 나타내고, 이것을
점원이라고 한다. 또, c<0인 경우 방정식이 나
타내는도형은없는데, 이것을허원이라고한다.

원의방정식을
x¤ +y¤ +Ax+By+C=0

으로놓고세점의좌표를대입하면
1¤ +(-5)¤ +A¥1+B¥(-5)+C=0

∴26+A-5B+C=0 yy ㉠
(-3)¤ +3¤ +A¥(-3)+B¥3+C=0

∴18-3A+3B+C=0 yy ㉡
4¤ +4¤ +A¥4+B¥4+C=0

∴32+4A+4B+C=0 yy ㉢
㉠-㉡을하여정리하면

8+4A-8B=0

∴2+A-2B=0 yy ㉣
㉢-㉠을하여정리하면

6+3A+9B=0

∴2+A+3B=0 yy ㉤
㉣, ㉤을연립하여풀면

A=-2, B=0

이를㉠에대입하면　　C=-24

따라서구하는원의방정식은
x¤ +y¤ -2x-2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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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서 기 / 태양과 수평선의 관계

수평선 위로 떠오르거나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태양을 수학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한, 산 위로 떠오르거나 산 아래로 사라지는 보름달을 수학적인 눈으

로 바라본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수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관계를 찾

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3

원
의
방
정
식

원과직선의
위치관계
학습목표

2
•좌표평면에서원과직선의위치관계를이해한다.

•원의접선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218

소단원의학습목표

1. 좌표평면에서원과직선의위치관계를이해한다.

2. 원의접선의방정식을구할수있다.

다가서기 / 해설

수평선을 직선, 태양을 원으로 생각하면 태양이 수
평선 위로 떠오르거나 아래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원과직선의위치관계세가지를발견할수있다.

1. 원과직선의위치관계
1. 원의반지름의길이를 r, 원의중심에서직선까지

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같다.

1. ⁄`d<r일때, 두점에서만난다.

1. ¤`d=r일때, 한점에서만난다. (접한다.)

1. ‹`d>r일때, 만나지않는다.

2. 원의접선의성질
1. (1)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

직이다.

O

d r

O

d r

O
d r

1. (1) 역으로 반지름과 원이 만나는 점에서 그 반지
름에수직으로그은직선은그원의접선이다.

1. (2) 원의외부에있는한점에서그원에그은두접
선의길이는같다.

PA”=PB”

OP

A

B

l⊥OA”

O

A l

참고｜원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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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아 보 기 / 원과직선의위치관계에대하여알아보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때, 원 x¤ +y¤ =r¤ 과 직선 y=mx+n의 교점의 개수는 두 도형의

방정식에서 y항을 소거하여 만든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 +(mx+n)¤ =r¤

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따라서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의 부호에 따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xO

y D<0

D>0
D=0

x@+y@=r@

탐 구 하 기 / 원과직선의교점의개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01

원 x¤ +y¤ =5와 직선 y=2x+k (k는

상수)에대하여

k=0, k=5, k=10

일 때, 각각 교점의 좌표를 구한 후 원과

직선의교점의개수를 구하여보자.

xO

y y=2x+k

x@+y@=5

-Â5 Â5

-Â5

Â5

k의값 k=0 k=5 k=10

교점이존재하지않는다.

0개

교점의좌표

교점의개수

D>0 HjK 서로다른두점에서만난다.

D=0 HjK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D<0 HjK 만나지 않는다.

219

y=2x+k를 x¤ +y¤ =5에대입하여정리하면
x¤ +(2x+k)¤ =5

x¤ +4x¤ +4kx+k¤ -5=0

5x¤ +4kx+k¤ -5=0

⁄ k=0이면
⁄ 5x¤ -5=0, y=2x에서

⁄ ‡ 또는 ‡

⁄ 따라서교점의좌표는
⁄ (1, 2), (-1, -2)

⁄ 교점의개수는
⁄ 2개

x=-1

y=-2

x=1

y=2

¤ k=5이면
⁄ x¤ +4x+4=0, y=2x+5에서
⁄ x=-2, y=1

⁄ 따라서교점의좌표는
⁄ (-2, 1)

⁄ 교점의개수는
⁄ 1개
‹`k=10이면
⁄ x¤ +8x+19=0

⁄ 이이차방정식의판별식을D라고하면

⁄ =4¤ -1¥19=-3<0

⁄ 이므로교점은존재하지않는다.

⁄ 따라서교점의개수는 0개이다.

⁄,¤,‹에의하여

D
4

탐구하기 / 풀이

k의값

교점의좌표

교점의개수

k=0

(1, 2),
(-1, -2)

2개

k=5

(-2, 1)

1개

k=10

교점이존재하지

않는다.

0개

알아 보기 / 해설

●원과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
식을 y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여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되므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이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
수에따라결정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때에는 원의 반
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를비교해보는방법도편리하다.

그러나여기에서는이차방정식의판별식을이용
하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
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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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x¤ +y¤ =4와 직선 y=-x+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1

함 께 하 기 /

원 x¤ +y¤ =16과 직선 2x+y-3=0의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풀이｜

두 식에서 y를 소거하여 x에 대한 이차방정식으로 정리하면

x¤ +(-2x+3)¤ -16=0 ∴ 5x¤ -12x-7=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12)¤ -4¥5¥(-7)=284>0

따라서 원과 직선은 서서로로 다다른른 두두 점점에에서서 만만난난다다..

x

2x+y-3=0

O

y

x@+y@=16

4-4

-4

4

3

3
2

｜풀이｜

두 식에서 y를 소거하여 x에 대한 이차방정식으로 정리하면

x¤ +(-x+k)¤ -4=0 ∴ 2x¤ -2kx+k¤ -4=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0이어야 하므로

D=(-2k)¤ -4¥2¥(k¤ -4)

D=4(-k¤ +8)>0

따라서 -k¤ +8>0이어야 하므로

k¤ -8<0, (k+2'2 )(k-2'2 )<0

∴ --22''22<<kk<<22''22

xO

y

y=-x+k
x@+y@=4

-2
2

-2

2

원 x¤ +y¤ -2x-1=0과 직선 y=2x+3의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스 스 로 하 기 /

1

원 x¤ +y¤ =16과 직선 y=mx+8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

수 m의 값 또는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1)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 한 점에서 만난다.

(3) 만나지 않는다. 

2

익힘책 225쪽 익힘책 227쪽 익힘책 228쪽

익힘책 225쪽 익힘책 227쪽 익힘책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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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원과 직
선의위치관계를말할수도있다.

원의반지름의길이를 r라고하면
r=4

원의 중심 (0, 0)과 직선 2x+y-3=0 사
이의거리를d라고하면

d= =

d<r이므로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
서만난다.

3'5
5

|-3|
"√2¤ +1¤

함께 하기 / 해설

1

원의반지름의길이를 r라고하면
r=2

y=-x+k를변형하면
x+y-k=0

원의 중심 (0, 0)과 직선 x+y-k=0 사
이의거리를d라고하면

d= =

원과직선이서로다른두점에서만나려면
d<r이어야하므로

<2, |k|<2'2

∴-2'2<k<2'2

|k|
'2

|k|
'2

|-k|
"√1¤ +1¤

2

스스로 하기 / 풀이

y=2x+3을x¤ +y¤ -2x-1=0에대입하면
x¤ +(2x+3)¤ -2x-1=0

x¤ +4x¤ +12x+9-2x-1=0

5x¤ +10x+8=0

이이차방정식의판별식을D라고하면
D=10¤ -4¥5¥8
D=100-160=-60<0

따라서원과직선은만나지않는다.

1

y=mx+8을 x¤ +y¤ =16에대입하면
x¤ +(mx+8)¤ =16

x¤ +m¤ x¤ +16mx+64-16=0

(m¤ +1)x¤ +16mx+48=0

이이차방정식의판별식을D라고하면
D=(16m)¤ -4¥(m¤ +1)¥48
D=64m¤ -192

D=64(m¤ -3)

(1) D>0이어야하므로
(1) 64(m¤ -3)>0

(1) (m+'3)(m-'3)>0

(1) ∴m<-'3 또는 m>'3

(2) D=0이어야하므로
(1) 64(m¤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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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와 같음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구할수도있다.

알 아 보 기 / 기울기가주어진원의접선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좌표평면에서 원 x¤ +y¤ =r¤ 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보자.

접선의 방정식을 y=3x+n이라 하고, 원의 방정식 x¤ +y¤ =r¤ 에 대

입하여 정리하면

x¤ +(3x+n)¤ =r¤

(1+3¤ )x¤ +6nx+(n¤ -r¤ )=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D라고 하면

D=(6n)¤ -4(1+3¤ )(n¤ -r¤ )

D=4{-n¤ +(1+3¤ )r¤ }

이때, D=0이어야 하므로

-n¤ +(1+3¤ )r¤ =0

에서

n=—r"3√¤ +1

따라서 원 x¤ +y¤ =r¤ 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은

y=3x—r"3√¤ +1

x

r

-r

-r rO

y

y=3x-rÂ3@+˛1˛

y=3x+rÂ3@+˛1˛

탐 구 하 기 / 입체교차로와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02

오른쪽 그림은 원형 모양의 도로와 직

선 모양의 도로가 접하고 있는 입체교

차로의모습이다. 

원형 도로의 중심이 원점 O(0, 0)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좌

표평면 위에 나타내었더니 원형 도로

에 접하는 직선 도로의 기울기는 ;2!;이 되었다. 원의 방정식이 x¤ +y¤ =1

이고, 직선의 방정식이 x-2y+c=0일 때, 상수 c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여보자.

xO

y

(1) (m+'3)(m-'3)=0

(1) ∴m=-'3 또는 m='3

(3) D<0이어야하므로
(1) 64(m¤ -3)<0

(1) (m+'3)(m-'3)<0

(1) ∴-'3<m<'3

기울기가 ;2!;인직선 x-2y+c=0과원

x¤ +y¤ =1이 접하므로, 즉 한 점에서 만나므로
x=2y-c를 x¤ +y¤ =1에 대입하여 얻어지는 이
차방정식의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하여 c의 값을 구
한다.

탐구하기 / 풀이

알아 보기 / 해설

원 x¤ +y¤ =r¤ (r>0)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접선의방정식을
y=mx+b yy ㉠

라고 할 때, ㉠을 원의 방정식 x¤ +y¤ =r¤ 에 대입
하면

x¤ +(mx+b)¤ =r¤

(1+m¤ )x¤ +2mbx+(b¤ -r¤ )=0

yy ㉡
㉡은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므로 이 방정식의 판
별식을D라고하면

=m¤ b¤ -(1+m¤ )(b¤ -r¤ )

=m¤ r¤ +r¤ -b¤

이때, 원과 직선이 접하므로 D=0이어야 한다.

즉,

m¤ r¤ +r¤ -b¤ =0, r¤ (m¤ +1)=b¤

∴ b=—r"√m¤ +1 yy ㉢
㉢을㉠에대입하면

y=mx—r"√m¤ +1

x

r

-r

-r rO

y
y=mx+rÂm@ ˛+˛1˛

y=mx-rÂm@ ˛+˛1˛

D
4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도
판별식을이용하여유도할수있다.

원 (x-a)¤ +(y-b)¤ =r¤ 에 접하고 기울기가m

인접선의방정식은다음과같다.

y-b=m(x-a)—r"√m¤ +1

보충자료｜기울기가주어진접선의방정식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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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직선

y=mx+n,

y=m'x+n'

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필요충분조건은

mm'=-1

점 (x¡, y¡)을 지나고 기울

기가m인직선의방정식은

y-y¡=m(x-x¡)

알 아 보 기 / 원위의한점에서의접선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좌표평면에서 원 x¤ +y¤ =r¤ 위의 점

P(x¡, y¡)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보자.

x¡ y¡+0일 때, 직선 OP의 기울기는

이고, 직선 OP와 접선 l은 서로 수직이므

로 접선 l의 기울기는- 이다.

따라서 접선 l은 점 P(x¡, y¡)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므로

y-y¡=- (x-x¡)

이것을 정리하면

x¡x+y¡y=x¡¤ +y¡¤ yy ㉠

그런데 점 P(x¡, y¡)이 원 x¤ +y¤ =r¤ 위의 점이므로

x¡¤ +y¡¤ =r¤ yy ㉡

㉡을 ㉠에 대입하면 접선 l의 방정식은

x¡x+y¡y=r¤

한편, x¡=0 또는 y¡=0일 때에는 점 P가 좌표축 위에 있으므로 접선

의 방정식은

y=—r 또는 x=—r

가 되어 x¡x+y¡y=r¤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 원 x¤ +y¤ =10 위의 점 (-1,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1¥x+3¥y=10 ∴ x-3y+10=0

x¡
y¡

x¡
y¡

x¡
y¡

y¡
x¡

x

y

P{x¡,`y¡}

r

r

-r

-r

O

l

r

r
y=r

x=rx=-r

y=-r

-r

-r

xO

y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03

좌표평면에서 원 x¤ +y¤ =r¤ 위의 점 P(x¡, y¡)에서의 접선의 방정

식은

x¡x+y¡y=r¤

원위의점에서의접선의방정식

222 Ⅴ. 도형의방정식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표평면에서 원 x¤ +y¤ =r¤ 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

식은

y=mx—r"√m¤ +1

기울기가m인접선의방정식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은항상두개존재한다.

1

함 께 하 기 /

원 x¤ +y¤ =2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풀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 접선의 기울기가 3이므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3x—'2¥"3ç¤ +1

∴ yy==33xx——22''55

｜다른 풀이｜

접선의 방정식을 y=3x+n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 (0, 0)과 직선

3x-y+n=0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2와 같으므로

='2

|n|=2'5

∴ n=—2'5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3x—2'5

|n|
"3√¤ +(-1)¤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원 x¤ +y¤ =16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2) 원 x¤ +y¤ =16에 접하고 직선 3x+y-2=0과 평행한 직선

(3) 원 x¤ +y¤ =16에 접하고 직선 3x+y-2=0과 수직인 직선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225쪽 익힘책 227쪽 익힘책 228쪽

익힘책 225쪽 익힘책 227쪽 익힘책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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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하기 / 풀이

접선의방정식이 y=mx—r"√m¤ +1이므로

(1) y=2x—4"√2¤ +1 ∴ y=2x—4'5

(2) 직선 3x+y-2=0에평행한직선의기울
기는-3이므로구하는접선의방정식은

(2) y=-3x—4"( √-3)¤ +1

(2) ∴ y=-3x—4'1å0

(3) 직선3x+y-2=0에수직인직선의기울

(3) 기는 ;3!;이므로구하는접선의방정식은

(3) y=;3!;x—4æ{≠;3!;}2 +1

(3) ∴ y=;3!;x—;3$;'1å0

1

알아 보기 / 해설

원 x¤ +y¤ =r¤ 위의 점 P(x¡, y¡)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다음과같이구할수도있다.

원 x¤ +y¤ =r¤ 에접하고, 기울기가m인접선의방
정식은

y=mx—r"√m¤ +1 yy ㉠
기울기가m이고, 점 (x¡, y¡)을지나는접선의방
정식은

y-y¡=m(x-x¡)

∴ y=mx+y¡-mx¡ yy ㉡
㉠, ㉡에서

mx+y¡-mx¡=mx—r"√m¤ +1

y¡-mx¡=—r"√m¤ +1

양변을제곱하여정리하면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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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Ⅴ. 도형의방정식

1

함 께 하 기 /

원 (x-3)¤ +(y-1)¤ =5 위의 점 P(5,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풀이｜

원의 중심 C(3, 1)과 점 P(5, 2)를 지나

는 직선의 기울기는

=

이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2이다.

따라서 점 (5, 2)를 지나고 기울기가-2인 접선의 방정식은

y-2=-2(x-5) ∴ 22xx++yy--1122==00

｜다른 풀이｜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이 직선이 점 P(5, 2)를 지나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y-2=m(x-5) ∴ mx-y-5m+2=0

원의 중심 C(3, 1)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5와 같으므로

='5, |-2m+1|="5√m¤ +5

양변을 제곱하여 풀면

m¤ +4m+4=0, (m+2)¤ =0 ∴ m=-2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2x-y+12=0 ∴ 2x+y-12=0

|3m-1-5m+2|
"√m¤ +(-1)¤

1
2

2-1
5-3

P{5,`2}

C{3,`1}
xO

y

다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x¤ +y¤ =20, (4, -2) (2) x¤ +y¤ =9, (0, 3)

스 스 로 하 기 /

1

다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x-1)¤ +(y+1)¤ =10, (-2, -2)

(2) (x-2)¤ +(y+3)¤ =9, (-1, -3)

2

익힘책 225쪽 익힘책 227쪽 익힘책 228쪽

익힘책 225쪽 익힘책 227쪽 익힘책 228쪽

점 P를지나는접선과직선

CP는서로수직이다.

224

(y¡-mx¡)¤ =r¤ (m¤ +1)

x¡¤ +y¡¤ =r¤ 이므로
(y¡-mx¡)¤ =(x¡¤ +y¡¤ )(m¤ +1)

(my¡+x¡)¤ =0 ∴m=-

이것을㉡에대입하여정리하면
x¡x+y¡y=r¤ (∵ x¡¤ +y¡¤ =r¤ )

x¡
y¡

스스로 하기 / 풀이

(1) 4¥x+(-2)¥y=20

(1) ∴ 2x-y-10=0

(2) 0¥x+3¥y=9

(1) ∴ y=3

1

(1) 원의중심 (1, -1)과점 (-2, -2)를
지나는직선의기울기는

(1) =

(1) 이므로접선의기울기는-3이다.

(1) 따라서 점 (-2, -2)를 지나고 기울기
가-3인접선의방정식은

(1) y-(-2)=-3 {x-(-2)}

(1) ∴ 3x+y+8=0

(2) 원의중심 (2, -3)과점 (-1, -3)을
지나는직선의기울기는

(1) =0

(1) 이므로접선은 y축에평행한직선이다.

(1) 따라서구하는접선의방정식은
(1) x=-1

-3-(-3)
-1-2

1
3

-2-(-1)
-2-1

2

원 (x-a)¤ +(y-b)¤ =r¤ 위의 점 P(x¡, y¡)에
서의접선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원의중심을C(a, b)라고하면

x¡+a, y¡+b일때, 직선PC의기울기는 이

고, 접선 l은 직선 PC와 서로 수직이므로 l의 기울

기는- 이다.

따라서직선 l의방정식은

y-y¡=- (x-x¡)

∴(x¡-a)(x-x¡)+(y¡-b)(y-y¡)=0

이식은x¡=a 또는 y¡=b일때에도성립한다.

x¡-a
y¡-b

x¡-a
y¡-b

y¡-b
x¡-a

x

l

O

P{x¡,`y¡}

y

C{a,`b}C{a,`b}

보충자료｜원위의한점에서의접선의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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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 원

확 인 하 기

_3. 원의 방정식
새로나온용어와기호

원의방정식

오른쪽 그림은 해머던지기 선수가

해머를 들고 원 운동하는 모습을

해머 선수가 원점에 위치하도록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해

머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가 2이고, 해머를 점 P('3, 1)에

서 놓았더니 해머가 접선 l을 따

라 날아갔다고 한다. 이때, 접선 l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xO

-2

-2 2

2
P{Â3,1}

y

l

방정식 x¤ +y¤ +2x-2ky+k=0이 나타내는 그래프가 반지름의 길이

가 '3인 원이 되도록 실수 k의 값을 정하여라.

2이차방정식과 원

원 x¤ +y¤ =16과 직선 y=mx+3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m은 실수)

3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 x¤ +y¤ +2x-2y-8=0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4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5해머던지기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 (0, 0), (4, 2'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을 구하여라.

1원의 방정식

계산

계산

문제해결

이해

이해

225

중단원확인하기 / 풀이

1 원의중심을(a, 0), 반지름의길이를r라고하면
(x-a)¤ +y¤ =r¤ yy ㉠

㉠에 두 점 (0, 0), (4, 2'2)의 좌표를 각각
대입하면

a¤ =r¤ , a¤ -8a+24=r¤
두식을연립하여풀면

a=3, r=3 (∵ r>0)
따라서구하는원의방정식은

(x-3)¤ +y¤ =9

2 주어진이차방정식을변형하면
(x¤ +2x+1)+(y¤ -2ky+k¤ )
=k¤ -k+1
(x+1)¤ +(y-k)¤ =k¤ -k+1

반지름의길이가 '3이므로
k¤ -k+1=3
k¤ -k-2=0
(k+1)(k-2)=0
∴ k=-1 또는 k=2

3 y=mx+3을 x¤ +y¤ =16에 대입하여 정리
하면

x¤ +(mx+3)¤ =16
x¤ +m¤ x¤ +6mx+9=16
(m¤ +1)x¤ +6mx-7=0

이이차방정식의판별식을D라고하면

=(3m)¤ -(m¤ +1)¥(-7)

=16m¤ +7>0 (∵m¤ >0)
따라서D>0이므로원과직선의교점의개수는
2개이다.

D
4

4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y=3x+b로 놓고 원
의 방정식 x¤ +y¤ +2x-2y-8=0에 대입하
여정리하면

x¤ +(3x+b)¤ +2x-2(3x+b)-8=0
10x¤ +2(3b-2)x+b¤ -2b-8=0

이이차방정식의판별식을D라고하면

=(3b-2)¤ -10(b¤ -2b-8)

=-b¤ +8b+84

D
4

5 해머의 머리가 그리는 원은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의길이가 2인원이므로그원의방정식은

x¤ +y¤ =2¤
∴ x¤ +y¤ =4

접점의 좌표가 ('3, 1)이므로 접선 l의 방정
식은

'3¥x+1¥y=4
∴ '3x+y-4=0

D=0이어야하므로
-b¤ +8b+84=0
b¤ -8b-84=0
(b+6)(b-14)=0
∴ b=-6 또는 b=14

따라서구하는접선의방정식은
y=3x-6 또는 y=3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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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Ⅴ. 도형의방정식

공학 도구
수학적개념을공학도구를이용하여이해하고탐구해보세요.*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한 와트의 증기기관은

직선 운동을 원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로 오른쪽 그

림과 같은 실린더를 이용하여 플라이휠을 돌린다.

반대로 플라이휠을 돌려 피스톤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피스톤은 실린더를 따라 움

직인다. 만일 실린더가 직선 모양이면 피스톤도 직

선 모양으로 움직이고, 실린더가 곡선 모양이면 피스톤도 곡선 모양으로 움직일 것이다. 따라서 실

린더를 이용하여 직선을 그리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직선을 이용하여 직선을 그리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자를 이용하여 직선을 그리는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직선을 이용하여 직선을 그리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직선을 이용하지 않고 직선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프랑스의 포우셀리어 (Peaucellier)이

다. 장교였던 그는 1864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을 이용하여 직

선을 그리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하는 막대기를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다. 

AB”=BC”, AD”=AF”

CD”=DE”=EF”=CF””

다음과 같이 도구를 만든 후, 두 점 A, B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점 E에 연필을 꽂아 움직이면 직

선이 그려진다. 

원을이용하여직선을그리는도구

배기

피스톤실린더

증기 흡입플라이휠

A
B

C

D

E

F

A

B

C

D

E

F

긴막대기 2개, 중간막대기 4개

짧은막대기 2개

만들어진모양 직선을그리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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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이용하여 직선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자
와 컴퍼스를 이용하는 모든 작도 문제가 컴퍼스만
사용하여해결할수있지않을까? 실제로이것은가
능하다.

나폴레옹은 오직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4개의 합동
인호들로원을나누는문제를프랑스수학자들에게
제안했다고한다.

비록 나폴레옹이 최초는 아니었지만, 그 문제는 나
폴레옹의문제로알려져있다.

그의 북이테리 원정 기간 동안, 나폴레옹은 Pavia

대학의교수였던기하학자마스케로니
(Mascheroni, L. ; 1750~1800)를 우연히 만

났다.

마스케로니의 가장 유명한 수학 저서는 1797년에
출판된「컴퍼스 기하학」이다. 나폴레옹에게 바쳤던
시로부터시작된컴퍼스기하학은자와컴퍼스로할
수 있는 작도가 오직 유클리드 컴퍼스로만 작도될
수있음을보였다.

놀랍게도 자와 컴퍼스로 작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를전혀사용하지않고작도될수있다. 그러나우
리는 오직 컴퍼스만을 가지고는 직선을 그릴 수 없
다. 그러므로우리는다음과같은약속을해야한다.

어떤직선 l에속하는두점을표시하면그직선
l은 작도 된 것이며, 선분의 양 끝 점을 작도하
면그선분은작도한것으로간주한다.

즉, 컴퍼스작도에서직선은직선위에두점이작도
되자마자작도되는것으로간주한다.

이 약속에 의해 작도 문제의 조건으로 직선이 주어
질 때, 직선이 직접 주어지는 경우와 직선을 나타내
는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의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
들은서로같게취급할수있다.

덴마크기하학자히예름슬례프(Hjelmslev, J. ;

1873~1950)는 1672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출판
된모어(Mohr, G. ; 1640~1697)가쓴「덴마크
원론」이라는 수학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의 제1장
에는컴퍼스만을이용한작도에관한내용이마스케
로니보다125년앞서소개되고있다.

모어와마스케로니는서로다른세기와다른나라에
서 각각 고전적인 작도에서 사용된 자를 버리고 컴
퍼스만을이용하여작도를했던것이다.

따라서“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해결되는 모든 작
도 문제는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해결된다.”는 정리
를 모어-마스케로니 정리라고 부르며 컴퍼스 기하
학의기본정리라고부른다.

참고｜컴퍼스만을이용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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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동평행이동1

2 대칭이동대칭이동

4
●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원점, x축, y축, 직선 y=x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형의이동
이 단원을 배우면

227

중단원의학습목표

1. 평행이동의의미를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문제를해

결할수있다.

2. 원점, x축, y축, 직선 y=x에대한대칭이동의의미를

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

수학 이야기｜

에셔의작품

에셔(Escher, M. C. ;1898~1972)는 기묘한
시각적, 지각적 반응을 일으키는 판화 작품으로 유
명한네덜란드의그래픽아티스트이다.

그의 작품들은 다른 어떤 작가와도 구별되는 그만
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상반된 패턴을 조합하여 표현한 작품들과 뫼
비우스의 띠를 근간으로 만들어 낸 시각적 착각을
표현한 작품들은 그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그림을 보면‘아! 이 그림이 에셔 그림이구나.’라
고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수학이나 과
학 그리고 심리학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연구한
적은 없지만, 그의 작품 세계는 수학자, 과학자와
인지 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게 깊은 인상
을주었다.

뫼비우스의 띠 위를 맴도는 개미의 그림과 천사와
악마를 패턴화하여 상호 결합시킨 그림은 수학 교
과서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0원짜리 동
전 4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
되어 있다. 이때, 동전을 적당히 이
동하여 다른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
열하여보자.

참고｜동전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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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형의이동 201

다 가 서 기 / 생활 속의 평행이동

우리의 주변에서 평행이동과 관련

된 대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제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시

스템에서 물건들은 그 모양과 크기 그

대로 옮겨가는 것이므로 이것은 평행

이동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 엘리베

이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의

위치 이동 수단, 그리고 버스, 지하철,

자전거, 배,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

서도 평행이동을 찾아볼 수 있다.

학습목표1•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수있다.

4

도
형
의
이
동

평행이동

228228

소단원의학습목표

1. 평행이동의의미를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문제를해

결할수있다.

다가서기 / 해설

조각 맞추기 퍼즐은 평행이동의 원리를 이용하여
고안된 게임이다. 조각 맞추기 퍼즐 중에서 최근
다양한 사고력 개발의 교구로 사용되고 있는 펜토
미노(pentomino)퍼즐에대하여알아보자.

펜토미노는 5개의 정사각형을 모서리와 모서리를
붙여서다양하게배합한 2차원형상이다.

펜토미노 조각은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기본형이
존재하며, 회전시킨 것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구분
하면총 64가지의형상이생긴다.

각각의 펜토미노에는 위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는
데, 이 글자들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FILiPiNo

와 알파벳의 끝부분인 TUVWXYZ를 떠올리는
것이다.

펜토미노 퍼즐은 위의 12가지의 조각을 가지고 여
러가지형태로풀어보는퍼즐이다.

영국의 정복왕 윌리엄 1세의 아들과 프랑스의 황
태자가 체스 게임을 하던 중 프랑스의 황태자가 시
합에 지자 홧김에 체스판을 상대에게 던져버렸는
데, 윌리엄의 아들도 흥분하여 프랑스의 황태자의
머리를 그 체스판으로 내려쳐 깨뜨리는 보복을 한
다. 그때에 체스판이 13개의 조각(12개의 펜토미
노조각과 1개의테트라미노조각)으로쪼개졌고,

이 13개의 조각들을 원래대로 배열하면서 펜토미
노퍼즐이시작되었다.

펜토미노 퍼즐의 첫 번째 공식적인 풀이법은 1907

년 출판된 헨리 듀드니(Dudeny, H.)의「캔터배
리 퍼즐 The Canterbury Puzzles」이라는 책
에서 소개되었는데, 듀드니는 8_8 보드에서 정사
각형 테트라미노 1개와 12개의 펜토미노 조
각을가지고이퍼즐의풀이법을소개했다.

펜토미노라는 이름은 1953년 솔로몬 골롬(Sol-

omon, W. Golomb) 박사가 하버드 수학 클럽
에서강의중처음사용하였다.

F TNPLI

U ZYXWV

여기서배우는용어및기호

ff((xx,,  yy))==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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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Ⅴ. 도형의방정식

230 Ⅴ. 도형의방정식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 P'의 좌표가 (3, 3)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2

일반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평행이동은

(x, y) 2⁄ (x+a, y+b)

로나타낸다.

｜보기｜ 점 (2, 3)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2+3, 3-2) ∴ (5, 1)

알 아 보 기 / 점의평행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 위의 임의의 한 점 P(x, y)

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

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점

P'의 좌표는

P'(x+2, y+1)

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O
2

1

y

P'{x+2,`y+1}

P{x,`y}
x

점 (10, 15)를 점 (7, 2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5, 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스 스 로 하 기 /

1

점 P(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 P'의 좌표는

P'(x+a, y+b)

점의평행이동

O

y

a

b
x

P'{x+a,`y+b}

P{x,`y}

익힘책 233쪽 익힘책 235쪽 익힘책 236쪽

4. 도형의이동 229

탐 구 하 기 / 장기에서의마(馬)의이동규칙

점의 평행이동01

장기의 기물 중 하나인 마(馬)는 ｜그림1｜과 같이 선을 따라 한 칸 움직인

후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인다.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의 마의 위치

를 살펴보면 마는 선을 따라 두 칸 움직인 후 그것에 수직인 방향으로 한

칸더움직인것과같다.

따라서 ｜그림2｜와 같이 놓여 있는 마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A, B, C,

D, E, F, G, H의 8곳이다. 예를 들어, 마가 위쪽으로 두 칸, 오른쪽

으로한칸움직이면 A의위치로이동하게된다.

｜그림2｜와같이놓여있는마에대하여 다음물음에답하여보자.

1. 마가아래로두칸, 왼쪽으로 한칸움직였을 때, 이동된위치를 찾아라.

2.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을 +, 왼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을 -로 표현

하고, 1칸, 2칸을 각각 1, 2로 표현하기로 할 때, 다음 안에 알맞은

문자또는수를써넣어라.

(1) 마가 수평 방향으로-2, 수직 방향으로-1만큼 움직이면 의 위

치로이동된다.

(2) 마가 수평 방향으로+2, 수직 방향으로+1만큼 움직이면 의 위

치로이동된다.

(3) ｜그림2｜와 같이 수평 방향을 x축, 수직 방향을 y축으로 잡고 마의

위치를 점 P(x, y)라고 하면 점 B의 좌표는 (x+ , y+ )

이다.

장기는약 4천여년전에

인도에서 시작되어 서양

에서는 체스(chess)로

통일되었고 , 동양에서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로 전파되면서

조금씩다른모습으로변

천하였다고한다. 

xO

y

AH
BG

CF
DE

｜그림1｜ ｜그림2｜

230

1. 마(馬)가 아래로 두 칸,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
면E의위치로이동된다.

2. (1) 왼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것이므로 의위치로이동된다.

2. (2) 오른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것이므로 의위치로이동된다.

2. (3) 점B의좌표는　　(x+ , y+ )12

B

F

탐구하기 / 풀이

스스로 하기 / 풀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

만큼옮기는평행이동이므로
(-5-3, 3+5)=(-8, 8)

1

알아 보기 / 해설

●점P(x, y)를x축의방향으로a만큼, y축의방향
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여 점 P'(x+a, y+b)

에오게하는변환을

f: (x, y) 2⁄ (x+a, y+b)

와같이나타내거나직접
P(x, y) 2⁄ P'(x+a, y+b)

와같이나타내기도한다.

점P의좌표를 (x, y)라고하면
x+3=3, y-2=3

∴ x=0, y=5

따라서점P의좌표는　　P(0, 5)

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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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형의이동 203

알아 보기 / 해설

●도형 y=f(x)와 도형 f(x, y)=0을 평행이동
한도형의방정식은다음과같다.

(1) x축의방향으로 a만큼평행이동할때
y=f(x) 2⁄ y=f(x-a)

(1) f(x, y)=0 2⁄ f(x-a, y)=0

(2) y축의방향으로 b만큼평행이동할때
y=f(x) 2⁄ y-b=f(x)

(1) f(x, y)=0 2⁄ f(x, y-b)=0

(3)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
큼평행이동할때

(1) y=f(x) 2⁄ y-b=f(x-a)

(1) f(x, y)=0 2⁄ f(x-a, y-b)=0

스스로 하기 / 풀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

만큼평행이동하므로
x 대신 x+3

y 대신 y-2

를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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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y=3x+8

(2) (x+3)¤ +(y-2)¤ -2(x+3)

-(y-2)-8=0

(2) x¤ +6x+9+y¤ -4y+4-2x-6

-y+2-8=0

(2) ∴ x¤ +y¤ +4x-5y+1=0

1

232 Ⅴ. 도형의방정식

이와 같이, 방정식 f(x, y)=0이 나타내는 도형 D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 D'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즉, 도형D 위의 임의의 한 점

P(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

을 P'(x', y')이라고 하면

∴ x'=x+a,  y'=y+b

∴ x=x'-a,  y=y'-b

이때, 점 P(x, y)는 도형 D 위의 점이므로 방정식 f(x, y)=0에 x

대신 x'-a, y 대신 y'-b를 대입하면 f(x'-a, y'-b)=0이다. 이

식은 도형 D 위의 임의의 점의 x좌표인 x'과 y좌표인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므로 도형D'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x-a, y-b)=0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직선 6x+3y+2=0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

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6(x+3)+3(y-2)+2=0 ∴ 6x+3y+14=0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f(x, y)=0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

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x-a, y-b)=0

도형의평행이동

xO

y

b
a

D'

D

P'{x',`y'}

P{x,`y}

다음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

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y=3x-3 (2) x¤ +y¤ -2x-y-8=0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233쪽 익힘책 235쪽 익힘책 236쪽

점의이동은

(x, y) ⁄ (x+a, y+b)

도형의이동은

f(x, y)=0 ⁄ f(x-a, y-b)=0

아하~, 도형의이동에서는

부호가바뀌는구나!

직선은 평행이동하여도 기

울기가 변하지 않는다.

4. 도형의이동 231

케이블카의 위치 이동에서

도 평행이동을 찾아볼 수

있다.

원은 평행이동하여도 반지

름의길이가변하지않는다.

알 아 보 기 / 도형의평행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y=;3@;x+2는 2x-3y+6=0으로, 원의

방정식 x¤ +y¤ =5는 x¤ +y¤ -5=0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면 위의 도형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방정식이므로
ff((xx,,  yy))==00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보기｜ (1) f(x, y)=2x-3y+6일 때, f(x, y)=0이 나타내는 도형

은 직선 2x-3y+6=0이다.

(2) f(x, y)=x¤ +y¤ -5일 때, f(x, y)=0이 나타내는 도형

은 원 x¤ +y¤ -5=0이다.

원 O: x¤ +y¤ -5=0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원 O'의 방정식을 구하여 보자. 

원 O 위의 임의의 한 점 P(x, y)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

로 3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P'(x', y')

이라고 하면

x'=x+5,  y'=y+3

∴ x=x'-5,  y=y'-3

이때, 점 P(x, y)는 원 O 위의 점이므로 원 O의 방정식

x¤ +y¤ -5=0

에 x 대신 x'-5, y 대신 y'-3을 대입하면

즉,         (x'-5)¤ +(y'-3)¤ -5=0 yy ㉠

이 성립한다. 

㉠은 원 O' 위의 임의의 점의 x좌표인 x'과 y좌표인 y ' 사이의 관계식

을 나타내므로 원 O'의 방정식은

즉, (x-5)¤ +(y-3)¤ =5

이다.

O

y

x

P{x,`y}
5

3
P'{x',`y'}

O'

도형의 평행이동02

2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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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형의이동 233

다 가 서 기 /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화가의 자화상

왼쪽 그림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인

고갱의「황색 그리스도가 있

는 화가의 자화상」이다. 이

작품에 보이는 고갱의 귀는

오른쪽 귀일까? 아니면 왼쪽

귀일까? 

그림 속 왼쪽의 배경에는

그가 이미 그려 놓았던「황

색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자

세히 살펴보면 원래 그림과

비교하여 그 좌우가 뒤바꿔

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은 고갱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화가의 자화상」에 보이는 고갱의 귀는

오른쪽 귀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울이 물체의 좌우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왼쪽 귀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진기가 막 개발되던 시대에 살았던 고갱은 다른 사람이 그려준 자신

의 모습 외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자화상

에서도 자신의 왼쪽 귀를 오른쪽에 그릴 수밖에 없었다. 

고갱 (Gauguin, Euge'ne Henri Paul ; 1848~1903)이그린「황색그리스도가있

는화가의자화상」

학습목표2 •원점, x축, y축, 직선 y=x에대한대칭이동의의미를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

대칭이동 4

도
형
의
이
동

황색그리스도

소단원의학습목표

1. 원점, x축, y축, 직선 y=x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활용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

여기서배우는용어및기호

대칭이동

다가서기 / 해설

「황색 그리스도」는 고갱이 타히티섬으로 건너가기
이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고갱은 1886년부터
1890년까지 5년 동안을 프랑스의 브르타뉴에서
보내면서 신앙심이 두텁고 순박한 이곳의 농부들
의 삶에 매료되어 그들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작품도그중의하나이다.

그러나 신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림속에서는
마치 브리타뉴의 농부의 모습과 같아 보인다는 이
유로사회적물의를일으키기도했다.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은「황색 그리스
도」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의 오른쪽
에 보이는 항아리는 고갱이 직접 만든 것으로 자신
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항아리의 괴기스런 형
상과 그리스도의 얼굴이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고갱의 자화상을 연상할 수 있을만큼 세 이
미지는미묘하게얽혀있다.

인간과자연현상속에서조화로운대칭구조를많이
찾아볼수있다.

특히, 회화와 조각, 건축 등에서 대칭성의 아름다움
을표현하는작품들이많이있다.

인도의타지마할

참고｜대칭성의아름다움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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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Ⅴ. 도형의방정식

탐 구 하 기 / 시소의중심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01

오른쪽 사진은 놀이터에서 시

소를 타고 노는 어린이들을 찍

은 것이다. 사진 위에 시소의

중심점을 원점 O로 잡고 시소

가 수평을 이루는 선을 x축, 그

와수직이되는선을 y축으로잡자.

두 어린이의 위치를 각각 점 A, A'이라고 할 때,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써넣어보자.

1. 두 어린이의 위치 A, A'에서 시소의 중심점 O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

다. 즉, 선분 AA'의중점은점 이다.

2. 점A의좌표를 (7, 1)이라고하면점A'의좌표는 ( , )이다.

x

A{7,1}

O

y

A'

△PHO™△P'H'O임을 이

용하여 점 P'의 좌표를 구

할수도있다.

PH”=P'H' ”=y

OH”=OH'” ”=x

알 아 보 기 / 원점에대한점의대칭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 위의 한 점 P를 원점 O에 대하여 대칭인 점 P'으로 옮기는 것

을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한다. 이때, 원점 O는 선분 PP'의 중점이

된다.

좌표평면 위의 임의의 한 점 P(x, y)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x', y')

이라고 하면 원점 O가 선분 PP'의 중점이

므로

=0, =0

∴ x'=-x, y'=-y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P'(-x, -y)

이다.

y+y'
2

x+x'
2

xO

y

H'
H

P{x,`y}

P'{x',`y'}

xO

y P{x,`y}

P'{x',`y'}

234

1.AO”=A'O””이므로 선분 AA'의 중점은 점
이다.

2. 시소의 중심점을 좌표평면의 원점 O로 하여 두
점A, A'을나타내면다음그림과같다.

2.

2. 따라서점A'의좌표는

2. ( , )-1-7

O

A{7,`1}

A'

y

x

O

탐구하기 / 풀이

점P(x, y)를점M(a, b)에대하여대칭이동한
점의좌표를P'(x', y')이라고하자.

이때, 점M은선분PP'의중점이므로

=a, =b

∴x'=2a-x, y'=2b-y

따라서점P'의좌표는
P'(2a-x, 2b-y)

예제｜점 P(3, 2)를점M(1, -1)에대하여대칭이

동한점P'의좌표를구하여라.

풀이_ 점 P'의 좌표를
P'(x, y)

라고 하자.

이때, 점M은 선분 PP'의 중점이므로

=1, =-1

∴ x=-1, y=-4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P'(-1, -4)

2+y
2

3+x
2

P{3,`2}

M{1,`-1}
O

y

x

P'{x,`y}

y+y'
2

x+x'
2

O

P{x,`y}

M{a,`b}

P'{x',`y'}
y

x

보충자료｜점 ((aa,,  bb))에대한점의대칭이동

알아보기 / 해설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어떤 점(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일직선 위의 위
치로옮기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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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Ⅴ. 도형의방정식

알아 보기 / 해설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대칭이동하기전의도형의방정식에

x 대신-x, y 대신-y

를대입하여구한다.

236 Ⅴ. 도형의방정식

알 아 보 기 / 원점에대한도형의대칭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f(x, y)=0

이 나타내는 도형D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을 D'이라 하고, 도

형 D위의 임의의 한 점 P(x, y)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P'(x', y')이라고 하면

x'=-x, y'=-y

∴ x=-x', y=-y'

이때, 점 P(x, y)는 도형 D 위의 점이므로 방정식 f(x, y)=0에 x

대신 -x', y 대신 -y'을 대입하면 f(-x', -y')=0이다. 이 식은 도

형 D' 위의 임의의 점의 x좌표인 x'과 y좌표인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

내므로 도형 D'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x, -y)=0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1) 직선 y=5x+9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

식은 -y=5¥(-x)+9 ∴ y=5x-9

(2) 원 (x-1)¤ +y¤ =1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1}¤ +(-y)¤ =10 ∴ (x+1)¤ +y¤ =10

y

xO

D'

D

P{x,`y}

P'{x',`y'}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f(x, y)=0이 나타내는 도형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x, -y)=0

원점에대한도형의대칭이동

다음 도형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3x+2y+9=0 (2) x¤ +y¤ +3x-8y+16=0

스 스 로 하 기 /

3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y

xO

직선의방정식에 x대신-x,

y대신-y를대입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 점 (-2, 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2, -4)

이 점을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2, 4)

4. 도형의이동 235

좌표평면에서 점 P(x, y)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P'의 좌

표는

P'(-x, -y)

원점에대한점의대칭이동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한 대

칭이동은

(x, y) 2⁄ (-x, -y)

로나타낸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다시원점에대하여대칭

이동하면자기자신이된다.

(x, y) 2⁄ (-x, -y)

(x, y) 2⁄ (x, y)

점 (a,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3, 9)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2

1

함 께 하 기 /

점 (1,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b, 5)일 때, 상

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풀이｜

점 (1,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1, -a)

이 점의 좌표가 (b, 5)이므로

-1=b, -a=5

∴ aa==--55,,  bb==--11

점 (a, -3)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2, b)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236

스스로 하기 / 풀이

점 (a, -3)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좌표는

(-a, 3)

이점의좌표가 (-2, b)이므로
-a=-2, 3=b

∴ a=2, b=3

1

스스로 하기 / 풀이

(1) 3(-x)+2(-y)+9=0

(1) ∴ 3x+2y-9=0

(2) (-x)¤ +(-y)¤ +3(-x)-8(-y)

+16=0

(1) ∴ x¤ +y¤ -3x+8y+16=0

3

점 (a,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의좌표는

(-a, -b)

이점의좌표가 (3, 9)이므로
-a=3, -b=9

∴ a=-3, b=-9

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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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형의이동 237

알 아 보 기 / 좌표축에대한점의대칭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 위에서 한 점 P를 직선 l에 대하여 대

칭인 점 P'으로 옮기는 것을 직선 l에 대한 대칭이

동이라 하고, 직선 l을 대칭축이라고 한다. 이때,

직선 l은 선분 PP'의 수직이등분선이다.

탐 구 하 기 / 좌우반전된점들의관계

좌표축에 대한 대칭이동02

다음 그림은 고갱이 거울을 보고 그렸다는「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화가의

자화상」의 일부분(왼쪽)과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우 반

전시킨것을서로대칭이되도록 붙여놓은것이다. 

두 그림의 밑 부분을 연결한 선을 x축으로, 두 그림의 인접한 경계선을 y

축으로 하는 좌표축을 잡고, 처음 그림(왼쪽 그림)에서 고갱의 코를 나타내

는 점을 P, 좌우 반전된 그림(오른쪽 그림)에서 고갱의 코를 나타내는 점

을 P'이라고 하자. 점 P의 좌표를 (-5, 8)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

하여보자.

1. x축에서두점P, P'에이르는거리를각각구하여라.

2. y축에서두점P, P'에이르는거리를각각구하여라.

3. 점P'의좌표를 구하여라.

P'P{-5,`8}

xO

y

l P'

P

점 P와 점 P'이 직선 l에

대하여 대칭일 때, 직선 l

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으

면 점 P와 점 P'은 완전히

겹쳐진다.

기초 자료_ 점대칭도형을 그려보고, 점대칭이동의
원리를이해한다.

(1) 도형 위의 한 점에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을긋는다.

(2)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 위의 점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대칭의 중심에서 떨어진 직선
위의점을찾는다.

(3) 도형위의각점에대하여위의과정을반복한다.

(4) 이점들을연결하여완성한다.

발전 자료_ 도형 f(x, y)=0을 점 A(a, b)에 대
하여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을구하여보자.

도형f(x, y)=0위의한점P(x, y)와점A(a, b)

에대하여대칭인점을P'(x', y')이라고하면
에에x'=2a-x, y'=2b-y

에에∴x=2a-x', y=2b-y' yy ㉠
이때, 점 P(x, y)는 도형 f(x, y)=0 위의 점이
므로방정식 f(x, y)=0에㉠을대입하면
에에f(2a-x', 2b-y')=0

따라서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은
에에f(2a-x, 2b-y)=0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 

수준별보충자료

점 P'은 점 P를 y축에 대하여 선대칭이동한 점이
므로다음그림과같다.

1.x축에서점P에이르는거리는　　8

1.x축에서점P'에이르는거리는　　8

2. y축에서점P에이르는거리는　　5

2. y축에서 점P'에 이르는 거리는 y축에서 점P에
이르는거리와같으므로　　5

3. 점P'의좌표는　　P'(5, 8)

O-5

8 P'P

y

x

탐구하기 /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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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Ⅴ. 도형의방정식

좌표평면 위의 임의의 한 점 P(x, y)를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P'(x', y'), P''(x'', y'')이라고 하자.

이때, 직선 PP'은 x축과 수직이므로

x'=x

선분 PP'의 중점이 x축 위에 있으므로

=0

∴ y'=-y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P'(x, -y)

마찬가지로, 점 P''의 좌표는

P''(-x, y)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점 (-3, -1)을

(1)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3, 1)

(2)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3, -1) 

y+y'
2

좌표평면에서 점 P(x, y)를

(1)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P'의 좌표는　　

P'(x, -y)

(2)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P''의 좌표는　　

P''(-x, y)

좌표축에대한점의대칭이동

P{x,`y}

xO

y

P'{x',`y'}

P''{x'',`y''}

일반적으로 x축에 대한 대

칭이동은

(x, y) 2⁄ (x, -y)

y축에대한대칭이동은

(x, y) 2⁄ (-x, y)

로나타낸다.

다음 점을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여라.

(1) (-2, 5) (2) (3, -7)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238

스스로 하기 / 풀이

(1) x축에대한대칭이동: (-2, -5)

(1) y축에대한대칭이동: (2, 5)

(2) x축에대한대칭이동: (3, 7)

(1) y축에대한대칭이동: (-3, -7)

1

기초자료_ 여러 가지 선대칭도형을 그려 보고 선대
칭이동의 원리를 이해한다.
(1) 도형 위의 한 점에서 대칭축에 수직인 직선을 긋

는다.

(2)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 위의 점과 대칭축 사이의
거리만큼 대칭축에서 떨어진 직선 위의 점을 찾
는다.

(3) 도형위의각점에대하여위의과정을반복한다.

(4) 이점들을연결하여완성한다.

발전 자료_ 직선 x=a 또는 직선 y=b에 대한 점의
대칭이동의원리를이해한다.

점P(x, y)를직선x=a에대하여대칭이동한점

대칭축 

대칭축 

대칭축 

을P'(x', y')이라고하자.

이때, y'=y이고선분PP'의중점이직선 x=a 위
에있으므로

=a ∴x'=2a-x

따라서점P'의좌표는　　P'(2a-x, y)

또직선y=b에대하여대칭이동한점을
P''(x'', y'')이라고하면위와같은방법으로

x''=x, y''=2b-y

따라서점P''의좌표는　　P''(x, 2b-y)

x+x'
2

O

P'{x',`y'}P{x,`y}

y

x

x=a

수준별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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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형의이동 239

알 아 보 기 / 좌표축에대한도형의대칭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f(x, y)=0이 나타

내는 도형 D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

형을 D'이라 하고, 도형 D 위의 임의의 점

P(x, y)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P'(x', y')이라고 하면

x'=x, y'=-y

∴ x=x', y=-y'

이때, 점 P(x, y)가 도형 D 위의 점이므로 방정식 f(x, y)=0에 x

대신 x', y 대신 -y'을 대입하면 f(x', -y')=0이다. 이 식은 도형

D' 위의 임의의 점의 x좌표인 x'과 y좌표인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므

로 도형 D'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x, -y)=0

같은 방법으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방정식은 f(-x, y)=0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직선 3x-2y+5=0을

(1)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1) 3x-2¥(-y)+5=0 ∴ 3x+2y+5=0

(2)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2) 3¥(-x)-2y+5=0 ∴ 3x+2y-5=0

x

P'{x',`y'}

P{x,`y}

O

y

D

D'

직선의방정식에

(1) y대신-y

(2) x대신-x

를대입한다.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f(x, y)=0이 나타내는 도형을

(1)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x, -y)=0

(2)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x, y)=0

좌표축에대한도형의대칭이동

y

xO

xO

y

다음 도형을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1) y=-10x+2 (2) (x+4)¤ +(y-6)¤ =36

스 스 로 하 기 /

2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스스로 하기 / 풀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y 대신 -y를 대입하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 -x를 대입
한다.

(1) x축에대하여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은
(1) -y=-10x+2 ∴ y=10x-2

(1) y축에대하여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은
(1) y=-10(-x)+2

∴ y=10x+2

(2) x축에대하여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은
(1) (x+4)¤ +(-y-6)¤ =36

∴ (x+4)¤ +(y+6)¤ =36

(1) y축에대하여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은
(1) (-x+4)¤ +(y-6)¤ =36

∴ (x-4)¤ +(y-6)¤ =36

2

오른쪽그림과같은원의방정식
을 f(x, y)=0이라할때, 방정
식에 절댓값 기호가 있는 여러
가지도형에대하여알아보자.

(1) f(|x|, y)=0

(1) ‡

xæ0일때, f(x, y)=0

x<0일때, f(-x, y)=0

(1) 이때, f(-x, y)=0이나타내는도형은원
f(x, y)=0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
이므로 f(|x|, y)=0

이나타내는도형은오
른쪽그림과같다.

(2) f(x, |y|)=0

(1) ‡

yæ0일때, f(x, y)=0

y<0일때, f(x, -y)=0

(1) 이때, f(x, -y)=0이나타내는도형은원
f(x, y)=0을x축에대
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이
므로 f(x, |y|)=0이
나타내는 도형은 오른쪽
그림과같다.

(3) 같은 방법으로 f(|x|, |y|)=0이 나타내는
도형은다음과같다.

x

f{|x|,`|y|}=0

O

y

O

y

x

f{x,`|y|}=0

x

f{|x|,`y}=0

O

y

O

y
f{x,`y}=0

x

보충자료｜절댓값기호가있는도형의방정식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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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Ⅴ. 도형의방정식

알 아 보 기 / 직선 y=x에대한점의대칭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 위의 임의의 한 점 P(x, y)를 직

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x', y')이라고 하자.

이때, 선분 PP'의 중점이 직선 y=x 위에 있

으므로

= ∴ x+x'=y+y' yy ㉠

직선 PP'과 직선 y=x가 서로 수직이므로

_1=-1 ∴ -x+x'=y-y' yy ㉡

㉠+㉡을 하면　　

2x'=2y ∴ x'=y

㉠-㉡을 하면　　

2x=2y' ∴ y'=x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P'(y, x)

이다. 

y-y'
x-x'

y+y'
2

x+x'
2

탐 구 하 기 / 직선 y=x에대하여대칭인점들의관계

직선 y=x에 대한 대칭이동03

오른쪽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

여 보자.

1. 점 A와 A'은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와 같이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인 점들을 모두 짝지어

보아라.

2. 물음 1에서 짝지은 두 점들의 좌표를

구하고, 두좌표사이의관계를 알아보아라.

점 P와 직선 l에 대하여

대칭인 점 P'을 이은 선

분 PP'은 직선 l에 의해

수직이등분된다.

△PHO™△P'H'O임을 이

용하여 점 P'의 좌표를 구

할수도있다.

OH”=OH' ”=x

PH”=P'H' ”=y

A'

xO-2
-2

2

4

6

2 4 6
D

E

C

B
A

y y=x

xO

M

y y=x

P{x,`y}

P'{x',`y'}
H'

H

y=x
P'{x',`y'}

P{x,`y}

240

1.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직선 y=x에 의하여 수직
이등분되어야한다.

1. 따라서직선 y=x에대하여대칭인점들은

1. B와C, D와E

2.B(1, 2), C(2, 1), D(-2, 0), E(0, -2)

2.B와 C, D와 E는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
었다.

탐구하기 / 풀이

익힘책 코너

프로젝트_ 242쪽 ⋯

점 A(x, y)를 직선 l: y=ax+b에 대하
여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할 때, 점 B의 좌
표는 다음을 이용하여 구한다.

⁄ 직선 l이 선분 AB를 이등분한다. 즉, 선
분 AB의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으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 =a¥ +b

¤ 직선 l은 선분 AB에 수직이다. 즉, 직선
l과 직선 AB의 기울기의 곱이 -1이므
로 다음이 성립한다.

¤ 직선 _a=-1y'-y
x'-x

x'+x
2

y'+y
2

B{x',`y'}

A{x,`y}

l:y=ax+b

O

y

x

직선 y=-x에 대한 대칭이동은 원점에 대
하여 대칭이동한 후 직선 y=x에 대하여 대
칭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
여 대칭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점 P(a,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a, -b)

이 점을 다시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
하면

(-b, -a)

이것은 점 (a, b)를 직선 y=-x에 대하
여 대칭이동한 결과와 같다.

논술/수행평가과제

 자습서-(200~227)-OK  2009.2.16 11:3 PM  페이지210   mac02   T



4. 도형의이동 211

242 Ⅴ. 도형의방정식

1

함 께 하 기 /

다음도형을직선 y=x에대하여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을구하여라.

(1) 3x-y+1=0 (2) (x+1)¤ +y¤ =4

｜풀이｜

(1)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하면

3y-x+1=0

∴ xx--33yy--11==00

(2)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하면

(y+1)¤ +x¤ =4

∴ xx¤¤̀ ++((yy++11))¤¤̀ ==44

다음도형을직선 y=x에대하여대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을구하여라.

(1) 11x+13y+17=0 (2) x¤ +y¤ +3x+5y-7=0

스 스 로 하 기 /

2

직선 y=3x+k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점

(2, -1)을 지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3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f(x, y)=0이 나타내는 도형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y, x)=0

직선 y=x에대한도형의대칭이동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직선 y=2x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

식은

x=2y ∴ y=;2!;x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직선의방정식에 x대신 y,

y대신 x를대입한다.

4. 도형의이동 241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1) 점 (2, 3)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1) (3, 2)

(2) 점 (3, 2)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1) (2, 3)

좌표평면에서 점 P(x, y)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P'

의 좌표는

P'(y, x)

직선 y=x에대한점의대칭이동

일반적으로 직선 y=x에

대한대칭이동을

(x, y) 2⁄ (y, x)

로나타낸다.

다음 점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1) (2, -3) (2) (3, 2)

(3) (-2, -1) (4) (-1, 2)

스 스 로 하 기 /

1

직선 y=x에

대한대칭이동에서는

x좌표와 y좌표가서로

바뀌는구나!

익힘책 239쪽 익힘책 240쪽 익힘책 241쪽

알 아 보 기 / 직선 y=x에대한도형의대칭이동에대하여알아보자.

좌표평면에서 방정식 f(x, y)=0이 나타

내는 도형D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

동한 도형을 D'이라 하고, 도형 D위의 임

의의 한 점P(x, y)와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인점을 P'(x', y')이라고하면

∴ x'=y, y'=x

∴ x=y', y=x'

이때, 점 P(x, y)가 도형 D 위의 점이므로 방정식 f(x, y)=0에 x

대신 y', y 대신 x'을 대입하면 f(y', x')=0이다. 이 식은 도형 D' 위

의 임의의 점의 x좌표인 x'과 y좌표인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므로 도

형 D' 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y, x)=0

xO

y y=x

P{x,`y}

P'{x',`y'}

D

D'

y

xO

y=x

242

스스로 하기 / 풀이

x좌표와 y좌표를서로바꾼다.

(1) (-3, 2) (2) (2, 3)
(3) (-1, -2) (4) (2, -1)

1

스스로 하기 / 풀이

x 대신 y, y 대신 x를대입한다.

(1) 11y+13x+17=0

(1)∴ 13x+11y+17=0

(2) y¤ +x¤ +3y+5x-7=0

(1)∴ x¤ +y¤ +5x+3y-7=0

2

익힘책 코너

기본익히기_ 240쪽 ⋯

3번문제

어떤 도형을 대칭이동한 도형이 처음 도형과
일치할 때,이와 같은 도형을 대칭도형이라
고 한다.특히,대칭이동이 직선에 대한 것을
선대칭도형,점에 대한 것을 점대칭도형이라
고 한다.

직선 y=3x+k를 직선 y=x에 대하여 대
칭이동한직선의방정식은

x=3y+k

이 직선이 점 (2, -1)을 지나므로 이 점의
좌표를대입하면

2=3(-1)+k

∴ k=5

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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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형의이동 243

원 x¤ +y¤ +2x-4y-4=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x¤ +y¤ =9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

하여라.

1평행이동

점 (1, -5)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과 직선 5x-y+36=0 사

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2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원 (x-a)¤ +(y-b)¤ =r¤ 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이 점 (a, b)

를 지나게 될 조건을 구하여라.

3x축에 대한
대칭이동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만나는

두 거울 A, B에 대하여 점 P에서 거

울 A를 향해 빛을 비추었더니 점 Q

를 통과하였다. 점 P에서 두 거울 A,

B에 이르는 거리는 각각 1, 8이고,

점 Q에서 두 거울 A, B에 이르는 거

리는 각각 4, 4이다. 이때, 점 P에서 출발한 빛이 점 Q에 도달할 때까

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

5반사 거울

직선 y=mx+7을 직선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y=mx+7일 때, 상수m의 값을 구하여라.

4직선 y=x에 대한
대칭이동

중 단 원

확 인 하 기

_4. 도형의 이동

A

B
Q

P

새로나온용어와기호

대칭이동, f(x, y)=0

계산

문제해결

창의성

이해

이해

중단원확인하기 / 풀이

1 원의방정식x¤ +y¤ +2x-4y-4=0을변형하면
(x¤ +2x+1)+(y¤ -4y+4)=9
(x+1)¤ +(y-2)¤ =9

이 방정식에 x 대신 x-a, y 대신 y-b를 대입
하면

(x-a+1)¤ +(y-b-2)¤ =9
이원의방정식이 x¤ +y¤ =9와같으므로

-a+1=0, -b-2=0
∴ a=1, b=-2

2 점 (1, -5)를원점에대하여대칭이동하면
(-1, 5)

이점과직선 5x-y+36=0 사이의거리는

= ='2å6|26|

'2å6

|5¥(-1)-5+36|
"√5¤ +(-1)¤

3 원 (x-a)¤ +(y-b)¤ =r¤ 을 x축에 대하여 대
칭이동한도형의방정식은

(x-a)¤ +(-y-b)¤ =r¤
(x-a)¤ +(y+b)¤ =r¤

이도형이점 (a, b)를지나려면
(a-a)¤ +(b+b)¤ =r¤
4b¤ =r¤

b¤ =;4!;r¤

∴ b=—;2!;r

4 직선 y=mx+7을직선 y=x에대하여대칭이
동한도형의방정식은

x=my+7 yy ㉠
이고 직선 y=mx+7과 동일한 직선이므로
m+0이다.
따라서㉠의양변을m으로나누어정리하면

y= x-

이직선이직선 y=mx+7과같으므로

=m1
m

7
m

1
m

- =7

∴m=-1

7
m

5 두 거울A, B를 각각 x축 및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나타내고, 빛이 거울 A와 만나는 점을
A', 거울 B와 만나는 점을 B'이라고 하면 두 점
P, Q의좌표는

P(-8, 1), Q(-4, 4)

이때, 점P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P'
이라고하면

y

xOA'

B'P{-8,`1}

P'

Q'Q{-4,`4}

243

 자습서-(200~227)-OK  2009.2.16 11:3 PM  페이지212   mac02   T



4. 도형의이동 213

244 Ⅴ. 도형의방정식

테셀레이션 (tessellation)이란‘도형을이용해

어떤틈이나겹침이없이평면또는공간을완전히

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양을 일정한 거리

만큼 움직이는‘평행이동’,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모양을 뒤집는‘반사’, 한 점을 중심으로 모양을

돌리는‘회전’, 평행이동과반사를결합한‘미끄러

짐반사’의네가지변형을통하여만들수있다.

테셀레이션은 네덜란드 화가인 에셔(Escher)에 의해서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요즈음은컴퓨터용테셀레이션프로그램이개발되어테셀레이션을누구나손쉽게즐길수있게되

었다.

다음은 정육각형에서 잘라낸 도형을 평행이동하여‘새’로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된 도형, 즉

‘새’가평면을빈틈없이덮은모습을보여주는그림이다.

다음모눈종이위에평면을덮을수있는정삼각형또는정사각형또는정육각형을그리고, 평행

이동을이용하여테셀레이션을디자인하여라.

1

1 2

2

3

3

수 학

실 험 실 테셀레이션

에셔의판화「낮과밤」

244

P'(-8, -1)
점 Q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이라
고하면

Q'(4, 4)
점 P에서 출발한 빛이 점 Q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동거리는

PA”+AB”+QB”

이때, 앞의그림에서

PA”=P'A'”, QB”=Q'B'”

이므로구하는이동거리는

PA”+AB”+QB”=P'Q”+A'B'”+Q'B'”

PA”+AB”+QB=P'Q'”

PA”+AB”+QB="(√4+8)¤ +(4+1)¤

PA”+AB”+QB='1∂69

PA”+AB”+QB=13

테셀레이션(Tessellation)을 우리말로 직역하
자면 정사각형이 늘어서 있는 바둑판 모양의 무늬
를 말한다. 테셀레이션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모
자이크 타일 디자인에서 사용했던‘tesser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정사각형 판’또는‘도박에 사
용된 주사위’를 의미한다. tessera는‘four’를
의미하는 그리스어‘tessares(정사각형 타일)’
에서비롯되었다고한다.

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 쪽매맞춤인데, 쪽매는 얇
은 나무쪽을 모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물건
을 가리키고, 여러 조각의 쪽매를 바탕이 되는 널
에 붙이는 것이 곧 쪽매맞춤이다. 따라서 재료를
나무에 한정하지 않는 테셀레이션과는 엄밀한 의
미에서는구분된다.

이슬람의 융단, 퀼트, 옷, 깔개, 타일, 아라베스크
와 한국의 사각형 창살 문양 같은 것이 대표적인
테셀레이션 문양이다. 길거리나 집안에서 볼 수 있
는 보도블록, 욕실의 타일, 조각보 등도 모두 테셀
레이션을 이용한 것이다.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가
장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에스파냐 그라나다에 있
는이슬람식알람브라궁전이꼽힌다.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단위모양으로 평면이나 공간을 빈틈없이 메워
야한다.

¤ 한 꼭짓점을 중심으로 모인 단위모양의 내각들
의합이 360˘가되어야한다.

‹`길이가같은변끼리접하도록배열하여야한다.
›`평면에서 모든 방향으로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어야한다.
현대의 테셀레이션은‘TESS’라는 컴퓨터 프로
그램으로 대중화되었고, 대칭이나 회전, 반사 등을
사용하여좀더다양한반복을시도하게되었다.

수학실험실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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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Ⅴ. 도형의방정식

부등식의영역1

2 부등식의영역에서의최댓값과최솟값

5
● 부등식의 영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하여 최대 문제와 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등식의영역
이 단원을 배우면

245

중단원의학습목표

1. 부등식의영역의의미를이해한다.

2. 부등식의영역을활용하여최대문제와최소문제를해

결할수있다.

푸리에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수리과학자였다. 그는 1794년
나폴레옹 집권 아래 설립된
사범학교의교사가되었고,

이어 고등 이공학교에서 수
학을강의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할 때, 그를 수
행하였고 나폴레옹이 귀국한 후에도 카이로에 체
류하여행정관으로일하였다.

1801년 귀국한 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열
전도론을 연구하여 1807년「열의 해석적 이론」을
제출하였는데, 이 논문은 수학사에 있어서 새롭고
결실이풍부한장을열었다.

그는 1812년 프랑스 학사원의 대상(大常)을 취득
하였으며, 1822년에 임의의 함수가 삼각급수(푸
리에 급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이론을 완성하여
수리물리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또 실계
수 방정식의 해법에 관한 연구로도 알려져 있으며,

부등식의영역의연구에도공헌한바가있다.

1816년 푸리에는 프랑스 학사원 회원으로 추천되
었다.

이 단원의 수학자｜

푸리에(Fourier, J. B. J. ; 1768~1830)

1. 직선y=ax+b 2. 원x¤ +y¤ =r¤

1. 1. 

3. 포물선y=a(x-b)¤ +c (a>0)

1. 

x

y y=a{x-b}@+c

b

c
O

y
x@+y@=r@

x-r r

-r

O

y y=ax+b

b b
a-

x

참고｜여러가지그래프의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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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등식의영역 247

알 아 보 기 / 부등식의영역에대하여알아보자.

오른쪽그림과같이직선 l: y=;2!;x+1에

의하여 좌표평면은 직선 l의 위쪽과 아래쪽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직선 l의 아래쪽에 있는 임의의 점

P(x¡, y¡)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m

이 직선 l과 만나는 점을A라고 하면 점 A의 좌표는 {x¡, ;2!;x¡+1}이다. 

이때, 두 점 A, P의 y좌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y¡<;2!;x¡+1

탐 구 하 기 / 한라산의식물분포

부등식의 영역01

제주도식물의수직분포에 따른식물대의구분은보통다음과같다.

한라산의 높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분하였을때, 다음물음에답하여보자.

1. 참나무, 벚나무 등의 활엽수가 분포한

지역을붉은색색연필로표시하여라.

2. 진달래, 산철쭉 등의 관목식물이 분포

한지역을파란색색연필로표시하여라. 

제주도에는높이 1950m인

한라산이 있고, 해안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다양한

식물들이분포되어있다. 

준비물

붉은색색연필

파란색색연필

1900`m
1600`m
1400`m

600`m

200`m
50`m

xx¡O

P{x¡,`y¡}1

y m l

x¡,` x¡+1A }{ 1
2

식물대 고도

해안지대 해발 50m이하

난대식물대 해발 50~200 m

초원지대 해발 200~600 m

활엽수림대 해발 600~1400 m

침엽수림대 해발 1400~1600 m

관목대 해발 1600~1900 m

고산식물대 해발 1900~1950 m

다 가 서 기 / 블루투스와 데이터 교환 범위

학습목표1•부등식의영역의의미를이해한다.

5

부
등
식
의
영
역

부등식의영역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학생은 휴대전

화를 꺼내지 않고 대신 귀에 꽂고 있던 무선 이어폰을 어깨로 툭 치

며“여보세요.”하고 통화를 한다. 

위의내용은몇년전한휴대전화광고속의모습이다. 이와같이, 근거리

에놓여있는컴퓨터와이동단말기등을무선으로연결하여통신하게해주는

기능또는장치를블루투스(Bluetooth)라고한다. 이장치는다른장치들

과 10 m 반경 내에서 정보교환 능력을 가지며, 강력한 전송수단과 감도 좋

은수신수단을사용한다면 100m까지도정보교환이가능하다고한다. 

이러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246 Ⅴ. 도형의방정식

여보세요~.
오! 

오랜만이야
친구!

어? 아빠, 어떻게휴대
전화를들지도않고
전화를받으세요?

블루투스기능을
이용한거지.

아빠~, 블루투스
기능을이용하면
되잖아요~.

전화기가멀리
떨어져있어서
수신범위를
벗어났단다.

블루투스를이용하여
통화하고있는할머니

246

소단원의학습목표

1. 부등식의영역의의미를이해한다.

다가서기 / 해설

우리의주변에서경계가정해져있는것을찾아보자.

학교의 안과 밖은 담장을 경계로 구분짓는다. 한강
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눌 수 있고, 휴전선
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을 나눌 수도 있다. 옛날
서울에는 성이 있어서 성의 안과 밖을 나누었다.

시험에서는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바뀌거
나 합격₩불합격이 결정된다.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한 해가 바뀐다. 이와 같이 경계가 정해지면 주
어진 것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경

계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또 그 관계식을 이용하여
주어진영역을나타내는방법을공부하게된다.

활엽수가 분포한 지역은 해발 600 m에서 해발
1400 m 사이이고, 관목식물이 분포한 지역은 해
발 1600 m에서 1900 m 사이이므로 분포한 지역
을표시하면다음그림과같다.

1900`m
1600`m
1400`m

600`m

200`m
50`m

탐구하기 / 풀이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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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선 l의 아래쪽에 있는 임의의 점 P(x, y)는 부등식

y<;2!;x+1

을 만족한다. 역으로, 점 P(x, y)가 부등식 y<;2!;x+1을 만족하면 점

P는 직선 l의 아래쪽에 속하게 된다.

한편, 점 P(x, y)가 직선 l의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부등식

y>;2!;x+1

을 만족한다. 역으로, 점 P(x, y)가 부등식 y>;2!;x+1을 만족하면 점 P

는 직선 l의 위쪽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변수 x, y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 (x, y) 전체의

집합을 그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영역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보기｜ 부등식 y…x¤ -1의 영역은 포물

선 y=x¤ -1의 아래쪽 부분이며,

경계선을 포함한다. 즉, 부등식

y…x¤ -1의 영역은 오른쪽 그림

의 색칠한 부분이다. 

248 Ⅴ. 도형의방정식

부등식의 영역은 좌표평면

의부분집합이다.

(1) 부등식 y>f(x)의 영역

HjK 곡선 y=f(x)의 위쪽

(2) 부등식 y<f(x)의 영역

HjK 곡선 y=f(x)의 아래쪽

부등식의영역

xO

y

y=f{x}

y<f{x}

y>f{x}

xO

1

x+1y=
y 1

2

x+1y<1
2

x+1y>1
2

xO

-1

-1 1

y

y=x@-1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1) y…-2x-1 (2) y>-(x+1)¤ +1

스 스 로 하 기 /

1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

있지 않으면 부등식의 영역

에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

고, 그림으로 나타낼 때 경

계선을점선으로표현한다.

또,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

있으면 부등식의 영역에 경

계선이포함되고, 그림으로

나타낼 때 경계선을 실선으

로표현한다.

익힘책 247쪽 익힘책 248쪽 익힘책 249쪽

248

스스로 하기 / 풀이

(1) 부등식 y…-2x-1의영역은직선
y=-2x-1의 아래쪽 부분이며, 경계
선을포함한다.

(1) 따라서부등식 y…-2x-1의영역은다
음그림의색칠한부분이다.

(1) 

(2) 부등식 y>-(x+1)¤ +1의 영역은 포
물선 y=-(x+1)¤ +1의 위쪽 부분이
며, 경계선을포함하지않는다.

(1) 따라서 부등식 y>-(x+1)¤ +1의 영
역은다음그림의색칠한부분이다.

(1) y

y=-{x+1}@+1

xO

2

-2

-2

y

y=-2x-1

xO
-1

2

-2 -1
2

1

함수 y=f(x)는 방정식 y-f(x)=0과 같으므로
g(x, y)=y-f(x)로놓으면함수y=f(x)는방
정식 g(x, y)=0과같은식이다.

따라서 부등식이 g(x, y)>0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y>f(x) 또는 y<f(x)의 꼴로 변형하는
것이편리하다.

예제｜부등식 2x-y+2æ0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

내어라.

풀이_부등식 2x-y+2æ0을 변형하면
y…2x+2

부등식 y…2x+2의 영역은 직선 y=2x+2의 아
래쪽부분이며, 경계선을포함한다.

따라서부등식 y…2x+2의영역은다음그림의색
칠한부분이다.

2

O-1

y

y=2x+2

x

참고｜부등식 gg((xx,,  yy))>>00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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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등식의영역 249

알 아 보 기 / 원의내부와외부를나타내는부등식의영역에대하여알아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

름의 길이가 r인 원 x¤ +y¤ =r¤ 의 내부의 임

의의 점을 P(x¡, y¡)이라고 하면

OP”<r

즉, "√x¡¤ +y¡¤ <r이므로

x¡¤ +y¡¤ <r¤

이 성립한다.

역으로, 점 (x¡, y¡)이 부등식 x¤ +y¤ <r¤ 을 만족하면 이 점은 원의 내

부에 있다.

탐 구 하 기 / 네브라스카늑대의후각

원의 내부와 외부02

시튼동물기의「늑대왕 로보」에 등장하

는 네브라스카 늑대는 2.4 km 이내의

냄새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브라스카 늑대의 위치

를 원점O로 하는 좌표평면을 보고, 다

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단, 모눈의

한눈금의크기는 1 km이다.)

1. 네브라스카 늑대가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붉은색

색연필로표시하여라.

2. 네 점 A(0, -2), B(-1, 1), C(-2, -1), D(2, 2)에 큰뿔산

양이 한 마리씩 있다고 할 때, 이 중에서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위

치에있는큰뿔산양은어느것인지구하여라.

3. 물음 2에서 말한 큰뿔산양이 늑대의 위협을 받는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이유를설명하여라.

시튼(Ernest Evan

Thompson Seton`;

1860~1946)

미국의 소설가이자 화가

겸 박물학자로, 소년 시

절을캐나다남부의삼림

지대의자연속에서동물

을관찰하며보내면서많

은「동물기」를썼다.

준비물

붉은색색연필

xO

A
C-2.4 2.4

-2.4

2.4

B

D

y

P{x¡,`y¡}
xO

y
r

r

-r

-r r
x@+y@<r@

1. 네브라스카 늑대는 2.4 km 이내의 냄새를 탐지
할 수 있으므로 그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면다음그림의색칠한부분이다.

2. 점D의위치에있는큰뿔산양

3.OD”>2.4이므로 점 D의 위치에 있는 큰뿔산양
은 늑대가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
나있다.

y

x
O 2.4-2.4

2.4

-2.4

탐구하기 / 풀이

「시튼동물기」의저자인시튼은늑대왕로보가죽은
날을 1894년 1월 31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했다.

로보는 그에게 그만큼 인상 깊은 늑대였던 것이다.

로보는 야생 세계의 탁월한 리더로 큰 몸집,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으나, 가장 아끼
고 총애했던 블랑카가 실수로 덫에 걸리게 되자 블
랑카를 찾아 헤매던 로보도 사냥꾼의 덫에 걸리고
만다. 사냥꾼은 로보를 산채로 잡았으나 로보는 인
간이 가져다 주는 물과 고기를 외면한 채 자신이 살
던곳을응시하며죽었다고한다.

참고｜시튼(Ernest Evan Thompson seton)

알아 보기 / 해설

●원은 정점 O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의 집합, 즉
{P|OP”=r}로정의된다.

따라서원의내부에있는점Q에대하여
OQ ”<r

원의외부에있는점R에대하여
OR”>r

를만족한다.
역으로, OS”<r인점 S는원의내부에있고,

OT”>r인점T는원의외부에있음을알수있다.

한편,｜그림1｜의영역은 {P|OP”…r},｜그림2｜의
영역은 {P|OP”<r}로나타낼수있다.

｜그림2｜｜그림1｜

r
O

Pr
O

P

r
Q

O P

R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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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Ⅴ. 도형의방정식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1) x¤ +y¤ <9 (2) x¤ +y¤ æ4

(3) (x-1)¤ +(y-2)¤`…3¤ (4) (x+3)¤ +(y+1)¤ >4

스 스 로 하 기 /

1

따라서 부등식 x¤ +y¤ <r¤ 의 해집합은 원

x¤ +y¤ =r¤ 의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과 같다.

마찬가지로, 부등식 x¤ +y¤ >r¤ 의 해집합

은 원 x¤ +y¤ =r¤ 의 외부에 있는 모든 점들

의 집합과 같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기｜ 부등식 x¤ +y¤ <1의 영역은｜그림1｜과 같고, 

부등식 x¤ +y¤ æ1의 영역은｜그림2｜와 같다. 

｜그림2｜｜그림1｜

xO

y
x@+y@˘11

-1

-1 1xO

y
1

-1

-1 1

x@+y@<1

(1) 부등식 x¤ +y¤ <r¤ 의 영역

HjK 원 x¤ +y¤ =r¤ 의 내부

(2) 부등식 x¤ +y¤ >r¤ 의 영역

HjK 원 x¤ +y¤ =r¤ 의 외부

원의내부와외부

xO

y

x@+y@>r@

x@+y@=r@r

-r

-r r

x@+y@<r@

xO

y x@+y@>r@
r

-r

-r r

일반적으로곡선

f(x, y)=0이 좌표평면을

두 영역으로 나눌 때, 그

중에 한 영역에 속하는 임

의의한점이부등식

f(x, y)>0을 만족하면 그

영역의 모든 점은 부등식

f(x, y)>0을만족하고, 다

른 영역의 모든 점은 부등

식 f(x, y)<0을만족한다.

익힘책 247쪽 익힘책 248쪽 익힘책 249쪽

250

이상에서다음을얻는다.

⁄ 부등식 x¤ +y¤ …r¤ 의영역
⁄ HjK 원 x¤ +y¤ =r¤ 의내부와원
¤ 부등식 x¤ +y¤ <r¤ 의영역
⁄ HjK 원 x¤ +y¤ =r¤ 의내부
마찬가지로, 원의 외부와 원은 {P|OP”ær}로,

원의외부는 {P|OP”>r}로나타낸다.

●보기에서부등식 x¤ +y¤ <1의영역은원
x¤ +y¤ =1의 내부이며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점선으로나타내고,부등식 x¤ +y¤æ1의영
역은원 x¤ +y¤ =1의외부이며경계선을포함하
므로실선으로나타낸것이다.

스스로 하기 / 풀이

(1) 부등식 x¤ +y¤ <9의영역은원
x¤ +y¤ =9의내부이므로

(1) 

(2) 부등식 x¤ +y¤ æ4의영역은원
x¤ +y¤ =4의외부와그경계선이므로

(1) 

(3) 부등식 (x-1)¤ +(y-2)¤ …3¤ 의 영역
은 원 (x-1)¤ +(y-2)¤ =3¤ 의 내부와
그경계선이므로

y

x

x@+y@=4

O

-2

2

-2 2

y

x

x@+y@=9

O

3

-3

-3 3
(1) 

(4) 부등식 (x+3)¤ +(y+1)¤ >4의 영역
은 원 (x+3)¤ +(y+1)¤ =4의 외부이
므로

(1) y

x

{x+3}@+{y+1}@=4

O
-3

-1

y

x
{x-1}@+{y-2}@=3@

O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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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등식의영역 251

탐 구 하 기 / 빛의삼원색

연립부등식의 영역03

RGB 체계는 컬러모니터에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R), 녹색(G), 파란색(B)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오른쪽 그림은 두 원C¡, C™의 내부

를 빛의 삼원색 중 빨간색과 녹색으

로 각각 비춘 것이다. 이때,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단, 경

계선은포함한다.)

1. 원C¡의내부를나타내는빨간색과 노란색부분

2. 원C™의내부를나타내는 노란색과녹색부분

3. 물음 1, 2에서구한부등식을동시에만족하는 노란색부분
빛의삼원색의합성

빨강+녹색+파랑=흰색

x

{x-1}@+y@=4

{x+1}@+y@=4

OC¡

R G

C™

y

R

G B

알 아 보 기 / 연립부등식의영역에대하여알아보자.

연립부등식의 해의 집합은 각 부등식의 해의 집합의 교집합이므로 연립

부등식의 영역은 각 부등식의 영역의 공통부분이다.

연립부등식 ‡ 의 영역을 나타내어 보자.

부등식 ㉠의 영역은 직선 y=-x-2의 아래쪽 부분, 부등식 ㉡의 영

역은 직선 y=2x-1의 위쪽 부분이므로 각각 ｜그림1｜, ｜그림2｜와 같다.

따라서 연립부등식 ‡ 의 영역은 두 부등식 ㉠, ㉡의 공통

부분이므로 ｜그림3｜과 같다. (단,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x+y+2<0

2x-y-1<0

x+y+2<0 yy ㉠

2x-y-1<0 yy ㉡

xO
-2

-2

y

y=-x-2

xO-1

1
2

y

y=2x-1

｜그림1｜ ｜그림2｜

xO

y

y=2x-1
y=-x-2 -2

-2

-1

1
2

｜그림3｜

x+y+2<0

˙k y<-x-2

2x-y-1<0

˙k y>2x-1

; =

1. (x+1)¤ +y¤`…4

2. (x-1)¤ +y¤ …4

3. ‡
(x+1)¤ +y¤ …4

(x-1)¤ +y¤ …4

탐구하기 / 풀이

익힘책 코너

기본익히기_ 248쪽 ⋯

5번문제

영역을 부등식으로 나타내기
① 경계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② 색칠된 영역이 경계선의 위쪽 부분인지,

아래쪽 부분인지 또는 내부인지, 외부인
지를 파악하여 부등호를 정한다.

이때, 경계선이 실선이면 æ 또는 …, 경
계선이 점선이면 > 또는<로 정한다.

③ 각부등식을연립부등식의 형태로묶는다.

전시를 위하여 길이가 22 m인 임시 전시벽 2개를
다음그림과같이설치할때, 전자감시시스템이적
용되지않는곳(색칠한부분)을부등식으로나타내
어보자.

전자 감시 시스템이 전시벽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네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직선
의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색칠한 부분을 부
등식의영역으로나타낼수있다.

나타
‡

24…x+y…30 : 좌, 우의경계
8…y…16 : 위, 아래의경계

만일, 좌표를 다르게 잡으면 부등식이 다르게 주어
진다.

y

x

24
20

15

10

5

5 10

{14,`16}

임시 
전시벽 

임시 
전시벽 

{16,`8}
{22,`8}

{8,`16}

15 20 25 300
입구 

출구 

어떤 미술관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 m,

24 m인직사각형모양의전시실이있다. 이곳에는
마주보는두꼭짓점에전자감시시스템이설치되어
있다.

참고｜전자감시시스템과부등식의영역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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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Ⅴ. 도형의방정식

집합에서

‘그리고’는교집합(;),

‘또는’은합집합(')

을의미해!

다음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1) ‡ (2) (x¤ +y¤ -1)(x-y)æ0
x-y…0

x¤ +y¤ -4æ0

스 스 로 하 기 /

1

1

함 께 하 기 /

다음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1) ‡ (2) (x+y+2)(x¤ +y¤ -9)…0
x-y+1>0

x¤ -2x-y…0

｜풀이｜

(1) 부등식 x-y+1>0의 영역은 직선

y=x+1의 아래쪽 부분이고, 부등식

x¤ -2x-y…0의 영역은 포물선

y=x¤ -2x의 위쪽 부분이다. 

(1) 따라서 구하는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오

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이다. (단, 점

선 부분의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고, 실선 부분의 경계선은 포함한다.)

(2) 주어진 부등식을 변형하면

‡ yy ㉠ 또는 ‡ yy ㉡

(1) 연립부등식 ㉠의 영역은 직선 y=-x-2의 위쪽 부분이면서 동시에

원 x¤ +y¤ =9의 내부이므로 영역1과 같다. 

(1) 연립부등식 ㉡의 영역은 직선 y=-x-2의 아래쪽 부분이면서 동시

에 원 x¤ +y¤ =9의 외부이므로 영역

(1)2와 같다.

(1) 따라서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두 부등식 ㉠, ㉡의 해의 집합의 합집

합과 같으므로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이다. (단, 경계선은 포함한다.)

x+y+2…0

x¤ +y¤ -9æ0

x+y+2æ0

x¤ +y¤ -9…0

x

y=x@-2xy=x+1
O

-1
2

1

y

익힘책 247쪽 익힘책 248쪽 익힘책 249쪽

x

x@+y@=9y=-x-2

O

I

II

y
3

-3
-2

-3-2 3

AB…0 

HjK ‡ 또는 ‡

A…0

Bæ0

Aæ0

B…0

익힘책 247쪽 익힘책 248쪽 익힘책 249쪽

252

(2) 일차식과이차식의곱으로이루어진부등
식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실수에서의 부
등식의성질을이용한다.

(2) AB>0이면　　‡

A>0
또는 ‡

A<0

B>0 B<0

(2) AB<0이면　　‡

A>0
또는 ‡

A<0

B<0 B>0

(2) |다른풀이 |

(2)부등식 (x+y+2)(x¤ +y¤ -9)…0의
영역은방정식
(x+y+2)(x¤ +y¤ -9)=0을 만족하
는 도형(경계선)을 그리고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부등식에 대입하여 부
등식을만족하는범위를색칠하는방법으
로 구해도 된다. 이때, 경계선을 기준으로
어떤 한 영역이 포함되면 그와 이웃한 영
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점만 대입하
여조사하여도충분하다.

(2)도형 x+y+2=0과도형
x¤ +y¤ -9=0을 그리고, 한 점 O(0, 0)

을부등식에대입하면
(2) (0+0+2)(0¤ +0¤ -9)=-18…0

(2) 부등식이 성립하
므로 점 O를 포
함한영역1과
이영역과이웃하
는영역을제외한
영역2가구하는영역이다.

함께 하기 / 해설

1

x

x@+y@=9

y=-x-2

O

I

II

y
3

-3
-2

-3
-2

3

스스로 하기 / 풀이

(1) 주어진연립부등식을변형하면
(1) 주어

‡

yæx

x¤ +y¤`æ4

(1) 따라서 구하는 연립
부등식의 영역은 오
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이다.

(2) 주어진부등식을변형하면

(2) ‡
x¤ +y¤ -1æ0

또는 ‡

x¤ +y¤ -1…0

x-yæ0 x-y…0

(2) ∴ ‡

x¤ +y¤ æ1
또는 ‡

x¤ +y¤ …1

y…x yæx

(1) 따라서 구하는 연립
부등식의 영역은 오
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이다.

1

y

xO

2

-2

-2 2

x-y=0

x@+y@-4=0

y

x

x@+y@-1=0

x-y=0

O 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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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등식의영역 221

다 가 서 기 /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식단 짜기

미국의 경제학자인 스티글러(Stigler, G. ; 1911~1991)는 하루

에 필요한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티아민(비타민

B1), 리보플라빈(비타민 B2), 니아신 및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을

모두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저렴한 식단을 연구하였다. 그는 70가

지의 식품을 조사한 결과, 가장 저렴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영양소를 모

두 공급하려면 밀가루, 양배추, 돼지의 간을 조합한 식단을 짜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최적의 해를 찾는 방법 중에서 널리 알

려진 것이 선형계획법이다.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그 후 일반 기업에서도

자원배분, 재고관리, 품질관리, 수송계획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효율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형계획법이 사용되었다. 

부등식의영역에서의
최댓값과최솟값
학습목표

2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하여 최대 문제와 최소 문제를

해결할수있다.

5

부
등
식
의
영
역

253

소단원의학습목표

1. 부등식의영역을활용하여최대문제와최소문제를해

결할수있다.

다가서기 / 해설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들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
는데, 그 중 가장 간단한 식은 선형식(일차식)

이며, 이를 이용한 수학적 모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선형계획법이다.

일차부등식으로 주어지는 영역(제약 조건식)에

서일차식으로주어지는함수의최대또는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선형계획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학이나경영학에서도많이응용되고있다.

●단백질을 공급하는 두 식품인 고기와 생선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경제적인 식단짜기(선
형계획법) 문제를생각해보자.

생선 1단위는 1 g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고기 1

단위는 2 g의 단백질을 공급하며 적어도 4 g의
단백질이필요하다고하자.

x단위의생선과 y단위의고기를먹는다면
단위x+2yæ4, xæ0, yæ0 yy ㉠
인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부등식 ㉠을
좌표평면위에나타내면다음과같다.

그런데경제적으로단백질을공급하려면비용을
최소로하는것이좋다.

생선 1단위가 2000원, 고기 1단위가 3000원이
라고하면그비용은

2000x+3000y

따라서 ㉠의 영역에서 k=2000x+3000y의 값
이최소인 x, y를구하면

x=0, y=2

즉, 고기만 2단위를먹는것이경제적이다.

한편, 만일 또 다른 영양소 A가 생선 1단위에는
1 g, 고기 1단위에도 1 g이 들어 있으며 하루에
적어도 3 g 이상 섭취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추가로필요하다.

x+yæ3 yy ㉡
마찬가지로,영양소B,영양소C,y와같이제약
조건이 추가되어도 가장 경제적인 식단을 짤 수
있다.

x
O 4

2

y
y=- x+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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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Ⅴ. 도형의방정식

알 아 보 기 / 부등식의영역에서최댓값과최솟값을구하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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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내부에 있는 점 P(x, y)에 대하여 일차식 x+y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여보자.

x+y=k (k는상수)                yy ㉠

로 놓으면

y=-x+k

이므로 ㉠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

인 직선이다.

이때, 직선 ㉠은 직선 y=-x를 y축의 방

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오른

쪽 그림과 같이 직선 y=-x+k를 삼각형

ABC 위에서 움직여 보면 위로 움직일수록

k의 값은 점점 커지고, 아래로 움직일수록

k의 값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선 ㉠이 점 B(3, 5)를 지날 때 x+y의 값은 최대가 되고, 점

A(1, 1)을 지날 때 x+y의 값은 최소가 된다. 

즉, x+y의 최댓값은 8이고, 최솟값은 2이다.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영역에서 일차식 ax+by의 최댓값 또는 최솟값

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하면 편리하다.

xO

y

k

k

B{3,`5}

A{1,`1}
C{5,`2}

254 Ⅴ. 도형의방정식

일차식으로 이루어진 부등

식의영역에서일차식

ax+by의 최댓값과 최솟값

은 부등식의 영역의 꼭짓점

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1826년 푸리에 (Fourier,

J. B. J. ; 1768~1830)가

증명하였다.

1단계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다.

2단계 ax+by=k로 놓고 이 직선, 즉 y=-;bA;x+;bK; (b+0)를

부등식의 영역과 만나도록 평행이동하면서 움직여 본다.

3단계 y절편 ;bK;의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영역 위의 점을 찾고,

이때의 k의 값을 구한다.

일차식 ax+by의최댓값또는최솟값을구하는순서

일차식 ax+by의 최댓값과 최솟값01

254

알아 보기 / 해설

●주어진연립부등식을만족하는영역에서일차식
ax+by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는 먼
저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정확하
게나타내어야한다.

이때, x절편, y절편, 직선의 기울기, 두 직선의
교점등을구하면편리하다.

ax+by=k (b+0)로놓으면

y=-;bA;x+;bK;

이므로 기울기는 -;bA;이다. 또한 y절편 ;bK;는 k

의 값에 따라 변하며 b>0일 때는 y절편이 최대
일 때 k가 최대이고, b<0일 때는 y절편이 최소
일때 k가최대이다.

오른쪽 그림에서 영역의
꼭짓점을 O, A, B, C,

직선 l¡과 l™의 기울기를
각각m¡, m™

(m™<m¡<0)라고 하
자.

그러면 y절편의최대¥최소는다음과같다.

⁄ m™<-;bA;<m¡인경우

⁄ 점 B를 지날 때 최대, 점 O를 지날 때 최소
이다.

¤ m™>-;bA;인경우

⁄ 점 C를 지날 때 최대, 점 O를 지날 때 최소
이다.

‹ m¡<-;bA;인경우

⁄ 점 A를 지날 때 최대, 점 O를 지날 때 최소
이다.

x

l™
l¡

O

A B

C

y
ax+by=k

부등식 yæ0의 영역은 직
선 y=0(x축)의 위쪽 부
분과 경계선을 포함한 부
분이므로 좌표평면에서 x

축과 x축위쪽의반평면이다.

이것은 점 (x, y) 중에서 y의 좌표가 yæ0

인점들의집합이기도하다.

부등식 xæ0의 영역은 점
(x, y) 중에서 x의 좌표
가 xæ0인 점들의 집합이
므로 좌표평면에서 y축과
y축오른쪽의반평면이다.

함께 하기 / 해설

1

xO

y

xO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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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등식의영역 255

1

함 께 하 기 /

연립부등식 의영역에서일차식 3x+2y의최댓값과최솟

값을 구하여라.

(2x+y…8

{x+4y…11

9xæ0, yæ0

｜풀이｜

1단계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영역

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

이다.

2단계 3x+2y=k (k는 상수)로

놓으면 이 직선은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2K;이므

로, 주어진 영역 안에서 이 직선을 움직여 본다.

3단계 k는 직선 3x+2y=k가 점 A(3, 2)를 지날 때 최대가 되고, 원

점 O(0, 0)을 지날 때 최소가 된다.

따라서 구하는

최댓값은　　3¥3+2¥2=1133

최솟값은　　3¥0+2¥0=00

A{3,`2}

8

11
4

2x+y=8

x+4y=11

114
x

O

y

k
2

익힘책 251쪽 익힘책 252쪽 익힘책 253쪽

연립부등식 의 영역에서 일차식 x+2y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여라.

(x+y-4…0

{x+3y-6…0

9xæ0, yæ0

스 스 로 하 기 /

1

연립부등식 ‡ 의 영역에서 일차식 3x+5y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2x+y-5æ0

x-y-1…0
2

익힘책 251쪽 익힘책 252쪽 익힘책 253쪽

255

스스로 하기 / 풀이

1단계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
면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의 색칠
한부분이다.

2단계　

2단계　x+2y=k (k는상수)로놓으면

2단계　　　y=-;2!;x+;2K;

x

y

x+y-4=0
x+3y-6=0

x+2y=k

O 4

4

2 A{3,`1}

6

k
2

3단계　이므로이직선은기울기가-;2!;이고

3단계　y절편이 ;2K;이다.

3단계　주어진 영역 안에서 이 직선을 움직
여본다.

3단계　k는 직선 x+2y=k가 점A(3, 1)

을지날때최대가되고, 원점을지날
때최소가된다.

3단계　따라서구하는
3단계　최댓값은
3단계　 3+2¥1=5

3단계　최솟값은
3단계　 0+2¥0=0

1

1단계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
면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의 색칠
한부분이다.

3단계　

2단계　3x+5y=k (k는상수)로놓으면

2단계　 y=-;5#;x+;5K;

2단계　이므로이직선은기울기가-;5#;이고

2단계　y절편이 ;5K;이다.

2단계　주어진 영역 안에서 이 직선을 움직
여본다.

3단계　k는직선 3x+5y=k가점A(2, 1)

을지날때최소가된다.

2단계　따라서구하는최솟값은
2단계　 3¥2+5¥1=11

x

y

x-y-1=0

3x+5y=k

2x+y-5=0

O

5

A{2,`1}
1

-1

k
5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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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Ⅴ. 도형의방정식

알 아 보 기 / 실생활에서최대문제와최소문제를해결하여보자.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최대 문제와 최소 문제는 단계에 따라 구하면 편

리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제를 풀어 보자.

어느공장에서두제품A, B를생산하고있다. 제품A를한개만

드는데필요한전력량과가스량은각각 10 kWh, 30 m‹이고, 제

품B를한개만드는데필요한전력량과가스량은각각 20 kWh, 

20 m‹이다. 제품A, B의한개당판매이익이각각 500원,  700원

이고사용할수있는전력량은 80 kWh이하,  가스량은 120 m‹이

하일때, 최대이익을얻으려면제품A, B를각각몇개씩만들어

야하는가? 또, 이때의최대이익은얼마인가?

1단계 문제 이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단계 계획 수립

만들어야 할 두 제품 A, B의 개수를 각각 x, y라고 하면 필요한 전력

량은 (10x+20y) kWh이고, 이것은 80 kWh를 넘을 수 없으므로

10x+20y…80

또, 필요한 가스량은 (30x+20y) m‹ 이고, 이것은 120m ‹ 를 넘을 수

없으므로

30x+20y…120

이때, x, y는 각각 제품의 개수이므로

xæ0, yæ0

한편, 두 제품 A, B의 한 개당 판매 이익은 각각 500원, 700원이므로

전체 판매 이익은

(500x+700y)원

실생활에서의 활용02

제품 A B 제한량

전력량(kWh) 10 20 80

가스량(m‹ ) 30 20 120

판매이익(원) 500 700

256

알아 보기 / 해설

●공장에서 두 제품 A, B를 만들 때 이익이 많은
제품을 많이 만들면 좋을 듯하지만 보통은 제품
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노동력의 조건이 다
르고,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나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들을 식으로 나
타내어 연립부등식을 세우고 그 영역 내에서 제
품의생산량을구해야한다.

●공장이나 농장에서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생
산량을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이것은곧부
등식의영역에서의최댓값을구하는문제이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에 포함된 열량을
1인분기준으로조사한것이다.

기초자료_ 

어떤 사람이 위의 표에 있는 음식 중에서 식사, 반
찬, 후식을 하나씩만 택할 때, 섭취할 수 있는 열량
의최댓값과최솟값을구하여보자.

⁄ 최댓값은 식사, 반찬, 후식 중에서 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만 택하면 되므로 라면, 불고기, 아
이스크림을택한다.

⁄ 따라서열량의최댓값은
⁄ 525+150+200=875 (kcal)

¤ 최솟값은 열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만 택하면 되

므로쌀밥, 배추김치, 콜라를택한다.

⁄ 따라서열량의최솟값은
⁄ 325+25+100=450 (kcal)

발전자료_ 

스케이팅을 할 때 몸무게 5 kg 당 1분에 1 kcal가
소모된다고한다.

몸무게 50 kg인 사람이 1시간 동안 스케이팅을 한
후에소모된열량을채우기위하여식사, 반찬, 후식
을하나씩택하는경우를생각하여보자.

소모된열량은

:∞5º:_60_1=600 (kcal)

이므로김밥,배추김치,콜라를택하여먹으면총열량
475+25+100=600 (kcal)를채울수있다.

수준별보충자료

식사 반찬 후식

(단위: kcal)

식품 열량 식품 열량 식품 열량

쌀밥 325
라면 525
김밥 475
자장면 500

근대된장국 50
김치찌개 125
불고기 150
배추김치 25

사과(1개) 175
아이스크림 200
우유 125
콜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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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등식의영역 257

따라서 이 문제는 연립부등식

의 영역에서 500x+700y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이다.

3단계 문제 풀이

위의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나타

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500x+700y=k로 놓으면

k는 직선 y=-;7%;x+;70K0;가 점

P(2, 3)을 지날 때 최대가 된다.

따라서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도

록 하려면 제품 A를 2개, 제품 B를 3개 만들어야 하고, 이때의 최대 이익

은 다음과 같다.

500_2+700_3=3100(원)

(10x+20y…80

{30x+20y…120

9xæ0, yæ0

xO 4 8

4

6

P{2,`3}

y

30x+20y=120

10x+20y=80
k
700

과일과 밀가루를 사용하여 두 종류의 과자 P, Q를 만들려고 한다. 과

자 P를 한 개 만드는 데 필요한 과일과 밀가루의 양은 각각 5g, 10 g이

고, 과자 Q를 한 개 만드는 데 필요한 과일과 밀가루의 양은 각각 20 g,

15 g이다. 현재 과일은 400g, 밀가루는 450g을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과자 P, Q의 한 개당 판매 이익은 각각 450원, 800원이다. 전체 판매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두 과자 P, Q를 각각 몇 개씩 만들어야 하는지

구하여라. 또, 이때의 최대 이익을 구하여라.

스 스 로 하 기 /

1

익힘책 251쪽 익힘책 252쪽 익힘책 253쪽

선형계획법관련사이트찾아보기

최적화의사결정과선형계획법

•http://iems.net/iemagazine/9_1/special_edition.html

•http://www.q-korea.net/qualitymanage/qualitymanageguide/intension

스스로 하기 / 풀이

1단계 문제이해

문제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2단계 계획수립

만들어야 할 두 종류의 과자 P, Q의 개수를
각각 x, y라고하면필요한과일의양은

(5x+20y) g

이고, 이것은 400 g을넘을수없으므로

5x+20y…400

또, 필요한밀가루의양은
(10x+15y) g

이고, 이것은 450 g을넘을수없으므로
10x+15y…450

이때, x, y는각각제품의개수이므로
xæ0, yæ0

한편, 두 제품 P, Q의 한 개당 판매 이익은
각각 450원, 800원이므로전체판매이익은

(450x+800y)원
따라서이문제는연립부등식

(5x+20y…400

{10x+15y…450

9xæ0, yæ0

의 영역에서 450x+800y의 최댓값을 구하
는것이다.

3단계 문제풀이

위의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면 다음 그
림과같다.

이때, 450x+800y=k로놓으면

y=-;1ª6;x+;80K0;

k는 이 직선이 점 (24, 14)를 지날 때 최대
가된다.

따라서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과자 P를 24개, 과자 Q를 14개 만들어야 하
고, 이때의최대이익은

450_24+800_14=22000(원)

10x+15y=450

5x+20y=400

450x+800y=k
x

y

O

20

45 80

30

{24,`14}1

P Q 제한량

5 20 400

10 15 450

450 800

과자

과일(g)

밀가루(g)

판매이익(원)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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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Ⅴ. 도형의방정식

A 식품 100 g에 함유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양은 각각 10 g, 20 g이

고, B 식품 100 g에 함유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양은 각각 10 g, 30 g

이다. 식품 A, B의 100 g당 가격이 각각 300원, 400원일 때, 최소 비

용으로 단백질을 50 g 이상, 탄수화물을 120 g 이상 섭취하기 위한 식

품A, B의 양(g)을 구하여라. 또, 이때의 최소 비용을 구하여라.

식단 작성

부등식 x¤ +4x+y+1…0의 영역을 그림

으로 나타내어라.

1부등식의 영역

부등식 x¤ +y¤ +4x-6y-3æ0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2원의 내부와 외부

부등식 (x¤ +y¤ -1)(x¤ +y¤ -4)…0의 영

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3연립부등식의 영역

연립부등식 에서 일차식

3x+5y의 최댓값을 구하여라.

(x+3y-15…0

{4x+3y-24…0

9xæ0, yæ0
4최댓값과 최솟값

중 단 원

확 인 하 기

_5. 부등식의 영역

5

계산

계산

문제해결

이해

이해

258

중단원확인하기 / 풀이

1 부등식 x¤ +4x+y+1…0을변형하면
y…-x¤ -4x-1
y…-(x¤ +4x+4)+3
∴ y…-(x+2)¤ +3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의 영역은 다음 그림의 색
칠한부분이다.

y

x
O

-1
-2

3
y=-{x+2}@+3

2 부등식 x¤ +y¤ +4x-6y-3æ0을변형하면
(x¤ +4x+4)+(y¤ -6y+9)æ16
(x+2)¤ +(y-3)¤ æ4¤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의 영역은 다음 그림의 색
칠한부분이다.

y

x
{x+2}@+{y-3}@=16

O
-2

3

3 부등식 (x¤ +y¤ -1)(x¤ +y¤ -4)…0은

[
x¤ +y¤ -1æ0 

또는 [
x¤ +y¤ -1…0

x¤ +y¤ -4…0 x¤ +y¤ -4æ0

∴ [
x¤ +y¤ æ1 

또는 [
x¤ +y¤ …1

x¤ +y¤ …4 x¤ +y¤ æ4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의 영역은 다음 그림의 색
칠한부분이다.

y

xO

2
1

-2
-1

-2-1 21

x@+y@=4

x@+y@=1

4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다음 그림의 색칠
한부분이다.

3x+5y=k (k는상수)로놓으면

이때y=-;5#;x+;5K;

이므로 k는이직선이점 (3, 4)를지날때최대
가된다.
따라서구하는최댓값은

3¥3+5¥4=29

y

x

x+3y-15=0

O 6

5 {3,`4}

8

15
4x+3y-24=0

3x+5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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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등식의영역 259

공학 도구
수학적개념을공학도구를이용하여이해하고탐구해보세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할 때, Pedagoguery Software Inc 사의

GrafEq를사용하면편리하다. 이프로그램의한국어데모버전은수학사랑홈페이지

(http://www.tmath.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열린 창에 부등식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부등식의 영역이 그려진다.

이를테면, (y-x^ 2+1)(x^ 2+y^ 2-4)>0을 입력하면 부등식 (y-x¤ +1)(x¤ +y¤ -4)>0의 영역이
｜그림1｜과같이그려진다.

2. 사랑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리는 17x¤ -16|x|y+17y¤ =22가 나타내는 도형의 내부를 부등식

17x¤ -16|x|y+17y¤…22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그림2｜와 같은 하트 모양이 나타난다. 프로그램

을실행하여열린창에부등식17x 2^-16|x|y+17y 2^<=22를입력하면이부등식의영역이그려진다.

｜그림2｜

｜그림1｜

소프트웨어를이용한부등식의영역나타내기

259

5 1단계 문제이해

문제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2단계 계획수립

A 식품을 100x g, B 식품을 100y g 섭취한다
고 하고 주어진 조건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
면다음과같다.
면면(10x+10yæ50 ∴ (x+yæ5
면면{20x+30yæ120 ∴ {2x+3yæ12
면면9xæ0, yæ0 ∴ 9xæ0, yæ0

3단계 문제풀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다음 그림의 색칠한 부분
이다.

식품 A, B의 100 g당 가격이 각각 300원,
400원이므로, 이때의비용은
식품(300x+400y)원
따라서 300x+400y=k로놓으면

식품y=-;4#;x+;40K0;

이므로 이 직선이 점 (3, 2)를 지날 때 최솟
값을갖는다.
즉, A 식품을 300 g, B 식품을 200 g 섭취
할 때 최소 비용으로 단백질 50 g 이상, 탄수
화물 120 g 이상섭취할수있다. 
이때의최소비용은
식품300_3+400_2=1700(원)

{3,`2}

y

x

x+y=5
300x+400y=k

2x+3y=12

O 5

4
5

6

식품 단백질 탄수화물 가격 섭취량

A 10 g 20 g 300원 100x g

B 10 g 30 g 400원 100y g

최소량 50 g 120 g

1. 최댓값을구하는문제
1. 주로회사의이윤을최대로발생하도록하기위해

어떤제품을얼마나생산할것인지를결정하는문
제이다.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데 각
제품의이익이다르고각제품마다필요한원료의
양이다르기때문에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이
용하여최대의이익을계산해야한다.

2. 최솟값을구하는문제
1.주로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이최소가되도록하거나생산된제품을수송
할때드는수송비가최소가되도록원료, 수송수
단의배분을결정하는문제이다.

참고｜선형계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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