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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알면 10개, 20개를풀수있는개념원리수학

정답과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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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답과 풀이

Ⅰ유리수와순환소수

유리수와소수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0.25, 유한소수 ⑵-0.4, 유한소수

⑶ 0.4166y, 무한소수 ⑷ 0.433y, 무한소수

02풀이참조

03⑴◯ ⑵◯ ⑶_ ⑷_

⑸_ ⑹◯ ⑺_ ⑻_

본문 9쪽

1 유리수와순환소수

;4¶0;= = = =0.175

∴ a=5¤ =25

175
1000

7_5¤
2‹ _5_5¤

7
2‹ _51

핵심문제익히기

125 2②, ③ 398 463

57개 63

본문 10~12쪽(확인문제)

⑴ ;8!;= = = =

⑵ ;4%;= = = =

⑶ ;2¡0;= = = =

=

⑷ ;25#0;= = =

= = 0.012
12

1000

2¤3_⋯

⋯_5‹2‹2¤

2¤3_⋯

2_5‹ _⋯
3

2_5‹

0.05

100
5

5¤
5

2¤ _⋯5

51_⋯

2¤ _5_⋯
1

2¤ _5

1.25
100
125

5¤

5¤5_⋯

2¤ _⋯
5
2¤

0.125
125
10005‹

5‹1_⋯

2‹ _⋯
1
2‹02

주어진 분수를 기약분수로 고친 후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때, 분모의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그분수는유
한소수로나타낼수있다.

⑴ ;8#;=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이므로 유한소수로

나타낼수있다.

⑵ ：분모의 소인수가 5뿐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

수있다.

⑶ ;1!4#;= ：분모의 소인수 중에 7이 있으므로 유

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⑷ ：분모에 소인수 11이 있으므로 유한소수로 나

타낼수없다.

⑸ ：분모의 소인수 중에 13이 있으므로 유한

소수로나타낼수없다.

11
13_5‹

;1•1;

13
2_7

;5&;

3
2‹

03

3 ;11A2;= 이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어야 하므로 a는 7을 약분할 수
있는수, 즉 7의배수이어야한다.
따라서 a의값이될수있는가장큰두자리의자연수는
98이다.

a
2› _7

4 ;4!5#;= 이므로 _N이 유한소수가 되려면

N은 9의배수이고, ;2!8);=;1∞4;= 이므로
5

2_7

13
3¤ _5

13
3¤ _5

⑹ = = ：분모의 소인수가 5

뿐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다.

⑺ = ：분모의 소인수 중에 11이 있

으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⑻ ;1™0•5;= = ：분모의 소인수 중에 3

이있으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2¤
3_5

2¤ _7
3_5_7

3
5_11

9
3_5_11

1
5¤

3_7
3_5¤ _7

21
3_5¤ _7

2 ① ;7¶5;= ：분모의소인수중에 3이있으므로유

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② ;3!2*;=;1ª6;=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이므로 유한

소수로나타낼수있다.

③ =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므로

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다.

④ ：분모의 소인수 중에 3이 있으므로 유

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⑤ ;1¢4∞0;=;2ª8;= ：분모의소인수중에 7이있으

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9
2¤ _7

7
2‹ _3¤ _5

1
2_5

5
2_5¤

9
2›

7
3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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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리수와 순환소수 3

5 을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x는 소인수가 2 또

는 5로만 이루어진 수 또는 3의 약수 또는 이들의 곱으
로이루어진수이다.

따라서 한 자리의 자연수 중 이를 만족하는 수는 1, 2,
3, 4, 5, 6, 8의 7개이다.

3
2‹ _x

6 = 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므로 a는

7의 배수이다. 또,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이므로 a는

2의배수이다.
따라서 a는 7과 2의 공배수이면서 5<a<30인 자연수
이므로

a=14 또는 a=28
⁄ a=14일때

;3¡5¢0;=;2¡5;+;b@;

¤ a=28일때

;3™5•0;=;2™5;=;b@;

∴ b=25
⁄, ¤에서 a=28, b=25이므로
a-b=3

;b@;

a
2_5¤ _7

a
350

_N이유한소수가되려면N은 7의배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수N은 9와 7의공배수, 즉 63의배수이고
63의배수중가장작은자연수N의값은 63이다.

5
2_7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10 02③ 03⑤ 0499

05143 0696 0747

본문 13쪽

01 ;2£0;= = =;1¡0∞0;=0.15이므로

a=5, b=100, c=0.15
∴ bc-a=15-5=10

3_5
2¤ _5_5

3
2¤ _5

02 이 무한소수가 되려면 a의 값은 2, 5, 7 이

외의소인수가있는수이어야한다.

7
2_5¤ _a

03 ① ;4∞4;= ：분모의 소인수 중에 11이 있으므로

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② ;4!5@;=;1¢5;= ：분모의 소인수 중에 3이 있으

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③ = ：분모의 소인수 중에 3

이있으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④ = ：분모의 소인수 중에 3이 있

으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⑤ =;2!;：분모의소인수가 2뿐이므로유한

소수로나타낼수있다.

42
2¤ _3_7

2
3_5

2¤
2_3_5

1
2¤ _3_5

9
2¤ _3‹ _5

2¤
3_5

5
2¤ _11

04 분수 ;7!2!;= 이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

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어야 하므로 x는 9를 약분
할수있는수, 즉 9의배수이어야한다.
따라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
는 99이다.

11
2‹ _3¤

05 ;26&0;= 이므로 _N이 유한소

수가되려면N은 13의배수이고,

;11&0;= 이므로 _N이 유한소

수가되려면N은 11의배수이어야한다.
따라서자연수N은 13과 11의공배수, 즉 143의배수이
고 143의배수중가장작은자연수N의값은 143이다.

7
2_5_11

7
2_5_11

7
2¤ _5_13

7
2¤ _5_13

06 을유한소수가되도록하는 x는소인수가 2또는

5로만 이루어진 수 또는 3의 약수 또는 이들의 곱으로
이루어진수이다.

따라서이를만족하는가장큰두자리의자연수는

2fi _3=96이다.

3
5‹ _x

07 ;21A0;= 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므로 a

는 21의배수이다.
그런데 a는 40<a<50인자연수이므로
a=42

따라서 ;2¢1™0;=;5!;이므로

a
2_3_5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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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과 풀이

유리수와순환소수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7, 0.H7 ⑵ 6, 0.2H6 ⑶ 153, 0.H15H3

⑷ 29, 1.H2H9 ⑸ 157, 2.3H15H7 ⑹ 034, 5.H03H4

⑺ 68, 3.1H6H8

02⑴ 0.333y, 3, 0. H3 ⑵ 0.8333y, 3, 0.8 H3

⑶ 0.777y, 7, 0. H7 ⑷-0.2727y, 27, -0. H2H7

⑸ 0.41666y, 6, 0.41H6

⑹ 0.054054y, 054, 0.H05H4 ⑺ 0.8666y, 6, 0.8 H6

본문 15쪽

핵심문제익히기

1⑴ 0.4666y ⑵ 0.135135y ⑶ 0.24545y

2⑴ 36, 2.H3H6 ⑵ 257, 1.H25H7 ⑶ 02, 3.5H0H2

3④ 42

본문 16~17쪽(확인문제)

1 ⑴ ;1¶5;=0.4666y

⑵ ;3∞7;=0.135135y

⑶ ;1™1¶0;=0.24545y

2 ⑴순환마디는 36이므로
2.363636y=2. H3H6

⑵순환마디는 257이므로
1.257257257y=1. H25H7

⑶순환마디는 02이므로
3.5020202y=3.5 H0H2

3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일 때, 유한소수가 되므로
순환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꼭있어야한다.

a=49이면 ;1¢9ª6;= 이되어유한소수가된다.
1
2¤

4 =0. H23076H9이므로 순환마디의 숫자가 2, 3, 0, 7,

6, 9의 6개이고, 30=6_5이므로 소수점 아래 30번째
자리의숫자는순환마디의마지막숫자인 9이다.
∴ a=9
40=6_6+4이므로 소수점 아래 40번째 자리의 숫자
는순환마디의 4번째자리의숫자인 7이다.
∴ b=7

∴ a-b=9-7=2

;1£3;

순환소수의분수표현03
개념원리 확인하기

01풀이참조 02⑴ ;9&; ⑵ ;9*9%;

03풀이참조 04⑴ ;1•9£8; ⑵ ;4%5̂;

본문 19쪽

순환소수 0. H2H3을 x로놓으면
x=0.2323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을 곱

하면

=23.2323y yy ㉡

㉡-㉠을하면

-x

=23.2323y-0.2323y

=23

∴ x= ;9@9#;

99x

100x

100x

100

01

⑴순환소수 0.H7을 x로놓으면
x=0.777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을 곱
하면

10x=7.777y yy ㉡

㉡-㉠을하면
10x-x=7.777y-0.777y
9x=7

∴ x=;9&;

⑵순환소수 0.H8H5를 x로놓으면
x=0.8585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을 곱
하면

-> 10x=7.777y
->≥ 10x=0.777y
-> 19x=7

02

=23.2323y

->≥ = 0.2323y

=2399x

x

100x

b=5

∴ a+b=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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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리수와 순환소수 5

순환소수 0.2 H3H6을 x로놓으면
x=0.23636y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을

곱하면

=236.3636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앞에 오도록 양변에 을 곱

하면

=2.3636y yy ㉡

㉠-㉡을하면

-

=236.3636y-2.3636y

=234

∴ x= ;5!5#;

990x

10x1000x

10x

10

1000x

1000

03

=236.3636y

->≥ ≥=  2.3636y

=234990x

10x

1000x

⑴순환소수 0.4 H1H9를 x로놓으면
x=0.41919y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0을
곱하면

1000x=419.1919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앞에 오도록 양변에 10을 곱
하면

10x=4.1919y yy ㉡

㉠-㉡을하면
1000x-10x
=419.1919y-4.1919y
990x=415

∴ x=;1•9£8;

⑵순환소수 1.2 H4를 x로놓으면 x=1.2444y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을 곱
하면

100x=124.444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앞에 오도록 양변에 10을 곱
하면

10x=12.444y yy ㉡

-> 1000x=419.1919y
-> ≥1010x=414.1919y
-> 1990x=415

04

100x=85.8585y yy ㉡

㉡-㉠을하면
100x-x
=85.8585y-0.8585y
99x=85

∴ x=;9*9%;

-> 100x=85.8585y
->≥ 100x=40.8585y
-> 199x=85

⑴순환소수 0. HH1H2를 x로놓으면
x=0.1212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을 곱
하면

100x=12.1212y yy ㉡

㉡-㉠을하면
99x=12

∴ x=;9!9@;=;3¢3;

⑵순환소수 0. HHH35H1을 x로놓으면
x=0.351351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0을
곱하면

1000x=351.351351y yy ㉡

㉡-㉠을하면
999x=351

∴ x=;9#9%9!;=;3!7#;

⑶순환소수 2. H6H1을 x로놓으면
x=2.6161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을 곱
하면

100x=261.6161y yy ㉡

㉡-㉠을하면
99x=259

∴ x=:™9∞9ª:

⑷순환소수 1. H21H3을 x로놓으면
x=1.213213y yy ㉠

->≥ 100x=261.6161y
->≥ 000x≥=00≥2.61 ≥61y
->≥ 099x=259

-> 1000x=351.351351y
->≥ ≥0000≥x=0≥00.3 ≥513≥51y
->  999x=351

-> 100x=12.1212y
->≥≥ 100≥x=0≥0.12 ≥12y
-> 199x=12

1

핵심문제익히기

1⑴ ;3¢3; ⑵ ;3!7#; ⑶ :™9∞9ª: ⑷ ;3$3)3$;

2⑴ ;9$9@0&; ⑵ ;4§9§9™5; ⑶ :¡3º3£3§0£:

3② 413

본문 20~21쪽(확인문제)

㉠-㉡을하면
100x-10x
=124.444y-12.444y
90x=112

∴ x=;4%5̂;

-> 100x=124.444y
->≥ 110x=412.444y
-> 190x=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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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답과 풀이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0을
곱하면

1000x=1213.213213y yy ㉡

㉡-㉠을하면
999x=1212

∴ x=;;¡9™9¡9™;;=;3$3)3$;

▶다른풀이

공식을이용한다.

⑴ 0. H1H2=;9!9@;=;3¢3;

⑵ 0. HH35H1=;9#9%9!;=;3!7#;

⑶ 2. H6H1= =

⑷ 1. HH21H3= =:¡9™9¡9™:=;3$3)3$;
1213-1
999

259
99

261-2
99

-> 1000x=1213.213213y
->≥ 0000x=0011≥.213213y
-> 0999x=1212

2 ⑴순환소수 0.4 H3H1을 x로놓으면
x=0.43131y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0을
곱하면

1000x=431.3131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앞에 오도록 양변에 10을 곱
하면

10x=4.3131y yy ㉡

㉠-㉡을하면
990x=427

∴ x=;9$9@0&;

⑵순환소수 0.1 H32H5를 x로놓으면
x=0.1325325y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00을
곱하면

10000x=1325.325325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앞에 오도록 양변에 10을 곱
하면

10x=1.325325y yy ㉡

㉠-㉡을하면
9990x=1324

∴ x=;9!9#9@0$;

=;4§9§9™5;

⑶순환소수 3.1 H12H0을 x로놓으면
x=3.1120120y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00을
곱하면

->≥ 10000x=1325.325325y
->≥ 00010x=≥0001.325325y
->≥ 09990x=1324

->≥ 1000x=431.3131y
->≥ 0010x=≥004.3131y
->≥ 0990x=427

10000x=31120.120120y yy ㉠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앞에 오도록 양변에 10을 곱
하면

10x=31.120120y yy ㉡

㉠-㉡을하면
9990x=31089

∴ x=:£9¡9º9•0ª:

=:¡3º3£3§0£:

▶다른풀이

공식을이용한다.

⑴ 0.4 H3H1= =;9$9@0&;

⑵ 0.1 H32H5= =;9!9#9@0$;=;4§9§9™5;

⑶ 3.1 H12H0= =:£9¡9º9•0ª:=:¡3º3£3§0£:
31120-31

9990

1325-1
9990

431-4
990

->≥ 10000x=31120.120120y
->≥ 00010x=≥00031.120120y
->≥ 09990x=31089

3 ① 1.0 H8= ③ 1.3 H1=

④ 0.06 H3= ⑤ 1. H3H5= 135-1
99

63-6
900

131-13
90

108-10
90

4 1.8666y=1.8 H6= =:¡9§0•:=;1@5*;

따라서 a=28, b=15이므로
a-b=13

186-18
90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① 02③

03㈎ 1000 ㈏ 1435.3535y ㈐ 10 ㈑ 990

03㈒ 1421 ㈓ :¡9¢9™0¡:

04⑤ 050.2H7 069

본문 22쪽

01 ① 1.4 H3= = =

② 0.34 H5= =

③ 1.1 H8= =

④ 0.H7H4=;9&9$;

⑤ 4.H2H1= = = 139
33

417
99

421-4
99

107
90

118-11
90

311
900

345-34
900

43
30

129
90

143-1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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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리수와 순환소수 7

02 x=1.2H0H4이므로
①순환마디는 04이다. 
② 1.2 H0H4로나타낸다.
③-> 1000x=1204.0404y
③->≥ 0010x=≥0012.0404y
③-> 0990x=1192

④ x=

⑤ x=1.2+0.0H0H4

1204-123311125990

04 x=1.34H5=1.34555y이므로
->≥ 1000x=1345.555y
-> ≥0100x=1134.555y

->≥ 0900x=1211⋯⋯∴ x=;;¡9™0¡0¡;;

따라서분수로나타낼때가장편리한식은

1000x-100x이다.

05 ;2%;(0.1+0.01+0.001+y)

=;2%;_0. H1=;2%;_;9!;=;1∞8;=0.2 H7

06 =0.481481y=0. H48 H1이므로 순환마디의 숫자가

4, 8, 1의 3개이고, 300=3_100이므로 소수점 아래의
300번째자리의숫자는순환마디의마지막숫자인 1이다.
∴ x=1
2000=3_666+2이므로 소수점 아래 2000번째 자리
의숫자는순환마디의 2번째자리의숫자인 8이다.
∴ y=8

∴ x+y=1+8=9

;2!7#;

순환소수의대소관계04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⑵> ⑶> ⑷< ⑸> ⑹<

02⑴ 5, 7, ;3$; ⑵ 14, 7, ;9&; ⑶ :£9¢: ⑷ ;9%9*;

03⑴ 9, 1 ⑵ 2, :™9¶:, 3 ⑶ 6, 63, ;1¶0;, 0.7

03⑷ 50 ⑸ 0.59

본문 24쪽

⑴ 0. H5H2=0.5252y
0. H52=0.5555y

∴ 0. H5H2<0. H5

01

⑵ 1.H5-0. H7= -;9&;

=:¡9¢:-;9&;=;9&;

⑶ 3.H2+0. H5= +;9%;

=:™9ª:+;9%;=:£9¢:

⑷ 0.H4H3+0. H1H5=;9$9#;+;9!9%;

=;9%9*;

32-3
9

15-1
902

⑷ 49. H9= = =50

⑸ 0.58 H9= = =0.59531
900

589-58
900

450
9

499-49
903

핵심문제익히기

1⑴< ⑵> ⑶< ⑷<

2⑴ 0.53, 0.5 H3, 0.H5H3 ⑵ 0.58H2, 0.H58H2, 0.5H8H2

3⑴ 3개 ⑵ 5 4⑴ 5 ⑵ 0.4H5

본문 25~26쪽(확인문제)

⑵ 2.H7H8=2.7878y
2.H72=2.7777y

∴ 2.H7H8>2. H7

⑶ 0.H62=0.666y
0.H6H0=0.6060y

∴ 0.H6>0. H6H0

⑷ 3.H0H6=3.0606y
3.0 H6=3.0666y

∴ 3.H0H6<3.0H6

⑸ 0.8 H8H1=0.88181y
0.H8H12=0.8181y

∴ 0.8 H8H1>0. H8H1

⑹ 0.H52H7=0.527527y
0.52 H7=0.527777y

∴ 0.H52H7<0.52H7

1 ⑴ 0.H7=0.7
0.H7=0.777y
∴ 0.7<0.H7

⑵ 0.H5H4=0.5454y
0.5 H4=0.5444y
∴ 0.H5H4>0.5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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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답과 풀이

3 ⑴ 2.H9= =:™9¶:=3, ;1%1*;=5;1£1;이므로

3…x<5 ;1£1;

따라서정수 x는 3, 4, 5의 3개이다.

⑵ ;2!;<0. Hx<0. H6에서 <;9{;<;9̂;이므로 분모를 통분

하면 ;1ª8;< <;1!8@;

9<2x<12⋯⋯∴ ;2(;<x<6

따라서한자리의자연수 x는 5이다.

2x
18

;2!;

29-2
9

4 ⑴ 0.H7×a=3. H8에서

;9&;_a=:£9∞:

∴ a=5

⑵ 0.0 H1=;9¡0;이므로 ;1¶5;=x+;9¡0;에서

x=;1¶5;-;9¡0;=;9$0!;=0.4 H5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③ 02① 03⑤ 04③

0554 063 073

본문 27쪽

01 ① 0.H9=;9(;=1

∴ 0.H9=1

02 ① 0.4999y

② 0.494949y

③ 0.49

④ 0.46

⑤ 0.48

03 ① 0.573
② 0.572333y
③ 0.5737373y
④ 0.573573y
⑤ 0.57333y
따라서큰수부터차례로나열하면

③, ④, ⑤, ①, ②

04 0.0 H1=;9¡0;이므로 ;3!0&;=x+;9¡0;에서

x=;3!0&;-;9¡0;=;9%0);=;9%;=0. H5

05 0.5 H3= =;9$0*;이므로

;9$0*;=x_;9¡0;

∴ x=48

;9̂;=y_;9!;

∴ y=6

∴ x+y=48+6=54

53-5
90

06 <0. ˙x<;3@;에서 ;5!;<;9{;<;3@;이므로분모를통분하면

;4ª5;<;4%5 {;<;4#5);, 9<5x<30

∴ ;5(;<x<6

;5!;

2 ⑴ 0.H5H3=0.53
0.H5H3=0.5353y
0.5 H3=0.5333y
∴ 0.53, 0.5 H3, 0.H5H3

⑵ 0.58 H2=0.5822222y
0.5 H8H2=0.5828282y
0.H58H2=0.582582y
∴ 0.58 H2, 0.H58H2, 0.5H8H2

⑶ 1.H25H3=1.253253y
1.2 H5H3=1.25353y
∴ 1.H25H3<1.2 H5H3

⑷ 1.32 H4H6=1.324646y
1.324H6=1.324666y
∴ 1.32 H4H6<1.324H6

② 0. H52=0.555y
0. H5H0=0.5050y
∴ 0. H5>0. H5H0

③ 0.1 H2H3=0.12323y
0. H12H3=0.123123y
∴ 0.1 H2H3>0. H12H3

④ 4. H16H8=4.168168y
4.1 H6H8=4.16868y

∴ 4. H16H8<4.1H6H8

⑤ 0.3 H9= =;9#0̂;=;1¢0;=0.4

∴ 0.3 H9=0.4

39-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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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리수와 순환소수 9

07 어떤자연수를 x라하면
x×1.H6-x_1.6=0.2

:¡9∞:x-;1!0̂;x=;1™0;, ;9§0;x=;1™0;

∴ x=3

Step (기본문제) 본문 28~29쪽

01 ;2∞5;, , 02④ 03⑤

04② 05㈎ 100 ㈏ 10 ㈐ 90

06①, ④ 07③, ⑤ 08④ 09② 10④

11② 12 3

13⑴ :™5£: ⑵ 0. H00HH1 ⑶-10 ⑷ 2

911112
2‹ _3_5¤

751122
2‹ _5¤

01 기약분수로고쳐서분모의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유
한소수이다.

;2∞5;=;5!;, ;1¢9ª8;= , = , 

= , =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2∞5;, ,

이다.
9

2‹ _3_5¤

75
2‹ _5¤

1
2¤ _3_5

6
2‹ _3¤ _5

3
2‹ _5¤

9
2‹ _3_5¤

3
2‹

75
2‹ _5¤

49
2_3¤ _11

02 ① 0.82525y=0.8 H2H5

② 0.5666y=0.5 H6

③ 2.312312y=2. H31H2

⑤ 3.270270y=3. H27H0

03 ⑤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만순환하지않는무한소수는분수로나타낼수없다. 11 = 3_7
5_x

21
5_x

06 ① 3.H9= =:£9§:=4

② 3.H6= =:£9£:=:¡3¡:

③ 6.0 H9= = = =6.1

④-1. H9=- =- =-2

⑤ 0.H9H0=;9(9);=;1!1);

18
9

19-1
9

61
10

549
90

609-60
90

36-3
9

39-3
9

04 ① 0.278 ② 0.27888y

③ 0.27878y ④ 0.278278y

⑤ 0.278777y

07 0.1 H6=0.16666y, 0.2H5=0.25555y
① 0.161616y

② 0.16

③ 0.252525y

④ 0.2565656y

⑤ 0.25

∴②<①<0.1 H6<⑤<③<0.2 H5<④

09 ① 0.H43H2=0.432432y<0.434343y=0. H4H3

② 0.H3+0. H6=;9#;+;9̂;=;9(;=1

③ 0.H4_0. H3=;9$;_;9#;=;2¢7;, 0.H1H2=;9!9@;=;3¢3;

∴ 0.H4_0. H3+0. H1H2

④ 0.H5-0. H2H1=;9%;-;9@9!;=;9%9%;-;9@9!;=;9#9$;

=0. H3H4+0.H2H9

⑤ 0.H1H2=0.121212y>0.12

08 ④ 1000x-10x=329이다.

10 x=2.37575y이므로
소수점이 첫 순환마디 뒤에 오도록 양변에 1000을 곱
하면

1000x=2375.7575y yy ㉠

소수점이첫순환마디앞에오도록양변에 10을곱하면
10x=23.7575y yy ㉡

㉠-㉡을하면 1000x-10x=2352

따라서한자리의자연수 x는 2, 3, 4, 5이다.
이때 a=5, b=2이므로
a-b=3
▶다른풀이

;5!;=0.2, ;3@;=0. H6이므로

0.2<0.Hx<0. H6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한 자리의 자연수 x는 2, 3,
4,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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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과 풀이

Step (발전문제) 본문 30~31쪽

01③ 02⑤ 03 2, 3, 4 04④ 05 6

06② 07 3 08 27 09④ 10 3개

11② 12 26 13⑴ ;1@1%; ⑵ x=6 ⑶ 1

01 ① 1. H7=:¡9§: ② 2.H1H9=:™9¡9¶:

④ 0.0 H3H7=;9£9¶0; ⑤ 1.0 H2H8=:¡9º9¡0•:=;4%9)5(;

04 a_120=0. H1H2에서 120a=;9!9@;이므로

a=;99!0;⋯⋯∴ a=0.0H0H1

111_b=0. H1에서 111b=;9!;이므로

b=;99!9;⋯⋯∴ b=0.H00H1

07 0.6 HA= 에서

= 이므로

54+A=3(A+16), 2A=6

∴A=3

A+16
30

(60+A)-6
90

A+16
30

06 ;2¢5∞2;=;2∞8;= 이므로 _A가 유한소수가

되려면A는 7의배수이고, ;5™5;= 이므로

_A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A는 11의 배수이어

야한다.

따라서 A는 7과 11의 공배수, 즉 77의 배수인 세 자리
의자연수이므로가장작은수는 154이다.

2
5_11

2
5_11

5
2¤ _7

5
2¤ _7

08 어떤자연수를 x라하면
x_4. H2-x_4.2=0.6

05 이무한소수가되려면분모에 2 또는 5 이외

의 소인수가 꼭 있어야 하므로 a는 2 또는 5 이외의 소
인수를가져야한다.

a는 짝수이므로 2를 소인수로 갖고, 가장 작은 짝수이
므로 2 또는 5 이외의가장작은소인수 3을갖는다.
따라서가장작은짝수 a는 2_3=6이다.

1
2¤ _5_a

02 ① 2. H9=3

② 0.4 H5=0.4555y, 0.H4H5=0.4545y

∴ 0.4 H5>0. H4H5

03 <0.Hx<;2!;에서 ;6!;<;9{;<;2!;이므로분모를통분하면

;1£8;< <;1ª8;, 3<2x<9⋯⋯∴ ;2#;<x<;2(;

따라서한자리의자연수 x는 2, 3, 4이다.

2x
18

;6!;

12 = =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a는 3의 배수이어야 하
고, 3의배수중가장작은자연수 a는 3이다.

a11112
2¤ _3_5¤

2_7_a111111
2‹ _3_5¤ _7

14a111111
2‹ _3_5¤ _7

13 ⑴ 1.9 H6_2-0.7 H2+3. H4-2.0H5

=:¡9¶0¶:_2-;9̂0%;+:£9¡:-:¡9•0∞:

=:¢9¡0¢:=:™5£:

⑵ 0.H83H7=;9*9#9&;=A_837

∴A=;99!9;=0. H00HH1

⑶ 0.H5=;9%;=5_;9!;=5_0. H1이므로

a=5

0.H1H5=;9!9%;=15_;9¡9;=15_0. H0H1이므로

b=15
∴ a-b=5-15=-10

⑷ 0.H9=;9(;=1, ;1#5̂;=:¡5™:=2;5@;이므로

1<x<2;5@;

따라서부등식을만족하는정수 x는 2뿐이다. 

② x=18일때, = =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 3이 있으므로 유한
소수로나타낼수없다.

7
2_3_5

3_7
2_3¤ _5

3_7
5_18

③ 0.1 H2=0.12222y, 0.1H2H3=0.12323y

∴ 0.1 H2<0.1H2H3

④ 0.0 H4=0.0444y, 0.04H1=0.04111y

∴ 0.0 H4>0.04H1

⑤ 0.5 H4H2=0.54242y, 0.H54H2=0.542542y

∴ 0.5 H4H2<0. H54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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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리수와 순환소수 11

10 ;5@;=;6@0$;, ;1¶2;= 이므로 ;5@;와 ;1¶2; 사이의 분수 중에

서분모가 60인분수를 라하면

;6@0$;< <;6#0%;⋯⋯∴ 24<A<35

그런데 = 는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므

로A는 3의배수이어야한다.
∴A=27, 30, 33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는 , ;6#0);, ;6#0#;

의 3개이다.

27
60

A
2¤ _3_5

A
60

A
60

A
60

35
60

12 ;4!;<(0. Hx)¤ <1에서 ;4!;<{;9{;}¤ <1이므로

;4!;< <1, ;3•2¡4;< <;3#2@4$;

즉, 81<4x¤ <324

이때 x는자연수이므로
x=5, 6, 7, 8

따라서모든자연수 x의값의합은
5+6+7+8=26

4x¤11324x¤1281

11 ;8§0;=;4£0;= = =

a+n의값이최소가되는것은 a=75, n=3일때이므로
a+n=75+3=78

75
10‹

3_5¤
2‹ _5_5¤

3
2‹ _5

09 을유한소수가되게하는 a는소인수가 2 또는 5

로만이루어진수또는 3의약수또는이들의곱으로이
루어진수이다.

따라서이를만족하는가장큰두자리의자연수는

2fi _3=96이다.

3
a_5¤

13 ⑴ 0.5333y=0.5 H3=;9$0*;=;1•5;

∴ x=8

0. H6H3=;9^9#;=;1̂1#;_;9!;이므로

y=;1̂1#;

∴ x-y=8-;1̂1#;=;1@1%;

0.Ha Hb= , 0. HbHa= 10b+a111299
10a+b111299

Step (심화문제) 본문 32쪽

01 85개 02 4개 03 ;3∞3; 04 226 05 2

06 9 07 134번

01 분모 2, 3, 4, y, 100 중에서 2 또는 5만을 소인수로
갖는 수는 2, 4, 5, 8, 10, 16, 20, 25, 32, 40, 50, 64,
80, 100의 14개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는수는
99-14=85(개)

02 ㈎에서 a=7_x(단, 2…x…14, x는자연수)

㈏에서 b=750=2_3_5‹

㈐에서 ;bA;= 이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는 분모의 3이 약분되어야 하므로 a는 3의 배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a는 7과 3의 공배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이므로
21, 42, 63, 84의 4개이다.

7x11112
2_3_5‹

⑵ 1.1 H6=:¡9º0∞:=;6&;, 4.2 H9=:£9•0¶:=;1$0#;이므로

주어진식에서 ;6&;x-;1$0#;=;1@0&;

;6&;x=7⋯⋯∴ x=6

⑶ 0.Ha Hb+0. HbHa= +

= =

=0. H3=;9#;

⑶따라서 a+b=3이고 a>b이므로
a=2, b=1

∴ a-b=1

a+b121911(a+b)1211299

10b+a121199
10a+b121199

03 ;4#;_{ + + + +y}

=;4#;_(0.2+0.002+0.00002+0.0000002+y)

=;4#;_0. H2H0=;4#;_;9@9);

=;3∞3;

21111310000000
21112100000

21121000
21210

:£9•:x-;1$0@;x=;1§0;, ;9™0;x=;1§0;

∴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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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3~34쪽

13 21 30.H5H4 40.H09H9

533, 99 60.H6H3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0.H742H5이므로 순환마디의 숫자는 7, 4, 2,

5의 4개이다.
35=4_8+3이므로 소수점 아래 35번째 자리의
숫자는순환마디의 3번째숫자인 2이다.
∴A=2
0.24 H5136H7에서 순환마디의 숫자는 5, 1, 3, 6, 7

의 5개이다.
99-2=5_19+2이므로 소수점 아래 99번째 자
리의숫자는순환마디의 2번째숫자인 1이다.
∴B=1

∴A+B=2+1
=3

;1¶0∞1;1단계

12 정답과 풀이

06 ;3∞7;=0. H13H5에서순환마디의숫자는 3개이고

150=3_50이므로 소수점 아래 150번째 자리의 숫자
는순환마디의 3번째숫자인 5와같다.

=0.2 H14285 H7에서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 2번째

자리부터시작하고순환마디의숫자는 6개이다.
1005-1=6_167+2이므로소수점아래 1005번째자
리의숫자는순환마디의 2번째숫자인 4와같다.

∴<;3∞7;, 150>+<;1£4;, 1005>
=5+4
=9

;1£4;

∴ (3의개수)
=(소수점아래첫번째자리의숫자 3이 1개)
=+(순환마디의 3이 2개씩 66번)
=+(순환마디의첫번째자리의숫자 3이 1개)
=1+2_66+1
=134(번)

3 ;1#1%;를소수로나타내면

;1#1%;=3. H1H8

1단계

07 ;3!3!3!0!;= =;9#9#9#0#;

= =0.3H33H6

순환마디는 336이고순환마디의숫자는 3개이다.
200-1=3_66+1이므로 소수점 아래 200번째 자리
까지는 소수점 아래 2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66번
반복되고순환마디의첫번째숫자까지이다.

3336-3
9990

1111_3
3330_3

2 ;42 {0;= 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

므로 x는 3_7=21의배수이다.
⁄ x=21일때

= =;2¡0;이므로

y=20
¤ x=42일때

= =;1¡0;이므로

y=10

이때 10<y<25를만족하지않는다.
⁄, ¤에서 x=21, y=20

∴ x-y=1

1
2_5

42
2¤ _3_5_7

1
2¤ _5

21
2¤ _3_5_7

x
2¤ _3_5_7

1단계

2단계

3단계

04 ;7@;=0. H28571H4이므로

a¡, a™, a£, a¢, y, a¢ª, a∞º의값은 2, 8, 5, 7, 1, 4가
순서대로반복된다.

∴ a¡+a™+a£+a¢+a∞+a§=2+8+5+7+1+4
=27

50=6_8+2이므로
a¡+a™+a£+a¢+y+a¢ª+a∞º
=(a¡+a™+y+a§)_8+(a¢ª+a∞º)
=27×8+(2+8)
=216+10
=226

05 1- =1- =1-

= =

0.H8H1=;9*9!;=;1ª1;이므로 =;1ª1;에서

9(x+1)=11, 9x+9=11

∴ x=;9@;

한편, x=0. Ha=;9A;이므로

a=2

1112x+1

1
x+1

x+1-x
x+1

x
x+1

11115x+11125x

11115
1+;[!;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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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리수와 순환소수 13

4 0.H3H2=;9#9@;=32_;9¡9;이므로

a=99

0.H30H5=;9#9)9%;=305_;99!9;이므로

b=999

∴ ;bA;=;9ª9ª9;=0.H09H9

1단계

2단계

3단계

5 ;6¡0;= 이므로 ;6¡0;_a가 유한소수가 되

려면 a는 3의배수이어야한다.

;11!0;= 이므로 ;11!0;_a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a는 11의배수이어야한다.
따라서 a는 3과 11의공배수, 즉 33의배수이어야
한다.

이때 a의값이될수있는두자리의자연수중가
장작은수는 33, 가장큰수는 99이다.

1
2_5_11

1
2¤ _3_5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a가 33의배수임을알기 2점3

;6¡0;_a가유한소수가되는a의조건알기 2점1

;11!0;_a가유한소수가되는a의조건알기 2점2

조건을만족하는a의값구하기 1점4

따라서 처음의 기약분수는 이고 이를 순환소

수로나타내면 ;1¶1;=0. H6H3이다.

;1¶1;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① 분모를 잘못 보았다. ⇨ 분자는 바르게 보았다.

② 분자를 잘못 보았다. ⇨ 분모는 바르게 보았다.

단계 채점요소 배점

a, b의값구하기 1점2

;1#1%;를소수로나타내기 2점1

ab의값을순환소수로나타내기 2점3

단계 채점요소 배점

a의값구하기 2점1

;bA;를순환소수로나타내기 2점3

b의값구하기 2점2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처음의기약분수의분자구하기 3점1

처음의기약분수의분모구하기 3점2

처음의기약분수를순환소수로나타내기 1점3

2 ④ ;7@;=0. H28571H4이므로

Tim은 4번건반다음 2번건반을눌러야한다.
답⃞④

3 진수의타율을소수로나타내면

;7$0);=;7$;=0. H57142H8

순환마디는 571428이고순환마디의숫자는 6개이다.
65=6_10+5이므로소수점아래 65번째자리의숫자
는순환마디의 5번째숫자인 2이다.
또, 88=6_14+4이므로 소수점 아래 88번째 자리의
숫자는순환마디의 4번째숫자인 4이다.
∴ 2+4=6

답⃞ 6

본문 35쪽생활속의수학

1 ;7!;=0.142857142857y

;7@;=0.285714285714y

;7$;=0.571428571428y

이므로 순환마디가 각각 142857, 285714, 571428로
모두순환마디의숫자가 6개이다.
따라서세사람이피자값을똑같이나누어내야한다. 

답⃞세사람이피자값을똑같이나누어내야한다.

따라서 a=3, b=0. H1H8이므로
ab=3_0.H1H8

=0. H5H4

2단계

3단계

6 지혜는 분모를 잘못 보고 0.58H3= =;1¶2;이라

하였으므로주어진기약분수의분자는 7이다.

슬기는 분자를 잘못 보고 0. H7 H2=;9&9@;= 이라

하였으므로주어진기약분수의분모는 11이다.

;1•1;

;9%0@0%;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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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답과 풀이

Ⅱ식의계산

지수법칙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x· ⑵ 3· ⑶ yfl ⑷ z⁄ ⁄

02⑴ x⁄ ° ⑵ y¤ ‚ ⑶ a⁄ › ⑷ 5⁄ °

03⑴ x› ⑵ 1 ⑶ ⑷ 7›

04⑴ 2, 2 ⑵ 3, 6, 3, 3 ⑶ 8, 6, 2, 2

05⑴ x› y› ⑵ a⁄ fi b⁄ ‚ ⑶ 81x° ⑷
a‹ b‹
8

1
b°

본문 40쪽

1 단항식의계산

핵심문제익히기

1⑴ 8 ⑵ 7⋯ 2⑴ 5 ⑵ 3⋯

3⑴ ⑵ 6 4⑴ 9, 6 ⑵ 7 ⑶ 9

5⑴ 7‡ ⑵ 16A› 6⑴ 15자리 ⑵ 22자리

1
x¤

본문 41~43쪽(확인문제)

⑵ 3‹ _3fl =3‹ ±fl =3·

⑶ y‹ _y‹ =y‹ ±‹ =yfl

⑷ z¤ _z› _zfi =z2+4+5=z⁄ ⁄

01

⑵ (y› )fi =y4_5=y20

⑶ (a‡ )¤ =a7_2=a⁄ ›

⑷ (5¤ )· =52_9=5⁄ °

02

⑵지수가같으므로 afi ÷afi =1

⑶ b› ÷b⁄ ¤ = =

⑷ 7· ÷7fi =79-5=7›

1
b°

1
b⁄ ¤ —›

03

⑵ (a‹ b¤ )fi =a3_5b2_5=a⁄ fi b⁄ ‚

⑶ (3x¤ )› =31_4x2_4=81x°

⑷ { } ‹ = = a‹ b‹
8

a1_3b1_3

21_3
ab
2

05

2 ⑴ (x‡ )å _(y∫ )¤ _(zç )fi =x7_a_y2_b_z5_c

=x‡ å y¤ ∫ zfi ç =x¤ ° y° z⁄ fi

이므로 7a=28, 2b=8, 5c=15

∴ a=4, b=4, c=3

∴ a+b-c=4+4-3=5

⑵ 64=2fl , 8≈ =(2‹ )≈ =2‹ ≈이므로
2≈ _64=2≈ _2fl =2≈ ±fl =2‹ ≈

즉, x+6=3x, 2x=6⋯⋯∴ x=3

3 ⑴ (x› )fi ÷(x¤ )‹ ÷(x› )›
=x¤ ‚ ÷xfl ÷x⁄ fl =x¤ ‚ —fl ÷x⁄ fl

=x⁄ › ÷x⁄ fl = =

⑵ 3¤ ≈ ÷3fl ÷3=3¤ ≈ —fl ÷3=3¤ ≈ —fl —⁄ =3¤ ≈ —‡ =3fi

이므로 2x-7=5, 2x=12

∴ x=6

1
x¤

1
x⁄ fl —⁄ ›

4 ⑴ (-3x‹ y¤ )¤ =(-3)¤ (x‹ )¤ (y¤ )¤ =9xfl y›

⑵ (3xå )∫ =3∫ xab, 27x⁄ ¤ =3‹ x⁄ ¤

이므로 b=3, ab=12

∴ a=4, b=3

∴ a+b=7

⑶ { } ∫ = = , =

이므로 b=4, ab=4, 3b=c

∴ a=1, b=4, c=12

∴ a-b+c=1-4+12=9 

3› y›
xç

81y›
xç

3∫ yab

x3b

(3yå )∫
(x‹ )∫

3yå
x‹

5 ⑴ 7fl +7fl +7fl +7fl +7fl +7fl +7fl 은 7fl을 7번 더한 것이
므로

7fl +7fl +7fl +7fl +7fl +7fl +7fl =7_7fl =7‡

⑵A=2≈ —⁄ =2≈ ÷2= 에서 2≈ =2A

∴ 16≈ =(2› )≈ =2› ≈ =(2≈ )› =(2A)› =2› A› =16A›  

2≈
2

1 ⑴ xfi _y_yå _x∫ =(xfi _x∫ )_(y_yå )
=xfi ±∫ y⁄ ±å =x‡ yfi

⋯ 이므로 5+b=7, 1+a=5

∴ a=4, b=2⋯⋯∴ ab=8

⑵ 81=3›이므로
3‹ _81=3‹ _3› =3‹ ±› =3‡

∴ =7

6 ⑴ 8› _5⁄ fi =(2‹ )› _5⁄ fi =2⁄ ¤ _5⁄ fi =5‹ _(2⁄ ¤ _5⁄ ¤ )
=5‹ _(2_5)⁄ ¤ =125_10⁄ ¤

⑴따라서 8› _5⁄ fi은 15자리의자연수이다.
⑵ 2¤ ⁄ _5⁄ · _7¤ =2¤ _7¤ _(2⁄ · _5⁄ · )

=2¤ _7¤ _(2_5)⁄ · =196_10⁄ ·
⑴따라서 2¤ ⁄ _5⁄ · _7¤은 22자리의자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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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15

03 ⑴ (x‹ y¤ )› =x⁄ ¤ y°

⑵ { } ¤ = =
yfl
x⁄ ›

(y‹ )¤
(x‡ )¤

y‹
x‡

계산력강화하기

01⑴ x° ⑵ afi b⁄ ‚ ⑶ a› ‚ ⑷ x· y⁄ ¤ ⑸ x¤ · y⁄ ‚

02⑴ 4 ⑵ 1 ⑶ ;2!; ⑷ x¤ ⑸

02⑹ ⑺ ;24!3; ⑻ ;3¡2; ⑼ ⑽ 1

03⑴ x⁄ ¤ y° ⑵ ⑶ afi b‡⋯⑷ ⑸

02⑹ xy¤ ⑺ ab‹ ⑻ ⑼ ⑽ x⁄ · y° z¤ ⁄

02⑾ :™8¶: ⑿ afl bfl cfl

1
x°

x¤
y¤

yfl
x¤

xfi
y¤

yfl
x⁄ ›

1
x¤

1
a⁄ ‹

1
xfl

본문 44쪽

01 ⑴ x‡ _x=x7+1=x°

⑵ a¤ _bfi _b› _a‹ _b=(a¤ _a‹ )_(bfi _b› _b)

=a2+3_b5+4+1

=afi b⁄ ‚

⑶ (a‹ )fl _(afl )¤ _(afi )¤ =a⁄ ° _a⁄ ¤ _a⁄ ‚

=a18+12+10=a› ‚

⑷ (x‹ )‹ _(y¤ )› _y› =x· _y° _y› =x· _y8+4=x· y⁄ ¤

⑸ (x› )¤ _(yfi )¤ _(x‡ )‹ =x° _y⁄ ‚ _x¤ ⁄ =x8+21_y⁄ ‚

=x29y⁄ ‚

02 ⑴ 2fi ÷2‹ =25-3=2¤ =4

⑵지수가같으므로 2fl ÷2fl =1

⑶ 2› ÷2fi = =;2!;

⑷ x· ÷x‹ ÷x› =x9-3÷x› =xfl ÷x› =x6-4=x¤

⑸ xfl ÷xfi ÷x‡ =x6-5÷x‡ =x÷x‡ = =

⑹ (a› )¤ ÷(a‹ )¤ ÷(afi )‹ =a° ÷afl ÷a⁄ fi =a° —fl ÷a⁄ fi

=a¤ ÷a⁄ fi = =

⑺ 3› ÷3‹ ÷3fl =34-3÷3fl =3÷3fl = = =

⑻ 2‹ _2¤ ÷2› ÷(2¤ )‹ =2‹ _2¤ ÷2› ÷2fl =2fi ÷2› ÷2fl
=2fi —› ÷2fl =2÷2fl

= = =;3¡2;

⑼ = =

⑽지수가같으므로 =1a¤
a¤

1
x¤

1
x‡ —fi

xfi
x‡

1
2fi

1
2fl —⁄

1
243

1
3fi

1
3fl —⁄

1
a⁄ ‹

1
a⁄ fi —¤

1
xfl

1
x‡ —⁄

1
2fi —›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② 02④ 03③

04⑴-2 ⑵ 6 05⑴ 3 ⑵ 4 ⑶ 5

0617 07⑴ 7 ⑵ 11 ⑶ 729x‹

본문 45쪽

01 ① 2¤ _2‹ _2fi =22+3+5=2⁄ ‚

② (3¤ )› =3°

④ 3fl ÷3¤ ÷3=36-2÷3=3› ÷3=34-1=3‹

⑤ { } ‹ = = 2‹
3fl

2‹
(3¤ )‹

2
3¤

⑶ a‹ b¤ _a¤ bfi =a3+2_b2+5=afi b‡

⑷ { } ‹ _(xy¤ )¤ = _(xy¤ )¤ = _x¤ y›

=

⑸ (x¤ y‹ )› ÷(xfi y‹ )¤ = =

⑹ x¤ y‹ ÷xy= =xy¤

⑺ a‹ b_(b‹ )¤ ÷a¤ b› =a‹ b_bfl ÷a¤ b› =a‹ b1+6÷a¤ b›

=a‹ b‡ ÷a¤ b› = =ab‹

⑻ =

⑼ = = =

⑽ (xy¤ z‹ )¤ _(x¤ yz‹ )› _(x‹ z)‹
=x¤ y› zfl _x° y› z⁄ ¤ _x· z‹
=x¤ ±° ±· _y› ±› _zfl ±⁄ ¤ ±‹
=x⁄ · y° z¤ ⁄

⑾ {;3@;}
⁄ ‚ _{;2#;}

⁄ ‹ = _ = =:™8¶:

⑿ a‹ b¤ c_a¤ b‹ c¤ _abc‹ =a
£≠™≠¡

_b
™≠£≠¡

_c
¡≠™≠£

=afl bfl cfl

3‹
2‹

3⁄ ‹
2⁄ ‹

2⁄ ‚
3⁄ ‚

1
x°

1
x⁄ ¤ —›

x› y°
x⁄ ¤ y°

(x¤ y› )¤
(x‹ y¤ )›

x¤
y¤

xfl y
x› y‹

a‹ b‡
a¤ b›

x¤ y‹
xy

yfl
x¤

x° y⁄ ¤
x⁄ ‚ yfl

xfi
y¤

xfl
x‹ yfl

(x¤ )‹
(xy¤ )‹

x¤
xy¤

02 ① 6‹ +6‹ +6‹ +6‹ +6‹ +6‹ =6_6‹ =6›

② { }‹ = =

③ 3≈ ±¤ ÷3≈ =3(≈ ±¤ )—≈ =3¤ =9

④ x› ÷(x¤ ÷xfl )=x› ÷ =x› _x› =x°

⑤ (-3ab¤ c)¤ =(-3)¤ a¤ (b¤ )¤ c¤ =9a¤ b› c¤

1
x›

8a‹
bfl

(2a)‹
(b¤ )‹

2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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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답과 풀이

03 2fi ÷2‹ ÷ =2fi —‹ ÷ =2¤ ÷ =1

나눗셈의결과가 1이려면같은수로나누어야하므로
=2¤

04 ⑴ { } ¤ = = =

a의지수：2x-4=4⋯⋯∴ x=4

b의지수：2y-6=6∴∴∴ y=6

∴ x-y=4-6=-2

⑵ 4≈ ±‹ =4≈ _2¥에서
4≈ _4‹ =4≈ _2¥∴∴∴ 4‹ =2¥
(2¤ )‹ =2¥∴∴∴ y=6

bfl
a›

a› b¤ ¥
a¤ ≈ bfl

(a¤ b¥ )¤
(a≈ b‹ )¤

a¤ b¥
a≈ b‹

05 ⑴ 2≈ _8=4‹ 에서 8=2‹ , 4=2¤이므로
2≈ _2‹ =(2¤ )‹ , 2≈ ±‹ =2fl

따라서 x+3=6이므로 x=3

⑵ 2≈ ±⁄ +2≈ =48에서 2≈ _2+2≈ =48
2≈ (2+1)=48, 3_2≈ =48
2≈ =16=2›∴∴∴ x=4

⑶ 81fl ÷27≈ =3·에서 81=3› , 27=3‹이므로

(3› )fl ÷(3‹ )≈ =3·
3¤ › ÷3‹ ≈ =3· , 3¤ › —‹ ≈ =3·

따라서 24-3x=9이므로 x=5

06 8å ±‹ =(2‹ )å ±‹ =2‹ ‚이므로
3(a+3)=30⋯⋯∴ a=7

또, =(2› )⁄ ‚ ÷2∫ =2› ‚ —∫ =2‹ ‚이므로

40-b=30⋯⋯∴ b=10

∴ a+b=7+10=17

16⁄ ‚
2∫

07 ⑴ 2fi _5‡ =5¤ _(2fi _5fi )=5¤ _(2_5)fi =25_10fi

따라서 2fi _5‡은 7자리의자연수이므로 n=7

⑵ =

=2· _5⁄ ⁄
=5¤ _(2· _5· )
=5¤ _(2_5)·
=25_10·

⑴따라서 은 11자리의자연수이므로 n=11

⑶ x=3å —¤ =3å ÷3¤ = 이므로 3å =9x

∴ 27å =(3‹ )å =3‹ å =(3å )‹ =(9x)‹ =729x‹

3å
9

2¤ ‚ _15⁄ ⁄
6⁄ ⁄

2¤ ‚ _3⁄ ⁄ _5⁄ ⁄
2⁄ ⁄ _3⁄ ⁄

2¤ ‚ _15⁄ ⁄
6⁄ ⁄

02 ⑴ ;5$;ab= 이므로역수는

⑵- 의역수는-

⑶ 7x¤ y‹ = 이므로역수는

⑷-8ab=- 이므로역수는- 1
8ab

8ab
1

1
7x¤ y‹

7x¤ y‹
1

2x
3y

3y
2x

5
4ab

4ab
5

⑴ 4x_5y¤ =(4_5)_(x_y¤ )=20xy¤

⑵ (-5a¤ b)_ab‹ =(-5)_(a¤ _a)_(b_b‹ )
=-5a‹ b›

⑶ 6x¤ _{-;2!;x‹ }=[6_{-;2!;}]_(x¤ _x‹ )=-3xfi

⑷ (-10x¤ y)_{-;2!;y› }

=[(-10)_{-;2!;}]_x¤ _(y_y› )=5x¤ yfì

01

단항식의곱셈과나눗셈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20xy¤ ⑵-5a‹ b› ⑶-3xfi ⑷ 5x¤ yfi

02⑴ ⑵- ⑶ ⑷-

03⑴ 5x¤ ⑵-3x ⑶ 12b ⑷ 3a‹

04⑴ 12a¤ ⑵ ⑶-8x

05⑴-;3@;a ⑵ 8xy¤ ⑶-4a¤ b¤ ⑷ 4x‹

1
8a¤

1
8ab

1
7x¤ y‹

2x
3y

5
4ab

본문 47쪽

03 ⑴ 25x‹ ÷5x= =5x¤

⑵ (-24x¤ )÷8x= =-3x

⑶ 48a¤ b÷4a¤ = =12b

⑷ (-9afl )÷(-3a‹ )= =3a‹-9afl
-3a‹

48a¤ b
4a¤

-24x¤
8x

25x‹
5x

⑵ ;3@;a÷:¡3§:a‹ =;3@;a÷ =;3@;a_

=;3@;_;1£6;_a_ =

⑶ (-4x‹ )÷;2!;x¤ =(-4x‹ )÷ =(-4x‹ )_

=(-4)_2_x‹ _ =-8x1
x¤

2
x¤

x¤
2

1
8a¤

1
a‹

3
16a‹

16a‹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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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17

2 ⑴ 4a› bfi ÷(-2ab¤ )‹ =4a› bfi ÷(-8a‹ bfl )

= =-;2Åb;

⑵ (x¤ y‹ )fi ÷{-;3@;x‹ y} ¤ ÷(-y)‹

=x⁄ ‚ y⁄ fi ÷;9$;xfl y¤ ÷(-y‹ )

=x⁄ ‚ y⁄ fi _ _{- }

=;4(;_(-1)_x⁄ ‚ y⁄ fi _ _ =-;4(;x› y⁄ ‚1
y‹

1
xfl y¤

1
y‹

9
4xfl y¤

4a› bfi
-8a‹ bfl

4 ⑴ (-48xy¤ )÷6xy_ =24x› y›에서

(-48xy¤ )_ _ =24x› y›

(-8y)_ =24x› y›

∴ = =-3x› y‹

⑵ ÷(-3xyfl )_(-3xy¤ )‹ =-9x› y에서

_{- }_(-27x‹ yfl )=-9x› y

_9x¤ =-9x› y

∴ = =-x¤ y-9x› y
9x¤

1
3xyfl

24x› y›
-8y

1
6xy

3 ⑴ 3x¤ y_(-2xy¤ )¤ ÷;4#;x‹ y›

=3x¤ y_4x¤ y› _

=3_4_;3$;_ =16xy

⑵ (3ab¤ c)¤ ÷{-;2!;abc} ¤ _(-3ac)

=9a¤ b› c¤ ÷ _(-3ac)

=9a¤ b› c¤ _ _(-3ac)

=9_4_(-3)_ =-108ab¤ ca¤ b› c¤ _ac
a¤ b¤ c¤

4
a¤ b¤ c¤

a¤ b¤ c¤
4

x¤ y_x¤ y›
x‹ y›

4
3x‹ y›

핵심문제익히기

1⑴ 6x¤ y ⑵ :¡2∞:x‡ y°⋯ 2⑴- ⑵-;4(;x› y⁄ ‚

3⑴ 16xy ⑵-108ab¤ c 4⑴-3x› y‹ ⑵-x¤ y

a
2b

본문 48~49쪽(확인문제)

1 ⑴ (-5x)_{-;5#;y}_2x

=[(-5)_{-;5#;}_2]_(x_x)_y=6x¤ y

⑵ {-;6%;x¤ y}_(-3xy¤ )¤ _(-xy)‹

={-;6%;x¤ y}_(-3)¤ x¤ y› _(-1)‹ x‹ y‹

=[{- }_9_(-1)]_(x¤_x¤_x‹ )_(y_y›_y‹ )

=:¡2∞:x‡ y°

;6%;

계산력강화하기

01⑴-12a‹ x› ⑵ 6a‹ x› ⑶ 48afl ⑷ 54x· y‡

01⑸ ;3!;x‡ ⑹ 10xfi y‹

02⑴- ⑵- ⑶- ⑷ :£9™:b

02⑸ 25yfi ⑹

03⑴ 4a¤ b¤ ⑵ ⑶-7x› ⑷-

03⑸- ⑹ ;2(;xy‹xfi y›
2

a¤ xfi
2

16a¤
b¤

x‡ y
3

8
9x¤

1
4x›

2a¤
x

본문 50쪽

01 ⑴ 3a¤ x_(-4ax‹ )
={3_(-4)}_(a¤ _a)_(x_x‹ )
=-12a‹ x›

⑴ 3a_(-2a)÷9a

=3a_(-2a)_ =3_(-2)_;9!;_

=-;3@;a

⑵ 16x¤ y÷(-4x)_(-2y)

=16x¤ y_{- }_(-2y)

=16_{-;4!;}_(-2)_ =8xy¤

⑶ 4a¤ b÷(-2ab)_2ab¤

=4a¤ b_{- }_2ab¤

=4_{-;2!;}_2_ =-4a¤ b¤

⑷ 2x‹ _3xy÷;2#;xy=2x‹ _3xy_

=2_3_;3@;_ =4x‹
x‹ _xy
xy

2
3xy

a¤ b_ab¤
ab

1
2ab

x¤ y_y
x

1
4x

a¤
a

1
9a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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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답과 풀이

⑵ (-3ax‹ )_(-2a¤ x)
={(-3)_(-2)}_(a_a¤ )_(x‹ _x)
=6a‹ x›

⑶ 2a_(-3a¤ )_(-2a)‹
=2a_(-3a¤ )_(-8a‹ )
={2_(-3)_(-8)}_(a_a¤ _a‹ )
=48afl

⑷ (-x¤ y)_2xy‹ _(-3x¤ y)‹
=(-x¤ y)_2xy‹ _(-27xfl y‹ )
={(-1)_2_(-27)}_(x¤ _x_xfl )_(y_y‹ _y‹ )
=54x· y‡

⑸ {;3!;x} ‹ _(-3x¤ )¤ =;2¡7;x‹ _9x›

={;2¡7;_9}_(x‹ _x› )

=;3!;x‡

⑹ 5x¤ y_6x‹ _;3!;y¤

=5_6_;3!;_(x¤ _x‹ )_(y_y¤ )

=10xfi y‹

02 ⑴ 4a‹ x¤ ÷(-2ax‹ )= =-

⑵ 4x‹ ÷(-2x)‹ ÷2x›
=4x‹ ÷(-8x‹ )÷2x›

=4x‹ _{- }_{ }

=4_{-;8!;}_;2!;_x‹ _ _

=-

⑶ (-2x¤ )‹ ÷(-3x› )¤ =(-8xfl )÷9x°

=(-8xfl )_

=(-8)_;9!;_xfl _

=-

⑷ ;3$;ab¤ ÷;8#;ab=;3$;ab¤ _ =;3$;_;3*;_ab¤ _

=:£9™:b

⑸ (5xy‹ )¤ ÷;5!;x÷5xy

=25x¤ yfl _;[%;_

=25_5_;5!;_x¤ yfl _;[!;_ =25yfi1
xy

1
5xy

1
ab

8
3ab

8
9x¤

1
x°

1
9x°

1
4x›

1
x›

1
x‹

1
2x›

1
8x‹

2a¤
x

4a‹ x¤
-2ax‹

⑹ {-;3@;xfi y¤ } ¤ ÷;9$;x¤ y¤ ÷3xy

=;9$;x⁄ ‚ y› _ _

=;9$;_;4(;_;3!;_x⁄ ‚ y› _ _

= x‡ y
3

1
xy

1
x¤ y¤

1
3xy

9
4x¤ y¤

03 ⑴ 6ab¤ _2a¤ b÷3ab=6ab¤ _2a¤ b_

=6_2_;3!;_

=4a¤ b¤

⑵ 12a¤ b÷3ab‹ _4a=12a¤ b_ _4a

=12_;3!;_4_

=

⑶ (-7x¤ )¤ _;7#;x÷(-3x)

=49x› _;7#;x_{- }

=49_;7#;_{-;3!;}_

=-7x›

⑷ 2‹ ax¤ _(-2a¤ x‹ )¤ ÷(-2¤ ax)‹
=2‹ ax¤ _2¤ a› xfl ÷(-2fl a‹ x‹ )
=2fi afi x° ÷(-2fl a‹ x‹ )

=-

=-

⑸ {-;3@;xfi y¤ }÷{-;3$;x¤ y}_(-x¤ y‹ )

={-;3@;xfi y¤ }_{- }_(-x¤ y‹ )

={-;3@;}_{-;4#;}_(-1)_

=-

⑹ (2x¤ y)‹ ÷4x‹ y¤ _(-9xy¤ )¤ ÷(6x¤ y)¤

=8xfl y‹ _ _81x¤ y› _

=8_;4!;_81_;3¡6;_

=;2(;xy‹

xfl y‹ _x¤ y›
x‹ y¤ _x› y¤

1
36x› y¤

1
4x‹ y¤

xfi y›
2

xfi y¤ _x¤ y‹
x¤ y

3
4x¤ y

a¤ xfi
2

2fi afi x°
2fl a‹ x‹

x› _x
x

1
3x

16a¤
b¤

a¤ b_a
ab‹

1
3ab‹

ab¤ _a¤ b
ab

1
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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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19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③ 02⑴ 3a ⑵ ⑶ ;2#;x¤ y ⑷ ;2%;a‹

039a‹ b‹ 0̀4 ;2!;x 0̀5② 065

074b¤

5y¤
x

본문 51쪽

01 ① 2xy_(-3x¤ )={2_(-3)}_(x_x¤ )_y
=-6x‹ y

② (-4xy)¤ ÷2xy¤ _4x=16x¤ y¤ _ _4x

=16_;2!;_4_

=32x¤

③ (-x¤ y‹ )¤ ÷;3!;xy=x› yfl _;[£];=3x‹ yfi

④ ;3@;x¤ y_(-6xy‹ )

=;3@;_(-6)_(x¤ _x)_(y_y‹ )

=-4x‹ y›

⑤ 4a‹ b° _(-2a‹ b¤ )‹ ÷(2ab)‹
=4a‹ b° _(-8a· bfl )÷8a‹ b‹

=4a‹ b° _(-8a· bfl )_

=4_(-8)_;8!;_

=-4a· b⁄ ⁄

a‹ b° _a· bfl
a‹ b‹

1
8a‹ b‹

x¤ y¤ _x
xy¤

1
2xy¤

02 ⑴ (-3ab)‹ ÷9ab¤ ÷(-ab)

=(-27a‹ b‹ )_ _{-;a¡b;}

=(-27)_;9!;_(-1)_ =3a

⑵ (-3x¤ y‹ )÷{-;5#;x‹ y}

=(-3x¤ y‹ )_{- }

=(-3)_{-;3%;}_ =

⑶ 12x‹ y¤ ÷(-4x¤ y)¤ _2x‹ y
=12x‹ y¤ ÷16x› y¤ _2x‹ y

=12x‹ y¤ _ _2x‹ y

=12_;1¡6;_2_

=;2#;x¤ y

x‹ y¤ _x‹ y
x› y¤

1
16x› y¤

5y¤
x

x¤ y‹
x‹ y

5
3x‹ y

a‹ b‹
ab¤ _ab

1
9ab¤

⑷ 6a¤ b¤ ÷;1ª0;a‹ b› _;8#;a› b¤

=6a¤ b¤ _ _;8#;a› b¤

=6_:¡9º:_;8#;_

=;2%;a‹

a¤ b¤ _a› b¤
a‹ b›

10
9a‹ b›

(삼각형의넓이)=;2!;_(밑변의길이)_(높이)

=;2!;_6ab¤ _3a¤ b

=9a‹ b‹

04 (-64x¤ y› )_ ÷8xy‹ =-4x¤ y에서

=(-4x¤ y)÷(-64x¤ y› )_8xy‹

=(-4x¤ y)_{- }_8xy‹

=(-4)_{-;6¡4;}_8_

=;2!;x

x¤ y_xy‹
x¤ y›

1
64x¤ y›

06 ;a!;x‹ y¤ ÷{-;5@;x› y∫ } 2_6x¤ y¤

=;a!;x‹ y¤ ÷;2¢5;x° y¤ ∫ _6x¤ y¤

=;a!;x‹ y¤ _ _6x¤ y¤

=;a!;_:™4∞:_6_

= = =

이므로 ;2&a%;=:¡2∞:, c=3, 2b-4=2

∴ a=5, b=3, c=3

∴ a+b-c=5

15
2xç y¤

75
2ax‹ y¤ ∫ —›

75xfi y›
2ax° y¤ ∫

x‹ y¤ _x¤ y¤
x° y¤ ∫

25
4x° y¤ ∫

05 {;2#;xy} 3_ ÷{ } 2= 에서

:™8¶:x‹ y‹ _ ÷ =

∴ = _ _

=:™5¶:_;2•7;_;1@6%;_

= 5
2x¤

x‹ _yfl
y‹ _x‹ y‹ _x¤

25yfl
16x¤

8
27x‹ y‹

27x‹
5y‹

27x‹
5y‹

25yfl
16x¤

27x‹
5y‹

5y‹
4x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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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답과 풀이

04 = = =5‹5fi
5¤

5_5›
5¤

5› +5› +5› +5› +5›
25

05 ⑤ 16x¤ y¤ ÷8xy¤ _2x=16x¤ y¤ _ _2x

=4x¤

1
8xy¤

06 6xy› _{-;]@;}2 ÷3x¤ y=6xy› _ _

= 8y
x

1
3x¤ y

4
y¤

12 288=2fi _3¤이므로
288‹ =(2fi _3¤ )‹ =2⁄ fi _3fl

따라서 x=15, y=6이므로
x+y=21

07 {- } 3= =

이므로 (-2)‹ =c, 3a=6, b=15

∴ a=2, b=15, c=-8

∴ a+b-c=2+15-(-8)=25

cxfl z‹
y∫

(-2)‹ x‹ å z‹
y⁄ fi

2xå z
yfi

08 8⁄ ‚ =(2‹ )⁄ ‚ =2‹ ‚ =(2⁄ ‚ )‹ =A‹

∴ = 1
A‹

1
8⁄ ‚

10 27å ÷81fi =3에서 27=3‹ , 81=3›이므로

(3‹ )å ÷(3› )fi =3, 33a÷3¤ ‚ =3, 33a-20=3

따라서 3a-20=1이므로 a=7

11 ;3!;a¤ b› c÷{-;2!;ab‹ c¤ } 2_ =-;3@;a‹ bfi c¤에서

;3!;a¤ b› c÷;4!;a¤ bfl c› _ =-;3@;a‹ bfi c¤

;3!;a¤ b› c_ _ =-;3@;a‹ bfi c¤

_ =-;3@;a‹ bfi c¤

∴ ={-;3@;a‹ bfi c¤ }_

={-;3@;}_;4#;_a‹ bfi ±¤ c¤ ±‹

=-;2!;a‹ b‡ cfi

3b¤ c‹
4

4
3b¤ c‹

4
a¤ bfl c›

09 ㈎ (x¤ )å _(x› )‹ =x¤ å _x⁄ ¤ =x¤ å ± ⁄ ¤ =x⁄ fl

이므로 2a+12=16⋯⋯∴ a=2

㈏ x‹ ÷(xfl ÷x∫ )=x‹ ÷xfl —∫ =x3-(6-b)=x‡

이므로 3-(6-b)=7⋯⋯∴ b=10

㈐ {(x› )‹ }¤ =(x⁄ ¤ )¤ =x¤ › =xç⋯⋯∴ c=24

㈑ x‹ _(-x)¤ ÷x∂ =x‹ _x¤ ÷x∂ =x‹ ±¤ —∂ =xfi —∂ =x¤

이므로 5-d=2⋯⋯∴ d=3

㈒ = =

x8-2f=xfl이므로 8-2f=6⋯⋯∴ f=1

= 이므로 6-4e=2⋯⋯∴ e=1

∴ a+b+c+d+e+f
=2+10+24+3+1+1
=41

1
y¤

1
yfl —› “

xfl
y¤

x° y› “
x¤ ƒ yfl

(x¤ y“ )›
(x ƒ y‹ )¤

07 (직육면체의부피)
=(가로의길이)_(세로의길이)_(높이)

이므로높이를 라하면

6a¤ _5b_ =120a¤ b‹

30a¤ b_ =120a¤ b‹

∴ = =4b¤120a¤ b‹
30a¤ b

Step (기본문제) 본문 52~53쪽

01① 02③ 03② 04① 05⑤

06 07 25 08④ 09 41 10⑤

11⑤ 12 21 13⑴ 2⁄ ¤ ⑵ 2 14①

8y
x

01 ① (5‹ )› =5⁄ ¤

02 ① (4¤ )‹ =4fl

② 4‹ _4‹ =4‹ ±‹ =4fl

③ 4⁄ ¤ ÷4¤ =4⁄ ¤ —¤ =4⁄ ‚
④ 2› _2› _2› =2› ±› ±› =2⁄ ¤ =(2¤ )fl =4fl

⑤ 4fi +4fi +4fi +4fi =4_4fi =41+5=4fl

03 ① a› _a¤ =a4+2=afl⋯⋯∴ =6

② x⁄ ¤ ÷x =x12- =x‹이므로 12- =3

∴ =9

③ (2a¤ )‹ =2‹ afl =8afl⋯⋯∴ =8

④ = =x‹⋯⋯∴ =3

⑤ {- }¤ = = ⋯⋯∴ =4zfl
4x¤ y›

(z‹ )¤
(2xy¤ )¤

z‹
2xy¤

xfl
x‹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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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21

13 ⑴ 12fl ÷ ÷27¤ =1에서

12fl _ _ =1

=1, 27¤ _ =12fl

∴ = = = =2⁄ ¤

⑵ 16› _8 ÷32‹ =(2› )› _(2‹ ) ÷(2fi )‹

=2⁄ fl _23_ ÷2⁄ fi

=216+3_ -15

=21+3_ =2‡

⑵이므로 1+3_ =7⋯⋯∴ =2

3fl _2⁄ ¤1115
3fl

(3_2¤ )fl1111
(3‹ )¤

12fl152
27¤

12fl
27¤ _

1
27¤

1

14 원뿔의밑면의반지름의길이를 라하면

;3!;_(p_ ¤ )_4ab¤ =12pab¤

¤ = =9

따라서원뿔의밑면의반지름의길이는양수이므로

=3

12pab¤ _3
4pab¤

02 ③ (ab¤ )‹ _{ }3=a‹ bfl _ =

⑤ (-2x)‹ ÷(-4x)÷;3@;x

=(-8x‹ )÷(-4x)÷;3@;x

=(-8x‹ )_{- }_;2£[;

=3x

1
4x

afl
b‹

a‹
b·

a
b‹

03 (-2x› y‹ )Å ÷8xı y¤ ÷(-2x› y° )

=(-2)Å x› Å y‹ Å _ _{ }

= =Cx› y¤

=y¤에서 3A-10=2

∴A=4

=x›에서 4A-(B+4)=4, 16-(B+4)=4

∴B=8

=C에서 =-1

∴ C=-1

∴A+B+C=4+8-1=11

(-2)›
-16

(-2)Å
-16

x› Å
xı ±›

y‹ Å
y⁄ ‚

(-2)Å x› Å y‹ Å
-16xı ±› y⁄ ‚

1
-2x› y°

1
8xı y¤

05 {-;2!;x¤ y‹ } 3÷ ÷{-;3!;x¤ y‹ }2 =x¤ y에서

{- }_ ÷ =x¤ y

{- }_ _ =x¤ y

{- }_ =x¤ y

∴ ={- }÷x¤ y

={- }_

=-;8(;y¤

1
x¤ y

9x¤ y‹
8

9x¤ y‹
8

11139x¤ y‹
8

9
x› yfl

1113xfl y·
8

x› yfl
9

1113xfl y·
8

06 9≈ =(3¤ )≈ =3¤ ≈ =(3≈ )¤ =4=2¤

∴ 3≈ =2

∴ = = =;1¢8;=;9@;
2¤

2› +2
(3≈ )¤

(3≈ )› +3≈
3¤ ≈

3› ≈ +3≈

04 ;3@;a¤ b› ÷ _{;2#;a‹ b¤ }2 =;2!;a‹ bfi에서

;3@;a¤ b› _ _;4(;afl b› =;2!;a‹ bfi

;2#;a° b° _ =;2!;a‹ bfi

∴ =;2#;a° b° ÷;2!;a‹ bfi

=;2#;a° b° _

=3afi b‹

211
a‹ bfi

1113

1113

Step (발전문제) 본문 54~55쪽

01⑤ 02③, ⑤ 03④ 04②

05 -;8(;y¤ 06①

07⑴ ⑵ 3A‹ 08 09 32

10⑴ 2 ⑵ 2 ⑶ 20 ⑷ 2 ⑸ 3

11 3⁄ ‹과 13⁄ ‡ , 7⁄ ‡과 17⁄ ‹ 12④ 13 4

14⑴ 32 ⑵ 9

400a
b›

1
9A¤

01 [-{ }¤ ]¤={- }
¤
=

a°
81

a›
9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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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답과 풀이

09 1_2_3_4_5_6_7_8_9_10
=1_2_3_2¤ _5_(2_3)_7_2‹ _3¤ _(2_5)
=2° _3› _5¤ _7

∴ a=8, b=4, c=1

∴ abc=32

14 ⑴ 4⁄ ⁄ _7_5¤ ‚ =(2¤ )⁄ ⁄ _7_5¤ ‚
=2¤ ¤ _7_5¤ ‚
=2¤ _7_(2¤ ‚ _5¤ ‚ )
=2¤ _7_(2_5)¤ ‚
=28_10¤ ‚

⋯ 따라서 22자리의수이고각자리의숫자의합은
2+8=10이다.
∴ n=22, a=10

∴ a+n=32

⑵ =

=

=

=3⁄ °

3_3‹ ‚
3_3⁄ ¤

3‹ ‚ +3‹ ‚ +3‹ ‚
3⁄ ¤ +3⁄ ¤ +3⁄ ¤

(3‹ )⁄ ‚ +(3¤ )⁄ fi +3‹ ‚
(3‹ )› +(3¤ )fl +3⁄ ¤

27⁄ ‚ +9⁄ fi +3‹ ‚
27› +9fl +3⁄ ¤

10 ⑴ 3å _3¤ =3å ±¤ , 81=3›이므로
a+2=4⋯⋯∴ a=2

⑵ 8¤ ≈ —⁄ =2≈ ±‡에서 (2‹ )¤ ≈ —⁄ =2≈ ±‡이므로
3(2x-1)=x+7
5x=10⋯⋯∴ x=2

⑶ 48› =(2› _3)› =2⁄ fl _3›이므로
x=4, y=16

∴ x+y=20

⑷ 625x-1=(5› )x-1=54(x-1)=54x-4=56-x이므로

4x-4=6-x, 5x=10

∴ x=2

⑸ 3x+1+3x=108에서
3≈ _3+3≈ =2¤ _3‹이므로
4_3≈ =2¤ _3‹

∴ x=3

11 ⁄ 3⁄ =3, 3¤ =9, 3‹ =27, 3› =81, 3fi =243, y

즉, 일의 자리의 숫자가 3, 9, 7, 1의 순서로 반복
되고, 13=4_3+1이므로 3⁄ ‹의 일의 자리의 숫자
는 3이다.

¤ 7⁄ =7, 7¤ =49, 7‹ =343, 7› =2401, 7fi =16807, y

즉, 일의 자리의 숫자가 7, 9, 3, 1의 순서로 반복
되고, 17=4_4+1이므로 7⁄ ‡의 일의 자리의 숫자
는 7이다.

08 a=5≈ —¤ =5≈ ÷5¤ = ⋯⋯∴ 5≈ =25a

b=2⁄ —≈ =2÷2≈ =2_ ⋯⋯∴ 2≈ =;b@;

∴ 80≈ =(2› _5)≈ =2› ≈ _5≈ =(2≈ )› _5≈

={;b@;} 4_25a= 400a
b›

1
2≈

5≈
5¤

13 {;2•5;}8={ } 8= =

= = =

? = =

∴ a=4

1
10›

10⁄ ¤
10⁄ fl

(10‹ )›
10⁄ fl

(2⁄ ‚ )›
10⁄ fl

2› ‚
10⁄ fl

2¤ › _2⁄ fl
(5_2)⁄ fl

2¤ › _2⁄ fl
5⁄ fl _2⁄ fl

2¤ ›
5⁄ fl

2‹
5¤

‹ 9⁄ =9, 9¤ =81, 9‹ =729, y

즉, 일의자리의숫자가 9, 1의순서로반복되고, 
12=2_6이므로 9⁄ ¤의일의자리의숫자는 1이다.

› 17⁄ =17, 17¤ =289, 17‹ =4913, 17› =83521,
17fi =1419857, y
즉, 일의 자리의 숫자가 7, 9, 3, 1의 순서로 반복
되고, 13=4_3+1이므로 17⁄ ‹의 일의 자리의 숫
자는 7이다.

fi 13⁄ =13, 13¤ =169, 13‹ =2197, 13› =28561,
13fi =371293, y
즉, 일의 자리의 숫자가 3, 9, 7, 1의 순서로 반복
되고, 17=4_4+1이므로 13⁄ ‡의 일의 자리의 숫
자는 3이다.

12 원기둥 B의높이를 라하면

(원기둥A의부피)=pr¤ _6r=6pr‹

(원기둥 B의부피)=p(2r)¤ _ =4pr¤ _

두원기둥A와 B의부피가같으므로

6pr‹ =4pr¤ _

∴ =;2#;r

07 ⑴ 3≈ —⁄ =3≈ ÷3=A이므로 3≈ =3A

∴ (0. H1)≈ ={;9!;} / = = =

= =

⑵ = =

= =3{ } 3=3A‹1
2⁄ ‚

3
(2⁄ ‚ )‹

3
2‹ ‚

3
(2fl )fi

3
64fi

1
9A¤

1
(3A)¤

1
(3≈ )¤

1
3¤ ≈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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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23

02 n이짝수이므로 n+1은홀수이다.
∴ a« ±⁄ -(-a)« +a« -(-a)« ±⁄

=a« ±⁄ -a« +a« +a« ±⁄
=2a« ±⁄

Step (심화문제) 본문 56쪽

01⑴ 9 ⑵ ;2!; 02 2an+1
03 10 04④

05 9 06⑴ 9 ⑵ 1 ⑶ 1 ⑷ 2 07 4

01 ⑴ 3‹ ÷3å =0.H1에서 =;9!;= 이므로

a-3=2⋯⋯∴ a=5

또, 8.H9÷3∫ _0.H8H1=0. H0H9에서

9÷3∫ _;9*9!;=;9ª9;이므로 9_ _;9*9!;=;9ª9;

=;8¡1;= ⋯⋯∴ b=4

∴ a+b=5+4=9

⑵ = = =

= = =

∴ _ = _

= =;2!;
2·
2⁄ ‚

2·
3‡

3‡
2⁄ ‚

2° +2°
9‹ +9‹ +9‹

3fl +3fl +3fl
4› +4› +4› +4›

2·
3‡

2_2°
3_(3¤ )‹

2_2°
3_9‹

2° +2°
9‹ +9‹ +9‹

3‡
2⁄ ‚

3_3fl
2¤ _(2¤ )›

3_3fl
4_4›

3fl +3fl +3fl
4› +4› +4› +4›

1
3›

1
3∫

1
3∫

1
3¤

1
3a-3

03 3⁄ =3, 3¤ =9, 3‹ =27, 3› =81, 3fi =243, y

즉, 일의자리의숫자가 3, 9, 7, 1의순서로반복되고,
2000=4_500이므로 3¤ ‚ ‚ ‚의일의자리의숫자는 1이다.
∴ a=1

또, x=3‹ fl에서 9x=3¤ _3‹ fl =3‹ °
38=4_9+2이므로 3‹ °의일의자리의숫자는 9이다.
∴ b=9

∴ a+b=1+9=10

05 (xå y∫ zç )∂ =xå ∂ y∫ ∂ zç ∂ =x¤ › y‹ ¤ z⁄ fl이므로
ad=24, bd=32, cd=16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d는 24, 32, 16

의최대공약수이어야하므로 d=8
d=8일때, a=3, b=4, c=2

∴ a+b+c=3+4+2=9

04 8≈ —⁄ _4¤ ≈ =(2‹ )≈ —⁄ _(2¤ )¤ ≈ =23(x-1)_24x

=23(x-1)+4x=2⁄ °

이므로 3(x-1)+4x=18

06 ⑴ 4≈ —⁄ _8≈ —⁄ =16≈ ±⁄에서
(2¤ )≈ —⁄ _(2‹ )≈ —⁄ =(2› )≈ ±⁄

22(x-1)_23(x-1)=24(x+1)

2¤ ≈ —¤ _2‹ ≈ —‹ =2› ≈ ±›

2(2x-2)+(3x-3)=2› ≈ ±›
(2x-2)+(3x-3)=4x+4이므로
5x-5=4x+4⋯⋯∴ x=9

⑵ 3≈ ±⁄ (2≈ +2≈ )=3≈ ±⁄ (2_2≈ )
=3≈ ±⁄ _2≈ ±⁄
=(3_2)≈ ±⁄
=6≈ ±⁄ =6¤ ≈

⋯ x+1=2x이므로 x=1

⑶ 2≈ ±¤ +2≈ ±⁄ +2≈ =14에서
2≈ (2¤ +2+1)=14
7_2≈ =14, 2≈ =2

∴ x=1

⑷ 5≈ ±⁄ (2≈ ±¤ -2≈ )=5≈ ±⁄ _2≈ (2¤ -1)
=5≈ _5_2≈ _3
=5_3_(2_5)≈
=15_10≈
=1500=15_10¤

⋯ ∴ x=2

07 4› _25 =(2¤ )› _(5¤ ) =2° _52_ ⋯⋯yy ㉠

㉠이 9자리의 자연수가 되려면 a_(2_5)° (단, a는
한자리의자연수)의꼴이되어야한다.

a_(2_5)° =2° _52_ 에서

52_ =a_5°
=4일때, 5° =a_5°⋯⋯∴ a=1
=5일때, 5⁄ ‚ =a_5°⋯⋯∴ a=5¤ =25

그런데 a는한자리의자연수이어야하므로
=4

⋯ 3⁄ =3, 3¤ =9, 3‹ =27, 3› =81, 3fi =243, y

즉, 일의자리의숫자가 3, 9, 7, 1의순서로반복되
고, 18=4_4+2이므로 3⁄ °의 일의 자리의 숫자는 9
이다.

7x=21⋯⋯∴ x=3
2⁄ › _5⁄ ‡ =5‹ _(2⁄ › _5⁄ › )=5‹ _(2_5)⁄ ›

=125_10⁄ ›

따라서 2⁄ › _5⁄ ‡은 17자리의자연수이므로 y=17

∴ x+y=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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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7~58쪽

140 2 ;6∞4;A‹ B 3 46

5-;2#; 612

45xfi
y¤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3x¤ y)A÷6xyB_8x¤ y‹

=(-3)Ax2AyA_ _8x¤ y‹

=(-3)A_;3$;_x2A-1+2yA-B+3

=Cx‡ yfi

(-3)A_ =C, 2A-1+2=7, A-B+3=5

이므로A=3, B=A-2=3-2=1,

C=(-3)‹ _;3$;=(-27)_;3$;=-36

∴A+B-C=3+1-(-36)
=40

;3$;

1
6xyB

1단계

2단계

3단계

2 A=2x+2=2x_2¤ =4_2x이므로

2x=

B=5x-1=5x÷5=5x_ 이므로

5x=5B

∴ 40x=(2‹ _5)x=23x_5x

=(2x)3_5x

={ }
‹ _5B

=;6∞4;A‹ B

A
4

;5!;

A
4

1단계

2단계

3단계

3 어떤식을 라하면

÷{- }=5x‹ y¤

∴ =5x‹ y¤ _{- }

=-15x›

따라서바르게계산하면

(-15x› )_{- }= 45xfi
y¤

3x
y¤

3x
y¤

3x
y¤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조건을만족하는식세우기 2점1

어떤식구하기 2점2

바르게계산한답구하기 2점3

24 정답과 풀이

4 2fi _2fi _2fi _2fi _2fi =2fi ±fi ±fi ±fi ±fi =2¤ fi

∴A=25
4fl +4fl +4fl +4fl =4_4fl =4‡

∴B=7
(5‹ )› =5⁄ ¤⋯⋯∴ C=12

∴A-B-C=25-7-12=6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A의값구하기 2점1

B의값구하기 2점2

C의값구하기 2점3

A-B-C의값구하기 1점4

5 (-2xå )∫ =16x⁄ ¤에서
(-2)∫ =16=(-2)›이므로 b=4

xab=x⁄ ¤이므로 ab=12, 4a=12⋯⋯∴ a=3

∴ (-6a¤ b‹ )¤ ÷4afi b¤ ÷(-2b)‹

=36a› bfl _ _{- }

=36_;4!;_{-;8!;}_

={-;8(;}_;aB;={-;8(;}_;3$;

=-;2#;

a› bfl
afi b¤ _b‹

1
8b‹

1
4afi b¤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b의값구하기 2점1

a의값구하기 2점2

(-6a¤ b‹ )¤ ÷4afi b¤ ÷(-2b)‹의값구하기 3점3

6 =

=

=2⁄ fi _5⁄ ‚
=2fi _(2⁄ ‚ _5⁄ ‚ )
=2fi _(2_5)⁄ ‚
=32_10⁄ ‚

따라서 은 12자리의수이다.

∴ n=12

2⁄ fi _15¤ ‚
45⁄ ‚

2⁄ fi _3¤ ‚ _5¤ ‚
3¤ ‚ _5⁄ ‚

2⁄ fi _(3_5)¤ ‚
(3¤ _5)⁄ ‚

2⁄ fi _15¤ ‚
45⁄ ‚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식을간단히나타내기 3점1

a_10« 꼴로나타내기 3점2

n의값구하기 1점3

13중등기본_2-1_02해(14~47)ok  2013.5.27 09:36 PM  페이지24   다민  2540DPI 175LPI



2 다항식의계산

다항식의덧셈과뺄셈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5a+b ⑵ x-3 ⑶ ;3$;a-;3!;b ⑷ 3x+y-5

02⑴-2x+y ⑵ 4x-3y ⑶-2a-;2#;b

02⑷-4a+b+1

03⑴-4x¤ -3x+6 ⑵ x¤ -3x+4 ⑶ 2x¤ +4x-2

⑷ 11x¤ -7x+4

04⑴ 3x+1 ⑵-3y ⑶-5x

본문 62쪽

II. 식의 계산 25

⑴ (a+2b)+(4a-b)=a+2b+4a-b
=a+4a+2b-b
=(1+4)a+(2-1)b
=5a+b

⑵ (-3x+2)+(4x-5)=-3x+2+4x-5
=-3x+4x+2-5
=(-3+4)x+(2-5)
=x-3

⑶ {a+;3@;b}+{;3!;a-b}=a+;3@;b+;3!;a-b

=a+;3!;a+;3@;b-b

={1+;3!;}a+{;3@;-1}b

=;3$;a-;3!;b

⑷ (2x-y)+(x+2y-5)
=2x-y+x+2y-5
=2x+x-y+2y-5
=(2+1)x+(-1+2)y-5
=3x+y-5

01

⑴ (6x-4y)-(8x-5y)=6x-4y-8x+5y
=6x-8x-4y+5y
=(6-8)x+(-4+5)y
=-2x+y

⑵ (3x-y)-(-x+2y)=3x-y+x-2y
=3x+x-y-2y
=(3+1)x+(-1-2)y
=4x-3y

⑶ (-4a-b)-{-2a+;2!;b}

02

=-4a-b+2a-;2!;b

=-4a+2a-b-;2!;b

=(-4+2)a+{-1-;2!;}b

=-2a-;2#;b

⑷ (a-3b+2)-(5a-4b+1)
=a-3b+2-5a+4b-1
=a-5a-3b+4b+2-1
=(1-5)a+(-3+4)b+(2-1)
=-4a+b+1

⑴ (x¤ -3x)+(-5x¤ +6)
=x¤ -3x-5x¤ +6
=x¤ -5x¤ -3x+6
=(1-5)x¤ -3x+6
=-4x¤ -3x+6

⑵ (5x¤ +2x-3)+(-4x¤ -5x+7)
=5x¤ +2x-3-4x¤ -5x+7
=5x¤ -4x¤ +2x-5x-3+7
=(5-4)x¤ +(2-5)x+(-3+7)
=x¤ -3x+4

⑶ (4x¤ -x+1)-(2x¤ -5x+3)
=4x¤ -x+1-2x¤ +5x-3
=4x¤ -2x¤ -x+5x+1-3
=(4-2)x¤ +(-1+5)x+(1-3)
=2x¤ +4x-2

⑷ (2-3x+8x¤ )-(-3x¤ +4x-2)
=2-3x+8x¤ +3x¤ -4x+2
=8x¤ +3x¤ -3x-4x+2+2
=(8+3)x¤ +(-3-4)x+(2+2)
=11x¤ -7x+4

03

⑴ 4x+{x-(2x-1)}
=4x+(x-2x+1)
=4x+(-x+1)
=4x-x+1
=3x+1

⑵ 3x-{5y-(2y-3x)}
=3x-(5y-2y+3x)
=3x-(3y+3x)
=3x-3y-3x
=-3y

⑶ y-[x-{2y-(4x+3y)}]
=y-{x-(2y-4x-3y)}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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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답과 풀이

2 ⑴ (7x¤ -2x+3)+(-2x¤ +5x-8)
=7x¤ -2x+3-2x¤ +5x-8
=7x¤ -2x¤ -2x+5x+3-8
=(7-2)x¤ +(-2+5)x+(3-8)
=5x¤ +3x-5

⑵ (x¤ -7x+5)-3(-2x¤ -x+6)
=x¤ -7x+5+6x¤ +3x-18
=x¤ +6x¤ -7x+3x+5-18
=(1+6)x¤ +(-7+3)x+(5-18)
=7x¤ -4x-13

⑶ (7x¤ -6x-9)-(4x¤ -5)
=7x¤ -6x-9-4x¤ +5
=7x¤ -4x¤ -6x-9+5
=(7-4)x¤ -6x+(-9+5)
=3x¤ -6x-4

⑷ {;2!;x¤ -3x+;4#;}+{;3!;x¤ -;2!;}

=;2!;x¤ -3x+;4#;+;3!;x¤ -;2!;

=;2!;x¤ +;3!;x¤ -3x+;4#;-;2!;

={;2!;+;3!;}x¤ -3x+{;4#;-;2!;}

=;6%;x¤ -3x+;4!;

⑸ -

=

=

=

=
(12-4)a¤ +(-6-6)a+(9+10)

6

12a¤ -4a¤ -6a-6a+9+10
6

12a¤ -6a+9-4a¤ -6a+10
6

3(4a¤ -2a+3)-2(2a¤ +3a-5)
6

2a¤ +3a-5
3

4a¤ -2a+3
2

핵심문제익히기

1⑴-5x+9y-1 ⑵-7x+12y-4

1⑶-2x-7y+8 ⑷ ;1!2#;a-;6!;b ⑸ ;3!;x-;3%;y

1⑹-;7!;a-;7̂;b

2⑴ 5x¤ +3x-5 ⑵ 7x¤ -4x-13 ⑶ 3x¤ -6x-4

1⑷ ;6%;x¤ -3x+;4!; ⑸

3⑴ 8x-23y ⑵ 11x¤ +8x+11y 46x¤ +9x-9

8a¤ -12a+19
6

본문 63~65쪽(확인문제)

1 ⑴ (x-3y+2)+3(-2x+4y-1)
=x-3y+2-6x+12y-3
=x-6x-3y+12y+2-3
=(1-6)x+(-3+12)y+(2-3)
=-5x+9y-1

⑵ 2(-3x+5y)-(x-2y+4)
=-6x+10y-x+2y-4
=-6x-x+10y+2y-4
=(-6-1)x+(10+2)y-4
=-7x+12y-4

⑶ (2x-6y+5)-(4x+y-3)
=2x-6y+5-4x-y+3
=2x-4x-6y-y+5+3
=(2-4)x+(-6-1)y+(5+3)
=-2x-7y+8

⑷ {;3!;a-;2!;b}+{;4#;a+;3!;b}

=;3!;a-;2!;b+;4#;a+;3!;b

=;3!;a+;4#;a-;2!;b+;3!;b

={;3!;+;4#;}a+{-;2!;+;3!;}b

=;1!2#;a-;6!;b

⑸ x-2y- =x-2y-;3@;x+;3!;y

=x-;3@;x-2y+;3!;y

2x-y
3

=y-{x-(-4x-y)}
=y-(x+4x+y)
=y-(5x+y)
=y-5x-y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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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3%;y

⑹ {;7!;a-b}-{;7@;a-;7!;b}

=;7!;a-b-;7@;a+;7!;b

=;7!;a-;7@;a-b+;7!;b

={;7!;-;7@;}a+{-1+;7!;}b

=-;7!;a-;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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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27

3 ⑴ (주어진식)=4x-(2x+6y-6x+21y)+4y
=4x-(-4x+27y)+4y
=4x+4x-27y+4y
=8x-23y

⑵ (주어진식)

=5x¤ -{4x-(7x+3y+5x+4y)-6x¤ +y}+5y
=5x¤ -{4x-(12x+7y)-6x¤ +y}+5y
=5x¤ -(4x-12x-7y-6x¤ +y)+5y
=5x¤ -(-6x¤ -8x-6y)+5y
=5x¤ +6x¤ +8x+6y+5y
=11x¤ +8x+11y

4 어떤식을A라하면
A+(-x¤ -4x+3)=4x¤ +x-3

∴A=4x¤ +x-3-(-x¤ -4x+3)
=4x¤ +x-3+x¤ +4x-3
=5x¤ +5x-6

따라서바르게계산하면

(5x¤ +5x-6)-(-x¤ -4x+3)
=5x¤ +5x-6+x¤ +4x-3
=6x¤ +9x-9

계산력강화하기

01⑴ x+y ⑵-2x¤ -3x ⑶-23a+8b

01⑷ 17x¤ -9x+8 ⑸-;2!;y¤ -;2%;y+2

02⑴ ⑵ ⑶

03⑷

03⑴ 12x-12y ⑵ a+11b ⑶ 6a ⑷ 0

02⑸ 9x-6y+7 ⑹ 5b ⑺ 5x+3y ⑻ x+y

02⑼ 5x ⑽-21x¤ +7x+4

7a+b+5c
12

x+1
12

22x+11y
3

-55x+52
12

본문 66쪽

01 ⑴ (3x-2y)+(-2x+3y)
=3x-2y-2x+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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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2x¤ -4x+1)+(-4x¤ +x-1)
=2x¤ -4x+1-4x¤ +x-1
=2x¤ -4x¤ -4x+x+1-1
=(2-4)x¤ +(-4+1)x+(1-1)
=-2x¤ -3x

⑶ (-5a+2b)-6(3a-b)
=-5a+2b-18a+6b
=-5a-18a+2b+6b
=(-5-18)a+(2+6)b
=-23a+8b

⑷ (5x¤ -7x+2)-2(-6x¤ +x-3)
=5x¤ -7x+2+12x¤ -2x+6
=5x¤ +12x¤ -7x-2x+2+6
=(5+12)x¤ +(-7-2)x+(2+6)
=17x¤ -9x+8

⑸ {;4!;y¤ -;2!;y+1}-{;4#;y¤ +2y-1}

=;4!;y¤ -;2!;y+1-;4#;y¤ -2y+1

=;4!;y¤ -;4#;y¤ -;2!;y-2y+1+1

={;4!;-;4#;}y¤ +{-;2!;-2}y+(1+1)

=-;2!;y¤ -;2%;y+2

02 ⑴ (주어진식)=

=

=

=

=

⑵ (주어진식)=

=

=

=

= 22x+11y
3

(24-2)x+(6+5)y
3

24x-2x+6y+5y
3

24x+6y-2x+5y
3

3(8x+2y)-(2x-5y)
3

-55x+52
12

(-28-27)x+(70-18)
12

-28x-27x+70-18
12

-28x+70-27x-18
12

14(-2x+5)-9(3x+2)
12

분자의 항이 3개 이상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항을
분모로 각각 나누어 준다.

⇨ = + + C
D

B
D

A
D

A+B+C
D

= 8a¤ -12a+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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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답과 풀이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⑴ 0.3x-0.4y+7z ⑵ ;3%;a-;4#;b

01⑶ ;6!;y¤ -3y-;4!; ⑷

02⑴ 19x+10y ⑵ 2x+6y+2z ⑶ 6x¤ -2x+6

03-3 04⑤ 05① 06③

-7a+4b
6

본문 67쪽

03 ⑴ (주어진식)=9x-(7y-3x+5y)
=9x-(-3x+12y)
=9x+3x-12y
=12x-12y

⑵ (주어진식)=3a+(5b-2a+6b)
=3a-2a+11b
=a+11b

⑶ (주어진식)=3a-4b-(2a-7b-5a+3b)
=3a-4b-(-3a-4b)
=3a-4b+3a+4b
=6a

⑷ (주어진식)=3x-(5x+4y-2x+3y)+7y
=3x-(3x+7y)+7y
=3x-3x-7y+7y
=0

⑸ (주어진식)

=-2x+y-(-2x+y-9x+6y-7)
=-2x+y-(-11x+7y-7)
=-2x+y+11x-7y+7
=9x-6y+7

⑹ (주어진식)=7a-{3a-(2b-4a+3b)}
=7a-{3a-(-4a+5b)}
=7a-(3a+4a-5b)
=7a-(7a-5b)
=7a-7a+5b=5b

01 ⑴ (주어진식)=0.3x+0.7y-(1.1y-7z)
=0.3x+0.7y-1.1y+7z
=0.3x+(0.7-1.1)y+7z
=0.3x-0.4y+7z

⑵ (주어진식)=a-;2!;b+;3@;a-;4!;b

=a+;3@;a-;2!;b-;4!;b

={1+;3@;}a+{-;2!;-;4!;}b

=;3%;a-;4#;b

⑶ (주어진식)=

=

=

=

=

⑷ (주어진식)

=

=

=

=

= 7a+b+5c
12

(6+4-3)a+(-6+4+3)b+(6-4+3)c
12

6a+4a-3a-6b+4b+3b+6c-4c+3c
12

6a-6b+6c+4a+4b-4c-3a+3b+3c
12

6(a-b+c)+4(a+b-c)-3(a-b-c)
12

x+1
12

(6-8+3)x+(6+4-9)
12

6x-8x+3x+6+4-9
12

6x+6-8x+4+3x-9
12

6(x+1)-4(2x-1)+3(x-3)
12

⑺ (주어진식)=5x-{4x-3y-(5x+3y-x-3y)}
=5x-(4x-3y-4x)
=5x-(-3y)
=5x+3y

⑻ (주어진식)=5x-{4x-5y-(3x-2y-3x-2y)}
=5x-{4x-5y-(-4y)}
=5x-(4x-5y+4y)
=5x-(4x-y)
=5x-4x+y
=x+y

⑼ (주어진식)=9x-{5x-2y-(2x-x+3y)}-5y
=9x-{5x-2y-(x+3y)}-5y
=9x-(5x-2y-x-3y)-5y
=9x-(4x-5y)-5y
=9x-4x+5y-5y
=5x

⑽ (주어진식)

=7x¤ -{5x-3-(5-2x-28x¤ +12x-4+2x)}
=7x¤ -{5x-3-(-28x¤ +12x+1)}
=7x¤ -(5x-3+28x¤ -12x-1)
=7x¤ -(28x¤ -7x-4)
=7x¤ -28x¤ +7x+4
=-21x¤ +7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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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29

03 (주어진식)=2x-3y-(5x-6y-4x+7y)
=2x-3y-(x+y)
=2x-3y-x-y
=x-4y

∴A=1, B=-4

∴A+B=-3

04 =(-4x¤ +12x+5)-(2x¤ -3)

=-4x¤ +12x+5-2x¤ +3
=-6x¤ +12x+8

05 4x+{3x-4y-(x-3y- )}=8x-6y에서

4x+(3x-4y-x+3y+ )=8x-6y

4x+(2x-y+ )=8x-6y

4x+2x-y+ =8x-6y

6x-y+ =8x-6y

∴ =8x-6y-(6x-y)

=8x-6y-6x+y
=2x-5y

06 어떤식을A라하면
A+(2x¤ -5x+3)=-4x¤ +6x-1

∴A=-4x¤ +6x-1-(2x¤ -5x+3)
=-4x¤ +6x-1-2x¤ +5x-3
=-6x¤ +11x-4

따라서바르게계산하면

(-6x¤ +11x-4)-(2x¤ -5x+3)
=-6x¤ +11x-4-2x¤ +5x-3
=-8x¤ +16x-702 ⑴ (주어진식)=3x+7y-(2x-3y-18x)

=3x+7y-(-16x-3y)
=3x+7y+16x+3y
=19x+10y

⑵ (주어진식)=8x+{3y-(4x+2x-3y-5z+3z)}
=8x+{3y-(6x-3y-2z)}
=8x+(3y-6x+3y+2z)
=8x+(-6x+6y+2z)
=8x-6x+6y+2z
=2x+6y+2z

⑶ (주어진식)

=13x¤ -{3x-1-(6-2x-7x¤ +5x-1-3x)-x}
=13x¤ -{3x-1-(-7x¤ +5)-x}
=13x¤ -(3x-1+7x¤ -5-x)
=13x¤ -(7x¤ +2x-6)
=13x¤ -7x¤ -2x+6
=6x¤ -2x+6

⑵ 4a(3a+2b-5)
=4a_3a+4a_2b+4a_(-5)
=12a¤ +8ab-20a

⑶ ;2!;x(6x-8y+3)

=;2!;x_6x+;2!;x_(-8y)+;2!;x_3

=3x¤ -4xy+;2#;x

01

다항식의곱셈과나눗셈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x, 6, -3ax-18a ⑵ 12a¤ +8ab-20a

01⑶ 3x¤ -4xy+;2#;x

02⑴-3x¤ +33xy ⑵ 6x

03⑴ 5x, 5x, 5x, 2x-5y ⑵-9x‹ -3

⑶-6a+2ab ⑷ 6x-16 ⑸ 10x¤ -6y

04⑴-3, -3, 2ab-3a+12b-18

⑵ ab-9a+7b-63 ⑶ 3x¤ -23x-8

⑷ 2x¤ +5xy-3y¤ ⑸ 3y¤ -2y-1

본문 70쪽

⑶ (주어진식)=;2!;y¤ -3y+;4#;-;3!;y¤ -1

=;2!;y¤ -;3!;y¤ -3y+;4#;-1

={;2!;-;3!;}y¤ -3y+{;4#;-1}

=;6!;y¤ -3y-;4!;

⑷ (주어진식)

=

=

=

=

= -7a+4b
6

(9-4-12)a+(-12+10+6)b
6

9a-4a-12a-12b+10b+6b
6

9a-12b-4a+10b-12a+6b
6

3(3a-4b)-2(2a-5b)+6(-2a+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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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과 풀이

04 ⑵ (a+7)(b-9)
=a_b+a_(-9)+7_b+7_(-9)
=ab-9a+7b-63

핵심문제익히기

1⑴-18xy› +12x‹ y¤ ⑵ 10a¤ -7ab+12b¤

1⑶-16x‹ -11x¤ +12x

2⑴-6a+2b¤ ⑵ 6x¤ +4xy-3y¤ ⑶ 18x-:™2¶:y

2⑷ ;3!;x+;3*;y

3⑴-6y¤ +7y+20 ⑵-3x¤ +7xy-2y¤

3⑶ 6x¤ +5xy-6y¤ -12x+8y

3⑷ 2x¤ +7xy-4y¤ +4x+7y+2

4⑴-18 ⑵-11

5⑴ 5x¤ -12x ⑵ x-10y ⑶ 8x¤ -7x 6 -;3!;
5a
b

본문 71~73쪽(확인문제)

1 ⑴ (3y¤ -2x¤ )(-6xy¤ )
=3y¤ _(-6xy¤ )+(-2x¤ )_(-6xy¤ )
=-18xy› +12x‹ y¤

⑵ 2a(5a-3b)-3b {;3!;a-4b}

=2a_5a+2a_(-3b)

=+(-3b)_;3!;a+(-3b)_(-4b)

=10a¤ -6ab-ab+12b¤
=10a¤ -7ab+12b¤

⑶ ;2#;x(-8x¤ -6x+4)-;3@;x(6x¤ +3x-9)

=;2#;x_(-8x¤ )+ x_(-6x)+;2#;x_4

=+{- x}_6x¤+{-;3@;x}_3x+{-;3@;x}_(-9)

=-12x‹ -9x¤ +6x-4x‹ -2x¤ +6x
=-16x‹ -11x¤ +12x

;3@;

;2#;

02 ⑴ x(3x+6y)-3x(2x-9y)
=x_3x+x_6y+(-3x)_2x+(-3x)_(-9y)
=3x¤ +6xy-6x¤ +27xy
=-3x¤ +33xy

⑵ ;3{;(6x-12)-2x(x-5)

=;3{;_6x+;3{;_(-12)+(-2x)_x

=+(-2x)_(-5)
=2x¤ -4x-2x¤ +10x=6x

⑵ (27x‹ y+9y)÷(-3y)=

= +

=-9x‹ -3

⑶ (12a¤ b-4a¤ b¤ )÷(-2ab)=

= -

=-6a+2ab

⑷ (3x¤ -8x)÷;2!;x=(3x¤ -8x)_;[@;

=3x¤ _;[@;+(-8x)_;[@;

=6x-16

⑸ (15x¤ y-9y¤ )÷;2#;y

=(15x¤ y-9y¤ )_

=15x¤ y_ +(-9y¤ )_

=10x¤ -6y

2
3y

2
3y

2
3y

4a¤ b¤
-2ab

12a¤ b
-2ab

12a¤ b-4a¤ b¤
-2ab

9y
-3y

27x‹ y
-3y

27x‹ y+9y
-3y03

다항식 A+B를 단항식 C로 나눌 때
⑴ A, B, C에서 계수가 모두 정수이면 나눗셈을 분
수로 바꾸어 계산하면 편리하다.

(A+B)÷C= = +

⑵ A 또는 B 또는 C에서 계수에 분수가 있으면 나
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편리하다.

(A+B)÷C=(A+B)_

=A_ +B_ 1
C

1
C

1
C

B
C

A
C

A+B
C

⑶ (x-8)(3x+1)
=x_3x+x_1+(-8)_3x+(-8)_1
=3x¤ +x-24x-8
=3x¤ -23x-8

⑷ (x+3y)(2x-y)
=x_2x+x_(-y)+3y_2x+3y_(-y)
=2x¤ -xy+6xy-3y¤
=2x¤ +5xy-3y¤

⑸ (y-1)(3y+1)
=y_3y+y_1+(-1)_3y+(-1)_1
=3y¤ +y-3y-1
=3y¤ -2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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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31

3 ⑴ (2y-5)(-3y-4)
=2y_(-3y)+2y_(-4)+(-5)_(-3y)
+(-5)_(-4)

=-6y¤ -8y+15y+20
=-6y¤ +7y+20

⑵ (-3x+y)(x-2y)
=(-3x)_x+(-3x)_(-2y)+y_x
+y_(-2y)

=-3x¤ +6xy+xy-2y¤
=-3x¤ +7xy-2y¤

⑶ (3x-2y)(2x+3y-4)
=3x_2x+3x_3y+3x_(-4)+(-2y)_2x
+(-2y)_3y+(-2y)_(-4)

=6x¤ +9xy-12x-4xy-6y¤ +8y
=6x¤ +5xy-6y¤ -12x+8y

⑷ (x+4y+1)(2x-y+2)
=x_2x+x_(-y)+x_2+4y_2x+4y_(-y)
+4y_2+1_2x+1_(-y)+1_2

=2x¤ -xy+2x+8xy-4y¤ +8y+2x-y+2
=2x¤ +7xy-4y¤ +4x+7y+2

4 ⑴ (3x+y)(2x-5y)
=3x_2x+3x_(-5y)+y_2x+y_(-5y)
=6x¤ -15xy+2xy-5y¤
=6x¤ -13xy-5y¤
=6x¤ +axy+by¤

따라서 a=-13, b=-5이므로
a+b=-18

⑵주어진 식에서 xy의 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전개
하면

3x_(-3y)+(-2y)_x=-9xy-2xy
=-11xy

⋯ 따라서 xy의계수는-11이다.

5 ⑴ 2x(x-5)-(12x‹ -8x¤ )÷(-4x)

=2x_x+2x_(-5)-

=2x¤ -10x-{ - }

=2x¤ -10x-(-3x¤ +2x)
=2x¤ -10x+3x¤ -2x
=5x¤ -12x

⑵ (-xy+y¤ )÷{-;5!;y}-(12x¤ +15xy)÷3x

=(-xy+y¤ )_{-;]%;}-

=(-xy)_{-;]%;}+y¤ _{-;]%;}-{ + }

=5x-5y-(4x+5y)
=5x-5y-4x-5y
=x-10y

⑶ 2x(3x-4)-[(x‹ y-3x¤ y)÷{-;2!;xy}-7x]

=6x¤ -8x

=-[x‹ y_{- }+(-3x¤ y)_{- }-7x]

=6x¤ -8x-(-2x¤ +6x-7x)
=6x¤ -8x-(-2x¤ -x)
=6x¤ -8x+2x¤ +x
=8x¤ -7x

2
xy

2
xy

15xy
3x

12x¤
3x

12x¤ +15xy
3x

8x¤
-4x

12x‹
-4x

12x‹ -8x¤
-4x

2 ⑴ (18a¤ b-6ab‹ )÷(-3ab)

=

= -

=-6a+2b¤

⑵

= + -

=6x¤ +4xy-3y¤

⑶ (12x¤ y-9xy¤ )÷;3@;xy

=(12x¤ y-9xy¤ )_

=12x¤ y_ +(-9xy¤ )_

=18x-:™2¶:y

⑷ {-;2!;x¤ y-4xy¤ }÷{-;2#;xy}

={-;2!;x¤ y-4xy¤ }_{- }

={-;2!;x¤ y}_{- }+(-4xy¤ )_{- }

=;3!;x+;3*;y

2
3xy

2
3xy

2
3xy

3
2xy

3
2xy

3
2xy

6xy¤
2x

8x¤ y
2x

12x‹
2x

12x‹ +8x¤ y-6xy¤
2x

6ab‹
-3ab

18a¤ b
-3ab

18a¤ b-6ab‹
-3ab

6 (직육면체의부피)=(밑넓이)_(높이)이므로
3a_6b_(높이)=90a¤ -6ab
18ab_(높이)=90a¤ -6ab

∴ (높이)=(90a¤ -6ab)÷18ab

= 90a¤ -6ab
1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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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답과 풀이

⑺ (2x¤ -4x)÷{-;3@;x}

=(2x¤ -4x)_{- }

=2x¤ _{- }+(-4x)_{- }

=-3x+6

⑻ (8x¤ y-4xy¤ )÷{-;3$;xy}

=(8x¤ y-4xy¤ )_{- }

=8x¤ y_{- }+(-4xy¤ )_{- }

=-6x+3y

3
4xy

3
4xy

3
4xy

3
2x

3
2x

3
2x

02 ⑴ 2x(3x-1)-3x(4-x)
=2x_3x+2x_(-1)+(-3x)_4
=+(-3x)_(-x)
=6x¤ -2x-12x+3x¤
=9x¤ -14x

⑵ 4x{;2!;x-3}-6x{;3!;x-;2!;}

=4x_;2!;x+4x_(-3)+(-6x)_;3!;x

=+(-6x)_{-;2!;}

=2x¤ -12x-2x¤ +3x
=-9x

⑶ -

= + -;[{;-{ - + }

=5x¤ +4x-1-(4x¤ -x+2)
=5x¤ +4x-1-4x¤ +x-2
=x¤ +5x-3

⑷ (3x¤ -9xy)÷3x-(15x¤ y-9xy¤ )÷;2#;xy

= -(15x¤ y-9xy¤ )_

= -

=-[15x¤ y_ +(-9xy¤ )_ ]

=x-3y-(10x-6y)
=x-3y-10x+6y
=-9x+3y

2
3xy

2
3xy

9xy
3x

3x¤
3x

2
3xy

3x¤ -9xy
3x

6x¤
3x¤

3x‹
3x¤

12x›
3x¤

4x¤
x

5x‹
x

12x› -3x‹ +6x¤
3x¤

5x‹ +4x¤ -x
x

계산력강화하기

01⑴ 6a¤ -3a ⑵-a¤ +3ab-5a

01⑶-8x¤ -4xy+12x ⑷ 12x¤ -6xy+3x

01⑸-3x¤ +2x ⑹ 3x-6 ⑺-3x+6

01⑻-6x+3y

02⑴ 9x¤ -14x ⑵-9x ⑶ x¤ +5x-3

⑷-9x+3y

03⑴-3x¤ -22xy-24y¤ ⑵-3x¤ +x+;4!;xy-;1¡2;y

03⑶ 2x¤ -xy-y¤ +2x+y

03⑷-3x¤ +5xy-2y¤ +12x-8y

03⑸ 2x¤ -3xy-2y¤ +x+3y-1

04⑴ 4x¤ +6 ⑵ ;3@;x¤ -2xy-2x-

04⑶ 15x¤ -3xy ⑷ 12x¤ -11x+2y¤

3
2y

본문 74쪽

01 ⑴ 3a(2a-1)=3a_2a+3a_(-1)
=6a¤ -3a

⑵ (a-3b+5)(-a)
=a_(-a)+(-3b)_(-a)+5_(-a)
=-a¤ +3ab-5a

⑶-4x(2x+y-3)
=(-4x)_2x+(-4x)_y+(-4x)_(-3)
=-8x¤ -4xy+12x

⑷ 3x(4x-2y+1)
=3x_4x+3x_(-2y)+3x_1
=12x¤ -6xy+3x

⑸ (6x¤ y-4xy)÷(-2y)

=

= -

=-3x¤ +2x

⑹ (x¤ -2x)÷;3{;=(x¤ -2x)_;[#;

=x¤ _;[#;+(-2x)_;[#;

=3x-6

4xy
-2y

6x¤ y
-2y

6x¤ y-4xy
-2y

= -

= -;3!;
5a
b

6ab
18ab

90a¤
18ab

03 ⑴ (3x+4y)(-x-6y)
=3x_(-x)+3x_(-6y)+4y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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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33

04 ⑴ 3x(2x+4y)-

=3x_2x+3x_4y-{ + - }

=6x¤ +12xy-(2x¤ +12xy-6)
=6x¤ +12xy-2x¤ -12xy+6
=4x¤ +6

⑵ ;3@;x(x-3y)-{;3@;x¤ + }÷;3{;

=;3@;x(x-3y)-{;3@;x¤ + }_;[#;

=;3@;x_x+;3@;x_(-3y)-{;3@;x¤ _;[#;+ _;[#;}

=;3@;x¤ -2xy-2x-

⑶ {6x-;3@;y}_;2#;x-{;3$;x¤ y-4x‹ }÷;3@;x

={6x-;3@;y}_;2#;x-{;3$;x¤ y-4x‹ }_

=6x_;2#;x+{-;3@;y}_;2#;x

3
2x

3
2y

x
2y

x
2y

x
2y

6xy
xy

12x¤ y¤
xy

2x‹ y
xy

2x‹ y+12x¤ y¤ -6xy
xy

=-[;3$;x¤ y_ +(-4x‹ )_ ]

=9x¤ -xy-(2xy-6x¤ )
=9x¤ -xy-2xy+6x¤
=15x¤ -3xy

⑷ 3x(4x-1)-[(xy‹ -2x¤ y)÷{-;2!;xy}+4x]

=3x_4x+3x_(-1)

=-[(xy‹ -2x¤ y)_{- }+4x]

=12x¤ -3x

=-[xy‹ _{- }+(-2x¤ y)_{- }+4x]

=12x¤ -3x-(-2y¤ +4x+4x)
=12x¤ -3x-(-2y¤ +8x)
=12x¤ -3x+2y¤ -8x
=12x¤ -11x+2y¤

2
xy

2
xy

2
xy

3
2x

3
2x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⑤ 026 03-;3*;x¤ y+;3$;x

04⑴ 0 ⑵ 4 05(4x¤ +4x)m¤

066x¤ -7y¤

본문 75쪽

01 ①-3xy(x+y-1)
=(-3xy)_x+(-3xy)_y+(-3xy)_(-1)
=-3x¤ y-3xy¤ +3xy

② (3y¤ -2x¤ )(-6xy¤ )
=3y¤ _(-6xy¤ )+(-2x¤ )_(-6xy¤ )
=-18xy› +12x‹ y¤

③ (-6x¤ +9xy)÷3x=

= +

=-2x+3y

④ (4xy¤ +2x¤ y)÷;2!;xy

=(4xy¤ +2x¤ y)_

=4xy¤ _ +2x¤ y_

=8y+4x

⑤ (6x¤ y¤ -4xy‹ )÷{-;3@;xy}

=(6x¤ y¤ -4xy‹ )_{- }
3

2xy

2
xy

2
xy

2
xy

9xy
3x

-6x¤
3x

-6x¤ +9xy
3x

+4y_(-6y)
=-3x¤ -18xy-4xy-24y¤
=-3x¤ -22xy-24y¤

⑵ {3x-;4!;y}{-x+;3!;}

=3x_(-x)+3x_;3!;+{-;4!;y}_(-x)

+{-;4!;y}_;3!;

=-3x¤ +x+;4!;xy-;1¡2;y

⑶ (2x+y)(x-y+1)
=2x_x+2x_(-y)+2x_1+y_x
+y_(-y)+y_1

=2x¤ -2xy+2x+xy-y¤ +y
=2x¤ -xy-y¤ +2x+y

⑷ (-x+y+4)(3x-2y)
=(-x)_3x+(-x)_(-2y)+y_3x
+y_(-2y)+4_3x+4_(-2y)

=-3x¤ +2xy+3xy-2y¤ +12x-8y
=-3x¤ +5xy-2y¤ +12x-8y

⑸ (2x+y-1)(x-2y+1)
=2x_x+2x_(-2y)+2x_1+y_x
+y_(-2y)+y_1+(-1)_x
+(-1)_(-2y)+(-1)_1

=2x¤ -4xy+2x+xy-2y¤ +y-x+2y-1
=2x¤ -3xy-2y¤ +x+3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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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길의넓이)=x(2x+3)+x(3x+1)-x¤
=x_2x+x_3+x_3x+x_1-x¤
=2x¤ +3x+3x¤ +x-x¤
=4x¤ +4x(m¤ )

06 (원뿔의부피)=;3!;_(밑넓이)_(높이)이므로

;3!;_p(3x)¤ _(높이)=p(18x› -21x¤ y¤ )

3px¤ _(높이)=p(18x› -21x¤ y¤ )

∴ (높이)=p(18x› -21x¤ y¤ )÷3px¤

=

= -

=6x¤ -7y¤

21px¤ y¤
3px¤

18px›
3px¤

p(18x› -21x¤ y¤ )
3px¤

⑵ (a+7)¤ =a¤ +2_a_7+7¤
=a¤ +14a+49

⑶ (x-y)¤ =x¤ -2_x_y+y¤
=x¤ -2xy+y¤

⑷ (2x+3)¤ =(2x)¤ +2_2x_3+3¤
=4x¤ +12x+9

01

곱셈공식03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x, 5, 5, x¤ -10x+25 ⑵ a¤ +14a+49

01⑶ x¤ -2xy+y¤ ⑷ 4x¤ +12x+9

02⑴ x, 7, x¤ -49 ⑵ 4b¤ -9 ⑶ 16x¤ -4y¤

02⑷ ;4!;x¤ -;1¡6;y¤

03⑴ 2, -7, 2, -7, x¤ -5x-14 ⑵ y¤ +4y-45

03⑶ x¤ -11x+30 ⑷ x¤ -x-42

04⑴ 4, 1, 3, 1, 4, 6x¤ +11x+4 ⑵ 3x¤ +17x+10

04⑶ 12x¤ -16x-3 ⑷ 10x¤ -31x+15

본문 78쪽

⑵ (2b+3)(2b-3)=(2b)¤ -3¤
=4b¤ -9

⑶ (4x-2y)(4x+2y)=(4x)¤ -(2y)¤
=16x¤ -4y¤

02

02 5x(x-1)-{x¤ -x(-2x+3)}÷(-x)
=5x_x+5x_(-1)
=-{x¤ +(-x)_(-2x)+(-x)_3}÷(-x)
=5x¤ -5x-(x¤ +2x¤ -3x)÷(-x)
=5x¤ -5x-(3x¤ -3x)÷(-x)

=5x¤ -5x-

=5x¤ -5x-{ - }

=5x¤ -5x-(-3x+3)
=5x¤ -5x+3x-3
=5x¤ -2x-3
=ax¤ +bx+c

∴ a=5, b=-2, c=-3

∴ a+b-c=6

3x
-x

3x¤
-x

3x¤ -3x
-x

03 어떤다항식을 라하면

_{-;4#;xy}=2x‹ y¤ -x¤ y

∴ =(2x‹ y¤ -x¤ y)÷{-;4#;xy}

=(2x‹ y¤ -x¤ y)_{- }

=2x‹ y¤ _{- }+(-x¤ y)_{- }

=-;3*;x¤ y+;3$;x

4
3xy

4
3xy

4
3xy

04 ⑴주어진 식에서 xy의 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전개
하면

2x_y+(-3y)_(-3x)=2xy+9xy=11xy

∴ a=11

또, 주어진 식에서 y의 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전
개하면

(-3y)_2+(-5)_y=-6y-5y=-11y

∴ b=-11

∴ a+b=11-11=0

⑵주어진 식에서 xy의 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전개
하면

3x_(-4y)+2y_ax=-12xy+2axy
=(-12+2a)xy

⋯ xy의계수가-4이므로
-12+2a=-4⋯⋯∴ a=4

=6x¤ y¤ _{- }+(-4xy‹ )_{- }

=-9xy+6y¤

3
2xy

3
2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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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35

2 ⑴ (5a-3b)(5a+3b)=(5a)¤ -(3b)¤
=25a¤ -9b¤

⑵ (-4a+3b)(-4a-3b)=(-4a)¤ -(3b)¤
=16a¤ -9b¤

⑶ (-3x+y)(-3x-y)=(-3x)¤ -y¤
=9x¤ -y¤

⑷ {2x-;3!;}{2x+;3!;}=(2x)¤ -{;3!;} ¤

=4x¤ -;9!;

⑸ (x-3)(x+3)(x¤ +9)=(x¤ -9)(x¤ +9)
=(x¤ )¤ -9¤
=x› -81

⑹ (x-1)(x+1)(x¤ +1)(x› +1)
=(x¤ -1)(x¤ +1)(x› +1)
=(x› -1)(x› +1)
=x° -1

3 ⑴ (x-2)(x+7)=x¤ +{(-2)+7}x+(-2)_7
=x¤ +5x-14

⑵ (-4x+3y)(6x-5y)
={(-4)_6}x¤ +{(-4)_(-5y)+3y_6}x

+3y_(-5y)
=-24x¤ +38xy-15y¤

⑶ (a-3b)(a+4b)-3(a-b)(a+2b)
=a¤ +{1_4b+(-3b)_1}a+(-3b)_4b
=-3[a¤ +{1_2b+(-b)_1}a+(-b)_2b]
=a¤ +ab-12b¤ -3(a¤ +ab-2b¤ )
=a¤ +ab-12b¤ -3a¤ -3ab+6b¤
=-2a¤ -2ab-6b¤

⑵ (3x+2)(x+5)
=(3_1)x¤ +(3_5+2_1)x+2_5
=3x¤ +17x+10

⑶ (6x+1)(2x-3)
=(6_2)x¤ +{6_(-3)+1_2}x+1_(-3)
=12x¤ -16x-3

⑷ (2x-5)(5x-3)
=(2_5)x¤ +{2_(-3)+(-5)_5}x
=+(-5)_(-3)
=10x¤ -31x+15

04

⑵ (y+9)(y-5)
=y¤ +{9+(-5)}y+9_(-5)
=y¤ +4y-45

⑶ (x-6)(x-5)
=x¤ +{(-6)+(-5)}x+(-6)_(-5)
=x¤ -11x+30

⑷ (x-7)(x+6)
=x¤ +{(-7)+6}x+(-7)_6
=x¤ -x-42

03

핵심문제익히기

1⑴ 9x¤ -30x+25 ⑵ x¤ +8xy+16y¤

1⑶ x¤ -14x+49 ⑷ 9x¤ -12xy+4y¤

1⑸ 4x¤ -;5$;x+;2¡5;

2⑴ 25a¤ -9b¤ ⑵ 16a¤ -9b¤ ⑶ 9x¤ -y¤

2⑷ 4x¤ -;9!; ⑸ x› -81 ⑹ x° -1

3⑴ x¤ +5x-14 ⑵-24x¤ +38xy-15y¤

3⑶-2a¤ -2ab-6b¤

4⑴-;9@; ⑵-2 540x¤ +7x-3

6⑴ x¤ +2xy+y¤ -4 ⑵ 4a¤ -4ab+b¤ -2a+b-2

711 8-16

본문 79~82쪽(확인문제)

1 ⑴ (3x-5)¤ =(3x)¤ -2_3x_5+5¤
=9x¤ -30x+25

⑵ (-x-4y)¤ =(x+4y)¤
=x¤ +2_x_4y+(4y)¤
=x¤ +8xy+16y¤

⑶ (-x+7)¤ =(x-7)¤
=x¤ -2_x_7+7¤
=x¤ -14x+49

⑷ (3x-2y)¤ =(3x)¤ -2_3x_2y+(2y)¤
=9x¤ -12xy+4y¤

⑸ {-2x+;5!;}¤ ={2x-;5!;}¤

=(2x)¤ -2_2x_;5!;+{;5!;} ¤

=4x¤ -;5$;x+;2¡5;

⑷ {;2!;x-;4!;y}{;2!;x+;4!;y}={;2!;x}¤ -{;4!;y}¤

=;4!;x¤ -;1¡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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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8x+3이고, 세로
의길이는 5x-1이므로
(직사각형의넓이)=(8x+3)(5x-1)

=40x¤ -8x+15x-3
=40x¤ +7x-3

6 ⑴ x+y=A로치환하면
(x+y+2)(x+y-2)=(A+2)(A-2)

=A¤ -2¤
=(x+y)¤ -4
=x¤ +2xy+y¤ -4

⑵ 2a-b=A로치환하면
(2a-b+1)(2a-b-2)
=(A+1)(A-2)=A¤ -A-2
=(2a-b)¤ -(2a-b)-2
=4a¤ -4ab+b¤ -2a+b-2

7 (주어진식)={(x-2)(x+1)} {(x+3)(x-4)}
=(x¤ -x-2)(x¤ -x-12)

이때 x¤ -x=A로치환하면
(A-2)(A-12)=A¤ -14A+24

=(x¤ -x)¤ -14(x¤ -x)+24
=x› -2x‹ +x¤ -14x¤ +14x+24
=x› -2x‹ -13x¤ +14x+24

따라서 x¤의계수 a=-13, 상수항 b=24이므로
a+b=11

4 ⑴ {;2#;x-a} ¤ ={;2#;x} ¤ -2_;2#;x_a+a¤

=;4(;x¤ -3ax+a¤

=;4(;x¤ +x+b

⋯ 따라서-3a=1, a¤ =b이므로

a=-;3!;, b=;9!;⋯⋯∴ a+b=-;9@;

⑵ (x+3)(2x+A)
=(1_2)x¤ +(1_A+3_2)x+3_A
=2x¤ +(A+6)x+3A
=2x¤ +Bx-12

따라서A+6=B, 3A=-12이므로
A=-4, B=2

∴A+B=-2

8 2x-4y=A로치환하면
(2x-4y+3)¤ =(A+3)¤ =A¤ +6A+9

=(2x-4y)¤ +6(2x-4y)+9
=4x¤ -16xy+16y¤ +12x-24y+9

따라서 xy의계수는-16이다.
▶다른풀이

(2x-4y+3)¤ =(2x-4y+3)(2x-4y+3)에서 xy

의항이나올수있는부분만전개하면

2x_(-4y)+(-4y)_(2x)=-8xy-8xy
=-16xy

계산력강화하기

01⑴ 9a¤ +12a+4 ⑵ 25x¤ -20xy+4y¤

01⑶ 4p¤ +4pq+q¤ ⑷ 9a¤ -16b¤ ⑸ ;4!;-x¤

01⑹ 100x¤ -9y¤ ⑺ x¤ -2xy-35y¤

⑻ 9a¤ -18ab+8b¤ ⑼ 6x¤ -13xy-5y¤

⑽ 10a¤ -7ab-12b¤

02⑴-x+7 ⑵-3 ⑶ 14x¤ -21xy ⑷ 12p

⑸ 10xy

03⑴ a¤ -2ab+b¤ -3a+3b-18 ⑵ a¤ -b¤ -2bc-c¤

⑶ x¤ -2xz+z¤ -y¤ ⑷ x¤ -4y¤ +12yz-9z¤

⑸ x¤ +2xy+y¤ -6x-6y+9

⑹ 4x¤ -4xy+y¤ +8x-4y+4 ⑺ a° -b°

⑻ x› +14x‹ +41x¤ -56x-180 ⑼ x› -10x¤ +9

⑽ x› +2x‹ -x¤ -2x-8

본문 83쪽

01 ⑴ (3a+2)¤ =(3a)¤ +2_3a_2+2¤
=9a¤ +12a+4

⑵ (5x-2y)¤ =(5x)¤ -2_5x_2y+(2y)¤
=25x¤ -20xy+4y¤

⑶ (-2p-q)¤ =(2p+q)¤
=(2p)¤ +2_2p_q+q¤
=4p¤ +4pq+q¤

⑷ (3a-4b)(4b+3a)=(3a)¤ -(4b)¤
=9a¤ -16b¤

⑸ {-x+;2!;} {x+;2!;}={;2!;} ¤ -(x)¤

=;4!;-x¤

⑹ (10x-3y)(10x+3y)=(10x)¤ -(3y)¤
=100x¤ -9y¤

⑺ (x-7y)(x+5y)
=x¤ +{1_5y+(-7y)_1}x+(-7y)_5y
=x¤ -2xy-3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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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⑴공통부분인 a-b=A로치환하면
(주어진식)=(A+3)(A-6)

=A¤ -3A-18
=(a-b)¤ -3(a-b)-18
=a¤ -2ab+b¤ -3a+3b-18

02 ⑴ (주어진식)

=x¤ -2_x_1+1¤ -{x¤ +(-3+2)x+(-3)_2}
=x¤ -2x+1-(x¤ -x-6)
=x¤ -2x+1-x¤ +x+6
=-x+7

⑵ (주어진식)

=a¤ +(1+3)a+1_3+a¤ -2¤
=-2(a¤ +2_a_1+1¤ )
=a¤ +4a+3+a¤ -4-2(a¤ +2a+1)
=a¤ +4a+3+a¤ -4-2a¤ -4a-2
=-3

⑶ (주어진식)

=(1_5)x¤ +{1_(-y)+(-4y)_5}x
=+(-4y)_(-y)+(3x)¤ -(2y)¤
=5x¤ -21xy+4y¤ +9x¤ -4y¤
=14x¤ -21xy

⑷ (주어진식)

=(3p¤ )+2_3p_1+1¤ -{(3p)¤ -2_3p_1+1¤ }
=9p¤ +6p+1-(9p¤ -6p+1)
=9p¤ +6p+1-9p¤ +6p-1
=12p

⑸ (주어진식)

=(2_3)x¤ +{2_(-2y)+3y_3}x+3y_(-2y)
=-[(2_3)x¤ +{2_2y+(-3y)_3}x
=-+(-3y)_2y]
=6x¤ +5xy-6y¤ -(6x¤ -5xy-6y¤ )
=6x¤ +5xy-6y¤ -6x¤ +5xy+6y¤
=10xy

⑻ (3a-2b)(3a-4b)
=(3_3)a¤ +{3_(-4b)+(-2b)_3}a
=+(-2b)_(-4b)
=9a¤ -18ab+8b¤

⑼ (3x+y)(2x-5y)
=(3_2)x¤ +{3_(-5y)+y_2}x+y_(-5y)
=6x¤ -13xy-5y¤

⑽ (2a-3b)(5a+4b)
=(2_5)a¤ +{2_4b+(-3b)_5}a+(-3b)_4b
=10a¤ -7ab-12b¤

⑵ (a+b+c)(a-b-c)={a+(b+c)} {a-(b+c)}
이므로공통부분인 b+c=A로치환하면
(주어진식)=(a+A)(a-A)

=a¤ -A¤
=a¤ -(b+c)¤
=a¤ -(b¤ +2bc+c¤ )
=a¤ -b¤ -2bc-c¤

⑶ (x+y-z)(x-y-z)={(x-z)+y} {(x-z)-y}
이므로공통부분인 x-z=A로치환하면
(주어진식)=(A+y)(A-y)=A¤ -y¤

=(x-z)¤ -y¤
=x¤ -2xz+z¤ -y¤

⑷ (x-2y+3z)(x+2y-3z)
={x-(2y-3z)}{x+(2y-3z)}
이므로공통부분인 2y-3z=A로치환하면
(주어진식)=(x-A)(x+A)

=x¤ -A¤
=x¤ -(2y-3z)¤
=x¤ -(4y¤ -12yz+9z¤ )
=x¤ -4y¤ +12yz-9z¤

⑸ x+y=A로치환하면
(주어진식)=(A-3)¤

=A¤ -6A+9
=(x+y)¤ -6(x+y)+9
=x¤ +2xy+y¤ -6x-6y+9

⑹ 2x-y=A로치환하면
(주어진식)=(A+2)¤

=A¤ +4A+4
=(2x-y)¤ +4(2x-y)+4
=4x¤ -4xy+y¤ +8x-4y+4

⑺ (주어진식)=(a¤ -b¤ )(a¤ +b¤ )(a› +b› )
=(a› -b› )(a› +b› )
=(a› )¤ -(b› )¤
=a° -b°

⑻ (주어진식)={(x+2)(x+5)} {(x-2)(x+9)}
=(x¤ +7x+10)(x¤ +7x-18)

⋯ 이때 x¤ +7x=A로치환하면
(A+10)(A-18)
=A¤ -8A-180
=(x¤ +7x)¤ -8(x¤ +7x)-180
=x› +14x‹ +49x¤ -8x¤ -56x-180
=x› +14x‹ +41x¤ -56x-180

⑼ (주어진식)={(x-1)(x+3)} {(x+1)(x-3)}
=(x¤ +2x-3)(x¤ -2x-3)

⋯ 이때 x¤ -3=A로치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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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답과 풀이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④ 02③ 03⑴ ;2%; ⑵ 3 ⑶ 13

04(15x¤ -x-2)m¤ 051-x¤ +2xy-y¤

06-18 073⁄ fl -1

본문 84쪽

01 ② (-a+b)¤ ={-(a-b)}¤ =(a-b)¤

③ (-a-b)¤ ={-(a+b)}¤ =(a+b)¤

④ (-a+b)¤ ={-(a-b)}¤ =(a-b)¤

⑤ (b-a)¤ ={-(a-b)}¤ =(a-b)¤

02 ① (2x-3y)¤ =(2x)¤ -2_2x_3y+(3y)¤
=4x¤ -12xy+9y¤

② (-a+10)(10+a)=10¤ -a¤
=100-a¤

③ (-2x+5y)¤ =(-2x)¤ +2_(-2x)_5y+(5y)¤
=4x¤ -20xy+25y¤

④ (-x+5)(-x-5)=(-x)¤ -5¤
=x¤ -25

⑤ {y+;3!;}{y-;3!;}=y¤ -{;3!;}¤ =y¤ -;9!;

03 ⑴ (3x+A)¤ =(3x)¤ +2_3x_A+A¤
=9x¤ +6Ax+A¤

=9x¤ +Bx+;1¡6;

⋯ 따라서A¤ =;1¡6;, B=6A이므로

B¤ =36A¤ =36_;1¡6;=;4(;

⋯ ∴ 4A¤ +B¤ =4_;1¡6;+;4(;=;2%;

(A+2x)(A-2x)=A¤ -4x¤
=(x¤ -3)¤ -4x¤
=x› -6x¤ +9-4x¤
=x› -10x¤ +9

⑽공통부분인 x¤ +x=A로치환하면
(주어진식)=(A+2)(A-4)

=A¤ -2A-8
=(x¤ +x)¤ -2(x¤ +x)-8
=x› +2x‹ +x¤ -2x¤ -2x-8
=x› +2x‹ -x¤ -2x-8

⑵ (3x+2y)(-6x+ay)
={3_(-6)}x¤ +{3_ay+2y_(-6)}x+2y_ay
=-18x¤ +(3a-12)xy+2ay¤
=-18x¤ +Axy+By¤

따라서A=3a-12, B=2a이므로
A+B=(3a-12)+2a=5a-12=3
5a=15⋯⋯∴ a=3

⑶ (x-1)¤ -(2x+5)(2x-5)+(3x-4)(2x+3)
=x¤ -2_x_1+1¤ -{(2x)¤ -5¤ }+(3_2)x¤
=+{3_3+(-4)_2}x+(-4)_3
=x¤ -2x+1-(4x¤ -25)+6x¤ +x-12
=x¤ -2x+1-4x¤ +25+6x¤ +x-12
=3x¤ -x+14

따라서 x의 계수는 -1, 상수항은 14이므로 이들의
합은-1+14=13

05 (1+x-y)(1-x+y)={1+(x-y)} {1-(x-y)}
이므로 x-y=A로치환하면
(주어진식)=(1+A)(1-A)=1-A¤

=1-(x-y)¤ =1-(x¤ -2xy+y¤ )
=1-x¤ +2xy-y¤

04 구하는 넓이는 오른쪽 그

림의 어두운 부분의 넓이와

같다. 

즉, 가로의길이가

(5x-2)m, 세로의 길이가
(3x+1)m인직사각형의넓이와같으므로
(길을제외한화단의넓이)=(5x-2)(3x+1)

=15x¤ +5x-6x-2
=15x¤ -x-2(m¤ )

07 (주어진식)=(3¤ -1)(3¤ +1)(3› +1)(3° +1)
=(3› -1)(3› +1)(3° +1)
={(3› )¤ -1}(3° +1)
=(3° -1)(3° +1)
=(3° )¤ -1
=3⁄ fl -1

(5x-1)m

(3x+2)m

1 m

1 m

06 2x-3y=A로치환하면
(2x-3y+1)¤ =(A+1)¤ =A¤ +2A+1

=(2x-3y)¤ +2(2x-3y)+1
=4x¤ -12xy+9y¤ +4x-6y+1

따라서 xy의계수 a=-12, y의계수 b=-6이므로
a+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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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39

2 ⑴ x¤ +y¤ =(x+y)¤ -2xy
=4¤ -2_(-3)
=16+6=22

⑵ (x-y)¤ =(x+y)¤ -4xy
=4¤ -4_(-3)
=16+12=28

4 x¤ -7x+1=0의양변을 x로나누면

x-7+;[!;=0⋯⋯∴ x+;[!;=7

∴ x¤ -5+ ={x+;[!;} ¤-2-5

=7¤ -7=42

1
x¤

3 ⑴ x¤ + ={x-;[!;} ¤ +2

=4¤ +2=18

⑵ {x+;[!;}¤ ={x-;[!;}¤ +4

=4¤ +4=20

1
x¤

⑵ 32_28=(30+2)(30-2)=30¤ -2¤ =89601

곱셈공식의변형04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ㄱ, 1, 50, 1, 2601 ⑵ㄷ, 896

02⑴ (x+y)¤ -2xy ⑵ x¤ -2xy+y¤ , (x-y)¤ +2xy

02⑶ x¤ +2+ , {x+;[!;}¤ -2

02⑷ x¤ -2+ , {x-;[!;}¤ +2

03⑴ 4xy ⑵ 4xy

04⑴ 2xy, -4, 40 ⑵ 4xy, -8, 44

1
x¤

1
x¤

본문 86쪽

핵심문제익히기

1⑴ 10506 ⑵ 35.99 ⑶ 7744

2⑴ 22 ⑵ 28 ⑶-:™3™:

3⑴ 18 ⑵ 20 442

본문 87~88쪽(확인문제)

1 ⑴ 102_103=(100+2)(100+3)
=100¤ +(2+3)_100+2_3
=10000+500+6
=10506

⑵ 6.1_5.9=(6+0.1)(6-0.1)
=6¤ -0.1¤
=36-0.01=35.99

⑶ 88¤ =(90-2)¤
=90¤ -2_90_2+2¤
=8100-360+4
=7744

⑴ x¤ +y¤ =(x+y)¤ -2xy=6¤ -2_(-2)=40

⑵ (x-y)¤ =(x+y)¤ -4xy=6¤ -4_(-2)=44
04

⑶ ;[};+;]{;= =-:™3™:
x¤ +y¤
xy

03 ⑴ a¤ +b¤ =(a+b)¤ -2ab=5¤ -2_3=19

⑵ x¤ +y¤ =(x-y)¤ +2xy=3¤ +2_(-2)=5

02 ⑴ 51¤ -36_39
=(50+1)¤ -(40-4)(40-1)
=50¤ +2_50_1+1¤
=-{40¤ +(-1-4)_40+(-4)_(-1)}
=2500+100+1-(1600-200+4)
=2601-1404=1197

⑵ 2009=x로치환하면

=

=

= =x=2009x¤
x

(x¤ -1)+1
x

(x-1)(x+1)+1
x

2008_2010+1
2009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③ 02⑴ 1197 ⑵ 2009

03⑴ 19 ⑵ 5 ⑶ 11 ⑷-3

04⑴ 38 ⑵ 13 05② 06④

본문 89쪽

01 ① 104¤ =(100+4)¤  ⇨ (a+b)¤
② 399¤ =(400-1)¤  ⇨ (a-b)¤
④ 997¤ =(1000-3)¤  ⇨ (a-b)¤
⑤ 103_97=(100+3)(100-3) ⇨ (a+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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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답과 풀이

05 a¤ +b¤ =(a+b)¤ -2ab이므로
15=3¤ -2ab⋯⋯∴ ab=-3

∴ ;bA;+;aB;= = =-515
-3

a¤ +b¤
ab

06 x¤ -6x+1=0의양변을 x로나누면

x-6+;[!;=0⋯⋯∴ x+;[!;=6

∴ x¤ +x+;[!;+ ={x¤ + }+{x+;[!;}

={x+;[!;}¤ -2+{x+;[!;}

=6¤ -2+6=40

1
x¤

1
x¤

04 ⑴ x¤ + ={x-;[!;} ¤ +2=6¤ +2=38

⑵ {x+;[!;} ¤ ={x-;[!;}¤ +4=3¤ +4=13

1
x¤

⑵ +

=y-2x+x¤ -2y=x¤ -2x-y
=(-1)¤ -2_(-1)-(-2)=5

x¤ y-2y¤
y

xy¤ -2x¤ y
xy01

등식의변형05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3xy‹ , 2xy‹ , -5xy‹ , -1, -2, -40 ⑵ 5

02⑴-x+2y, 2x-y+3, -x+2y-10x+5y-15,

-11x+7y-15

02⑵ 4A, B, -3A, 4B, -x+2y, 2x-y+3, 

3x-6y+8x-4y+12, 11x-10y+12

03⑴ 6x+1, 2, 3x+;2!;

03⑵ 3y+4y+2, 7y+2, -2, -;2&;y-1

본문 91쪽

⑶ x¤ +y¤ =(x-y)¤ +2xy에서
58=6¤ +2xy, 2xy=22

∴ xy=11

⑷ a¤ +b¤ =(a+b)¤ -2ab에서
15=3¤ -2ab, 2ab=-6⋯⋯∴ ab=-3

핵심문제익히기

1⑴-;9*; ⑵-3 ⑶-11 27x¤ +1

3⑴ t= ⑵ y=-;9{; ⑶ b= -a

3⑷ a=;2L;-b ⑸ x=;7%;(y-32)

4⑴ 3x ⑵ :¡3§:x+3 5⑴ ;6&; ⑵ 4

6
bS
a+b

2S
h

S-c
v

본문 92~94쪽(확인문제)

1 ⑴ (3x¤ y+6xy¤ )÷3xy_xy

= _xy=(x+2y)_xy

=x¤ y+2xy¤ =2¤ _{-;3!;}+2_2_{-;3!;} ¤

=-;3$;+;9$;=-;9*;

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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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5xy-x¤ )÷;3!;x-(3y¤ -2xy)÷;2!;y

=(5xy-x¤ )_;[#;-(3y¤ -2xy)_;]@;

=15y-3x-6y+4x=x+9y
=-2+9_(-1)=-11

15ab-10b¤
5b

6a¤ -3ab
3a

3x¤ y+6xy¤
3xy

2 A-{C-(4-4B)-3A}
=A-(C-4+4B-3A)
=A-C+4-4B+3A
=4A-4B-C+4
=4(3x¤ +5x+2)-4(x¤ +6x+1)-(x¤ -4x+7)+4
=12x¤ +20x+8-4x¤ -24x-4-x¤ +4x-7+4
=7x¤ +1

3 ⑴ S=vt+c에서 vt=S-c

∴ t=

⑵ ;3@;x-2y=x+y에서

-2y-y=x-;3@;x

-3y=;3{;⋯⋯∴ y=-;9{;

S-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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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의 계산 41

4 ⑴ x-2y-1=3y+11x+9에서
-2y-3y=11x+9-x+1
-5y=10x+10

∴ y=-2x-2
y=-2x-2를 x-y-2에대입하면
x-(-2x-2)-2=x+2x+2-2=3x

⑵ x：y=3：2에서 3y=2x⋯⋯∴ y=;3@;x

y=;3@;x를 6x-y+3에대입하면

6x-y+3=6x-;3@;x+3=:¡3§:x+3

5 ⑴ (2x-5y)：(x-7y)=3：4에서
3(x-7y)=4(2x-5y)
3x-21y=8x-20y⋯⋯∴ y=-5x
y=-5x를주어진식에대입하면

= = =;6&;

⑵ =;3@;에서 3(x+y)=2(x-y)

3x+3y=2x-2y⋯⋯∴ x=-5y
x=-5y를주어진식에대입하면

= = =4-8y
-2y

-5y-3y
-5y+3y

x-3y
x+3y

x+y
x-y

-21x
-18x

-x+4_(-5x)
2x+4_(-5x)

-x+4y
2x+4y

6 사다리꼴ABCD의높이를 h라하면

S=;2!;(a+b)h이므로 (a+b)h=2S

∴ h= yy ㉠

한편, △BCD의넓이는 ;2!;bh yy ㉡

㉠을㉡에대입하면

;2!;b_ = bS
a+b

2S
a+b

2S
a+b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7x¤ +12x+5 02⑴-5x+1 ⑵-28y

03⑴ y=;6%;x-3 ⑵ h= -r ⑶ h=

03⑷ f=;5(;c+32

04⑴ 4 ⑵ 3 ⑶ 22 053 06 r=

073

3l
p

3V
pr¤

l
2pr

본문 95쪽

01 (주어진식)=A-(C-2+2B-4A)
=A-C+2-2B+4A
=5A-2B-C+2
=5(2x¤ +3x+1)-2(x¤ +3x)

-(x¤ -3x+2)+2
=10x¤ +15x+5-2x¤ -6x

-x¤ +3x-2+2
=7x¤ +12x+5

⑶ S=;2!;(a+b)h에서양변에 2를곱하면

2S=(a+b)h, a+b=

∴ b= -a

⑷ l=2(a+b)에서양변을 2로나누면

a+b= ⋯⋯∴ a= -b

⑸ y=;5&;x+32에서 ;5&;x=y-32

양변에 ;7%;를곱하면 x=;7%;(y-32)

l
2

l
2

2S
h

2S
h

02 ⑴ 3x+6-y=7y-5x-2에서
-y-7y=-5x-2-3x-6
-8y=-8x-8⋯⋯∴ y=x+1

∴-3x-2y+3=-3x-2(x+1)+3
=-3x-2x-2+3
=-5x+1

⑵ =;3@;에서 3(4x+6y)=2(2x-3y)

12x+18y=4x-6y, 8x=-24y

∴ x=-3y

∴ 7x-{x-(3x-5y)-4y}
=7x-(x-3x+5y-4y)
=7x-(-2x+y)=7x+2x-y
=9x-y=9_(-3y)-y
=-27y-y=-28y

4x+6y
2x-3y

03 ⑴ 5x-6y=18에서-6y=18-5x

∴ y=;6%;x-3

⑵ l=2pr(r+h)에서 r+h=

∴ h= -r

⑶ V=;3!;pr¤ h에서양변에 3을곱하면

3V=pr¤ h⋯⋯∴ h= 3V
pr¤

l
2pr

l
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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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c=;9%;(f-32)에서 f-32=;5(;c

∴ f=;5(;c+32

04 ⑴ (주어진식)=3x-{y-x-(y-2x-y)}
=3x-(y-x+2x)
=3x-(y+x)
=3x-y-x=2x-y
=2_1-(-2)=4

⑵ (주어진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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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주어진식)= -

= - -{ - }

=3x¤ y-2x-(-3x¤ y+6y)
=3x¤ y-2x+3x¤ y-6y
=6x¤ y-2x-6y

=6_(-3)¤ _;3!;-2_(-3)-6_;3!;

=18+6-2
=22

18xy
-3x

9x‹ y
-3x

8x‹ y¤
4x¤ y¤

12x› y‹
4x¤ y¤

9x‹ y-18xy
-3x

12x› y‹ -8x‹ y¤
4x¤ y¤

2xy
y

3y¤
y

2xy¤
xy

x¤ y
xy

05 (2x+y)：(x-2y)=3：1에서
3(x-2y)=2x+y
3x-6y=2x+y⋯⋯∴ x=7y

∴ =

= =318y
6y

2_7y+4y
7y-y

2x+4y
x-y

07 ;a!;+;b!;=3에서 =3이므로 a+b=3ab

∴ =

= =318ab
6ab

7_3ab-3ab
2_3ab

7(a+b)-3ab
2(a+b)

a+b
ab

06 l=2pr_ = 이므로

3l=pr⋯⋯∴ r= 3l
p

pr
3

60
360

Step (기본문제) 본문 96~98쪽

01② 02② 03① 04④ 05③

06④ 07② 08① 09③

10 -3x¤ -8x+17 11⑴ 13 ⑵ :¡3ª: 12 11

13 -:¢3º:y-19 14 4x+8 15 8x¤ -10x-10

16④ 17④ 18⑤ 19 6a¤ -11a+3

01 (주어진식)=;3@;x¤ -2xy-{x¤ y- }_;2∞];

=;3@;x¤ -2xy-{;2%;x¤ -;4%;xy}

=;3@;x¤ -2xy-;2%;x¤ +;4%;xy

=-:¡6¡:x¤ -;4#;xy

xy¤
2

02 (주어진식)= - -{ - }

=-3xy+4x-(4x-8xy)
=-3xy+4x-4x+8xy

=5xy=5_(-2)_;2!;=-5

16x¤ y
2x

8x¤
2x

12xy
-3y

9xy¤
-3y

03 (2x-1)¤ -(3x+1)(3x-1)
=4x¤ -4x+1-(9x¤ -1)=4x¤ -4x+1-9x¤ +1
=-5x¤ -4x+2

05 ① (x+3)¤ =x¤ + x+9

② {;2!;x- } ¤ =;4!;x¤ -6x+36

③ (-2x-3)(2x-3)
=-(2x+3)(2x-3)=-{(2x)¤ -3¤ }

=-(4x¤ -9)=-4x¤ +

④ (x+3)(x-9)=x¤ - x-27

⑤ (x+1)(2x- )=2x¤ -4x-66

6

9

6

6

04 ① (x-5y)¤ =x¤ -10xy+25y¤

② 2(x-3y)¤ =2(x¤ -6xy+9y¤ )=2x¤ -12xy+18y¤
(4x-12y)¤ =16x¤ -96xy+144y¤

③ (-a-3b)¤ ={-(a+3b)}¤ =(a+3b)¤

④ (4x-3y)¤ ={-(3y-4x)}¤ =(3y-4x)¤

⑤ (-x+1)(-x-1)=x¤ -1

06 39_41=(40-1)(40+1)=40¤ -1¤

13중등기본_2-1_02해(14~47)ok  2013.5.27 09:37 PM  페이지42   다민  2540DPI 175LPI



II. 식의 계산 43

09 ={-;6%;x¤ y}_{;5#;xy-2y}

=-;2!;x‹ y¤ +;3%;x¤ y¤

11 ⑴ (x-y)¤ =(x+y)¤ -4xy
=5¤ -4_3=13

⑵ ;[};+;]{;= =

= =:¡3ª:
5¤ -2_3

3

(x+y)¤ -2xy
xy

x¤ +y¤
xy

12 (ax+1)(ax-5)=a¤ x¤ -4ax-5
-4a=12⋯⋯∴ a=-3
(x-a)(3x+b)=3x¤ +(b-3a)x-ab에서
b-3a=b+9=-5⋯⋯∴ b=-14

∴ a-b=-3-(-14)=11

07 {mx+;4!;}¤ =m¤ x¤ + x+;1¡6;=4x¤ -x+;n!;

에서 =-1, ;1¡6;=;n!;이므로

m=-2, n=16⋯⋯∴m+n=14

m
2

m
2

15 A=3x(x-2)+5x+1=3x¤ -6x+5x+1
=3x¤ -x+1

B=(8x‹ +2x¤ -6x)÷(-2x)-(15x¤ -3x)÷(-3x)

= -

= + - -{ - }

=-4x¤ -x+3-(-5x+1)
=-4x¤ -x+3+5x-1=-4x¤ +4x+2

C=3x¤ -4x+5-2x(x-3)
=3x¤ -4x+5-2x¤ +6x=x¤ +2x+5

∴A-{2B-A-(B-2C)}
=A-(2B-A-B+2C)
=A-(-A+B+2C)
=A+A-B-2C=2A-B-2C
=2(3x¤ -x+1)-(-4x¤ +4x+2)-2(x¤ +2x+5)
=6x¤ -2x+2+4x¤ -4x-2-2x¤ -4x-10
=8x¤ -10x-10

3x
-3x

15x¤
-3x

6x
-2x

2x¤
-2x

8x‹
-2x

15x¤ -3x
-3x

8x‹ +2x¤ -6x
-2x

10 A-(2x¤ -3x+5)=-7x¤ -2x+7

∴A=-7x¤ -2x+7+(2x¤ -3x+5)
=-5x¤ -5x+12

따라서바르게계산하면

(-5x¤ -5x+12)+(2x¤ -3x+5)
=-3x¤ -8x+17

08 (주어진식)

=3a-5b-{6a-3b-(2a-3a-15b)}
=3a-5b-{6a-3b-(-a-15b)}
=3a-5b-(6a-3b+a+15b)
=3a-5b-(7a+12b)=3a-5b-7a-12b
=-4a-17b

13 3y-4x=-7x+5y+6에서
-4x+7x=5y+6-3y

3x=2y+6⋯⋯∴ x=;3@;y+2

∴ 3(x-4y)-5x-15=3x-12y-5x-15
=-2x-12y-15

=-2{;3@;y+2}-12y-15

14 (주어진식)

=x-2{x¤ +5-(x-3x-x¤ + +x¤ )}

=x-2 {x¤ +5-(-2x+ )}

=x-2(x¤ +5+2x- )

=x-2x¤ -10-4x+2

=-2x¤ -3x-10+2

따라서-2x¤ -3x-10+2 =-2x¤ +5x+6이므로

2 =-2x¤ +5x+6+2x¤ +3x+10=8x+16

∴ =4x+8

=-;3$;y-4-12y-15

=-:¢3º:y-19

16 S=P(1+rn)에서 S=P+Prn

Prn=S-P⋯⋯∴ r= S-P
Pn

18 ① x=20+6y에서 6y=x-20

∴ y=

② S=;2!;ah에서 a= 2S
h

x-20
6

17 ①, ②, ③, ⑤는 vt=s-a

④는 v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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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그림과같이도형을이동하면

(길을제외한꽃밭의넓이)=(3a+2-3)(2a-3)
=(3a-1)(2a-3)
=6a¤ -9a-2a+3
=6a¤ -11a+3

3

3

3a+2

2a

3

3
3a+2

2a

③M= 에서 a+b+c=3M

∴ a=3M-b-c

④V=a(x+y)에서 =x+y

∴ x= -y

⑤F=;5(;C+32에서 ;5(;C=F-32

∴ C=;9%;(F-32)

V
a

V
a

a+b+c
3

Step (발전문제) 본문 99~100쪽

01② 02 8 03② 04 :¶6¶: 05 2a+3

06 ;4#; 07③ 08 :§3¢:a-16b-32 09②

10⑴ 3 ⑵ 12 11⑴ 1 ⑵ ;9%; 12 2

13 -12 14② 15③

01 (x¤ +2)(y¤ +2)=x¤ y¤ +2x¤ +2y¤ +4
=(xy)¤ +2(x¤ +y¤ )+4
=(xy)¤ +2 {(x+y)¤ -2xy}+4
=1+2(3¤ -2_1)+4=19

04 x=-;2!;에서 ;[!;=-2, y=;5@;에서 ;]!;=;2%;,

z=;4#;에서 ;z!;=;3$;

∴ = - +

=;z!;-;[@;+;]#;

=;3$;-2_(-2)+3_;2%;

=;3$;+4+:¡2∞:=:¶6¶:

3xz
xyz

2yz
xyz

xy
xyz

xy-2yz+3xz
xyz

=-3b¤ + -4

=-3b¤ +4ab-4

에서- =4ab이므로

=4ab_(-2a¤ b)=-8a‹ b¤

1232
2a¤ b

-2a¤ b

05 =;4#;에서 4(-a+3b)=3(2a-b)

-4a+12b=6a-3b, 15b=10a⋯⋯∴ b=;3@;a

b=;3@;a를 8a-9b+3에대입하면

8a-9_;3@;a+3=8a-6a+3=2a+3

-a+3b
2a-b

06 x△y= =;3$;에서

3(3x+2y)=4(2x+3y)
9x+6y=8x+12y⋯⋯∴ x=6y

∴ y△x= =

= = =;4#;
15y
20y

3y+12y
2y+18y

3y+2_6y
2y+3_6y

3y+2x
2y+3x

3x+2y
2x+3y

07 ;a!;+;b!;=;f!;에서 ;a!;=;f!;-;b!;=

∴ a=
bf
b-f

b-f
bf

08 어떤식을A라하면

A_{-;4#;ab}=-9a¤ b‹ +12a‹ b¤ -18a¤ b¤

∴A=(-9a¤ b‹ +12a‹ b¤ -18a¤ b¤ )÷{-;4#;ab}

=(-9a¤ b‹ +12a‹ b¤ -18a¤ b¤ )_{- }
4

3ab

02 2014=x라하면
(좌변)=(x-1)(x+1)(x¤ +1)(x› +1)

=(x¤ -1)(x¤ +1)(x› +1)
=(x› -1)(x› +1)=x° -1

따라서 x° -1=2014° -1이므로 =8

03 = + + 8a¤ b
-2a¤ b-2a¤ b

6a¤ b‹
-2a¤ b

6a¤ b‹ + +8a¤ b
-2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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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a!;+;b!;=6에서 =6⋯⋯∴ a+b=6ab

a+b=6ab를주어진식에대입하면

=

=

=

= =214ab
7ab

18ab-4ab
12ab-5ab

3_6ab-4ab
2_6ab-5ab

3(a+b)-4ab
2(a+b)-5ab

3a-4ab+3b
2a-5ab+2b

a+b
ab

14 S= l_2pr+pr¤에서

S=prl+pr¤
prl=S-pr¤

∴ l= = -rS
pr

S-pr¤
pr

r2pr

l;2!;

10 ⑴ a¤ +b¤ =(a-b)¤ +2ab이므로
15=3¤ +2ab, 2ab=6⋯⋯∴ ab=3

⑵ x¤ -4x+1=0의양변을 x로나누면

x-4+;[!;=0⋯⋯∴ x+;[!;=4

∴ {x-;[!;}¤ ={x+;[!;}¤ -4

=4¤ -4=12

11 ⑴ +;2#;x=x+y에서

x-2y+6x=4x+4y
3x=6y⋯⋯∴ x=2y
x=2y를주어진식에대입하면

= = =;5%]};=1

⑵ (3x-2y): (2x+2y)=2 : 3에서
2(2x+2y)=3(3x-2y)
4x+4y=9x-6y, 5x=10y⋯⋯∴ x=2y
x=2y를주어진식에대입하면

= = =;9%]};=;9%;
4y+y
8y+y

2_2y+y
4_2y+y

2x+y
4x+y

4y+y
6y-y

2_2y+y
3_2y-y

2x+y
3x-y

x-2y
4

13 (3x-Ay+2)¤ ={(3x-Ay)+2}¤이므로
3x-Ay=X로치환하면
(3x-Ay+2)¤ =(X+2)¤ =X¤ +4X+4

=(3x-Ay)¤ +4(3x-Ay)+4
=9x¤ -6Axy+A¤ y¤ +12x-4Ay+4

이때 xy의계수가-24이고 y의계수가B이므로
-6A=-24⋯⋯∴A=4
-4A=B에서B=-16

∴A+B=4-16=-12

=

= =22x
x

x¤ +2x+1-x¤ +9-10
x

15 (x+A)(x+B)=x¤ +(A+B)x+AB이므로
A+B=C, AB=8
AB=8을만족하는정수A, B의순서쌍 (A, B)는
(1, 8), (2, 4), (4, 2), (8, 1), (-1, -8), (-2, -4),
(-4, -2), (-8, -1)

이므로 C의값은
(1, 8), (8, 1)일때, C=1+8=9
(2, 4), (4, 2)일때, C=2+4=6
(-1, -8), (-8, -1)일때, C=-1-8=-9
(-2, -4), (-4, -2)일때, C=-2-4=-6

=12ab¤ -16a¤ b+24ab
따라서바르게계산하면

(12ab¤ -16a¤ b+24ab)÷{-;4#;ab}

=(12ab¤ -16a¤ b+24ab)_{- }

=:§3¢:a-16b-32

4
3ab

12 3000=x라하면

(주어진식)=

=
x¤ +2x+1-(x¤ -9)-10

x

(x+1)¤ -(x-3)(x+3)-10
x

Step (심화문제) 본문 101쪽

01 80 02 -72 03 -5 04 h= -2r

05⑴ 2 ⑵ 12 ⑶ 2 ⑷-5 06 32 07 3

3V
pr¤

01 x¤ +9x+10=0에서 x¤ +9x=-10

∴ (x+3)(x+4)(x+5)(x+6)
={(x+3)(x+6)} {(x+4)(x+5)}
=(x¤ +9x+18)(x¤ +9x+20)
=(-10+18)(-10+20)=8_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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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2~103쪽

1:∞3ª: 2b= 34x-3y

46 5-35x+3y 6-4

S
12a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12a‹ b-4a¤ b¤ )÷;3$;ab+;2#;a(10a-4b)

=(12a‹ b-4a¤ b¤ )_ +;2#;a(10a-4b)

=9a¤ -3ab+15a¤ -6ab
=24a¤ -9ab

=24_{;3@;}¤ -9_;3@;_{-;2#;}=:∞3ª:

3
4ab

1단계

2단계

46 정답과 풀이

04 V=(원뿔의부피)+(반구의부피)

=;3!;pr¤ h+;2!;_;3$;pr‹ =;3!;pr¤ h+;3@;pr‹

이므로 ;3!;pr¤ h=V-;3@;pr‹

∴ h= {V-;3@;pr‹ }= -2r3V
pr¤

3
pr¤

02 x：y：z=1：3：5이므로 x=k, y=3k, z=5k (k는
상수)라하면 2x+3y+2z=63에서
2k+3_3k+2_5k=63, 21k=63

∴ k=3

따라서 x=3, y=9, z=15이므로
5x¤ -2y¤ +3z=5_3¤ -2_9¤ +3_15

=-72

03 a+b+c=0에서
a+b=-c, b+c=-a, c+a=-b

∴ + +

= + + =-

=-:¡2º:

=-5

a¤ +b¤ +c¤
abc

-b
ca

-a
bc

-c
ab

c+a
ca

b+c
bc

a+b
ab

06 주어진식의좌변에 (2-1)을곱해도식의값에는변함
이없다.

(2+1)(2¤ +1)(2› +1)(2° +1)(2⁄ fl +1)
=(2-1)(2+1)(2¤ +1)(2› +1)(2° +1)(2⁄ fl +1)
=(2¤ -1)(2¤ +1)(2› +1)(2° +1)(2⁄ fl +1)
=(2› -1)(2› +1)(2° +1)(2⁄ fl +1)
=(2° -1)(2° +1)(2⁄ fl +1)
=(2⁄ fl -1)(2⁄ fl +1)=2‹ ¤ -1

∴ =32

07 (-2xå )∫ =(-2)∫ xå ∫이고-8x⁄ fi =(-2)‹ x⁄ fi이므로
b=3, ab=15에서 a=5
2a-[b-{3a-4(a+2b)}-5a]
=2a-{b-(3a-4a-8b)-5a}
=2a-{b-(-a-8b)-5a}
=2a-(b+a+8b-5a)
=2a-(-4a+9b)
=2a+4a-9b=6a-9b

이므로 a=5, b=3을 6a-9b에대입하면
6a-9b=6_5-9_3=3

05 ⑴ x-y=1에서 x=1+y

y+;z!;=1에서 ;z!;=1-y

∴ x+;z!;=(1+y)+(1-y)=2

⑵ x¤ -5x-1=0의양변을 x로나누면

x-5-;[!;=0⋯⋯∴ x-;[!;=5

x¤ + ={x-;[!;}¤ +2=5¤ +2=27

⋯ ∴ x¤ -3x+;[#;+ =x¤ + -3{x-;[!;}

=27-3_5=12

⑶ {x-;[!;} ¤ =x¤ + -2=6-2=4

⋯ 그런데 x>1이므로 x-;[!;>0

∴ x-;[!;=2

⑷ a+b+c=0에서
a+b=-c, b+c=-a, c+a=-b

∴ + + b+a112c
c+a112b

3(b+c)11124a

1
x¤

1
x¤

1
x¤

1
x¤

= + +

=-3-1-1=-5

-c11c-b11b-3a112a

2 S=(3a_8b)-[{ _2a_6b}+{;2!;_2a_2b}

=+{ _a_6b}+{;2!;_a_2b}]

=24ab-(6ab+2ab+3ab+ab)
=24ab-12ab=12ab

S=12ab이므로 b= S
12a

;2!;

;2!;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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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4쪽생활속의수학

1 1(GB)=2⁄ ‚ (MB)=2⁄ ‚ _2⁄ ‚ (KB)
=2⁄ ‚ _2⁄ ‚ _2⁄ ‚ (byte)
=2⁄ ‚ _2⁄ ‚ _2⁄ ‚ _2‹ (bit)=2‹ ‹ (bit) 답⃞⑤

2 연속한두자연수를 x, x+1이라하면
(x+1)¤ -x¤ =2x+1=x+(x+1)

즉, 연속한두자연수의제곱의차는두수의합과같다.
∴ 1999¤ -1998¤ =1999+1998=3997 답⃞ 3997

3 거실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3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넓

이의합을구한다.

∴ a_5a+b_(5a-3b)
+2a_2b
=5a¤ +5ab-3b¤ +4ab
=5a¤ +9ab-3b¤

답⃞ 5a¤ +9ab-3b¤

a

3b

2b

5a

2a

5a-3b
b

단계 채점요소 배점

식A 간단히하기 2점1

식B 간단히하기 2점2

주어진식간단히하기 1점3

주어진식을 x, y에관한식으로나타내기 2점4

6 (x+2)(x-3)에서 상수항 2를 A로 잘못 보고
전개하였더니 x¤ -2x+B가되었으므로
(x+A)(x-3)=x¤ -2x+B
x¤ +(A-3)x-3A=x¤ -2x+B

따라서A-3=-2, -3A=B이므로
A=1, B=-3

또, (2x+1)(x-3)에서 x의계수 2를 C로잘못
보고전개하였더니 Cx¤ +7x-3이되었으므로
(Cx+1)(x-3)=Cx¤ +7x-3
Cx¤ +(1-3C)x-3=Cx¤ +7x-3

따라서 1-3C=7이므로 C=-2
A+B+C=1-3-2=-4

1단계

2단계

3 어떤다항식을 라하면

-6{;3!;x-y}=5x-2y

-2x+6y=5x-2y

∴ =5x-2y+2x-6y=7x-8y

따라서구하는식은

(7x-8y)+(-3x+5y)=4x-3y

1단계

2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어떤다항식구하기 4점1

어떤다항식에-3x+5y를더한식구하기 2점2

4 주어진식에서 xy의항이나올수있는부분만전
개하면

6x_(-y)+Ay_3x=-6xy+3Axy
=(-6+3A)xy

xy의계수가 18이므로
-6+3A=18, 3A=24

∴A=8

주어진 식에서 y의 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전
개하면

Ay_B+(-2)_(-y)=ABy+2y
=(AB+2)y

y의계수가-14이므로
AB+2=-14, 8B+2=-14
8B=-16⋯⋯∴B=-2

∴A+B=8-2=6

1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A, B의값구하기 4점1

C의값구하기 3점2

A+B+C의값구하기 1점3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A의값구하기 3점1

B의값구하기 3점2

A+B의값구하기 1점3

2단계

5 1단계 A={-3x¤ y+;5!;xy¤ }÷;5#;xy

={-3x¤ y+;5!;xy¤ }_

=-5x+;3!;y

B=;2%; {4x-;5@;y}=10x-y

∴ 3A+{A-3B-(A-B)}
=3A+(A-3B-A+B)=3A-2B

∴=3{-5x+;3!;y}-2(10x-y)

=-15x+y-20x+2y=-35x+3y

5
3xy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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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립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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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방정식과그해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 ⑵ ○ ⑶ × ⑷ ○ ⑸ × ⑹ ×

02⑴참 ⑵거짓 ⑶참 ⑷거짓 ⇨ ⑴, ⑶

03풀이참조

04⑴ (1, 3), (2, 2), (3, 1)

⑵ (1, 7), (2, 4), (3, 1)

⑶ (3, 1)

본문 110쪽

1 연립방정식

핵심문제익히기

12개 2⑴③ ⑵ (2, 7), (4, 4), (6, 1)

3⑴ (2, 3) ⑵ (1, 2) ⑶ (3, 1)

4⑴ 5 ⑵ 2

본문 111~112쪽(확인문제)

⑴미지수가 1개인일차방정식이다.
⑶ x¤이 2차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⑸ x가분모에있으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⑹ xy는 x, y에대하여 2차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01

⑴ 2x+y=7에서 y=7-2x
x=1, 2, 3, y을대입하여 y의값을구하면

∴ (x, y)=(1, 5), (2, 3), (3, 1)

⑵ 2x+3y=7에서 y=;3&;-;3@;x

x=1, 2, 3, y을대입하여 y의값을구하면

∴ (x, y)=(2, 1)

03

x

y

1 2 3 4 5 y

5 3 1 -1 -3 y

x

y

1 2 3 4 5 y

;3%; 1 ;3!; -;3!; -1 y

⑴ x+y=4에서 y=4-x
x=1, 2, 3, y을대입하여 y의값을구하면

이때 x, y는모두자연수이므로 x+y=4의해는
(1, 3), (2, 2), (3, 1)이다.

⑵ 3x+y=10에서 y=10-3x
x=1, 2, 3, y을대입하여 y의값을구하면

이때 x, y는모두자연수이므로 3x+y=10의해는
(1, 7), (2, 4), (3, 1)이다.

⑶연립방정식의해는⑴, ⑵를동시에만족하는해

(3, 1)이다.

04

x

y

1 2 3 4 5 y

3 2 1 0 -1 y

각각의순서쌍을 2x+3y=4에대입해보면
⑴ (2, 0)：2_2+3_0=4⋯⋯∴참
⑵ (3, -1)：2_3+3_(-1)=6-3=3+4
∴거짓

⑶ (-1, 2)：2_(-1)+3_2=-2+6=4
∴참

⑷ (-2, 3)：2_(-2)+3_3=-4+9=5+4
∴거짓

⇨따라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의 순서쌍 ⑴,
⑶이해이다.

02

x

y

1 2 3 4 5 y

7 4 1 -2 -5 y

1 ㄱ. xy는 x, y에대하여 2차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ㄷ. y¤이 2차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ㅁ. 3(x-y)-x+3y=2를 정리하면 2x-2=0이므로
미지수가 1개인일차방정식이다.

따라서미지수가 2개인일차방정식은ㄴ, ㄹ의 2개이다.

2 ⑴각각의순서쌍을 3x-y=13에대입해보면
① (-1, -16)：3_(-1)-(-16)=13
∴참

② (1, -10)：3_1-(-10)=13⋯⋯∴참
③ (3, -3)：3_3-(-3)=12+13⋯⋯∴거짓
④ (4, -1)：3_4-(-1)=13⋯⋯∴참
⑤ (5, 2)：3_5-2=13⋯⋯∴참

⑵ 3x+2y=20에서 y=-;2#;x+10

x=1, 2, 3, y을대입하여 y의값을구하면

이때 x, y는 모두 자연수이므로 3x+2y=20의 해
는 (2, 7), (4, 4), (6, 1)이다.

x

y

1 2 3 4 5 6 7 y

:¡2¶: 7 :¡2¡: 4 ;2%; 1 -;2!;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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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립방정식 49

3 ⑴ [
x+y=5 yy ㉠

2x+y=7 yy ㉡

x, y가자연수이므로각방정식의해를구하면다음
과같다.

㉠ ㉡

따라서연립방정식의해는㉠, ㉡을동시에만족하는

해 (2, 3)이다.

⑵ [
x+2y=5 yy ㉠

2x+y=4 yy ㉡

x, y가자연수이므로각방정식의해를구하면다음
과같다.

㉠ ㉡

따라서연립방정식의해는㉠, ㉡을동시에만족하는

해 (1, 2)이다.

⑶ [
x-y=2 yy ㉠

3x+y=10 yy ㉡

x, y가자연수이므로각방정식의해를구하면다음
과같다.

㉠ ㉡

따라서연립방정식의해는㉠, ㉡을동시에만족하는

해 (3, 1)이다.

4 ⑴ x=-1, y=2를 x+ay=1에대입하면
-1+2a=1⋯⋯∴ a=1
x=-1, y=2를 2x-y=b에대입하면
-2-2=b⋯⋯∴ b=-4

∴ a-b=1-(-4)=5

⑵ y=-7을-x+3y=4에대입하면
-x-21=4⋯⋯∴ x=-25
x=-25, y=-7을 x-5y=5a에대입하면
-25+35=5a⋯⋯∴ a=2

02 각각의순서쌍을 3x-10=y에대입해보면
① (1, 6)：3_1-10=-7+6⋯⋯∴거짓
② (2, -4)：3_2-10=-4⋯⋯∴참
③ (3, 3)：3_3-10=-1+3⋯⋯∴거짓
④ (-2, 1)：3_(-2)-10=-16+1⋯⋯∴거짓
⑤ (4, -1)：3_4-10=2+-1⋯⋯∴거짓

03 2x+3y=13에서 y=-;3@;x+:¡3£:

x=1, 2, 3, y을대입하여 y의값을구하면

따라서자연수 x, y의순서쌍 (x, y)는 (2, 3), (5, 1)

의 2개이다.

04 [
3x+y=11 yy ㉠

x+2y=7 yy ㉡

x, y가 자연수이므로 각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 ㉡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 (3, 2)이다.

05 x=3, y=-6을 대입하여 두 일차방정식이 모두 성립
하는것을찾는다. 

①
x+y=9
2x+3y=-12

⇨
3+(-6)=-3+9⋯⋯∴거짓

2_3+3_(-6)=-12⋯⋯∴참

②
x+y=-6
2x-y=6 

⇨
3+(-6)=-3+-6⋯⋯∴거짓

2_3-(-6)=12+6 ⋯⋯∴거짓

③
3x+y=-3
x-2y=5

⇨
3_3+(-6)=3+-3⋯⋯∴거짓

3-2_(-6)=15+5⋯⋯∴거짓

④
2x-y=12
3x+4y=-15 

⇨
2_3-(-6)=12⋯⋯∴참

3_3+4_(-6)=-15⋯⋯∴참
[

[

[

[

[

[

[

[

x

y

1 2 3 4

4 3 2 1

x

y

1 2 3

5 3 1

x

y

1 3

2 1

x

y

1

2

x

y

3 4 5 y

1 2 3 y

x

y

1 2 3

7 4 1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⑤ 02② 032개 04(3, 2)

05④ 06⑴ 27 ⑵ 3 ⑶ 2 072

본문 113쪽

01 ①, ②미지수가 1개인일차방정식이다.
③ xy는 x, y에대하여 2차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④ x¤¤이 2차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x

y

1 2 3 4 5 6 7 y

:¡3¡: 3 ;3&; ;3%; 1 ;3!; -;3!; y

x

y

1 2 3

8 5 2

x

y

1 3 5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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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문제익히기

1⑴ x=-4, y=4 ⑵ x=3, y=-2

2⑴ x=-3, y=-4 ⑵ x=-11, y=-6

3x=-1, y=-3 4x=5, y=2

5⑴ x=9, y=4 ⑵ x=5, y=11 ⑶ x=6, y=1

6⑴ x=1, y=0 ⑵ x=1, y=2 ⑶ x=1, y=2

7⑴ x=-2, y=3 ⑵ x=5, y=5

8-10 925 10a=2, b=3

115

본문 118~123쪽(확인문제)

07 x=1, y=2를 ax-y=-1에대입하면
a-2=-1 ∴ a=1
x=1, y=2를 2x+by=4에대입하면
2+2b=4 ∴ b=1

∴ a+b=1+1=2

⑴ [
`2x+3y=1 yy ㉠

x-2y=4 yy ㉡

x를소거하기위해㉠-㉡_2를하면

2x+3y=-1
-> ≥2x-4y=-8

5x+7y=-7⋯⋯∴ y=-1

03

연립방정식의풀이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절댓값

022, 4, 11, -11, -11, -11, -19

03⑴ x=2, y=-1 ⑵ x=2, y=-1

042x-1, 10, 2, 2, 2, 3

05⑴ x=3, y=2 ⑵ x=1, y=0

본문 117쪽

y=-1을㉡에대입하면
x-2_(-1)=4⋯⋯∴ x=2

⑵ [
`7x+2y=12 yy ㉠

3x-4y=10 yy ㉡

y를소거하기위해㉠_2+㉡을하면

x=2를㉠에대입하면
7_2+2y=12, 2y=-2

∴ y=-1

14x+4y=24
+> ≥23x-4y=10

17x-4y=34⋯⋯∴ x=2

⑴ [
`x=2y-1 yy ㉠

x+3y=9 yy ㉡

㉠을㉡에대입하면

(2y-1)+3y=9, 5y=10⋯⋯∴ y=2
y=2를㉠에대입하면
x=2_2-1=3

⑵ [
`y=x-1 yy ㉠

3x-2y=3 yy ㉡

㉠을㉡에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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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1
x=1을㉠에대입하면
y=1-1=0

05

1 ⑴ [
2x+3y=4 yy ㉠

3x+2y=-4 yy ㉡

y를소거하기위해㉠_2-㉡_3을하면

-4x+6y=-18
->≥-9x+6y=-12

-5x+6y=-20⋯⋯∴ x=-4

06 ⑴ x=k-1, y=k를-x+2y=28에대입하면
-(k-1)+2k=28, -k+1+2k=28

∴ k=27

⑵ x=a, y=2를 2x-y=3에대입하면

2a-2=3⋯⋯∴ a=;2%;

x=2, y=2b를 2x-y=3에대입하면

4-2b=3⋯⋯∴ b=;2!;

∴ a+b=;2%;+;2!;=3

⑶ x=2를 2x+y=9에대입하면
4+y=9⋯⋯∴ y=5
x=2, y=5를 2x-2y=-3a에대입하면
4-10=-3a⋯⋯∴ a=2

⑤
3x-2y=-15
4x+y=6

⇨
3_3-2_(-6)=21+-15⋯⋯∴거짓

4_3+(-6)=6⋯⋯∴참
[

[

13중등기본_2-1_03해(48~73)ok  2013.5.31 11:29 AM  페이지50   다민  2540DPI 175LPI



III. 연립방정식 51

x=-4를㉠에대입하면
2_(-4)+3y=4⋯⋯∴ y=4

∴ x=-4, y=4

⑵ [
5x+4y=7 yy ㉠

3x-2y=13 yy ㉡

y를소거하기위해㉠+㉡_2를하면

x=3을㉡에대입하면
3_3-2y=13⋯⋯∴ y=-2

∴ x=3, y=-2

15x+4y=17
+> ≥16x≥-4y≥=˘26

11x+6y=33⋯⋯∴ x=3

2 ⑴ [
x-2y=5 yy ㉠

2x+y=-10 yy ㉡

㉠을 x에관하여풀면
x=2y+5 yy ㉢

㉢을㉡에대입하면

2(2y+5)+y=-10
4y+10+y=-10, 5y=-20

∴ y=-4
y=-4를㉢에대입하면
x=2_(-4)+5=-3

∴ x=-3, y=-4

⑵ [
2x=3y-4 yy ㉠

2x-5y=8 yy ㉡

㉠을㉡에대입하면

(3y-4)-5y=8
-2y=12⋯⋯∴ y=-6
y=-6을㉠에대입하면
2x=3_(-6)-4=-22    ∴ x=-11

∴ x=-11, y=-6

3 [
4(x+y)-3y=-7 yy ㉠

3x-2(x+y)=5 yy ㉡

㉠, ㉡의괄호를풀어간단히하면

[
4x+y=-7 yy ㉢

x-2y=5 yy ㉣

y를소거하기위해㉢_2+㉣을하면
9x=-9⋯⋯∴ x=-1
x=-1을㉢에대입하면
4_(-1)+y=-7⋯⋯∴ y=-3

∴ x=-1, y=-3

4 [
(x+1)：(x+2y)=2：3 yy ㉠

-2x+3y=-4 yy ㉡

5 ⑴

;3{;-y=-1 yy ㉠

x-;4};=8 yy ㉡

㉠의양변에 3을곱하면
x-3y=-3 yy ㉢

㉡의양변에 4를곱하면
4x-y=32 yy ㉣

x를소거하기위해㉢_4-㉣을하면
-11y=-44⋯⋯∴ y=4
y=4를㉢에대입하면
x-12=-3⋯⋯∴ x=9

∴ x=9, y=4

⑵

x+ =7 yy ㉠

x- =2 yy ㉡

㉠의양변에 5를곱하면
5x+y-1=35

∴ 5x+y=36 yy ㉢

㉡의양변에 4를곱하면
4x-(y+1)=8

∴ 4x-y=9 yy ㉣

y를소거하기위해㉢+㉣을하면
9x=45⋯⋯∴ x=5
x=5를㉢에대입하면
25+y=36 ∴ y=11

∴ x=5, y=11

⑶

;2{;- =4 yy ㉠

;3%;x-;2};=:¡2ª: yy ㉡

㉠의양변에 4를곱하면
2x-(y-5)=16

∴ 2x-y=11 yy ㉢

㉡의양변에 6을곱하면
10x-3y=57 yy ㉣

y를소거하기위해㉢_3-㉣을하면
-4x=-24⋯⋯∴ x=6

y-5121
4

(
{
9

y+1
4

y-1
5

(
{
9

(
{
9

㉠에서 2(x+2y)=3(x+1)
2x+4y=3x+3⋯⋯∴ x-4y=-3 yy ㉢

x를소거하기위해㉡+㉢_2를하면
-5y=-10⋯⋯∴ y=2
y=2를㉢에대입하면
x-4_2=-3⋯⋯∴ x=5

∴ x=5,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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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⑴ x+y-2=4x+2y+1=3x+y+2에서

[
x+y-2=4x+2y+1
4x+2y+1=3x+y+2
각방정식을동류항끼리정리하여간단히하면

[
3x+y=-3 yy ㉠

x+y=1 yy ㉡

y를소거하기위해㉠-㉡을하면
2x=-4⋯⋯∴ x=-2
x=-2를㉡에대입하면

-2+y=1⋯⋯∴ y=3

∴ x=-2, y=3

⑵ = =5에서

=5 yy ㉠

=5 yy ㉡

㉠의양변에 3을곱하면
x+2y=15 yy ㉢

㉡의양변에 4를곱하면
3x+y=20 yy ㉣

y를소거하기위해㉢-㉣_2를하면
-5x=-25⋯⋯∴ x=5
x=5를㉣에대입하면
15+y=20⋯⋯∴ y=5

∴ x=5, y=5

3x+y1114

x+2y1113(
{
9

3x+y1114x+2y1113

8 x의값이 y의값보다 4만큼작으므로
x=y-4

연립방정식 [
5x-y=8 yy ㉠`

에서
x=y-4 yy ㉡

㉡을㉠에대입하면

5(y-4)-y=8, 4y=28

∴ y=7
y=7을㉡에대입하면
x=7-4=3

따라서 x=3, y=7을 x+3y=4-2a에대입하면
3+21=4-2a⋯⋯∴ a=-10

9 주어진연립방정식에 x=4, y=2를각각대입하면

[
4a-2=10 yy ㉠

16+2a=b yy ㉡

㉠에서 4a=12⋯⋯∴ a=3
a=3을㉡에대입하면
16+6=b⋯⋯∴ b=22

∴ a+b=3+22=25

10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으므로 그 해는 다음 연립방정
식의해와같다.

[
2x-y=7 yy ㉠

-3x+y=-11 yy ㉡

㉠+㉡을하면-x=-4

∴ x=4
x=4를㉠에대입하면 8-y=7

6 ⑴ [
0.3x-y=0.3 yy ㉠

0.2x-0.1y=0.2 yy ㉡

㉠의양변에 10을곱하면
3x-10y=3 yy ㉢

㉡의양변에 10을곱하면
2x-y=2 yy ㉣

x를소거하기위해㉢_2-㉣_3을하면
-17y=0⋯⋯∴ y=0
y=0을㉢에대입하면 3x=3⋯⋯∴ x=1

∴ x=1, y=0

⑵ [
1.3x-y=-0.7 yy ㉠

0.03x-0.1y=-0.17 yy ㉡

㉠의양변에 10을곱하면
13x-10y=-7 yy ㉢

㉡의양변에 100을곱하면
3x-10y=-17 yy ㉣

y를소거하기위해㉢-㉣을하면
10x=10⋯⋯∴ x=1
x=1을㉢에대입하면
13-10y=-7⋯⋯∴ y=2

∴ x=1, y=2

⑶ [
1.1x-0.2y=0.7 yy ㉠

0.18x-0.04y=0.1 yy ㉡

㉠의양변에 10을곱하면
11x-2y=7 yy ㉢

㉡의양변에 100을곱하면
18x-4y=10 yy ㉣

y를소거하기위해㉢_2-㉣을하면
4x=4⋯⋯∴ x=1
x=1을㉢에대입하면
11-2y=7⋯⋯∴ y=2

∴ x=1, y=2

x=6을㉢에대입하면
12-y=11 ∴ y=1

∴ x=6, 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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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을 a로잘못보았다고하면
2x+3y=a yy ㉠

x=-2를 x+2y=4에대입하면
-2+2y=4⋯⋯∴ y=3
x=-2, y=3을㉠에대입하면
-4+9=a⋯⋯∴ a=5

따라서 7을 5로잘못보고푼것이다.

계산력강화하기

01⑴ x=2, y=1 ⑵ x=-1, y=9

⑶ x=3, y=-3 ⑷ x=2, y=5

⑸ x=-3, y=1 ⑹ x=2, y=3

02⑴ x=-11, y=-9 ⑵ x=-1, y=1

⑶ x=1, y=-3 ⑷ x=-3, y=-6

03⑴ x=1, y=0 ⑵ x=-2, y=-1

03⑶ x=-;5$;, y=3 ⑷ x=;2!;, y=2

04⑴ x=2, y=2 ⑵ x=7, y=0

본문 124쪽

01 ⑴ [
4x-3y=5 yy ㉠

3x-2y=4 yy ㉡

x를소거하기위해㉠_3-㉡_4를하면

y=1을㉡에대입하면
3x-2=4⋯⋯∴ x=2

∴ x=2, y=1

⑵ [
3x+2y=15 yy ㉠

y=-7x+2 yy ㉡

㉡을㉠에대입하면

3x+2(-7x+2)=15
3x-14x+4=15

12x-9y= 15
-> ≥12x-8y= 16

-y=-1⋯⋯∴ y=1

-11x=11⋯⋯∴ x=-1
x=-1을㉡에대입하면
y=7+2=9

∴ x=-1, y=9

⑶ [
5x+4y=3 yy ㉠

3x-5y=24 yy ㉡

y를소거하기위해㉠_5+㉡_4를하면

x=3을㉠에대입하면
15+4y=3⋯⋯∴ y=-3

∴ x=3, y=-3

⑷ [
2y=7x-4 yy ㉠

4y=5x+10 yy ㉡

㉠을㉡에대입하면

2(7x-4)=5x+10
14x-8=5x+10⋯⋯∴ x=2
x=2를㉠에대입하면
2y=14-4=10⋯⋯∴ y=5

∴ x=2, y=5

⑸ [
5x+6y=-9 yy ㉠

-3x+4y=13 yy ㉡

x를소거하기위해㉠_3+㉡_5를하면

y=1을㉠에대입하면
5x+6=-9⋯⋯∴ x=-3

∴ x=-3, y=1

⑹ [
6x-y=9 yy ㉠

2x-3y+5=0 yy ㉡

㉠을 y에관하여풀면
y=6x-9 yy ㉢

㉢을㉡에대입하면

2x-3(6x-9)+5=0
2x-18x+27+5=0⋯⋯∴ x=2
x=2를㉢에대입하면
y=12-9=3

∴ x=2, y=3

-15x+18y=-27
+> ≥-15x+20y=-65

-15x+38y=-38⋯⋯   ∴ y=1

25x+20y= 15
+> ≥12x-20y= 96

37x-20y=111⋯⋯∴ x=3

02 ⑴ [
4(x-2)-3(y+5)=-40 yy ㉠

2(x-3y)+10=13-(x+2y) yy ㉡

㉠, ㉡의괄호를풀어간단히하면

[
4x-3y=-17 yy ㉢

3x-4y=3 yy ㉣

∴ y=1
x=4, y=1이두연립방정식의해이므로
ax-2by=2, 3ax-5by=9에각각대입하면
4a-2b=2⋯⋯yy ㉢, 12a-5b=9⋯yy ㉣

㉢_3-㉣을하면
-b=-3⋯⋯∴ b=3
b=3을㉢에대입하면
4a-6=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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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를소거하기위해㉢_4-㉣_3을하면
7x=-77⋯⋯∴ x=-11
x=-11을㉢에대입하면
-44-3y=-17⋯⋯∴ y=-9

∴ x=-11, y=-9 

⑵
= yy ㉠

3x+4=2(y-x)-3 yy ㉡

㉠의양변에 6을곱하면
2(x+4)=3(y+1)

∴ 2x-3y=-5 yy ㉢

㉡의괄호를풀어정리하면

5x-2y=-7 yy ㉣

y를소거하기위해㉢_2-㉣_3을하면
-11x=11⋯⋯∴ x=-1
x=-1을㉢에대입하면
-2-3y=-5⋯⋯∴ y=1

∴ x=-1, y=1

⑶

2x-;3};=3 yy ㉠

-;3};=1 yy ㉡

㉠의양변에 3을곱하면
6x-y=9 yy ㉢

㉡의양변에 6을곱하면
3(1-x)-2y=6

∴-3x-2y=3 yy ㉣

y를소거하기위해㉢_2-㉣을하면
15x=15⋯⋯∴ x=1
x=1을㉢에대입하면
6-y=9⋯⋯∴ y=-3

∴ x=1, y=-3

⑷ [
(x-3) : (y+2)=3 : 2 yy ㉠

2(x+2y)+1=-x+5y-2 yy ㉡

㉠에서 3(y+2)=2(x-3)
3y+6=2x-6

∴ 2x-3y=12 yy ㉢

㉡에서 2x+4y+1=-x+5y-2

∴ 3x-y=-3 yy ㉣

y를소거하기위해㉢-㉣_3을하면
-7x=21⋯⋯∴ x=-3
x=-3을㉣에대입하면
-9-y=-3⋯⋯∴ y=-6

∴ x=-3, y=-6

1-x
2

(
{
9

y+1
2

x+4
3·“ª

03 ⑴ [
0.5x+0.3y=0.5 yy ㉠

0.2x-0.1y=0.2 yy ㉡

㉠, ㉡의양변에각각 10을곱하면

[
5x+3y=5 yy ㉢

2x-y=2 yy ㉣

y를소거하기위해㉢+㉣_3을하면
11x=11⋯⋯∴ x=1
x=1을㉣에대입하면
2-y=2 ∴ y=0

∴ x=1, y=0

⑵ [
0.4x-0.5y=-0.3 yy ㉠

0.03x-0.04y=-0.02 yy ㉡

㉠의양변에 10, ㉡의양변에 100을곱하면

[
4x-5y=-3 yy ㉢

3x-4y=-2 yy ㉣

x를소거하기위해㉢_3-㉣_4를하면 y=-1
y=-1을㉢에대입하면
4x+5=-3 ∴ x=-2

∴ x=-2, y=-1

⑶
0.4(x+2y)-0.6y=0.28 yy ㉠

;6%;(x-2)+3(y-2)=;3@; yy ㉡

㉠의양변에 100, ㉡의양변에 6을곱하여정리하면

[
40x+20y=28 yy ㉢

5x+18y=50 yy ㉣

x를소거하기위해㉢-㉣_8을하면
-124y=-372⋯⋯∴ y=3
y=3을㉣에대입하면

5x+54=50⋯⋯∴ x=-;5$;

∴ x=-;5$;, y=3

⑷

0.2x-3{x-;3@;y}=2.6 yy ㉠

+ =;2!; yy ㉡

㉠의양변에 10, ㉡의양변에 12를곱하여정리하면

[
-28x+20y=26 yy ㉢

4x+3y=8 yy ㉣

x를소거하기위해㉢+㉣_7을하면
41y=82⋯⋯∴ y=2
y=2를㉣에대입하면

4x+6=8⋯⋯∴ x=;2!;

∴ x=;2!;, y=2

y-2
4

x+1
3

·\“\ª

·“ª

04 ⑴ 2x+y=x+2y=6에서

[
2x+y=6 yy ㉠

x+2y=6 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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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를소거하기위해㉠_2-㉡을하면
3x=6⋯⋯∴ x=2
x=2를㉠에대입하면
4+y=6 ∴ y=2

∴ x=2, y=2

⑵ = = 에서

= yy ㉠

= yy ㉡

㉠의양변에 6을곱하면
2(x-1)=x-y+5, 2x-2=x-y+5

∴ x+y=7 yy ㉢

㉡의양변에 12를곱하면
4(x-1)=3(2x+y-6), 4x-4=6x+3y-18

∴ 2x+3y=14 yy ㉣

x를소거하기위해㉢_2-㉣을하면
-y=0⋯⋯∴ y=0
y=0을㉢에대입하면 x=7

∴ x=7, y=0

2x+y-6111124
x-11123

x-y+511116
x-11123

(
{
9

2x+y-6111124
x-y+511116

x-11123

02 ⑴
x- = yy ㉠

0.4x-0.3y=-0.5 yy ㉡

㉠의양변에 6을곱하고, ㉡의양변에 10을곱하여정
리하면

[

㉢+㉣을하면 8x=8⋯⋯∴ x=1
x=1을㉢에대입하면
4+3y=13⋯⋯∴ y=3

∴ x=1, y=3

⑵ [

㉠에서 3(2x-3y)=3x-2y
6x-9y=3x-2y

(2x-3y) : (3x-2y)=1 : 3⋯⋯yy ㉠

0.6x-y=1.2 yy ㉡

4x+3y=13 yy ㉢

4x-3y=-5 yy ㉣

x+5
3

1-y
2·“ª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② 02⑴ x=1, y=3 ⑵ x=7, y=3

031 047 05-3 06-1

07a=11, b=2

본문 125쪽

03 [
ax+by=1 yy ㉠

2bx-ay=24 yy ㉡

x=3, y=-4를㉠, ㉡에각각대입하면

[
3a-4b=1 yy ㉢

4a+6b=24 yy ㉣

㉢_4-㉣_3을하면
-34b=-68⋯⋯∴ b=2
b=2를㉢에대입하면
3a-8=1⋯⋯∴ a=3

∴ a-b=3-2=1

05
0.2x-0.3y=-0.1 yy ㉠

x- = yy ㉡

㉠의 양변에 10을 곱하고, ㉡의 양변에 6을 곱하여 정
리하면

[
2x-3y=-1 yy ㉢

4x+3y=13 yy ㉣

㉢+㉣을하면 6x=12

∴ x=2
x=2를㉢에대입하면

4-3y=-1⋯⋯∴ y=;3%;

x+5
3

1-y
2

·{ª

04 주어진연립방정식은다음연립방정식과같다.

[
-2ax+by=-3x+2y+9 yy ㉠

ax+by+9=-3x+2y+9 yy ㉡

연립방정식의해가 x=-1, y=3이므로㉠, ㉡에각각
대입하면

[
2a+3b=18 yy ㉢

-a+3b=9 yy ㉣

㉢-㉣을하면
3a=9⋯⋯∴ a=3
a=3을㉢에대입하면
6+3b=18⋯⋯∴ b=4

∴ a+b=3+4=7

∴ 3x-7y=0 yy ㉢

㉡의양변에 10을곱하면
6x-10y=12

∴ 3x-5y=6 yy ㉣

㉢-㉣을하면-2y=-6

∴ y=3
y=3을㉢에대입하면
3x-21=0⋯⋯∴ x=7

∴ x=7, 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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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x+y=5 yy ㉠

[
x+by=7 yy ㉢

3x+y=a yy ㉡, 2x-y=4 yy ㉣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으므로 그 해는 ㉠, ㉣을 연립

하여구한해와같다.

㉠+㉣을하면 3x=9⋯⋯∴ x=3
x=3을㉠에대입하면 3+y=5⋯⋯∴ y=2
즉, x=3, y=2가 두 연립방정식의 해이므로 ㉡, ㉢에
각각대입하면

9+2=a⋯⋯∴ a=11 
3+2b=7⋯⋯∴ b=2

해가특수한연립방정식03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6x+9y=12, 일치, 무수히많다

⑵ 4x-4y=20, 상수항, 없다

02⑴해가무수히많다. ⑵해가무수히많다.

⑶해가없다. ⑷해가없다.

0315x+5ay=10, 5a, 10, -2, 5

04-6

본문 127쪽

⑴ [
2x-y=5 yy ㉠

8x-4y=20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4를하면
8x-4y=20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02

⑵ [
6x-4y=-2 yy ㉠

-3x+2y=1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6x-4y=-2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⑶ [
x-2y=-1 yy ㉠

2x-4y=1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2x-4y=-2 yy ㉢

㉡과㉢의식을비교하면 x, y의계수는각각같은데
상수항은같지않으므로해가없다.

⑷ [
8x-10y=4 yy ㉠

4x-5y=-2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8x-10y=-4 yy ㉢

㉠과㉢의식을비교하면 x, y의계수는각각같은데
상수항은같지않으므로해가없다.

[
3x+y=-2 yy ㉠

에서
ax-2y=3 yy ㉡

y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6x-2y=4 yy ㉢

㉡과㉢의 x, y의계수는각각같고상수항은달라야하
므로

a=-6

04

핵심문제익히기

17 26

본문 128쪽(확인문제)

1 [
4x-ay=-2 yy ㉠

2x-3y=b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4x-6y=2b yy ㉢

해가무수히많으려면㉠과㉢이일치해야하므로

a=6, -2=2b

∴ a=6, b=-1

∴ a-b=7
▶다른풀이

해가무수히많으므로 [
4x-ay=-2

에서
2x-3y=b

;2$;= =
-2
b

-a
-3

06 y의값이 x의값의 2배이므로 y=2x

연립방정식 [
3x+y=10 yy ㉠

에서
y=2x yy ㉡

㉡을㉠에대입하면

3x+2x=10, 5x=10⋯⋯∴ x=2
x=2를㉡에대입하면 y=4
x=2, y=4를 x+3y=a+15에대입하면
2+12=a+15

∴ a=-1

따라서 x=2, y=;3%;를 3x-ay=11에대입하면

6-;3%;a=11⋯⋯∴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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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x+2y=3 yy ㉠

3x+ay=1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3을하면
3x+6y=9 yy ㉢

해가 없으려면 ㉡과 ㉢에서 x, y의 계수는 각각 같고
상수항은달라야하므로

a=6
▶다른풀이

해가없으려면 [
x+2y=3 

에서 ;3!;=;a@;+;1#;
3x+ay=1

;3!;=;a@;에서 a=6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⑤ 02④ 038 041

05⑤

본문 129쪽

01 ① [
2x+3y=1 yy ㉠

4x+6y=2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4x+6y=2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② [
x-2y=3 yy ㉠

3x-6y=9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3을하면
3x-6y=9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③ [
2x+8y=4 yy ㉠

x+4y=2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2x+8y=4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④ [
2x+3y=7 yy ㉠

5x+6y=10 yy ㉡

y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4x+6y=14 yy ㉢

㉡과 ㉢에서 y의 계수는 같으나 x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03 [
2x+3y=b yy ㉠

6x+ay=3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3을하면
6x+9y=3b yy ㉢

해가무수히많으려면㉡과㉢이일치해야하므로

a=9, 3=3b

∴ a=9, b=1

∴ a-b=8
▶다른풀이

해가무수히많으므로 [
2x+3y=b

에서 ;6@;=;a#;=;3B;
6x+ay=3

02 ① [
3x+y=2

에서 [
3x+y=2 yy ㉠

3x-y=4+2y 3x-3y=4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② 에서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4x+6y=14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③ 에서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4x+20y=10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④ [
2x+8y=4 yy ㉠

x+4y=2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2x+8y=4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⑤ 에서

㉠과 ㉡에서 y의 계수는 같으나 x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
x-y=0 yy ㉠

2x-y=1⋯⋯yy ㉡
[
x=y
2x-y=1

2x+10y=5 yy ㉠

4x-y=;2!; yy ㉡

({9
0.2x+y=0.5

4x-y=;2!;

({9

[
4x+y=6 yy ㉠

2x+3y=7 yy ㉡
[
y=2-4(x-1)
2x+3y=7

;2$;= 에서 a=6

;2$;= 에서 b=-1-2
b

-a
-3 ⑤ [

3x-2y=1 yy ㉠

6x-4y=3 yy ㉡

x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6x-4y=2 yy ㉢

㉡과㉢에서 x, y의계수는같고상수항은다르므로
해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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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ax-2y=4 yy ㉠

9x-6y=b yy ㉡

y의계수가같아지도록㉠_3을하면
3ax-6y=12 yy ㉢

해가 없으려면 ㉡과 ㉢에서 x, y의 계수는 각각 같고
상수항은달라야하므로

9=3a, b+12

∴ a=3, b+12

Step (기본문제) 본문 130~131쪽

01③, ⑤ 02② 03 2 04③ 05③

06⑤ 07④ 08② 09③ 10②

11 a=;5!;, b=-40 12⑤

01 ① xy는 x, y에대하여 2차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② x, y가분모에있으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④각항이모두 2차이상이므로일차방정식이아니다.

03 ㉠을㉡에대입하면

4(2y-3-y)-2y=6
4(y-3)-2y=6, 4y-12-2y=6

∴ 2y=18⋯⋯∴ a=2

05 ① 에서

㉠_2-㉡을하면 7y=14⋯⋯∴ y=2
y=2를㉠에대입하면 x+4=9⋯⋯∴ x=5

∴ x=5, y=2

② 에서

㉠-㉡을하면 -2x=-10⋯⋯∴ x=5
x=5를㉠에대입하면 5-y=3⋯⋯∴ y=2

∴ x=5, y=2

③ 에서

㉠+㉡을하면 4x=8⋯⋯∴ x=2
x=2를㉠에대입하면 2+y=6⋯⋯∴ y=4

∴ x=2, y=4

④ 에서

㉠+㉡을하면 5x=25⋯⋯∴ x=5
x=5를㉠에대입하면 15+y=17⋯⋯∴ y=2

∴ x=5, y=2

⑤ 에서

㉠+㉡_2를하면 7x=35⋯⋯∴ x=5
x=5를㉠에대입하면 5-2y=1⋯⋯∴ y=2

∴ x=5, y=2

x-2y=1 yy ㉠

3x+y=17 yy ㉡
[

3x+y=17 yy ㉠

2x-y=8 yy ㉡
[

x+y=6 yy ㉠

3x-y=2 yy ㉡
[

x-y=3 yy ㉠

3x-y=13 yy ㉡
[

x+2y=9 yy ㉠

2x-3y=4 yy ㉡
[

07 [
0.01x+0.02y=0.05 yy ㉠

0.5x-0.3y=1.2 yy ㉡

㉠의양변에 100을곱하고, ㉡의양변에 10을곱하면

[
x+2y=5 yy ㉢

5x-3y=12 yy ㉣

㉢_5-㉣을하면
13y=13⋯⋯∴ y=1
y=1을㉢에대입하면
x+2=5⋯⋯∴ x=3

∴ x=3, y=1

06 ax+2y-3=3x-y+2에서
(a-3)x+3y-5=0
x, y에관한일차방정식이되려면
a-3+0⋯⋯∴ a+3

04 주어진방정식에 x=1, 2, 3, y을대입하여 y의값을
구하면

x

y

1 2 3 4 5 6 7 8 9 y

12 :™2¡: 9 :¡2∞: 6 ;2(; 3 ;2#; 0 y

04 [
ax-2y=1 yy ㉠

2x-4y=3 yy ㉡

y의계수가같아지도록㉠_2를하면
2ax-4y=2 yy ㉢

해가 없으려면 ㉡과 ㉢에서 x, y의 계수는 각각 같고
상수항은달라야하므로

2=2a ∴ a=1

;6@;=;a#;에서 a=9

;6@;=;3B;에서 b=1

∴ a-b=8

이때 x, y는모두자연수이므로구하는해는
(1, 12), (3, 9), (5, 6), (7, 3)의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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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6x+0.2(y-1)=3.8 yy ㉠

- =;3!; yy ㉡

㉠의 양변에 10을 곱하고, ㉡의 양변에 6을 곱하여 정
리하면

[
3x+y=20 yy ㉢

2x-3y=-5 yy ㉣

㉢_3+㉣을하면
11x=55⋯⋯∴ x=5
x=5를㉢에대입하면
15+y=20⋯⋯∴ y=5

따라서 a=5, b=5이므로 a-b=0

y-3
2

x-1
3

·{ª

09 ① [
x-y=1 yy ㉠

3x-3y=-3 yy ㉡

㉠_3을하면
3x-3y=3 yy ㉢

㉡과㉢에서 x, y의계수는각각같고상수항은다르
므로해가없다.

② [
x-y=1 yy ㉠

2x+2y=2 yy ㉡

㉠_2를하면
2x-2y=2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③ [
x+3y=1 yy ㉠

2x+6y=2 yy ㉡

㉠_2를하면
2x+6y=2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④ [
3x-y=-3 yy ㉠

3x-2y=-6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⑤ [
x-2y=7 yy ㉠

2x-4y=13 yy ㉡

㉠_2를하면
2x-4y=14 yy ㉢

㉡과㉢에서 x, y의계수는각각같고상수항은다르
므로해가없다.

10 ① [
2x+y=3 yy ㉠

4x+2y=6 yy ㉡

㉠_2를하면
4x+2y=6 yy ㉢

㉡과㉢이일치하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② [
5x-2y=1 yy ㉠

10x-4y=3 yy ㉡

㉠_2를하면
10x-4y=2 yy ㉢

㉡과 ㉢에서 x, y의 계수는 각각 같고 상수항은 다
르므로해가없다.

③ [
2x+y=5 yy ㉠

x-2y=10 yy ㉡

㉡_2를하면
2x-4y=20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④ [
2x-y=-1 yy ㉠

x+y=7 yy ㉡

㉡_2를하면
2x+2y=14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⑤ [
x-2y=5 yy ㉠

2x+y=-10 yy ㉡

㉠_2를하면
2x-4y=10 yy ㉢

㉡과 ㉢에서 x의 계수는 같으나 y의 계수가 다르므
로해가 1개이다.

11

;4!;x=;5@;y+4 yy ㉠

ay+;4!;x=-20 yy ㉡

x=-48, y=b를㉠에대입하면

-12=;5@;b+4⋯⋯∴ b=-40

x=-48, y=-40을㉡에대입하면

-40a-12=-20⋯⋯∴ a=;5!;

(
{
9

12
=x-2y

(2x-1)：(3y+4)=5：1

∴

㉠_2-㉡을하면
23y=-23⋯⋯∴ y=-1
y=-1을㉠에대입하면
x-4=-1⋯⋯∴ x=3
x=3, y=-1을-6x+2ay=-7에대입하면

-18-2a=-7⋯⋯∴ a=-:¡2¡:

x+4y=-1 yy ㉠
2x-15y=21⋯⋯yy ㉡

[

에서 [
3x+1=2(x-2y)
2x-1=5(3y+4)

3x+1
2

·{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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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발전문제) 본문 132~133쪽

01⑴ x=6, y=9 ⑵ x=3, y=1 ⑶ x=4, y=2

01⑷ x=2, y=:¡3¶: 02④ 03 6

04 -13 05⑤ 06 6 07② 08 6

09⑴ 2 ⑵-1 ⑶-1 10③

11 a=-7, b=-2 12⑴ 5 ⑵ 2

13⑴ a=3, b=4 ⑵ x=:¡5¡:, y=-;5@;

01 ⑴
=2-;6{; yy ㉠

x：y=2：3 yy ㉡

㉠의양변에 18을곱하여정리하면
9x-2y=36 yy ㉢

㉡에서 2y=3x yy ㉣

㉣을㉢에대입하면 9x-3x=36

∴ x=6
x=6을㉣에대입하면 2y=18

∴ y=9

∴ x=6, y=9

⑵ [
0.0 H2x+0.0H3y=0.1 yy ㉠

x-y=1.H9 yy ㉡

㉠에서 ;9™0;x+;9£0;y=;1¡0;

양변에 90을곱하면
2x+3y=9 yy ㉢

㉡에서 x-y=2 yy ㉣

㉢-㉣_2를하면 5y=5

∴ y=1
y=1을㉣에대입하면 x-1=2

∴ x=3

∴ x=3, y=1

⑶
0.75x-0.5(y+2)=1 yy ㉠

;4!;(x+1)+;4#;(y-1)=2 yy ㉡

㉠의 양변에 100을 곱하고, ㉡의 양변에 4를 곱하여
정리하면

[
3x-2y=8 yy ㉢

x+3y=10 yy ㉣

㉢-㉣_3을하면-11y=-22

∴ y=2
y=2를㉣에대입하면 x+6=10

∴ x=4

∴ x=4, y=2

·“ª

3x-y
9

({9

⑷ = = 에서

= yy ㉠

= yy ㉡

㉠의 양변에 12를 곱하고, ㉡의 양변에 15를 곱하여
정리하면

[
x+3y=19 yy ㉢

2x-3y=-13 yy ㉣

㉢+㉣을하면 3x=6

∴ x=2
x=2를㉢에대입하면
2+3y=19

∴ y=:¡3¶:

∴ x=2, y=:¡3¶:

x+y-611115
x-11123

x-y+511114
x-11123

(
{
9

x+y-611115
x-y+511114

x-11123

02

∴ [
3x-14y=7 yy ㉠

x+4y=11 yy ㉡

㉠-㉡_3을하면
-26y=-26

∴ y=1
y=1을㉠에대입하면
3x-14=7

∴ x=7

∴ x-6y=7-6=1

;9#;x-:¡9¢:y=;9&;

;9!;x+;9$;y=:¡9¡:

(
에서{

9
[
0. H3x-1.H5y=0.H7
0. H1x+0.H4y=1.H2

03 [
12x+ay=3 yy ㉠

4x+2y=1 yy ㉡

㉡_3을하면 12x+6y=3 yy ㉢

해가무수히많으려면㉠과㉢이일치해야하므로

a=6
▶다른풀이

해가무수히많으므로 [
12x+ay=3

에서 ;;¡4™;;=;2A;=;1#;
4x+2y=1

;2A;=;1#;에서 a=6

04 x=-2, y=-2를 x-ay+6=0에대입하면
-2+2a+6=0

∴ a=-2

∴ x+2y+6=0⋯⋯yy ㉠

x=8, y=b를㉠에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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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x-y=5의 5를 a로잘못보았다고하면
x-y=a yy ㉠

y=-3을 2x+y=3에대입하면
2x-3=3⋯⋯∴ x=3
x=3, y=-3을㉠에대입하면
3-(-3)=a⋯⋯∴ a=6

따라서 5를 6으로잘못보고푼것이다.

09 ⑴ y의값이 x의값보다 4만큼크므로
y=x+4 yy ㉠

05 에서

㉠_2를하면 4x+2y=2a yy ㉢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으려면 ㉡과 ㉢에서 x, y의 계수
는각각같고상수항은달라야하므로

2a+6⋯⋯∴ a+3

[
2x+y=a yy ㉠

4x+2y=6⋯⋯yy ㉡
[
2(x+y)-y=a
4(x-1)=2(1-y)

06 의해가 (2b, b)이므로

㉠에 x=2b, y=b를대입하면
2b+2b-8=0 ∴ b=2

㉡에 x=2b=4, y=b=2를대입하면

8-6-;2!;a=0 ∴ a=4

∴ a+b=4+2=6

x+2y-8=0 yy ㉠

2x-3y-;2!;a=0⋯⋯yy ㉡

(“9

07 세 일차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갖기 위해서는 두 일차방

정식을 연립하여 구한 해가 나머지 일차방정식의 해이

면된다.

에서

㉠_2-㉡을하면
5y=5⋯⋯∴ y=1
y=1을㉠에대입하면
x+2=4⋯⋯∴ x=2
x=2, y=1을 5x+ay=7에대입하면
10+a=7 ∴ a=-3

x+2y=4 yy ㉠
2x-y=3 yy ㉡

[

㉠을 2x-y=-7에대입하면
2x-(x+4)=-7⋯⋯∴ x=-3
x=-3을㉠에대입하면 y=-3+4=1
x=-3, y=1을 x+2y=a-3에대입하면
-3+2=a-3⋯⋯∴ a=2

⑵

㉡-㉠을하면 2x-2y=-8

∴ x-y=-4 yy ㉢

그런데연립방정식을만족하는 x, y의값의합이 10
이므로

x+y=10 yy ㉣

㉢+㉣을하면 2x=6

∴ x=3
x=3을㉣에대입하면
3+y=10⋯⋯∴ y=7
x=3, y=7을㉠에대입하면
6-7=a⋯⋯∴ a=-1

⑶

㉠_3+㉡을하면
7x+2y=23 yy ㉢

또, x와 y의차가 2이고 x>y이므로
x-y=2 yy ㉣

㉢+㉣_2를하면 9x=27⋯⋯∴ x=3
x=3을㉠에대입하면 6-a=7⋯⋯∴ a=-1

2x-a=7 yy ㉠

x+2y+3a=2⋯⋯yy ㉡
[

2x-y=a yy ㉠

4x-3y=a-8 yy ㉡
[

10 에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1개만 존재하려면 ㉠과 ㉡에서 x의
계수가달라야한다.

즉, -a+1이므로 a+-1

[
-ax+y=-b⋯⋯yy ㉠

x+y=-3 yy ㉡
[
y=ax-b
x+y=-3

11 ,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으므로 그 해는 ㉠, ㉣을 연립

하여구한해와같다.

㉠을㉣에대입하면

-3x=24⋯⋯∴ x=-8
x=-8을㉠에대입하면
y=-8+4⋯⋯∴ y=-4

즉, x=-8, y=-4가 두 연립방정식의 해이므로 ㉡,
㉢에각각대입하면

-16-4a=12⋯⋯∴ a=-7
-8b-12=4⋯⋯∴ b=-2

[
bx+3y=4 yy ㉢

4x-7y=-4⋯yy ㉣
[
y=x+4 yy ㉠

2x+ay=12 yy ㉡

8+2b+6=0

∴ b=-7
x=c, y=-1을㉠에대입하면
c-2+6=0

∴ c=-4

∴ a+b+c=-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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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⑴ a, b를바꾸어놓으면

이연립방정식에 x=2, y=-1을대입하면

㉠_2+㉡을하면
5b=20 ∴ b=4
b=4를㉠에대입하면
8-a=5 ∴ a=3

∴ a=3, b=4

⑵ a=3, b=4를주어진연립방정식에대입하면

㉢_4-㉣_3을하면

25y=-10 ∴ y=-;5@;

y=-;5@;를㉢에대입하면

3x-;5*;=5 ∴ x=:¡5¡:

∴ x=:¡5¡:, y=-;5@;

3x+4y=5 yy ㉢

4x-3y=10⋯⋯yy ㉣
[

2b-a=5 yy ㉠
2a+b=10 yy ㉡

[

bx+ay=5
ax-by=10

[

Step (심화문제) 본문 134쪽

01④ 02 1 03 2 04 x=3, y=2

05 10

01 [
ax+3y=5 yy ㉠

2x+6y=b yy ㉡

㉠_2를하면 2ax+6y=10 yy ㉢

⁄ 주어진연립방정식의해가무수히많은경우

㉡과㉢에서 2=2a, b=10이므로
a=1, b=10

¤ 주어진연립방정식의해가없는경우

㉡과㉢에서 2=2a, b+10이므로
a=1, b+10

⁄, ¤ 이외의 경우에는 한 쌍의 해가 존재하므로 옳은

것은ㄱ, ㄴ, ㄹ이다.

일차방정식의 x의 계수를 같게 하였을 경우
① y의계수와상수항이각각같으면해가무수히많다.
② y의 계수는 같고 상수항이 다르면 해가 없다.
③ y의 계수가 다르면 1개의 해를 갖는다.

02 ;[!;=A, ;]!;=B, ;z!;=C라하면

(A+B=5 yy ㉠

{B+C=9 yy ㉡

9C+A=8 yy ㉢

㉠+㉡+㉢을하면 2(A+B+C)=22

∴A+B+C=11 yy ㉣

㉣-㉠을하면 C=6

㉣-㉡을하면A=2

㉣-㉢을하면B=3

A=;[!;=2에서 x=;2!;

B=;]!!;=3에서 y=;3!;

C=;z!;=6에서 z=;6!;

따라서 x=;2!;, y=;3!;, z=;6!;이므로

a+b+c=;2!;+;3!;+;6!;=1

03 (x+y)：(y+z)：(z+x)=3：6：5이므로
x+y=3k yy ㉠

y+z=6k yy ㉡

z+x=5k yy ㉢ (단, k+0)

12 ⑴ ax+by=2(ax-by)-3=x+y+7에서

[
ax+by=x+y+7 yy ㉠

2(ax-by)-3=x+y+7 yy ㉡

x=3, y=1을㉠, ㉡에각각대입하면

∴

㉢+㉣을하면
6a=18 ∴ a=3
a=3을㉢에대입하면
9+b=11 ∴ b=2

∴ a+b=3+2=5

⑵ = = 에서

= yy ㉠

= yy ㉡

x=7을㉡에대입하면

=2, 12-y=12⋯⋯∴ y=0

x=7, y=0을㉠에대입하면

=2, 7a-6=8

∴ a=2

7a-61213
4

7-y+5
6

x-1
3

x-y+5
6

x-1
3

ax+y-6
4

(
{
9

x-1
3

x-y+5
6

ax+y-6
4

3a+b=11⋯yy ㉢
3a-b=7 yy ㉣

[
3a+b=11
2(3a-b)-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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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35~136쪽

1-6 2a=3, b=-2 311

45 50 67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 =;2!; yy ㉠

0.2x-0.3(x-y)=-0.5 yy ㉡

㉠_6을하면 3(x-1)-2(y+1)=3

∴ 3x-2y=8 yy ㉢

㉡_10을하면 2x-3(x-y)=-5

∴ x-3y=5 yy ㉣

㉢-㉣_3을하면 7y=-7⋯⋯∴ y=-1
y=-1을㉣에대입하면 x+3=5⋯⋯∴ x=2
x=2, y=-1을 ax-2y=-10에대입하면
2a+2=-10⋯⋯ ∴ a=-6

y+1
3

x-1
2

({9
1단계

2단계

III. 연립방정식 63

04 243=3fi , 625=5›이므로

[
33x-2y=3fi yy ㉠

52x-y=5› yy ㉡

㉠, ㉡에서밑이같으므로지수도같아야한다.

∴ [
3x-2y=5 yy ㉢

2x-y=4 yy ㉣

㉢-㉣_2를하면-x=-3 ∴ x=3
x=3을㉣에대입하면 6-y=4 ∴ y=2

∴ x=3, y=2

05 두연립방정식의해가같으므로그해는연립방정식

;[$;-;]%;=1
의해와같다.

;[@;-:¡]º:=-1

;[!;=A, ;]!;=B라하면

[
4A-5B=1 yy ㉠

2A-10B=-1 yy ㉡

㉠_2-㉡을하면

6A=3 ∴A=;2!;

A=;2!;을㉠에대입하면

2-5B=1 ∴B=;5!;

A=;[!;=;2!;에서 x=2, B=;]!;=;5!;에서 y=5

x=2, y=5를 ax+by=1, ax-by=11에 각각 대입
하면

[
2a+5b=1 yy ㉢

2a-5b=11 yy ㉣

㉢+㉣을하면 4a=12 ∴ a=3
a=3을㉢에대입하면
6+5b=1 ∴ b=-1

∴ a¤ +b¤ =3¤ +(-1)¤ =10

(
{
9

2 두연립방정식의해가같으므로그해는연립방정식

[
7x-5y=9 yy ㉠

의해와같다.
-3x+y=-5 yy ㉡

㉠+㉡_5를하면-8x=-16⋯⋯∴ x=2
x=2를㉡에대입하면-6+y=-5⋯⋯∴ y=1
x=2, y=1을나머지두식에각각대입하면
2x+ay=7에서 4+a=7⋯⋯∴ a=3
bx+9y=5에서 2b+9=5⋯⋯∴ b=-2

∴ a=3, b=-2

1단계

2단계

3단계

3 x와 y의값의비가 1：3이므로
x：y=1：3 ∴ y=3x yy ㉠

㉠을 4x-y=6에대입하면
4x-3x=6 ∴ x=6
x=6을㉠에대입하면 y=18
x=6, y=18을 ax-3y=12에대입하면
6a-54=12⋯⋯∴ a=11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비례식을방정식으로나타내기 2점1

연립방정식의해구하기 3점2

a의값구하기 2점3

라하고㉠+㉡+㉢을하면
(x+y)+(y+z)+(z+x)=2(x+y+z)=14k

∴ x+y+z=7k yy ㉣

그런데 x+y+z=28이므로
7k=28⋯⋯∴ k=4

㉠을㉣에대입하면 z=4k

㉡을㉣에대입하면 x=k

㉢을㉣에대입하면 y=2k
k=4이므로 x=4, y=8, z=16

∴ =;1#6@;=2xy
z

4 3x+y+2=-x+y-2=4x+2y+1에서

[
3x+y+2=-x+y-2
-x+y-2=4x+2y+1

∴ [
4x=-4 yy ㉠

5x+y=-3 yy ㉡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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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답과 풀이

5 [
3x+6y=8 yy ㉠

에서
ax-y=b yy ㉡

㉡_(-6)을하면
-6ax+6y=-6b yy ㉢

해가없으므로㉠과㉢에서

3=-6a, 8+-6b⋯⋯∴ a=-;2!;, b+-;3$;

또, ax-y=b의한해가 (6, -4)이므로

6a+4=b, 6_{-;2!;}+4=b

∴ b=1

∴ 4a¤ -b¤ =4_{-;2!;}¤ -1¤ =0

1단계

2단계

3단계

6 갑은바르게풀었으므로 x=3, y=-2를주어진
연립방정식에대입하면

[
3a-2b=2 yy ㉠

3c+14=8 yy ㉡

㉡에서 c=-2

또, 을은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x=-2, y=2를
얻었으므로 ax+by=2에대입하면
-2a+2b=2 yy ㉢

㉠+㉢을하면 a=4
a=4를㉠에대입하면 12-2b=2

∴ b=5

∴ a+b+c=4+5-2=7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a의값구하기 4점1

b의값구하기 3점2

4a¤ -b¤의값구하기 1점3

2 연립방정식의활용

연립방정식의활용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4{;, ;8}; ⑵ ⑶ x=2, y=4

01⑷ 2, 4

02⑴ ;1¡0™0;x, ;10(0;y, 45 ⑵

02⑶ x=150, y=300 ⑷ 150, 300

x+y=450

;1¡0™0;x+;10(0;y=45

(“9

x+y=6

;4{;+;8};=1

(“9

본문 140쪽

⑵걸어서 간 거리는 xkm,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ykm이므로총움직인거리는 x+y=6

걸어서 간 시간은 시간,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은

시간이므로전체걸린시간은

+ =1

∴
x+y=6 yy ㉠

;4{;+ =1 yy ㉡

⑶㉡_8을하면 2x+y=8 yy ㉢

㉠-㉢을하면-x=-2⋯⋯∴ x=2
x=2를㉠에대입하면
2+y=6⋯⋯∴ y=4

⑷ x=2, y=4이므로 걸어서 간 거리는 2km, 자전거
를타고간거리는 4km이다.

;8};

(“9

;8};;4{;

;8};

;4{;

01

⑴

⑵ (섞기 전 소금물의 양의 합)=(섞은 후 소금물의 양)
이므로

x+y=450

(섞기전소금의양의합)=(섞은후소금의양)이므로

;1¡0™0;x+;10(0;y=45

∴
x+y=450 yy ㉠

;1¡0™0;x+ y=45 yy ㉡;10(0;

(“9

02
농도(%)

소금물의 양(g)

소금의 양(g)

섞기 전 섞은 후

10

450

;1¡0º0;_450=45

12

x

9

y

;1¡0™0;x ;10(0;y

단계 채점요소 배점

c의값구하기 3점1

a, b의값구하기 4점2

a+b+c의값구하기 1점3

㉠에서 x=-1
x=-1을㉡에대입하면
-5+y=-3 ∴ y=2
x=-1, y=2를 ax-3y=-11에대입하면
-a-6=-11 ∴ a=5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방정식간단히정리하기 2점1

연립방정식의해구하기 3점2

a의값구하기 2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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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립방정식 65

⑶㉡_100을하면 12x+9y=4500 yy ㉢

㉠_9-㉢을하면-3x=-450

∴ x=150
x=150을㉠에대입하면
150+y=450⋯⋯∴ y=300

⑷ x=150, y=300이므로 12 %의소금물은 150 g, 
9 %의소금물은 300 g을섞었다.

핵심문제익히기

15 2⑴어른：56명, 학생：64명 ⑵ 50세

329 4가로의길이：6 cm, 세로의길이：4 cm

5걸어간거리：8 km, 뛰어간거리：3 km

67.5 km

78%의매실과즙：400 g, 5 %의매실과즙：200 g

8설탕물A의농도：14 %, 설탕물 B의농도：4 %

9시속 30 km 10A：13 kg, B：8 kg

11남학생수：520명, 여학생수：539명

1230일

본문 141~146쪽(확인문제)

1 큰수를 x, 작은수를 y라하면
작은수의 3배에서큰수를빼면 11이므로
3y-x=11 yy ㉠

큰수의 2배에서작은수를빼면 18이므로
2x-y=18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3, y=8
따라서두수의차는 13-8=5

2 ⑴입장한어른수를 x명, 학생수를 y명이라하면
입장권이 120장팔렸으므로
x+y=120 yy ㉠

총수입액이 83200원이므로
800x+600y=832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56, y=64
따라서어른수는 56명, 학생수는 64명이다.

⑵현재아버지의나이를 x세, 아들의나이를 y세라하면
현재아버지의나이가아들의나이보다 32세가더많
으므로

x=y+32 yy ㉠

8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14
세가더많으므로

x+8=2(y+8)+14
∴ x-2y=22 yy ㉡

㉠, ㉡을연립하여풀면

x=42, y=10
따라서 8년후의아버지의나이는
42+8=50(세)

3 처음수의십의자리의숫자를 x, 일의자리의숫자를 y
라하면

각자리의숫자의합이 11이므로
x+y=11 yy ㉠

십의 자리의 숫자와 일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

음수의 3배보다 5가크므로
10y+x=3(10x+y)+5
∴ 29x-7y=-5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 y=9
따라서처음수는 29이다.

4 처음직사각형의가로의길이를 x cm, 세로의길이를
y cm라하면
둘레의길이가 20 cm이므로
2(x+y)=20
∴ x+y=10 yy ㉠

가로의 길이를 2배, 세로의 길이를 3배 늘였더니 둘레
의길이가처음직사각형의 2.4배가되었으므로
2(2x+3y)=20_2.4
∴ 2x+3y=24 yy ㉡

㉠, ㉡을연립하여풀면
x=6, y=4
따라서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6 cm, 세로의
길이는 4 cm이다.

5 걸어간거리를 x km, 뛰어간거리를 y km라하면
공원의둘레의길이가 11km이므로
x+y=11 yy ㉠

총 2시간 30분이걸렸으므로

;4{;+;6};=2;2!; yy ㉡

㉠, ㉡을연립하여풀면

x=8, y=3
따라서걸어간거리는 8km, 뛰어간거리는 3km이다.

6 두사람이만날때까지동현이가걸은거리를 x km, 원
선이가걸은거리를 y km라하면
두지점사이의거리가 20 km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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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정답과 풀이

7 8 %의 매실 과즙을 x g, 5 %의 매실 과즙을 y g 섞었
다고하면 x+y=600 yy ㉠

8%의매실과즙 x g에녹아있는 100 % 매실원액의

양은 ;10*0;x g

5%의매실과즙 y g에녹아있는 100 % 매실원액의

양은 ;10%0;y g

7%의 매실 과즙 600 g에 녹아 있는 100 % 매실 원액

의양은 {;10&0;_600}g

한편, 100 % 매실원액의양은변하지않으므로

10*0;x+;10%0;y=;10&0;_6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400, y=200
따라서 8 %의 매실 과즙은 400 g, 5 %의 매실 과즙은
200 g을섞어야한다.

8 설탕물A의농도를 x%,설탕물B의농도를 y%라하면
⁄ 설탕물A를 200 g, 설탕물 B를 300 g 섞을때

_200+ _300=;10*0;_500 yy ㉠

¤ 설탕물A를 300 g, 설탕물 B를 200 g 섞을때

_300+ _200=;1¡0º0;_5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4, y=4

따라서 설탕물 A의 농도는 14 %, 설탕물 B의 농도는
4 %이다.

y
100

x
100

y
100

x
100

9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시속 x km, 강물의 속력
을시속 y km라하면
강을거슬러올라갈때의속력은시속 (x-y)km이고,
내려올때의속력은시속 (x+y)km이다.
시속 (x-y)km의 속력으로 1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이걸렸으므로
5(x-y)=120 yy ㉠

시속 (x+y)km의속력으로 120km인강을내려오는
데 3시간 20분이걸렸으므로

10 합금 A가 xkg, 합금 B가 ykg 필요하다고 하면 합금

A에서 xkg에포함된구리의양은 xkg, 아연의양

은 xkg이고, 합금 B에서 ykg에 포함된 구리의

양은 ykg, 아연의양은 ykg이다.

구리가 6kg이므로

x+ y=6 yy ㉠

아연이 5kg이므로

x+ y=5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3, y=8

따라서A는 13kg, B는 8kg이필요하다.

;1£0º0;;1™0º0;

;1¡0º0;;1¢0º0;

;1£0º0;;1¡0º0;

;1™0º0;

;1¢0º0;

11 작년의남학생수를 x명, 여학생수를 y명이라하면
x+y=1050 yy ㉠

(증가한남학생수)-(감소한여학생수)=9(명)이므로

;10$0;x-;10@0;y=9 yy ㉡

㉠, ㉡을연립하여풀면
x=500, y=550
따라서올해의남학생수는

{1+;10$0;}_500=520(명)

올해의여학생수는

{1-;10@0;}_550=539(명)

12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A와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x, y라 하면 A와 B가 함께 5일 동안
일하여끝낼수있으므로

5x+5y=1 yy ㉠

A가 4일 동안 일한 후 B가 10일 동안 일하여 끝냈으
므로

4x+10y=1 yy ㉡

㉠, ㉡을연립하여풀면

x=;6!;, y=;3¡0;

따라서 B가하루동안할수있는일의양은 ;3¡0;이므로

혼자서일하면 30일이걸린다.

:¡3º:(x+y)=12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30, y=6

따라서정지한물에서의배의속력은시속 30 km이다.

x+y=20 yy ㉠

(동현이가걸은시간)=(원선이가걸은시간)이므로

;3{;=;5}; yy ㉡

㉠, ㉡을연립하여풀면
x=7.5, y=12.5
따라서동현이가걸은거리는 7.5 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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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닭：7마리, 개：18마리 0227

03걸은거리：;3$; km, 달린거리：;6&; km

04④ 0524분

06A：186개, B：162개 0710000원

본문 147쪽

01 닭이 x마리, 개가 y마리라하면
x+y=25 yy ㉠

닭의다리는 2개, 개의다리는 4개이므로
2x+4y=86 yy ㉡

㉠, ㉡을연립하여풀면
x=7, y=18
따라서닭은 7마리, 개는 18마리가있다.

02 처음수의십의자리의숫자를 x, 일의자리의숫자를 y
라하면각자리의숫자의합이 9이므로
x+y=9 yy ㉠

(십의자리의숫자와일의자리의숫자를바꾼수)

=(처음수)_3-9
이므로

10y+x=3(10x+y)-9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 y=7
따라서처음수는 27이다.

03 철수가 걸은 거리를 x km, 달린 거리를 y km라 하면
철수네집에서학교까지의거리는 2.5 km이므로
x+y=2.5 yy ㉠

총 30분이걸렸으므로

;4{;+;7};=;6#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3$;, y=;6&;

따라서걸은거리는 ;3$; km, 달린거리는 ;6&; km이다.

04 10 %의 소금물을 x g, 5 %의 소금물을 y g 섞었다고
하면

x+y=300 yy ㉠

10 %의소금물 x 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º0;x g

5 %의소금물 y 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y g

05 동생이 형을 만날 때까지 걸은 시간을 x분, 형이 걸은
시간을 y분이라하면
(동생이걸은시간)=(형이걸은시간)+16(분)이므로
x=y+16 yy ㉠

동생이 걸은 거리는 40xm, 형이 걸은 거리는 120ym
이고, 동생과형이만날때까지걸은거리는같으므로

40x=120y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4, y=8

따라서동생이학교까지가는데걸린시간은 24분이다.

06 지난달A, B두제품의생산량을각각 x개, y개라하면
x+y=350 yy ㉠

-(감소한A제품의생산량)+(증가한B제품의생산량)
=-2(개)
이므로

-;10&0;x+;10*0;y=-2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00, y=150
따라서이달의A제품의생산량은

{1-;10&0;}_200=186(개)

이달의 B제품의생산량은

{1+;10*0;}_150=162(개)

07 A제품의원가를 x원, B제품의원가를 y원이라하면
x+y=40000 yy ㉠

A, B 두 제품의 원가에 각각 30 %, 20 %의 이익을
붙여 9000원의이익이발생하였으므로

;1£0º0;x+;1™0º0;y=90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0000, y=30000
따라서A제품의원가는 10000원이다.

8 %의소금물 300 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300}g

한편, 소금의양은변하지않으므로

;1¡0º0;x+;10%0;y=;10*0;_3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80, y=120
따라서 10 %의소금물을 180 g 섞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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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스의거리를 x km, B코스의거리를 y km라하면
A, B 두코스의거리의합이 11 km이므로
x+y=11 yy ㉠

(A코스로올라간시간)+(B코스로내려온시간)

=3;6!;(시간)

이므로

;3{;+;4};=:¡6ª: yy ㉡

㉠, ㉡을연립하여풀면
x=5, y=6
따라서A코스의거리는 5 km이다.

08

Step (기본문제) 본문 148~149쪽

01 50세 02③ 03 47 04② 05③

06 17명 07③ 08 5 km 09 8 km

10걸은거리：1 km, 달린거리：2 km

11남학생수：28명, 여학생수：26명

12금：126 g, 은：36 g 13⑤

14 18000원

01 현재아버지의나이를 x세, 아들의나이를 y세라하면
아버지의나이는아들의나이의 2배이므로
x=2y yy ㉠

15년 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5세
더많으므로

x-15=3(y-15)+5 yy ㉡

㉠, ㉡을연립하여풀면
x=50, y=25
따라서현재아버지의나이는 50세이다.

02 혜리가 A사이트에서 x건, B사이트에서 y건을 검색했
다고하면

A사이트와 B사이트에서총 50건의자료를검색하였으
므로

x+y=50 yy ㉠

총이용요금이 1600원이므로
30x+35y=16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30, y=20
따라서혜리는A사이트에서 30건의자료를검색했다.

03 처음수의십의자리의숫자를 x, 일의자리의숫자를 y
라하면

2_(십의자리의숫자)=(일의자리의숫자)+1이므로
2x=y+1 yy ㉠

(십의자리의숫자와일의자리의숫자를바꾼수)

=(처음수)+27
이므로

10y+x=(10x+y)+27 yy ㉡

㉠, ㉡을연립하여풀면
x=4, y=7
따라서처음수는 47이다.

04 모둠학생수를 x명, 초콜릿의개수를 y개라하면
4개씩나누어주었더니 9개가부족하므로
y=4x-9 yy ㉠

05 작은수를 x, 큰수를 y라하면
큰수를작은수로나누면몫은 7이고,나머지는 4이므로
y=7x+4 yy ㉠

큰수의 2배를작은수로나누면몫은 15이고, 나머지는
2이므로
2y=15x+2 yy ㉡

㉠, ㉡을연립하여풀면
x=6, y=46
따라서두수의합은

x+y=52

06 원고를 3장씩낸학생수를 x명, 5장씩낸학생수를
y명이라하면제출된원고는모두 136장이므로
3x+5y=136 yy ㉠

원고 136장은학생 1인당 4장씩낸것과같으므로
4(x+y)=136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7, y=17
따라서원고를 3장씩낸학생수는 17명이다.

07 8%의소금물을 x g, 5%의소금물을 y g섞었다고하면
x+y=300 yy ㉠

한편, 소금의양은변하지않으므로

;10*0;x+;10%0;y=;10&0;_3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00, y=100
따라서 8 %의소금물은 200 g 섞었다.

초콜릿을두배로가져와 5개씩나누어주었더니 3개가
남았으므로

2y=5x+3 yy ㉡

㉠, ㉡을연립하여풀면
x=7, y=19
따라서이모둠학생수는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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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이만날때까지지혜가이동한거리를 x km, 은
혜가이동한거리를 y km라하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이

므로

x+y=12 yy ㉠

(지혜가이동한시간)=(은혜가이동한시간)이므로

;6{;=;3}; yy ㉡

㉠, ㉡을연립하여풀면
x=8, y=4
따라서지혜가이동한거리는 8 km이다.

09

영수가걸은거리를 x km, 달린거리를 y km라하면
영수네집에서학교까지의거리는 3 km이므로
x+y=3 yy ㉠

(걸은시간)+(달린시간)=;2!;(시간)이므로

;4{;+;8};=;2!;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 y=2
따라서걸은거리는 1 km, 달린거리는 2 km이다.

10

또, 오후에 남자가 150명, 여자가 15명 이용하여 남자
의수와여자의수의비가 8：1이되었으므로
(x+150)：(y+15)=8：1 yy ㉡

㉠, ㉡을연립하여풀면 x=90, y=15
따라서오늘이체육관을이용한남자의수는

90+150=240(명)

남학생수를 x명, 여학생수를 y명이라하면
학생수가 54명이므로
x+y=54 yy ㉠

안경을쓴학생이반전체의 ;9!;이므로

;7!;x+;1¡3;y=54_;9!;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8, y=26
따라서남학생수는 28명, 여학생수는 26명이다.

11

금의무게를 x g, 은의무게를 y g이라하면
금과은의합금의실제무게가 162 g이므로
x+y=162 yy ㉠

물속에서 금은 ;1¡5;만큼, 은은 ;1¡0;만큼 무게가 덜 나가

고, 이합금의물속에서의무게가 150 g이므로

;1¡5;x+;1¡0;y=162-15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26, y=36
따라서합금에는금이 126 g, 은이 36 g 들어있다.

12

오전에 체육관을 이용한 남자의 수를 x명, 여자의 수를
y명이라하면남자의수가여자의수의 6배이므로
x=6y yy ㉠

13

두 CD의원가를각각 x원, y원(x>y)이라하면
두 CD의원가에 20 %의이익을붙여정가를정하였더
니 32400원이므로
1.2(x+y)=32400 yy ㉠

두 CD의원가의차가 3000원이므로
x-y=30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5000, y=12000
따라서더비싼 CD의정가는
1.2_15000=18000(원)

14

Step (발전문제) 본문 150~151쪽

01 A=20, B=10 02 15 g 03 6일

04남학생수：611명, 여학생수：594명

05 24회 06③ 07⑤ 08③ 09①

10 12 % 11 A：분속 65m, B：분속 35m

12기차의속력：분속 500 m, 기차의길이：300 m

13배의속력：시속 40 km, 강물의속력：시속 8 km 

14영어점수：73.5점, 수학점수：76.5점

01 A의 2할과B의 3할의합이 7이므로

;1™0;A+;1£0;B=7 yy ㉠

비율을 바꾸어 A의 3할과 B의 2할의 합을 구하면 처
음의합보다 1이더커지므로

;1£0;A+;1™0;B=7+1 yy ㉡

㉠, ㉡을연립하여풀면A=20, B=10

8%의소금물을x g,더넣은소금의양을 y g이라하면
y=x-315 yy ㉠

8 %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 12 %의 소금물을 만
들었으므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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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남학생수를 x명, 여학생수를 y명이라하면
작년의학생수가 1200명이므로
x+y=1200 yy ㉠

올해에는 남학생이 ;10̂0;x명 감소하고, 여학생이 ;10*0;y

명증가하여전체적으로 5명이늘어났으므로

-;10̂0;x+;10*0;y=5 yy ㉡

㉠, ㉡을연립하여풀면 x=650, y=550

∴ (올해의남학생수)=650-;10̂0;_650

∴ (올해의남학생수)=611(명)

∴ (올해의여학생수)=550+;10*0;_550

∴ (올해의남학생수)=594(명)

04

A가이긴횟수를 x회, B가이긴횟수를 y회라하면
A가 x회이기고 y회져서 30개의계단을올라갔으므로
2x-y=30 yy ㉠

B가 y회이기고 x회져서 12개의계단을올라갔으므로
2y-x=12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4, y=18
따라서A가이긴횟수는 24회이다.

05

섭취해야 할 식품 A의 양을 x g, 식품 B의 양을 y g이
라하면

두식품A, B에서단백질 30 g을섭취하므로

;1™0º0;x+;1¢0º0;y=30 yy ㉠

두식품A, B에서지방 10 g을섭취하므로

;1£0º0;x+;1¡0º0;y=1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0, y=70
따라서식품A는 10 g,식품B는 70 g을섭취해야한다.

09

소금물 A의 농도를 x %, 소금물 B의 농도를 y %라
하면

⁄ 소금물A를 200 g, 소금물 B를 400 g 섞을때

;10{0;_200+;10}0;_400=;1¡0º0;_600⋯⋯yy ㉠

¤ 소금물A를 400 g, 소금물 B를 200 g 섞을때

;10{0;_400+;10}0;_200=;1¡0¡0;_600⋯⋯yy ㉡

㉠, ㉡을연립하여풀면
x=12, y=9
따라서소금물A의농도는 12 %이다.

10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x g, 4 %의 소금물의 양을 y g
이라하면

300+y=420 yy ㉠

한 컵을 덜어낸 12 %의 소금물에 4 %의 소금물을 더
넣어 8 %의소금물을만들었으므로

06

한 개에 300원인 물건의 개수를 x개, 500원인 물건의
개수를 y개라하면 5200원어치를샀으므로
300x+500y=5200 yy ㉠

한 개에 300원, 500원인 물건에 각각 20 %, 10 %의
이익을붙여 790원의이익이남았으므로
0.2_300x+0.1_500y=79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9, y=5
따라서한개에 300원인물건은 9개이다.

07

한 우리에 6마리씩 넣으면 우리 한 개가 남고, 어느 한
우리에는 4마리가들어가므로
6(b-2)+4=a yy ㉠

한 우리에 5마리씩 넣으면 한 마리가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5b+1=a yy ㉡

㉠, ㉡을연립하여풀면 a=46, b=9
∴ a+b=55

08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아버지가 일한 날을 x일, 아
들이일한날을 y일이라하면
x+y=8 yy ㉠

아버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2;, 아들이 하

루에할수있는일의양은 ;4!;이므로

;1¡2;x+;4!;y=1 yy ㉡

㉠, ㉡을연립하여풀면 x=6, y=2
따라서아버지가일한날은 6일이다.

03

;10*0;x+y=;1¡0™0;(x+y) yy ㉡

㉠, ㉡을연립하여풀면
x=330, y=15
따라서더넣은소금의양은 15 g이다.

;1¡0™0;(300-x)+;10$0;y=;10*0;_420⋯⋯yy ㉡

㉠, ㉡을연립하여풀면 x=60, y=120
따라서덜어낸소금물의양은 60 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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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B의속력을각각분속 xm, 분속 y m라하면
A, B 두사람이같은방향으로달리면 50분만에처음
으로만난다. 즉,
(A가 50분동안달린거리)
=(B가 50분동안달린거리)+(호숫가둘레의길이)
이므로

50x=50y+1500 yy ㉠

반대방향으로달리면 15분후에처음으로만난다. 즉,
(A가 15분동안달린거리)+(B가 15분동안달린거리)
=(호숫가둘레의길이)
이므로

15x+15y=15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65, y=35
따라서A의속력은분속 65 m, B의속력은분속 35 m
이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시속 x km, 강물의 속력
을시속 y km라하면

강의길이는 96 km이므로

㉠, ㉡을연립하여풀면 x=40, y=8

[
2(x+y)=96⋯⋯yy ㉠
3(x-y)=96⋯⋯yy ㉡

13

속력 시간 거리

내려갈 때 시속 (x+y)km 2시간 2(x+y)km

거슬러 올라갈 때 시속 (x-y)km 3시간 3(x-y)km

중간고사에서 하늘이의 영어, 수학 점수를 각각 x점, y
점이라하면

영어, 수학점수의평균이 80점이므로

=80⋯⋯∴ x+y=160 yy ㉠

또, 기말고사에서 영어 점수는 중간고사 영어 점수보다

5 % 올라가고, 수학 점수는 중간고사 수학 점수보다

15 % 내려가서 두 과목의 점수의 합이 중간고사보다

10점내려갔으므로

;10%0;x-;1¡0∞0;y=-1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70, y=90
따라서기말고사에서하늘이의영어점수는

70_{1+;10%0;}=73.5(점)

수학점수는 90_{1-;1¡0∞0;}=76.5(점)

x+y
2

14

Step (심화문제) 본문 152쪽

01 8시간 02 750명 03 30일

04 A：1900원, B：1500원 05 30점

06 KTX：초속 90 m, 새마을호：초속 40 m

01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의 물의 양을 1로 놓고,
A, B 두호스로 1시간동안채울수있는물의양을각
각 x, y라하면
A호스로 4시간, B호스로 2시간동안넣으면가득채울
수있으므로

4x+2y=1 yy ㉠

A호스로 2시간, B호스로 3시간동안넣으면가득채울
수있으므로

2x+3y=1 yy ㉡

㉠, ㉡을연립하여풀면 x=;8!;, y=;4!;

따라서 A호스로 1시간동안채울수있는물의양이 ;8!;

이므로 A호스로만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 8시간이
걸린다.

① A, B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A가 B를 앞질러서
만나게 된 것이므로

(A가 달린 거리)

=(B가 달린 거리)+(호숫가둘레의길이)

② A, B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A가 달린 거리)+(B가 달린 거리)

=(호숫가 둘레의 길이)

기차의속력을분속 x m, 기차의길이를 y m라하면
1200 m인터널을완전히지나는데 3분이걸리므로
3x=1200+y yy ㉠

700 m인철교를완전히지나는데 2분이걸리므로
2x=700+y yy ㉡

㉠, ㉡을연립하여풀면
x=500, y=300
따라서기차의속력은분속 500 m,기차의길이는 300 m
이다.

12

따라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시속 40 km, 강
물의속력은시속 8 km이다.

지원자중남학생, 여학생수를각각 x명, y명이라하면
지원자의남학생과여학생수의비가 3：2이므로
x：y=3：2⋯⋯∴ 2x=3y yy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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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53~154쪽

120 km, 28분 2300 g 320명

4A：240 g, B：150 g 572 g, 32 g

6A：6시간, B：6시간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거리를 x km, 예정 소
요시간을 y시간이라하면

㉠, ㉡을연립하여풀면 x=20, y=;1¶5;

따라서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20 km이고

예정소요시간은 ;1¶5;_60=28(분)이다.

;5”0;=y-;6¢0;⋯⋯yy ㉠

;4”0;=y+;6™0; yy ㉡

(
{
9

1단계

2단계

3단계

㉠, ㉡을연립하여풀면

x=30, y=12
따라서A학교가전반전에서얻은점수는 30점이다.

[
x+y=42 yy ㉠
(x-8)+2y=46⋯⋯yy ㉡

72 정답과 풀이

KTX와 새마을호의 속력을 각각 초속 x m, 초속 ym
라 하면 두 열차의 길이의 합이 650 m이고 같은 방향
으로 달리면 KTX가 13초 만에 새마을호를 완전히 스
쳐지나가므로

13(x-y)=650 yy ㉠

반대방향으로달리면 5초만에스쳐지나가므로
5(x+y)=65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90, y=40
따라서 KTX의속력은초속 90 m, 새마을호의속력은
초속 40 m이다.

06

전반전에서 A학교가 얻은 점수를 x점, 후반전에서 A
학교가얻은점수를 y점이라하면

05

A학교 B학교

전반전 x x-8

후반전 y 2y

점수 42 46

6 %의 설탕물을 x g, 10 %의 설탕물을 y g이라
하면더부은물의양은 3x g이므로

x+y+3x=1700 yy ㉠

;10̂0;x+;1¡0º0;y=;10*0;_1700⋯⋯yy ㉡

(
{
9

2 1단계

A제품의원가를 x원, B제품의원가를 y원이라하면
두제품A, B를 3400원에샀으므로
x+y=3400 yy ㉠

A제품의정가는 {1+;1∞0;}x=1.5x(원)

B제품의정가는 {1+;1£0;}y=1.3y(원)

A제품의할인된금액은 {1-;1™0;}_1.5x=1.2x(원)

B제품의할인된금액은 {1-;1™0;}_1.3y=1.04y(원)

두제품A, B를할인하여팔았더니 440원의이익을얻
었으므로

(1.2x-x)+(1.04y-y)=440
∴ 5x+y=1100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900, y=1500
따라서A제품의원가는 1900원, B제품의원가는
1500원이다.

04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A, B, C가 하루에 할 수 있
는일의양을 각각 x, y, z라하면
A, B, C가함께 10일동안일하여끝낼수있으므로
10x+10y+10z=1 yy ㉠

A, B가함께 20일동안일하여끝낼수있으므로
20x+20y=1 yy ㉡

B, C가함께 12일동안일하여끝낼수있으므로
12y+12z=1 yy ㉢

㉠, ㉡, ㉢을연립하여풀면

x=;6¡0;, y=;3¡0;, z=;2¡0;

따라서 B는하루동안할수있는일의양이 ;3¡0;이므로

혼자서일을끝내는데 30일이걸린다.

03

합격자 330명중남학생수는 330_;1§1;=180(명),

여학생수는 330-180=150(명)이므로
(x-180)：(y-150)=9：5
∴-5x+9y=45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450, y=300
따라서전체지원자수는

450+300=7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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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립방정식 73

수희네 반의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이

라하면선수로뽑힌남학생은 ;1¡0∞0;x명, 여학생은

;1™0º0;y명이므로

㉠, ㉡을연립하여풀면 x=20, y=30

따라서수희네반의남학생수는 20명이다.

x+y=50 yy ㉠

1¡0∞0;x+;1™0º0;y=;1¡0•0;_50⋯⋯yy ㉡

(
{
9

3 1단계

2단계

3단계

합금A, B의양을각각 x`g, y`g이라하면

;3@;x+;1•5;y=;1•3;_390 yy ㉠

x+y=390 yy ㉡

㉠, ㉡을연립하여풀면 x=240, y=150

따라서 합금 A는 240 g, 합금 B는 150 g이 필요
하다.

(“9

4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방정식세우기 3점1

연립방정식풀기 2점2

수희네반의남학생수구하기 1점3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방정식세우기 4점1

연립방정식풀기 2점2

합금A, B의양구하기 1점3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x g, 더 넣은 소금물의 양
을 y g이라하면

㉠, ㉡을연립하여풀면 x=72, y=32
따라서 덜어낸 소금물의 양은 72 g, 더 넣은 소금
물의양은 32 g이다.

200-x+y=160 yy ㉠

;10#0;(200-x)+;10*0;y=;10$0;_160 yy ㉡

(
{
9

5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방정식세우기 4점1

연립방정식풀기 3점2

덜어낸소금물과더넣은소금물의양구하기 1점3

6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A, B 두 사람이 1시간
동안할수있는일의양을각각 x, y라하면

[
3x+3y=1 yy ㉠

2x+4y=1 yy ㉡

㉠, ㉡을연립하여풀면 x=;6!;, y=;6!;

따라서 A, B가 1시간동안할수있는일의양은

둘다 이므로 A, B가각각혼자서일할때, 걸

리는시간은둘다 6시간이다.

;6!;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방정식세우기 4점1

연립방정식풀기 2점2

답구하기 2점3

본문 155쪽생활속의수학

1 (주스가루의양)= _(주스의양)이므로

8 %의주스 x g에녹아있는주스가루의양은

;10*0;x(g)

5 %의주스 y g에녹아있는주스가루의양은

;10%0;y(g)

처음에있던레몬주스가루가 30 g이므로

;10*0;x+;10%0;y=30 답⃞ ;10*0;x+;10%0;y=30

(농도)12123
100

2 지혜가이긴횟수를 x회, 진횟수를 y회라하면
3x-2y=25 yy ㉠

동생이이긴횟수는 y회, 진횟수는 x회이므로
3y-2x=5 yy ㉡

㉠, ㉡을연립하여풀면 x=17, y=13

따라서지혜는동생에게 17회이겼다. 답⃞ 17회

3 한 곡의 연주 시간이 4분인 곡의 수를 x곡, 5분인 곡의
수를 y곡이라하면
11곡이저장되어있으므로
x+y=11 yy ㉠

곡과곡사이에쉬는구간이 10번이고, 총시간은

;2!;_10=5(분)이므로

4x+5y+5=55 yy ㉡

㉠, ㉡을연립하여풀면 x=5, y=6

따라서 한 곡의 연주 시간이 4분인 곡은 5곡이 저장되
어있다. 답⃞ 5곡

㉠, ㉡을연립하여풀면 x=100, y=1300
따라서더부은물의양은

3x=3_100=300(g)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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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부등식

74 정답과 풀이

1 일차부등식

부등식의해와그성질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ㄱ, ㅁ, ㅂ

02⑴참 ⑵거짓 ⑶거짓 ⑷참 ⇨ ⑴, ⑷

03⑴> ⑵> ⑶> ⑷<

04풀이참조

본문 160쪽

부등식이란부등호(>, <, æ, …)를 사용하여수또는
식의대소관계를나타낸식이다.

ㄴ, ㄹ. 등호를사용하여나타낸식, 즉등식이다.

ㄷ. 부등호를사용하지않았으므로다항식일뿐이다.

01 x에 주어진 수를 대입하여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
한다.

① 2+2>3⋯⋯∴참
② 2_5-1…10⋯⋯∴참
③ 3_(-1)>-1+2⋯⋯∴거짓
④ (-2)_(-2)…(-2)+6⋯⋯∴참
⑤ 5_(-3)+8…2_(-3)+1⋯⋯∴참

2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의방향이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3

-5a+1<-5b+1의양변에서 1을빼면-5a<-5b

다시양변을-5로나누면 a>b

① a>b의양변에 2를곱하면 2a>2b
2a>2b의양변에 7을더하면 2a+7>2b+7

② a>b의양변에 3을곱하면 3a>3b
3a>3b의양변에서 2를빼면 3a-2>3b-2

③ a>b의양변에-5를곱하면-5a<-5b
-5a<-5b의양변에서 3을빼면
-5a-3<-5b-3

④ a>b의양변에 ;5@;를곱하면 ;5@;a>;5@;b

;5@;a>;5@;b의양변에서 3을빼면 ;5@;a-3>;5@;b-3

⑤ a>b의양변에-;4!;을곱하면 -;4A;<-;4B;

-;4A;<-;4B;의양변에 3을더하면 3-;4A;<3-;4B;

4

핵심문제익히기

1⑴ 7+4y…25 ⑵ 4+3x<20

1⑶ 2300x+3000…8000

2③ 3⑤ 4③ 5ㄷ

6⑴-1<2x+5<9 ⑵ 2<4-x<7

2⑶-7<-2x-3<3 ⑷ ;3$;<2-;3!;x<3

본문 161~163쪽(확인문제)

1 ⑴ (크지않다.)=(작거나같다.)이므로
7+4y…25

⑶ (넘지않는다.)=(작거나같다.)이므로
2300_x+1500_2…8000

∴ 2300x+3000…8000

x=3을각부등식에대입하면
⑴ 3>0⋯⋯∴참
⑵ 3+3<1⋯⋯∴거짓
⑶ 5-3æ3⋯⋯∴거짓
⑷ 2_3æ3_3-3⋯⋯∴참
⇨⑴`~`⑷ 중 x=3을해로갖는부등식은⑴, ⑷이다.

02

⑴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않는다.

⑵부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

은바뀌지않는다.

⑶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

은바뀌지않는다.

⑷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

은바뀐다.

03

⑴ a-3>b-3

-a b

⑵ 6a>6b

a b

⑶-3a+1>-3b+1

1-3a -3b

a b<

>

>

>

04
양변에 을 더한다.3

양변을 으로 나눈다.6

양변에서 을 뺀다.1

양변을 으로 나눈다.-3

ㄱ. a=3, b=-1이면 ;3!;>-1이지만 3>-1이다.

ㄴ. c¤ >0이므로 > 이면 a>b이다.b
c¤

a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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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등식 75

⑴-3<x<2의각변에 2를곱하면
(-3)_2<x_2<2_2

∴-6<2x<4 yy ㉠

㉠의각변에 5를더하면 -6+5<2x+5<4+5

∴-1<2x+5<9

⑵-3<x<2의각변에-1을곱하면
(-3)_(-1)>x_(-1)>2_(-1)

∴ 3>-x>-2 yy ㉠

㉠의각변에 4를더하면 3+4>-x+4>-2+4

∴ 2<4-x<7

⑶-3<x<2의각변에-2를곱하면
(-3)_(-2)>x_(-2)>2_(-2)

∴ 6>-2x>-4 yy ㉠

㉠의각변에서 3을빼면
6-3>-2x-3>-4-3

∴-7<-2x-3<3

⑷-3<x<2의각변에-;3!;을곱하면

(-3)_{-;3!;}>x_{-;3!;}>2_{-;3!;}

∴ 1>-;3!;x>-;3@; yy ㉠

㉠의각변에 2를더하면

1+2>-;3!;x+2>-;3@;+2

∴ ;3$;<2-;3!;x<3

6

ㄷ. a-b>0에서 a>b이고 ab<0에서 a와 b는 서로
다른부호이므로 a>0, b<0이다.

따라서옳은것은ㄷ이다.

03 -;3A;…-;3B;의양변에-3을곱하면 aæb

① aæb의양변에 3을곱하면 3aæ3b
3aæ3b의양변에 2를더하면 3a+2æ3b+2

② aæb의양변에-2를곱하면-2a…-2b
-2a…-2b의양변에서 3을빼면
-2a-3…-2b-3

③ aæb의양변에-1을곱하면-a…-b
-a…-b의양변에 3을더하면-a+3…-b+3

④ aæb의양변에 ;3@;를곱하면 ;3@;aæ;3@;b

;3@;aæ;3@;b의양변에서 1을빼면 ;3@;a-1æ;3@;b-1

⑤ aæb의양변에-;2!;을곱하면-;2!;a…-;2!;b

-;2!;a…-;2!;b의양변에 ;3!;을더하면

-;2!;a+;3!;…-;2!;b+;3!;

② 4_(-3)-1>5⋯⋯∴거짓
③ 4_(-3)+1æ3_(-3)-1⋯⋯∴거짓
④ 2_(-3)-3<-(-3)+9⋯⋯∴참

⑤ ;3@;æ +5⋯⋯∴거짓-3
6

04 ① a+3<b+3의양변에서 3을빼면 a b

②-a+ >-b+;2!;의양변에서 ;2!;을빼면-a>-b

-a>-b의양변에-1을곱하면 a b

③ 5a+3<5b+3의양변에서 3을빼면 5a<5b

5a<5b의양변을 5로나누면 a b

④ ;6A;-2<;6B;-2의양변에 2를더하면 ;6A;<;6B;

;6A;<;6B;의양변에 6을곱하면 a b

⑤ 2-3a<2-3b의양변에서 2를빼면-3a<-3b

-3a<-3b의양변을-3으로나누면 a b>

<

<

<

;2!;

<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2+3a…20 02④ 03⑤

04⑤

05⑴ 1<x…4 ⑵ 8<11-;2{;…12 ⑶-16

06④

본문 164쪽

01 (넘지않는다.)=(작거나같다.)이므로
2+3_a…20⋯⋯∴ 2+3a…20

05 ⑴-5…3-2x<1의각변에서 3을빼면
-8…-2x<-2 yy ㉠

㉠의각변을-2로나누면
4æx>1⋯⋯∴ 1<x…4

⑵-2…x<6의각변에-;2!;을곱하면

1æ-;2{;>-3⋯⋯∴-3<-;2{;…1 yy ㉠

㉠의각변에 11을더하면

11-3<11-;2{;…11+1⋯⋯∴ 8<11-;2{;…12

02 x=-3을각부등식에대입하여부등식이참이되는지
확인한다.

① 3_(-3)+1>9⋯⋯∴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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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답과 풀이

06 ① a<b의양변에-1을곱하면-a>-b

② c가음수일때만성립한다.
③ a<b의양변에 c를더하면 a+c<b+c

④ a<b의양변에서 c를빼면 a-c<b-c

⑤ 0<a<b이므로 ;a!;>;b!;

⑶-1<a<2의각변에-2를곱하면
2>-2a>-4⋯⋯∴-4<-2a<2 yy ㉠

㉠의각변에 3을더하면
3-4<3-2a<3+2⋯⋯∴-1<3-2a<5

∴ b=-1, c=5

∴ b-3c=-1-15=-16

⑴ x>3 ⇨

⑵ x…-2 ⇨

⑶ xæ-4 ⇨

⑷ x<1 ⇨
-1 0 1

-5 -4 -3

-4 -3 -2

2 3 4
01

일차부등식의풀이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풀이참조

02⑴◯ ⑵_ ⑶_ ⑷◯

03⑴ 2, 16, >, 8 ⑵-2, -4, …, 2

04⑴ 2x+4, -5, … ⑵ 6, x>-10 ⑶ 10, x<3

본문 166쪽

-x+5-2+x<0⋯⋯∴ 3<0
좌변에상수항만남으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⑷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

x¤ -6-x¤ +4x>0⋯⋯∴ 4x-6>0
좌변이일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다.

⑴-7-x>9-3x에서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x+3x>9+7, 2x>16

양변을 2로나누면 x>:¡2§:⋯⋯∴ x>8

⑵ x-1æ3x-5에서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x-3xæ-5+1, -2xæ-4

양변을-2로나누면 x… ⋯⋯∴ x…2-4
-2

03

⑴ 2(x+2)æ3x-1에서
괄호를풀면 2x+4æ3x-1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3xæ-1-4, -xæ-5

양변을-1로나누면 x… ⋯⋯∴ x…5

⑵ ;2{;+4>;6{;+;3@;에서

양변에분모 2, 6, 3의최소공배수인 6을곱하면
3x+24>x+4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3x-x>4-24, 2x>-20

양변을 2로나누면 x> ⋯⋯∴ x>-10

⑶ 0.3-0.2x>0.5x-1.8에서
양변에 10을곱하면 3-2x>5x-18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5x>-18-3, -7x>-21

양변을-7로나누면 x< ⋯⋯∴ x<3-21
-7

-20
2

-5
-1

04

핵심문제익히기

1풀이참조 2⑴ x>15 ⑵ x…-6

3⑴ x<-5 ⑵ 1개 4⑴-4 ⑵ 2 54

6⑴-4 ⑵-28<a…-23 ⑶ 15<a…20

본문 167~169쪽(확인문제)

1 ⑴ 2(3x-1)-1æ3(-x+5)에서먼저괄호를풀면
6x-2-1æ-3x+15, 6x-3æ-3x+15

⑴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

x-6-4x-2æ0⋯⋯∴-3x-8æ0
좌변이일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다.

⑵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

x¤ -3x-1<0

좌변이이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⑶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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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등식 77

2 ⑴ - <1의양변에분모 3, 4의최소공

배수인 12를곱하면
4(2x+3)-3(3x-5)<12

괄호를풀면 8x+12-9x+15<12, -x+27<12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x<12-27, -x<-15

양변을-1로나누면

x> ⋯⋯∴ x>15

⑵ 1.3(2x-3)æ3.5x+1.5의양변에 10을곱하면
13(2x-3)æ35x+15

괄호를풀면 26x-39æ35x+15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6x-35xæ15+39, -9xæ54

양변을-9로나누면

x… ⋯⋯∴ x…-654
-9

-15
-1

3x-5
4

2x+3
3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6x+3xæ15+3, 9xæ18

양변을 9로나누면

xæ:¡9•:⋯⋯∴ xæ2

⑵ 3(x-2)<2(x-3)+5x에서먼저괄호를풀면
3x-6<2x-6+5x, 3x-6<7x-6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3x-7x<-6+6, -4x<0

양변을-4로나누면

x> ⋯⋯∴ x>00
-4 0

2

5 ;2{;- <;2%;에서 2x-(x-4)<10

2x-x+4<10⋯⋯∴ x<6

3-;6!;x<-x+2a에서 18-x<-6x+12a

5x<12a-18⋯⋯∴ x<

두부등식의해가같으므로

6= , 12a-18=30⋯⋯∴ a=412a-18
5

12a-18
5

x-4
4

3 ⑴-ax-5a>0에서-ax>5a
a>0에서-a<0이므로양변을-a로나누면

x< ⋯⋯∴ x<-5

⑵ ax-aæ3(x-1)에서 ax-aæ3x-3
ax-3xæa-3, (a-3)xæa-3
a<3에서 a-3<0이므로

x… ⋯⋯∴ x…1

따라서이를만족하는자연수 x는 1의 1개이다.

a-3
a-3

5a
-a

6 ⑴ 1-2xæa-5에서-2xæa-6

∴ x…

이때이를만족하는가장큰값이 5이므로

=5, 6-a=10⋯⋯∴ a=-4

⑵ 2x-3æ7x+a에서-5xæa+3

∴ x…- yy ㉠

이때 이를 만족하는 자연

수 x의 개수가 4개이어야
하므로오른쪽그림에서

4…- <5, 20…-a-3<25

23…-a<28⋯⋯∴-28<a…-23

⑶ >3x에서 x+a>6x, -5x>-a

∴ x<;5A;

이때 이를 만족하는 자연

수 x의 개수가 3개이어야
하므로오른쪽그림에서

3<;5A;…4⋯⋯∴ 15<a…20

x+a
2

a+3
5

a+3
5

6-a
2

6-a
2

a+3
5

0 1 2 3 54

-

따라서 ax<12의양변을 a로나누면 x>

이것은 x>-3과같으므로 =-3⋯⋯∴ a=-4

⑵ (a-3)x-3<-5에서-3을우변으로이항하면
(a-3)x<-2

그런데 부등식의 해가 x>2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
뀌었으므로 a-3<0

따라서 (a-3)x<-2의양변을 a-3으로나누면

x>

이것은 x>2와같으므로 =2, 2a-6=-2

2a=4⋯⋯∴ a=2

-2
a-3

-2
a-3

12
a

12
a

4 ⑴ ax-7<5에서-7을우변으로이항하면 ax<12

그런데부등식의해가 x>-3으로부등호의방향이
바뀌었으므로 a<0임을알수있다.

a
5

0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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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력강화하기

01⑴ x>-7 ⑵ x<-9 ⑶ xæ4 ⑷ x…5

01⑸ x>4

02⑴ x…1 ⑵ x…-8 ⑶ x<3 ⑷ x<-:¡3¢:

02⑸ xæ4

03⑴ x>-4 ⑵ x…-7 ⑶ x<-15 ⑷ x<5

03⑸ xæ12

04⑴ x<-2 ⑵ xæ-1 ⑶ xæ2 ⑷ x>:™4¡:

04⑸ x…-7

본문 170쪽

02 ⑴ 2(x+3)…-x+9에서먼저괄호를풀면
2x+6…-x+9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x…9-6, 3x…3

양변을 3으로나누면 x…1

⑵ 3(x-2)æ2(2x+1)에서먼저괄호를풀면
3x-6æ4x+2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3x-4xæ2+6, -xæ8

양변을-1로나누면 x…-8

⑶ 5(x-2)<8-x에서먼저괄호를풀면
5x-10<8-x

03 ⑴ ;4%;x-1< x의 양변에 분모 4, 2의 최소공배수인

4를곱하면 5x-4<6x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5x-6x<4, -x<4

양변을-1로나누면 x>-4

⑵ x- æ 의 양변에 분모 3, 2의 최소공

배수인 6을곱하면 6x-2(2x-1)æ3(x+3)

괄호를풀면 6x-4x+2æ3x+9, 2x+2æ3x+9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3xæ9-2, -xæ7

양변을-1로나누면 x…-7

⑶ ;3!;x- >2의 양변에 분모 3, 2의 최소공배수

인 6을곱하면 2x-3(x+1)>12

괄호를풀면 2x-3x-3>12, -x-3>12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x>12+3, -x>15

양변을-1로나누면 x<-15

⑷ - >-1의 양변에 분모 3, 2의 최

소공배수인 6을곱하면
2(x-2)-3(3x-11)>-6
괄호를풀면

2x-4-9x+33>-6, -7x+29>-6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7x>-6-29, -7x>-35

양변을-7로나누면 x<5

⑸ ;3@;x-;2#;æ x+;2&;의 양변에 분모 3, 2,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곱하면

;4!;

3x-11
2

x-2
3

x+1
2

x+3
2

2x-1
3

;2#;

01 ⑴ 4x+5>3x-2에서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4x-3x>-2-5⋯⋯∴ x>-7

⑵ 6x-5>8x+13에서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6x-8x>13+5, -2x>18

양변을-2로나누면 x<-9

⑶ x+9…4x-3에서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x-4x…-3-9, -3x…-12

양변을-3으로나누면 xæ4

⑷ 2x+3æ4x-7에서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4xæ-7-3, -2xæ-10

양변을-2로나누면 x…5

⑸-1+2x<-13+5x에서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5x<-13+1, -3x<-12

양변을-3으로나누면 x>4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5x+x<8+10, 6x<18

양변을 6으로나누면 x<3

⑷ 2x-5(x+2)>4에서먼저괄호를풀면
2x-5x-10>4, -3x-10>4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3x>4+10, -3x>14

양변을-3으로나누면 x<-:¡3¢:

⑸ 5-(x+4)…3(2x-9)에서먼저괄호를풀면
5-x-4…6x-27, -x+1…6x-27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x-6x…-27-1, -7x…-28

양변을-7로나누면 xæ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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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18æ3x+42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8x-3xæ42+18, 5xæ60

양변을 5로나누면 xæ12

04 ⑴ x+0.6<0.2x-1의양변에 10을곱하면
10x+6<2x-10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10x-2x<-10-6, 8x<-16

양변을 8로나누면 x<-2

⑵ 0.3(2x-3)-2…3.5x의양변에 10을곱하면
3(2x-3)-20…35x

괄호를풀면 6x-9-20…35x, 6x-29…35x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6x-35x…29, -29x…29

양변을-29로나누면 xæ-1

⑶ 0.8-0.2x…0.5x-0.6의양변에 10을곱하면
8-2x…5x-6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5x…-6-8, -7x…-14

양변을-7로나누면 xæ2

⑷ 0.5(2x-5)> (x+3)의 양변에 30을곱하면

15(2x-5)>10(x+3)

괄호를풀면 30x-75>10x+30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30x-10x>30+75, 20x>105

양변을 20으로나누면 x>:™4¡:

⑸ 0.92x-0.3æ1.12x+1.1의양변에 100을곱하면
92x-30æ112x+110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92x-112xæ110+30, -20xæ140

양변을-20으로나누면 x…-7

;3!;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③, ④ 02④ 03⑴ 0 ⑵ 13개

04① 05-2

06⑴-6 ⑵ 3 ⑶-;3!; ⑷ ;2!;<a…;2#;

본문 171쪽

01 ①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3>0
좌변에상수항만남으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②부등호가없으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③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

02 0.4x-;5!;x<0.3+;2!;x의양변에 10을곱하면

4x-2x<3+5x, 2x<3+5x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x-5x<3, -3x<3

양변을-3으로나누면 x>-1

따라서 x>-1을 수직선 위에 나
타내면오른쪽그림과같다 -1

03 ⑴ - æ;6!;(x-7)의 양변에 분모 3,

4, 6의최소공배수인 12를곱하면
4(5x+1)-3(3-2x)æ2(x-7)

괄호를풀면 20x+4-9+6xæ2x-14
26x-5æ2x-14
x의항은좌변으로, 상수항은우변으로이항하면
26x-2xæ-14+5, 24xæ-9

양변을 24로나누면 xæ-;8#;

따라서이것을만족하는가장작은정수는 0이다.

⑵ x- æ-4의양변에 3을곱하면

3x-(4x-1)æ-12

괄호를풀면 3x-4x+1æ-12, -x+1æ-12
상수항을우변으로이항하면

-xæ-12-1, -xæ-13

양변을-1로나누면 x…13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 y, 13

의 13개이다.

4x-1
3

3-2x
4

5x+1
3

2x+3…0
좌변이일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다.

④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

-6x+5<0
좌변이일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다.

⑤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면

-x¤ -3x+1<0
좌변이이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04 2a(x+3)-1…5+2x에서
2ax+6a-1…5+2x
2ax-2x…-6a+6
2(a-1)x…-6(a-1)
(a-1)x…-3(a-1)
a<1, 즉 a-1<0이므로 양변을 a-1로 나누면 부등
호의방향이바뀐다. 

∴ xæ-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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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에서 x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면 올라갈 때는 시속 2 km로,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걸어서 3시간이내에등산을마쳐야하므로

;2{;+;4{;…3⋯⋯∴ x…4

따라서 출발점에서 최대 4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수있다.

01

일차부등식의활용03

개념원리 확인하기

01 ;2{;, ;4{;, ;2{;, ;4{;, 3, x…4, 4

021000x, 800x, 1200, 800x, 1200, 1000x, x>6, 7

본문 173쪽

핵심문제익히기

1⑴ 30, 31, 32 ⑵ 4 ⑶ 16 211개월

322000원 48명 5⑴ 6개 ⑵ 31명

616cm 7 ;5(; km 8 ;2(; km 9200 g

10450 g

본문 174~178쪽(확인문제)

1 ⑴연속하는세자연수를 x-1, x, x+1이라하면
(x-1)+x+(x+1)<96⋯⋯∴ x<32

이때 x는자연수이므로가장큰수는 31이다.
따라서가장큰세자연수는 30, 31, 32이다.

⑵두정수는 x, x+5이므로

x+(x+5)<14⋯⋯∴ x<;2(;

따라서정수 x의최댓값은 4이다.
⑶연속하는두홀수를 x, x+2라하면

4x-10æ2(x+2)⋯⋯∴ xæ7

이때 x의최솟값이 7이므로두홀수는 7, 9이다.
따라서두홀수의합의최솟값은 7+9=16

05 3x-(x-6)<5x+3에서
3x-x+6<5x+3, -3x<-3⋯⋯∴ x>1
3x+a>1-2(1-x)에서
3x+a>1-2+2x⋯⋯∴ x>-1-a

두부등식의해가같으므로 1=-1-a⋯⋯∴ a=-2

06 ⑴ ax+6>8에서 ax>2

그런데 부등식의 해가 x<- 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으므로 a<0임을알수있다.

따라서 ax>2의양변을 a로나누면 x<

이것은 x<-;3!;과같으므로

;a@;=-;3!;⋯⋯∴ a=-6

⑵ 2-axæ3x+6에서
-ax-3xæ6-2, -(a+3)xæ4

그런데 부등식의 해가 x…- 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으므로-(a+3)<0임을알수있다.
따라서 -(a+3)xæ4의 양변을 -(a+3)으로 나

누면 x…-

이것은 x…-;3@;와같으므로 - =-;3@;

12=2(a+3), a+3=6⋯⋯∴ a=3

⑶ ax-5…-4에서 ax…1

이것의해중가장작은값이-3이므로 xæ-3

부등식의해가 xæ-3으로부등호의방향이바뀌었
으므로 a<0임을알수있다.

따라서 ax…1의양변을 a로나누면 xæ;a!;

이것은 xæ-3과같으므로

;a!;=-3⋯⋯∴ a=-;3!;

⑷ - <;6A;의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

인 12를곱하면 3(2x-3)-4(x-1)<2a
6x-9-4x+4<2a, 2x<2a+5

∴ x<

이때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이어야 하므
로오른쪽그림에서

3< …4

6<2a+5…8, 1<2a…3⋯⋯∴ ;2!;<a…;2#;

2a+5
2

2a+5
2

0 1 2 3 4

2a+5
2

x-1
3

2x-3
4

4
a+3

4
a+3

;3@;

;a@;

;3!;

공책의 수를 x권이라 하면 집 앞 문구점에서 공책을 살
때 드는 비용은 1000x원, 할인매장에서 공책을 살 때
드는비용은 (800x+1200)원이다.
(할인매장에서 드는 비용)<(집 앞 문구점에서 드는 비
용)이어야하므로

800x+1200<1000x⋯⋯∴ x>6

따라서 공책을 7권 이상 살 경우 할인매장에서 사는 것
이유리하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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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개월 후부터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3배보다
많아진다고하면

40000+5000x>3(20000+1000x)

∴ x>10

따라서 11개월 후부터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3배보다많아진다.

6 삼각형의높이를 x cm라하면

;2!;_10_xæ80⋯⋯∴ xæ16

따라서삼각형의높이는 16 cm 이상이어야한다.

7 출발점에서 x 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면 올라간 거리는 x km이고 내려온 거리도 x km
이다.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시간, 내려오는데 걸린 시

간은 시간이고, 1시간 30분 이내로 등산을 마쳐야

하므로 ;3{;+;2{;…;2#;⋯⋯∴ x…;5(;

;2{;

;3{;

3 이번달의휴대폰요금을 x원이라하면

…20000

∴ x…22000

따라서이번달은 22000원이하의요금이나와야한다.

16000+20000+22000+x
4

4 어른이 x명입장한다고하면어린이는 (30-x)명입장
하므로

3000x+1500(30-x)…58000⋯⋯∴ x…:™3§:

따라서어른은최대 8명까지입장할수있다.

5 ⑴물건을 x개 산다고 할 때, 할인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려면

(동네 가게에서 드는 비용)>(할인마트에서 드는 비
용)이어야하므로

2000x>1700x+1500⋯⋯∴ x>5

따라서 물건을 6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유리하다.

⑵ x명의 단체가 입장한다고 할 때, 40명의 단체 입장
권을사는것이유리하려면

(x명의입장료)>(40명의단체입장권의가격)
이어야하므로

2000x>(2000_0.75)_40⋯⋯∴ x>30

따라서 31명 이상부터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
리하다.

따라서 출발점에서 최대 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수있다.

;5(;

9 6%의소금물 500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500=30(g)

증발시킨 물의 양을 xg이라 하면 물을 증발시킨 후의
소금물의양은 (500-x)g이고, 소금의양은변함이없
으므로 30g이다.
이때의농도가 10% 이상이되어야하므로

_100æ10⋯⋯∴ xæ200

따라서 200 g 이상의물을증발시켜야한다.

30
500-x

8 비행기탑승구에서환전소까지의거리를 xkm라하면

비행기 탑승구에서 환전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시간이고, 왕복하는데걸린시간은 {;5{;_2}시간이다.

또, 환전하는데걸린시간은 12(분)= (시간)이므로

;5@;x+;5!;…2⋯⋯∴ x…;2(;

따라서 비행기 탑승구에서 km 이내에 있는 환전소

를이용하면된다.

;2(;

;5!;

;5{;

10 4 %의소금물 300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300=12(g)

9 %의소금물 x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x=;10(0;x(g)

따라서섞은후의소금물의양은 (300+x)g이고,

소금의양은 {12+;10(0;x} g이다.

이때의농도가 7% 이상이어야하므로

_100æ7⋯⋯∴ xæ450

따라서 9%의소금물을 450 g 이상섞어야한다.

12+;10(0;x

300+x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2400원 0218 cm 034분 047 km

057000원 06② 07252 g

본문 179쪽

01 형이받을몫을 x원이라하면동생이받을몫은
(4000-x)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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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8%의소금물 540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540=43.2(g)

증발시키는물의양을 x g이라하면물을 x g 증발시킨
후의소금물의양은 (540-x)g이고, 소금의양은변함
이없으므로 43.2 g이다.
이때의소금물의농도가 15% 이상이어야하므로

_100æ15

∴ xæ252

따라서적어도 252 g 이상의물을증발시키면된다.

43.2
540-x

05 원가를 x원이라하면원가의 10%의이익은
x_0.1=0.1x(원)
정가 11000원을 30% 할인한가격은
11000_(1-0.3)=7700(원)
이므로 7700-xæ0.1x, 1.1x…7700

∴ x…7000

따라서원가의최댓값은 7000원이다.

06 물건을 x개산다고할때드는비용은
동네상점 : 1300x원
도매시장 : (1100x+2100)원
(동네상점에서드는비용)>(도매시장에서드는비용)
이어야하므로

1300x>1100x+2100

∴ x>:™2¡:

Step (기본문제) 본문 180~181쪽

01④ 02④ 03④ 04③, ④ 05①

06⑤ 07② 08 2 09③ 10⑤

11 ;2!; 12 22 13③ 14④

01 x에 주어진 수를 대입하여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
한다.

① 8_(-2)+6<-2⋯⋯∴참
② (-3)_(-1)-1…5⋯⋯∴참
③ 2_3-1…5⋯⋯∴참
④-2…(-2)_2⋯⋯∴거짓

⑤ ;2#;_;7̂;-1æ;3!;_;7̂;⋯⋯∴참

02 ①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여정리하면

-x¤ +x-1<0
좌변이이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②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여정리하면

-7…0
좌변에상수항만남으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③부등호가없으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④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여정리하면

-6x+11æ0
좌변이일차식이므로일차부등식이다.

⑤모든항을좌변으로이항하여정리하면

-12>0
좌변에상수항만남으므로일차부등식이 아니다.

2xæ3(4000-x)⋯⋯∴ xæ2400

따라서형이받을몫의최솟값은 2400원이다.

02 직사각형의세로의길이를 x cm라하면둘레의길이가
60 cm 이하이어야하므로
2(12+x)…60⋯⋯∴ x…18

따라서세로의길이는 18 cm 이하가되어야한다.

03 x분후의
A탱크의물의양：(540+30x)L
B탱크의물의양：(100+30x)L
이므로 540+30x…3(100+30x)

∴ xæ4

따라서 적어도 4분 후에 A탱크의 물의 양이 B탱크의
물의양의 3배이하가된다.

04 출발점에서 x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면 올라간 거리는 x km이고 내려온 거리도 x km
이다.

올라가는데걸린시간은 시간, 내려오는데걸린시간은

시간이고, 4.9시간이내로등산을마쳐야하므로

;2{;+;5{;…4.9⋯⋯∴ x…7

따라서 출발점에서 최대 7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수있다.

;5{;

;2{;

그런데 x는 자연수이므로 최소한 11개 이상 사야 도매
시장에가서사는것이유리하다.

13중등기본_2-1_04해(74~101)ok  2013.5.31 11:31 AM  페이지82   다민  2540DPI 175LPI



IV. 부등식 83

04 주어진 수직선이 나타내는 x의 값의 범위는 xæ3이므
로각부등식을풀어 xæ3이아닌것을찾는다.
① 2(x+1)æ8에서 2x+2æ8, 2xæ6

∴ xæ3

②-2x…-6에서 xæ3

③ 2-3xæ-7에서-3xæ-9

∴ x…3

④-4xæ-12에서 x…3

⑤-;2!;x+4…2.5에서-5x+40…25

-5x…-15⋯⋯∴ xæ3

03 ④ (넘지않는다.)=(작거나같다.)=(이하이다.)
이므로

3x+4…10

05 0.4x-;2!;x<1.2+;5!;x의양변에 10을곱하면

4x-5x<12+2x, -3x<12

∴ x>-4

따라서 x>-4를 수직선 위에 나
타내면오른쪽그림과같다. -4

06 ax+1<5x-4에서 (a-5)x<-5
a<5, 즉 a-5<0이므로 양변을 a-5로 나누면 부등
호의방향이바뀐다.

∴ x>- 5
a-5

07 ;4!;(x-a)æ;2!;x+;5@;의양변에 20을곱하면

5(x-a)æ10x+8, 5x-5aæ10x+8

-5xæ5a+8⋯⋯∴ x…-

이것은 x…3과같으므로

- =3, 5a+8=-15

5a=-23⋯⋯∴ a=-:™5£:

5a+8
5

5a+8
5

08 ;2{;-0.75{x+;2!;}>0.25x의양변에 100을곱하면

50x-75{x+;2!;}>25x, 50x-75x-:¶2∞:>25x

-50x>:¶2∞:⋯⋯∴ x<-;4#;

09 ①, ②, ④, ⑤<

③양변에서 1을빼면-a<-b

양변에-1을곱하면부등호의방향이바뀌므로
a>b

10 ① a…b의양변에 6을곱하면 6a…6b
6a…6b의양변에서 3을빼면 6a-3…6b-3

② a…b의양변에-;3!;을곱하면-;3A;æ-;3B;

-;3A;æ-;3B;의양변에서 1을빼면

-;3A;-1æ-;3B;-1

③ a…b의양변에 ;4!;을곱하면 ;4A;…;4B;

;4A;…;4B;의양변에서 5를빼면

;4A;-5…;4B;-5

④ a…b의양변에-2를곱하면-2aæ-2b
-2aæ-2b의양변에서 3을빼면
-3-2aæ-3-2b

⑤ a…b의양변에 2를곱하면 2a…2b
2a…2b의양변에서 100을빼면
-100+2a…-100+2b

이것을만족하는 x의값중가장큰정수는-1이므로
a=-1

또, - <1의양변에 6을곱하면

2(x+1)-3(2x-5)<6, 2x+2-6x+15<6

-4x<-11⋯⋯∴ x>:¡4¡:

이것을만족하는 x의값중가장작은정수는 3이므로
b=3

∴ a+b=-1+3=2

2x-5
2

x+1
3

11 a(x-3)>7a-2x에서
ax-3a>7a-2x, (a+2)x>10a

주어진 수직선이 나타내는 x의 값의 범위는 x>2이므

로 a+2>0이고 x>

따라서 =2이므로 10a=2(a+2)

10a=2a+4, 8a=4

∴ a=;2!;

10a
a+2

10a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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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1)x<-9의 해가 x>3으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
뀌었으므로 a-1<0임을알수있다.
따라서 (a-1)x<-9의양변을 a-1로나누면

x>-

이것은 x>3과같으므로

- =3⋯⋯∴ a=-29
a-1

9
a-1

03 ①, ③, 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
면부등호의방향이바뀐다.

④ ab>0이므로 a<b의양변을 ab로나누면

;b!;<;a!;

04 ⑴-2<x…3의각변에-3을곱하면
-9…-3x<6

각변에 4를더하면 -5…-3x+4<10

∴-5…A<10
⑵-4…x…-1의각변에-2를곱하면

2…-2x…8

각변에 1을더하면 3…-2x+1…9

∴ ;9!;… …;3!;
1

-2x+1

05 3x+y=7에서 y=7-3x

∴-5<7-3x…15

각변에서 7을빼면 -12<-3x…8

각변을-3으로나누면-;3*;…x<4

따라서 x의 값 중 가장 큰 정수는 a=3, 가장 작은 정
수는 b=-2이므로
a-3b=3-3_(-2)=9

13 x년후부터할아버지의나이가손자의나이의 3배이하
가된다고하면

65+x…3(15+x)

∴ xæ10

따라서 10년 후부터 할아버지의 나이가 손자의 나이의
3배이하가된다.

06 공책 x권을산다고하면
800x>600x+1000

∴ x>5

따라서 6권이상사는경우도매문구점에가는것이유
리하다.

07 x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민선이의 예금액의 2배
보다적어진다고하면

40000+5000x<2(15000+3000x)

∴ x>10

따라서 11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민선이의 예금
액의 2배보다적어진다.

Step (발전문제) 본문 182~183쪽

01③ 02 1개 03②, ④

04⑴-5…A<10 ⑵ ;9!;… …;3!;

05 9 06② 07 11개월 08 14장

09 750 m 10③ 11 1km 12 100개

13 50g 14④

1
-2x+1

01 ax+4<3x+2a에서 (a-3)x<2a-4 yy ㉠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x> 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으므로㉠에서 a-3<0이다.
∴ a<3

2a-4
a-3

14 네번째수학시험에서 x점을받는다고하면

æ86

∴ xæ80

따라서 80점이상을받아야한다.

92+74+98+x
4

- …1에서

x-3-2(-2x+1)…4
x-3+4x-2…4, 5x…9

∴ x…;5(;

따라서자연수 x는 1의 1개이다.

-2x+1
2

x-3
4

08 사진을추가로 x장더뽑는다고하면
5000+500x…600(6+x)

12 연속하는두짝수를 x, x+2라하면
3x-6æ2(x+2)⋯⋯∴ xæ10

이때 x의최솟값이 10이므로두짝수는 10, 12이다.
따라서두짝수의합의최솟값은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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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에서식당까지의거리를 x km라하면

역에서식당까지가는데걸린시간은 시간이고,

왕복하는데걸린시간은 {;2{;_2}시간이다.

또, 식사시간이 30(분)= (시간)이므로

;2{;_2+;2!;…;2#;⋯⋯∴ x…1

따라서역에서 1 km이내에있는식당을이용하면된다.

;2!;

;2{;

12 B과자를 x개 만든다고 하면 A과자는 (500-x)개를
만들게되므로

2.1(500-x)+3.6x…1200

∴ x…100

따라서 B과자는최대 100개까지만들수있다.

10 더넣어야하는소금의양을 xg이라하면

;10$0;_300+xæ;1™0º0;(300+x)

∴ xæ60

따라서넣어야할소금의양은 60g 이상이다.

13 12 %의소금물 50 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50=6(g)

8 %의소금물 x 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x=;10*0;x(g)

따라서섞은후의소금물의양은 (50+x)g이고,

소금의양은 {6+;10*0;x} g이다.

이때의농도가 10 % 이상이어야하므로

_100æ10⋯⋯∴ x…50

따라서 8 %의소금물을최대 50 g까지섞을수있다.

6+;10*0;x

50+x

09 걸어간거리를 x m라하면
(분속 50m로걸은시간)+(분속 150m로뛴시간)
…30

이므로 ;5”0;+ …30

∴ x…750

따라서걸어간거리는최대 750m이다.

3000-x
150

14 원가를 a원이라하면

1.5a_{1-;10{0;}æ1.2a

∴ x…20

따라서 x의최댓값은 20이다.

∴ xæ14

따라서추가로최소 14장이상을뽑으면된다.

Step (심화문제) 본문 184쪽

01 -6 02⑤ 03② 04 x<1

05ㄱ, ㄷ, ㅁ 06 -10

01 3(x-1)+a<-6x에서

3x-3+a<-6x, 9x<3-a⋯⋯∴ x<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하
지않으므로

…1, 3-a…9

∴ aæ-6

따라서 a의최솟값은-6이다.

3-a
9

13-a
9

3-a
9

02 2x+4y-1=6x+3y-2에서
y=4x-1 yy ㉠

㉠을 1<y-2x<4에대입하면

1<4x-1-2x<4, 2<2x<5⋯⋯∴ 1<x<;2%;

이를만족하는정수는 x=2
x=2를㉠에대입하면 y=4_2-1=7

∴ x+y=2+7=9

03 1…x…2에서 3…3x…6 yy ㉠

-2…y…2에서-4…-2y…4 yy ㉡

㉠+㉡을하면
3-4…3x-2y…6+4

∴-1…3x-2y…10

따라서 a=10, b=-1이므로 a-b=11

a…x…b, c…y…d일 때
⑴ x+y의 값의 범위

⑵ x-y의 값의 범위

->  +a…+xy… b
->≥  +c …+yx… `d
-> a-d…x-y…b-c

->  +a…+xy… b
+>≥  +c…+yx… d
-> a+c…x+y…b+d

13중등기본_2-1_04해(74~101)ok  2013.5.31 11:31 AM  페이지85   다민  2540DPI 175LPI



본문 185~186쪽

18 213편 316 43…a<:¡4¶:

540 g 622일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3- … 의양변에 6을곱하면

18-2(x-a)…3(a+x)

-5x…a-18⋯⋯∴ xæ-

-0.3(2x-2)æ0.2(5-4x)의 양변에 10을 곱
하면

-3(2x-2)æ2(5-4x)
2xæ4⋯⋯∴ xæ2
두부등식의해가같으므로

- =2⋯⋯∴ a=8a-18
5

a-18
5

a+x
2

x-a
3

1단계

86 정답과 풀이

2 영화를 1년동안 x편내려받는다고하면
1200x>700x+6000

∴ x>12

따라서 1년 동안 영화를 13편 이상 내려받으면
회원이비회원보다유리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3 -6<x…12의각변에-;3!;을곱하면

-4…-;3!;x<2

각변에서 1을빼면

-5…-1-;3!;x<1

따라서 a=-5, b=1이므로
b-3a=1-3_(-5)=16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의각변에서 1빼기 2점2

각변에-;3!;곱하기 2점1

b-3a의값구하기 2점3

1

04 (a+b)x+3a-5b<0에서
(a+b)x<-3a+5b

주어진부등식의해가 x<-;3!;이므로

a+b>0

따라서 (a+b)x<-3a+5b의양변을 a+b로나누면

x<

이것은 x<-;3!;과같으므로

=-;3!;, 3(-3a+5b)=-a-b

-9a+15b=-a-b

∴ a=2b

여기서 a+b>0이므로
a>0, b>0
(a-3b)x+a-b>0에 a=2b를대입하면
(2b-3b)x+2b-b>0
-bx>-b⋯⋯∴ x<1 (∵ b>0)

-3a+5b
a+b

-3a+5b
a+b

05 수직선에서

a<b<0<c<d

ㄱ. b<c이므로 a+b<a+c

ㄴ. d>c이므로 d-b>c-b

ㄷ. a<b이고 c>0이므로 ac<bc

ㄹ. c<d이고 b<0이므로 bc>bd

ㅁ. a<d이고 b<0이므로 ;bA;>;bD;

ㅂ. b<0<d이므로 ;b!;<;d!;

c>0이므로 ;bC;<;dC;

따라서옳은것은ㄱ, ㄷ, ㅁ이다.

06 (a-2b)x+3a-b<0에서
(a-2b)x<-3a+b

주어진부등식의해가 x>-8로부등호의방향이바뀌
었으므로

a-2b<0 yy ㉠

∴ x>

=-8에서-3a+b=-8(a-2b)

∴ a=3b yy ㉡

한편, b¤ =4에서 b=2 또는 b=-2
⁄ b=2일때, ㉡에서 a=6

그런데 a=6, b=2는㉠을만족하지않는다.

-3a+b
a-2b

-3a+b
a-2b

¤ b=-2일때, ㉡에서 a=-6
a=-6, b=-2는㉠을만족한다.

⁄, ¤에서 a=-6, b=-2

∴ a+2b=-10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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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x-7…4(a-1)에서
5x-7…4a-4, 5x…4a+3

∴ x…

이때 이를 만족하는 자연

수 x의개수가 3개이어야
하므로오른쪽그림에서

3… <4 

15…4a+3<20, 12…4a<17

∴ 3…a<:¡4¶:

4a+3
5

0 1 2 3 4
4a+3

5

4a+3
5

1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일차부등식세우기 4점1

일차부등식풀기 2점2

며칠안에반납해야하는지구하기 2점3

6 만화책을빌린지 x일후의대여료는
1000+200(x-3)(원)이므로
1000+200(x-3)<5000

∴ x<23

따라서 22일안에반납해야책값보다적은비용으
로볼수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x의값의범위구하기 2점1

a의값의범위구하기 5점2

5 8 %의소금물 200 g에녹아있는소금의양은

;10*0;_200=16(g)

증발시킨 물의 양을 x g이라 하면 물을 증발시킨
후의 소금물의 양은 (200-x)g이고, 소금의 양
은변함이없으므로 16 g이다.
이때의농도가 10 % 이상이되어야하므로

_100æ10

∴ xæ40

따라서 40 g 이상의물을증발시켜야한다.

16
200-x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일차부등식세우기 5점1

일차부등식풀기 2점2

증발시켜야하는물의양구하기 1점3

2 연립일차부등식

연립일차부등식의풀이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풀이참조

02⁄ 4, 10, -5 ¤ -5, 4 ‹ -5…x<4

03㉡ 3x+1<x+9 ⇨ x<4 ⇨-4…x<4

04풀이참조

본문 190쪽

⑴ [ ⇨ ⇨∴-6<x…1

⑵ [ ⇨ ⇨∴ x<-1

⑶ [ ⇨ ⇨∴ xæ5
5-2

x>-2
xæ5

3-1

x<-1
x<3

-6 1

x>-6
x…101

[
㉠ 2x-3…3x+1

에서
㉡ 3x+1<x+9

㉠을풀면 xæ-4

㉡을풀면 2x<8⋯⋯∴ x<4
㉠, ㉡의해를수직선위에나

타내면오른쪽그림과같다.

∴-4…x<4

03

-4 4

⑴ [
㉠ 5x-7æ3x+1

에서
㉡ 4x+8æ5x+4

㉠을풀면 2xæ8⋯⋯∴ xæ4

㉡을풀면 x…4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 x=4

⑵ [
㉠ x-1<4 

에서
㉡ x<2x-5

㉠을풀면 x<5

㉡을풀면 x>5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해가없다.

0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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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⑴ [
2(x-2)<x⋯⋯     yy ㉠

에서
3x+2æ2(x+2)⋯⋯yy ㉡

㉠을풀면 2x-4<x⋯⋯∴ x<4

㉡을풀면 3x+2æ2x+4⋯⋯∴ xæ2
㉠, ㉡의 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 2…x<4

⑵ [
3x+2<2(x-1)⋯⋯yy ㉠

에서
x+1>3(x-3)⋯ ⋯yy ㉡

㉠을풀면 3x+2<2x-2⋯⋯∴ x<-4

㉡을풀면 x+1>3x-9, 2x<10⋯⋯∴ x<5

42

핵심문제익히기

1⑴ 3…x<9 ⑵-2<x…1

2⑴ 2…x<4 ⑵ x<-4

3⑴-2…x<4 ⑵-15<x…17

4⑴-8<x…6 ⑵ 1…x<4

5⑴해가없다. ⑵ x=3 629 74…a<6

8⑴ aæ1 ⑵ a<-12

본문 191~194쪽(확인문제)

1 ⑴ [
4x-5æx+4⋯⋯  yy ㉠

에서
3x+7>5x-11⋯⋯yy ㉡

㉠을풀면 3xæ9⋯⋯∴ xæ3

㉡을풀면 2x<18⋯⋯∴ x<9
㉠, ㉡의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 3…x<9

⑵ [
-3x+4æ1 yy ㉠

2x-5<5x+1⋯⋯yy ㉡
에서

㉠을풀면-3xæ-3⋯⋯∴ x…1

㉡을풀면 3x>-6⋯⋯∴ x>-2
㉠, ㉡의 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2<x…1

1-2

93

4 ⑴ [ 에서

㉠을풀면 x…6
㉡을풀면 2x+4<20+4x
2x>-16⋯⋯∴ x>-8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8<x…6

⑵ [ 에서

㉠을풀면 6xæ6⋯⋯∴ xæ1
㉡을풀면 5x-2<3x+6
2x<8⋯⋯∴ x<4

4-x…5x-2㉡㉡ yy ㉠

5x-2<3(x+2)㉡㉡yy ㉡

-8 6

3x-2…2x+4 yy ㉠

2x+4<4(5+x) yy ㉡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는 경우

⇨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공통부분이 없다.

3 ⑴ 에서

㉠의양변에 6을곱하면
2(5-2x)<24-3(3x-2)
10-4x<24-9x+6, 5x<20

∴ x<4

㉡의양변에 3을곱하면
-9x…12-(2x-2), -9x…12-2x+2
7xæ-14⋯⋯∴ xæ-2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2…x<4

⑵ 에서

㉠의양변에 10을곱하면
3x-20<5x+10, 2x>-30

∴ x>-15

㉡의양변에 10을곱하면
6x+12æ7x-5 ∴ x…17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15<x…17

-15 17

0.3x-2<0.5x+1 yy ㉠

;5#;x+1.2æ0.7x-;2!; yy ㉡

({9

-2 4

5-2x 3x-21122<4-1122⋯⋯yy ㉠3 2
2x-2-3x…4-1122 yy ㉡3

(
{
9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오른쪽그림과같

다.

∴ x<-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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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등식 89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

과같다. 

∴ 1…x<4

1 4

6 [ 에서

㉠을풀면 x>-3

㉡을풀면 7x…b-4⋯⋯∴ x…

연립부등식의 해가 a<x…4가 되려면 두 부등식의 해
가각각 x>a, x…4이어야하므로
㉠의해에서 a=-3

㉡의해에서 =4    ∴ b=32

∴ a+b=-3+32=29

b-4
7

b-4
7

2x+1<3x+4㉡㉡ yy ㉠

3x+4…-4x+b㉡㉡yy ㉡

7 [ 에서

㉠을풀면 2x…a⋯⋯∴ x…;2A;

㉡을풀면 4x-2æx-2, 3xæ0

∴ xæ0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3개이어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아야

한다.

x-a…-x yy ㉠

2(2x-1)æx-2 yy ㉡

8 ⑴ [ 에서

㉠을풀면 2x<-4⋯⋯∴ x<-2

㉡을풀면 xæa-3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어

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선위에나타내면오

른쪽그림과같아야한다.

즉, a-3æ-2에서 aæ1

⑵ [ 에서

㉠을풀면 x<-5

㉡을풀면 2x>2+a⋯⋯∴ x>

연립부등식의 해가 있어

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선위에나타내면오

른쪽그림과같아야한다.

즉, <-5에서 2+a<-10⋯⋯∴ a<-122+a
2

2
2+a -5

2+a121
2

3x-5>4x yy ㉠

4x-a>2x+2 yy ㉡

a-3-2

4x-5<2x-9 yy ㉠

2x+3æx+a yy ㉡

5 ⑴ 에서

㉠을풀면 2x<-12⋯⋯∴ x<-6
㉡의양변에 6을곱하면
2(x+6)æ3(x-1)-6x
2x+12æ3x-3-6x
5xæ-15⋯⋯∴ xæ-3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

과같다.

∴해가없다.

⑵ [ 에서

㉠을풀면 xæ3

㉡을풀면 3x…9⋯⋯∴ x…3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나타내면오른쪽그림

과같다.

∴ x=3

3

3x-1æ2x+2 yy ㉠

x-1…8-2x yy ㉡

-3-6

5x-2>7x+10⋯⋯ yy ㉠

x+6 x-1112æ112-x⋯⋯yy ㉡3 2

({9

즉, 2…;2A;<3에서 4…a<6

0 1 2 ;2; 3a

계산력강화하기

01⑴-1<x…;2(; ⑵ x<-5 ⑶ xæ-3

01⑷-2<x<;3%;

02⑴ ;2!;…x<3 ⑵-;2(;…x<4 ⑶ 10<x<12

02⑷-37…x<1

03⑴ x>5 ⑵ ;6%;<x…1 ⑶ 1<x…2

03⑷-:¡7•:<x<3 ⑸-;4#;<x…-;5#;

03⑹-5…x…1

04⑴ x=-3 ⑵ x=4 ⑶해가없다. ⑷해가없다.

본문 195쪽

01 ⑴ [ 에서
2x-5<6x-1 yy ㉠

3x+7æ5x-2 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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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정답과 풀이

㉠을풀면 4x>-4⋯⋯∴ x>-1

㉡을풀면 2x…9⋯⋯∴ x…;2(;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오른쪽그림

과같다.

∴-1<x…;2(;

⑵ [ 에서

㉠을풀면 5x<-25⋯⋯∴ x<-5

㉡을풀면 3x…-6⋯⋯∴ x…-2
㉠, ㉡의해를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 x<-5

⑶ [ 에서

㉠을풀면 3xæ-9⋯⋯∴ xæ-3

㉡을풀면 9x-1…8+10x⋯⋯∴ xæ-9
㉠, ㉡의해를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 xæ-3

⑷ [ 에서

㉠을풀면 3x-3<2, 3x<5

∴ x<;3%;

㉡을풀면 2x-10>x-12
∴ x>-2
㉠,㉡의해를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2<x<;3%;

-2 5;3;

3(x-1)<2 yy ㉠

2(x-5)>x-12 yy ㉡

-9 -3

4x+2æx-7 yy ㉠

9x-1…2(4+5x) yy ㉡

-5 -2

7x-4<2x-29 yy ㉠

x-5æ4x+1 yy ㉡

-1 9
;2;

02 ⑴ 에서

㉠의양변에 3을곱하면
2æ3x-(5x-3), 2æ3x-5x+3

-2x…-1⋯⋯∴ xæ;2!;

㉡의양변에 4를곱하면
9x-7<20, 9x<27

∴ x<3

5x-3
;3@;æx-1122⋯⋯yy ㉠3
9x-71122<5 yy ㉡4

(
{
9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 ;2!;…x<3

⑵ 에서

㉠을풀면 2xæ-9

∴ xæ-;2(;

㉡의양변에 12를곱하면
9x<36-4(4-x), 9x<36-16+4x
5x<20⋯⋯∴ x<4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2(;…x<4

⑶ [ 에서

㉠의양변에 10을곱하면
2x+12>3x⋯⋯∴ x<12

㉡의양변에 10을곱하면
5x-24>2x+6
3x>30⋯⋯∴ x>10

㉠, ㉡의해를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 10<x<12

⑷ [ 에서

㉠의양변에 10을곱하면
3x-14>7x-18, 4x<4⋯⋯∴ x<1

㉡의양변에 10을곱하면
7(2x-5)…15x+2, 14x-35…15x+2

∴ xæ-37

㉠, ㉡의해를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37…x<1

-37 1

0.3x-1.4>0.7x-1.8 yy ㉠
0.7(2x-5)…1.5x+0.2 yy ㉡

10 12

0.2x+1.2>0.3x yy ㉠
0.5x-2.4>0.2x+0.6 yy ㉡

49
-;2;

x-4…3x+5 yy ㉠

4-x
;4#;x<3-112 yy ㉡3

({9

31
;2;

03 ⑴ [ 에서

㉠을풀면 4xæ4⋯⋯∴ xæ1

㉡을풀면 x>5

x+7…5x+3㉡㉡ yy ㉠

5x+3<6x-2㉡㉡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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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를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 x>5

⑵ 에서

㉠의양변에 2를곱하면
x-3…2(2-3x), x-3…4-6x
7x…7⋯⋯∴ x…1

㉡의양변에 4를곱하면
4(2-3x)<-3(2x-1), 8-12x<-6x+3

6x>5⋯⋯∴ x>;6%;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오른쪽그림

과같다.

∴ ;6%;<x…1

⑶ 에서

㉠을풀면 7x>7⋯⋯∴ x>1

㉡의양변에 2를곱하면
2(3x-5)…-(x-4), 6x-10…-x+4
7x…14⋯⋯∴ x…2

㉠, ㉡의해를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 1<x…2

⑷ 에서

㉠의양변에 6을곱하면
-3x-6<4x+12, 7x>-18

∴ x>-:¡7•:

㉡의양변에 3을곱하면
2x+6<x+9⋯⋯∴ x<3
㉠, ㉡의 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7•:<x<3

⑸ 에서

3+x
;3!;x…1-112 yy ㉠2

3+x1-112<;6!;x yy ㉡2

(
{
9

318
-:7:

-;2!;x-1<;3@;x+2⋯⋯yy ㉠

;3@;x+2<;3!;x+3 yy ㉡

(
{
9

21

2-4x<3x-5 yy ㉠

3x-5…-;2!;(x-4) yy ㉡

({9

15
;6;

x-3112…2-3x yy ㉠2

2-3x<-;4#;(2x-1) yy ㉡

(
{
9

1 5

IV. 부등식 91

㉠의양변에 6을곱하면
2x…6-3(3+x), 2x…6-9-3x

5x…-3⋯⋯∴ x…-;5#;

㉡의양변에 6을곱하면
6-3(3+x)<x, 6-9-3x<x

4x>-3⋯⋯∴ x>-;4#;

㉠, ㉡의해를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4#;<x…-;5#;

⑹

2(x+1)æx-3⋯⋯ yy ㉠

3x-2<-2(x-4)⋯⋯yy ㉡에서

4+x…5⋯⋯ yy ㉢

㉠을풀면 2x+2æx-3⋯⋯∴ xæ-5

㉡을풀면 3x-2<-2x+8
5x<10⋯⋯∴ x<2

㉢을풀면 x…1
㉠, ㉡, ㉢의 해를 수직

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

쪽그림과같다.

∴-5…x…1
21-5

(
{
9

3
-;4;

3
-;5;

04 ⑴ [
1+3xæ-2+2x yy ㉠

2x-5æ4x+1 yy ㉡
에서

㉠을풀면 xæ-3

㉡을풀면 2x…-6⋯⋯∴ x…-3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나타내면오른쪽그림

과같다.

∴ x=-3

⑵ [
2(x-2)…x yy ㉠

3x-2æ2(x+1) yy ㉡
에서

㉠을풀면 2x-4…x

∴ x…4

㉡을풀면 3x-2æ2x+2

∴ xæ4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나타내면오른쪽그림

과같다.

∴ x=4

⑶ 에서
3-2x111<1 yy ㉠5
3x+4<2x+3⋯⋯yy ㉡

({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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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답과 풀이

03 [ 에서

㉠을풀면 2x+6>3x-1 ∴ x<7

㉡을풀면 x<a+1

연립부등식의해가 x<5가되려면㉡의해에서
a+1=5    ∴ a=4

2(x+3)>3x-1 yy ㉠

4x+a>5x-1 yy ㉡

04

4x-1>5 yy ㉠

2x-(3+x)æ-1 yy ㉡에서

;2#;x-3<;2{; yy ㉢

㉠을풀면 4x>6⋯⋯∴ x>;2#;

㉡을풀면 2x-3-xæ-1

∴ xæ2

㉢의양변에 2를곱하면
3x-6<x, 2x<6

∴ x<3
㉠, ㉡, ㉢의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 2…x<3

따라서 a=2, b=3이므로
a+b=5

323
2-

(\“\9

05 [
2x-4<3x⋯⋯ yy ㉠

5x+4>6x-a⋯⋯yy ㉡
에서

㉠을풀면 x>-4

㉡을풀면 x<a+4
연립부등식의 해가 있어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

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4 a+4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① 028 03④ 04③

05a>-8 06a…-1 07-2<a…-1

본문 196쪽

01 에서

㉠의양변에 10을곱하면
2(x-2)…3(x-1), 2x-4…3x-3

∴ xæ-1

㉡의양변에 60을곱하면
15(3x+2)+12(4x-3)<20(2x+5)
45x+30+48x-36<40x+100
53x<106⋯⋯∴ x<2

㉠, ㉡의해를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1…x<2

따라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인 해는 -1, 0, 1

이므로그합은 0이다.

-1 2

0.2(x-2)…0.3(x-1) yy ㉠
3x+2 4x-3 2x+51122+1132<1132 yy ㉡4 5 3

({9

02 에서

㉠의양변에 2를곱하면 2x-2<2-(2-x)
2x-2<2-2+x⋯⋯∴ x<2

㉡의양변에 6을곱하면
6-3(2-x)…2(2x+1)
6-6+3x…4x+2    ∴ xæ-2

연립부등식의 해가 a…x<b가 되려면 ㉠, ㉡의 해가
각각 x<b, xæa이어야하므로
㉠의해에서 b=2

㉡의해에서 a=-2

∴ b-3a=2-3_(-2)=8

2-xx-1<1-112 yy ㉠2
2-x 2x+11-112…1122 yy ㉡2 3

(
{
9

㉠의양변에 5를곱하면
3-2x<5, -2x<2

∴ x>-1

㉡을풀면 x<-1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나타내면오른쪽그림

과같다.

∴해가없다.

⑷ 에서

㉠의양변에 6을곱하면
9x<30+4x, 5x<30

∴ x<6

㉡의양변에 10을곱하면
x-44æ28-8x, 9xæ72

∴ xæ8

㉠,㉡의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해가없다.

6 8

;2#;x<5+;3@;x yy ㉠

0.1x-4.4æ2.8-0.8x⋯⋯yy ㉡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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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등식 93

06 [ 에서

㉠을풀면 2x+2æ3x-2⋯⋯∴ x…4
㉡을풀면 x>3-a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어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

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같아야한다.

즉, 3-aæ4에서 a…-1

4 3-a

2(x+1)æ3x-2 yy ㉠

6x+a>5x+3 yy ㉡

연립일차부등식의활용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어떤자연수：x ⑵ [
2(x+3)>24

3x-10<26

01⑶ 9<x<12 ⑷ 10 또는 11

02⑴배의개수：x개

02⑵ 18000…2000x+600(15-x)…20000

02⑶ :¢7∞:…x…:∞7∞: ⑷ 7개

03⑴더넣어야하는물의양：x g

03⑵ 200, 10, 200+x, 10, 4

03⑶ 50…x…300 ⑷ 50 g 이상 300 g 이하

본문 198쪽

어떤 자연수를 x라 하면 어떤 자연수에 3을 더한 수의
2배는 24보다크므로

01

배의개수를 x개라하면사과의개수는 (15-x)개이다.
총금액이 18000원이상 20000원이하이므로
18000…2000x+600(15-x)…20000

∴ :¢7∞:…x…:∞7∞: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배를 7개살수있다.

02

그림과같아야한다.

즉, a+4>-4에서 a>-8

07 [
3x-1…8⋯⋯ yy ㉠

x-1>-a⋯⋯yy ㉡
에서

㉠을풀면 3x…9⋯⋯∴ x…3

㉡을풀면 x>-a+1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

수가 1개이어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

타내면오른쪽그림과같아야한다. 

즉, 2…-a+1<3에서
1…-a<2⋯⋯∴-2<a…-1

-a+1 32

더넣어야하는물의양을 x g이라하면

(소금의양)=;10%0;_200=10(g)

이때 물을 x g 더 넣으면 소금물의 양은 (200+x)g이
고농도가 2 % 이상 4 % 이하이므로

;10@0;_(200+x)…10…;10$0;_(200+x)

∴ 50…x…300

따라서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50 g 이상 300 g 이
하이다. 

03

2(x+3)>24⋯⋯∴ x>9

어떤자연수의 3배에서 10을뺀수는 26보다작으므로
3x-10<26⋯⋯∴ x<12

∴ 9<x<12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10 또는 11이다.

핵심문제익히기

1⑴ 11 ⑵ 8

2⑴ 13개또는 14개또는 15개 ⑵ 8명

34 cm 이상 6 cm 이하

440 km 초과 160 km 미만

550 g 이상 80 g 이하 6100 g 이상 200 g 이하

7⑴ 8개또는 9개또는 10개또는 11개 ⑵ 26개

810개또는 11개또는 12개

본문 199~202쪽(확인문제)

1 ⑴연속하는세홀수를 x-2, x, x+2라하면
세홀수의합이 21보다크고 27 이하이므로
21<(x-2)+x+(x+2)…27

∴ 7<x…9
x는홀수이므로 x=9

따라서 연속하는 세 홀수는 7, 9, 11이므로 가장 큰
수는 11이다. 

⑵어떤 정수를 x라 하면 어떤 정수의 2배에서 8을 뺀
수는 9 이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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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다리꼴의윗변의길이를 x cm라하면아랫변의길이
는 (x+2)cm이다.
넓이가 25 cm¤ 이상 35 cm¤ 이하이므로

25…;2!; {x+(x+2)}_5…35

∴ 4…x…6

따라서윗변의길이는 4 cm 이상 6 cm 이하이다.

4 시속 80 km로 달린 구간의 거리를 x km라 하면 시속
60 km로달린구간의거리는 (400-x)km이다. 
전체걸리는시간이 6시간초과 6시간 30분미만이므로

6<;8”0;+ <:¡2£:

∴ 40<x<160

따라서시속 80 km로달린구간의거리는
40 km 초과 160 km 미만이다. 

400-x
60

5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x g이라 하면 증발시킨 후
의 소금물의 양은 (200-x)g이고 농도는 8 % 이상

10 % 이하이므로

;10*0;_(200-x)…;10̂0;_200…;1¡0º0;_(200-x)

∴ 50…x…80

따라서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은 50 g 이상 80 g 이
하이다.

▶다른풀이

8… _100…10

∴ 50…x…80

12
200-x

6 %

10 %8 %
200 g

……

물

x g
-

6 A식품의양을 x g이라하면 B식품의양은 (200-x)g
이고 주어진 표는 100 g에 대한 단백질의 양과 열량을
나타내고있으므로 1 g의단백질의양과열량을구하려
면 100으로나누어야한다.
단백질을 30 g 이상얻어야하므로

;1™0º0;x+;1¡0º0;(200-x)æ30⋯⋯∴ xæ100

열량을 300 kcal이상얻어야하므로

;1!0%0);x+;1#0@0);(200-x)æ300⋯⋯∴ x…200

∴ 100…x…200

따라서 A식품은 100 g 이상 200 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7 ⑴상자의개수를 x개라하면사과를한상자에 15개씩
담으면사과가남으므로

15x<180⋯⋯∴ x<12

사과를한상자에 25개씩담으면사과가부족하므로

25x>180⋯⋯∴ x>:£5§:

∴ :£5§:<x<12

이때 x는자연수이므로 x=8 또는 x=9 또는 x=10

또는 x=11이다.
따라서 상자의 개수는 8개 또는 9개 또는 10개 또는
11개이다.

⑵학생수를 x명이라하면초콜릿의개수는
(4x+10)개이다.
초콜릿을 6개씩 나누어 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남으므로

6x+2…4x+10<6x+4

∴ 3<x…4

2 ⑴ 200원짜리 과자를 x개 산다고 하면 150원짜리 과자
는 (25-x)개살수있다.
금액이 4500원이하이므로
200x+150(25-x)…4500
∴ x…15

200원짜리 과자의 개수가 150원짜리 과자의 개수보
다많으므로

x>25-x⋯⋯∴ x>:™2∞:

∴ <x…15

따라서 x는 자연수이므로 x=13 또는 x=14 또는
x=15이다.
즉, 200원짜리과자는 13개또는 14개또는 15개살
수있다.

⑵어린이가 x명이라하면어른은 (12-x)명이다.
요금이 8500원보다적게들었으므로
1000(12-x)+500x<8500

∴ x>7
어린이가어른보다많으므로

x>12-x⋯⋯∴ x>6

∴ x>7

따라서어린이는최소 8명이다.

;;™2∞;;

2x-8…9⋯⋯∴ x…:¡2¶:

39에서어떤정수의 4배를뺀수도 9 이하이므로

39-4x…9⋯⋯∴ xæ:¡2∞:

∴ ;;¡2∞;;…x…;;¡2¶;;

따라서x는정수이므로x=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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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텐트의 개수를 x개라 하면 3명씩 자면 5명이 남으므로
전체학생수는 (3x+5)명이다.
또, 5명씩자면텐트 3개가남는다는것은텐트 (x-4)개
에는 5명씩 자고, 남은 한 텐트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잘수있다는뜻이다.
즉, 전체학생수는 {5(x-4)+1}명이상 {5(x-4)+5}
명이하이다.

따라서부등식을세우면

5(x-4)+1…3x+5…5(x-4)+5

즉, 에서

㉠을풀면 x…12
㉡을풀면 xæ10
∴ 10…x…12

따라서텐트의개수는 10개또는 11개또는 12개이다.

5(x-4)+1…3x+5㉡㉡yy ㉠

3x+5…5(x-4)+5㉡㉡yy ㉡
[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12 cm 이상 16 cm 이하 0212, 13, 14

036개또는 7개또는 8개 04 g 이상 75 g 이하

0550 g 이상 100 g 이하 06② 07⑤

100
9

본문 203쪽

01 삼각형의밑변의길이를 xcm라하면
넓이가 60 cm¤ 이상 80 cm¤ 이하가되어야하므로

60…;2!;_x_10…80

∴ 12…x…16
따라서 밑변의 길이는 12 cm 이상 16 cm 이하이어야

한다.

02 연속하는세정수를 x-1, x, x+1이라하면
세수의합은 38보다작지않으므로

(x-1)+x+(x+1)æ38⋯⋯∴ xæ;;£3•;;

작은두수의합에서가장큰수를뺀값은 12보다작으
므로

(x-1)+x-(x+1)<12⋯⋯∴ x<14

∴ :£3•:…x<14

03 배를 x개산다고하면복숭아는 (10-x)개살수있다.
금액이 18000원이하이므로
2000x+1000(10-x)…18000
∴ x…8
배의개수가복숭아의개수보다많으므로

x>10-x⋯⋯∴ x>5
∴ 5<x…8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6 또는 x=7 또는 x=8
이다.

즉, 배의개수는 6개또는 7개또는 8개이다.

이때 x는자연수이므로 x=4
따라서초콜릿의개수는

4_4+10=26(개)

04 소금을 x g 더 넣으면 소금물의 양은 (500+x)g이고
농도는 10 % 이상 20 % 이하이므로

;1¡0º0;_(500+x)…;10*0;_500+x…;1™0º0;_(500+x)

∴ ;:!9):);…x…75

따라서소금을 ;:!9):); g 이상 75 g 이하로넣어야한다.

▶다른풀이

10… _100…20⋯⋯∴ …x…75100
9

40+x
500+x

8 %

20 %10 % +500 g
…

x g

소금

…

이때 x는정수이므로 x=13
따라서세수는 12, 13, 14이다.

05 2 %의 소금물의 양을 x g이라 하면 8 %의 소금물에
2 %의 소금물을 넣은 후의 소금물의 양은 (100+x)g
이고농도는 5 % 이상 6 % 이하이므로

;10%0;_(100+x)…;10*0;_100+;10@0;_x

…;10̂0;_(100+x)⋯⋯∴ 50…x…100

따라서 2 %의 소금물을 50 g 이상 100 g 이하로 넣어
야한다.

▶다른풀이

5… _100…6⋯⋯∴ 50…x…100
8+;10@0;x

100+x

8 % 2 %

6 %5 % +100 g x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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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서

x-1 x+1112-1…112 yy ㉠2 3
5+x<3x+1 yy ㉡

({9

03 에서

㉠의양변에 10을곱하면
2x+28>6x+12-12, 4x<28 ∴ x<7

㉡의양변에 4를곱하면
4x-10æx-1, 3xæ9 ∴ xæ3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 3…x<7

3 7

0.2x+2.8>0.6(x+2)-1.2 yy ㉠
2x-5 x-11132æ112 yy ㉡2 4

({9

04 에서

㉠의양변에 12를곱하면
12-8(1-x)<3(3x+5)
12-8+8x<9x+15⋯⋯∴ x>-11

㉡의양변에 4를곱하면
3x+5<2x-2+4⋯⋯∴ x<-3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11<x<-3

-11 -3

2(1-x) 3x+51-11123<11234⋯⋯yy ㉠3 4
3x+5 x-111234<112+1 yy ㉡4 2

(
{
9

05 에서

㉠을풀면-10x+5<x, 11x>5⋯⋯∴ x>;1∞1;

㉡의양변에 24를곱하면
24x…4(2x+5)-3(3x-2)

24x…8x+20-9x+6, 25x…26⋯⋯∴ x…;2@5̂;

㉠, ㉡의 해를 수직선 위
에나타내면오른쪽그림

과같다. ;25;
26

;11;
5 1

-5(2x-1)<x yy ㉠
2x+5 3x-2x…111-111⋯⋯yy ㉡6 8

({9

06 여름방학이 x일이라 하면 문제 수는 (4x+49)문제
이다.

하루에 6문제씩풀면여름방학마지막날에 5문제이상
7문제미만을풀어야끝마칠수있으므로
6(x-1)+5…4x+49<6(x-1)+7

∴ 24<x…25

이때 x는자연수이므로 x=25이다.
따라서여름방학은 25일이다. 

07 의자의개수를 x개라하면전체학생수는 (3x+5)명이
다. 또, 4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남는다는 것은 의자
(x-3)개에는 4명씩 앉고 남은 한 의자에는 최소 1명
에서최대 4명까지앉을수있다는뜻이다.
따라서부등식을세우면

4(x-3)+1…3x+5…4(x-3)+4

즉, [ 에서

㉠을풀면 x…16

㉡을풀면 xæ13

∴ 13…x…16

따라서 의자의 개수는 13개 또는 14개 또는 15개 또는
16개이다.

4(x-3)+1…3x+5 yy ㉠

3x+5…4(x-3)+4 yy ㉡

Step (기본문제) 본문 204~205쪽

01② 02⑤ 03④ 04 -11<x<-3

05 1개 06③ 07③ 08②

09 4…a<5 10② 11 4…h…5

12②

13⑴ 75 g 초과 200 g 이하 ⑵ 50 g 이상 600 g 이하

01 [ 에서

㉠을풀면 3xæ6⋯⋯∴ xæ2

㉡을풀면 2x+1…-3x+21, 5x…20⋯⋯∴ x…4
㉠, ㉡의해를수직선위에나

타내면오른쪽그림과같다.

∴ 2…x…4

7-x…2x+1 yy ㉠

2x+1…-3(x-7) yy ㉡

2 4

㉠의양변에 6을곱하면
3x-3-6…2x+2    ∴ x…11

㉡을풀면 2x>4⋯⋯∴ x>2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 2<x…11
따라서M=11, m=3이므로
M+m=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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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① [
2x+1<11 yy ㉠

x-3<2x+5⋯⋯yy ㉡
에서

㉠을풀면 2x<10

∴ x<5

㉡을풀면 x>-8
㉠, ㉡의 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8<x<5

② [
x-1<0⋯⋯ yy ㉠

2-x<2(x+4)⋯⋯yy ㉡
에서

㉠을풀면 x<1

㉡을풀면 2-x<2x+8, 3x>-6

∴ x>-2
㉠, ㉡의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2<x<1

③ [ 에서

㉠을풀면 x…-3

㉡을풀면 5x>10⋯⋯∴ x>2
㉠, ㉡의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따라서해가없다.

④ 에서

㉠을풀면 2x>-;;¡2£;;⋯⋯∴ x>-;;¡4£;;

㉡의양변에 3을곱하면

7x+1>15x-9, 8x<10⋯⋯∴ x<;4%;

㉠, ㉡의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4£;;<x<;4%;

⑤ [
-3<2x-1⋯⋯yy ㉠

에서
2x-1<3⋯⋯ yy ㉡

㉠을풀면 2x>-2⋯⋯∴ x>-1

㉡을풀면 2x<4⋯⋯∴ x<2

13
4-- 5

4-

2x+7>;2!; ⋯⋯yy ㉠

;3&;x+;3!;>5x-3⋯⋯yy ㉡

(
{
9

2-3

-3xæ9 yy ㉠

5x-7>3⋯⋯yy ㉡

1-2

5-8

㉠, ㉡의 해를수직선위

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다. 

∴-1<x<2

-1 2

08 [ 에서

㉠을풀면 2x>4a+3⋯⋯∴ x>

㉡을풀면 4x<3⋯⋯∴ x<;4#;

연립부등식의해가- <x<;4#;이되려면두부등식의

해가각각 x>-;4#;, x<;4#;이어야하므로

㉠의해에서 =-;4#;⋯⋯∴ a=-;8(;
4a+3111

2

;4#;

4a+3111
2

2x-3>4a yy ㉠

4x+2<5 yy ㉡

07 [ 에서

㉠을풀면 x<3

㉡을풀면 3x…-a-12⋯⋯∴ x…-

연립부등식의해가 x…-5가되려면㉡의해에서

- =-5, a+12=15 ∴ a=3a+12
3

a+12
3

2x+4<x+7 yy ㉠

3x+a…-12 yy ㉡

∴ ;1∞1;<x…;2@5̂;

따라서이를만족하는정수 x는 1의 1개이다.

10 우표를 x장산다고하면엽서는 (20-x)장살수있다.
총금액이 3000원보다많고 3100원보다적으므로
3000<170x+140(20-x)<3100

∴ ;;™3º;;<x<10

따라서우표는최대 9장까지살수있다.

11 사다리꼴의넓이는 [ _(4+8)_h]cm¤이고, 이사다

리꼴의넓이가 24 cm¤ 이상 30 cm¤ 이하이므로

24…;2!;_(4+8)_h…30⋯⋯∴ 4…h…5

;2!;

09 [
3(x-2)…x-4⋯⋯ yy ㉠

4x-a…5(x-1)⋯⋯yy ㉡
에서

㉠을풀면 3x-6…x-4, 2x…2⋯⋯∴ x…1

㉡을풀면 4x-a…5x-5⋯⋯∴ xæ-a+5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

수가 1개이므로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그림과같다.

즉, 0<-a+5…1에서
-5<-a…-4⋯⋯∴ 4…a<5

-a+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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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⑴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x g이라 하면 넣은 후의
소금물의 양은 (300+x)g이고 농도는 6 % 이상

8 % 미만이므로

;10̂0;_(300+x)…;1¡0º0;_300<;10*0;_(300+x)

∴ 75<x…200

따라서물을 75 g 초과 200 g 이하로넣어야한다.
⑵더넣은소금의양을 x g이라하면넣은후의소금물
의 양은 (500+x)g이고 농도는 20 % 이상 60 %
이하이므로

;1™0º0;_(500+x)…;1¡0™0;_500+x

…;1§0º0;_(500+x)

∴ 50…x…600

따라서더넣어야하는소금의양은 50 g 이상 600 g
이하이다.

12 연속하는세홀수를 x-2, x, x+2라하면
세홀수의합이 25보다크거나같고 33보다작으므로

25…(x-2)+x+(x+2)<33⋯⋯∴ :™3∞:…x<11

이때 x는홀수이므로 x=9

즉, 세홀수는 7, 9, 11이므로 a=11, b=7

∴ ab=77
02 에서

㉠을풀면 xæ-5

㉡을풀면 5x<10⋯⋯∴ x<2

㉢을풀면 x…1
㉠,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

과같다.

∴-5…x…1
-5 1 2

x+2æ-3 yy ㉠

3x-1<-2x+9 yy ㉡

4+x…5 yy ㉢

({9

03 [
2(0.5x-0.3)…b⋯⋯yy ㉠

에서
3x+3>4a⋯⋯ yy ㉡

㉠의양변에 10을곱하면

10x-6…10b⋯⋯∴ x…;5#;+b

㉡을풀면 3x>4a-3⋯⋯∴ x>

연립부등식의 해가 -1<x…2가 되려면 두 부등식의
해가각각 x…2, x>-1이어야하므로

㉠의해에서 ;5#;+b=2⋯⋯∴ b=;5&;

㉡의해에서 =-1⋯⋯∴ a=0

∴ a+b=;5&;

4a-3
3

4a-3
3

05 x-2, x+3, x+7 중 가장 긴 변의 길이는 x+7이고
(가장긴변의길이)<(나머지두변의길이의합)이므로
x+7<(x-2)+(x+3)⋯⋯∴ x>6
x-2>0이어야하므로 x>2

∴ x>6

04 네번째수학시험에서 x점을받는다고하면

80… <85⋯⋯∴ 70…x<90

따라서 네 번째 수학 시험에서 70점 이상 90점 미만을
받아야한다.

82+88+80+x
4

Step (발전문제) 본문 206~207쪽

01 ;;¡5§;;<x…13 02③ 03 ;5&;

04 70점이상 90점미만 05⑤ 06⑤

07 ;3%;<a…2 08 3 09 147쪽 10⑤

11 36명 12 30개 13 4명 14 31명

01 에서

㉠의양변에 10을곱하면
12x-20…8x+32, 4x…52    ∴ x…13

㉡의양변에 4를곱하면
12-(x-2)<2(2x-1), 12-x+2<4x-2

5x>16    ∴ x>:¡5§:

1.2x-2…0.8x+3.2 yy ㉠
x-2 2x-13-112<1132 yy ㉡4 2

({9

06 에서

㉠의양변에 10을곱하면
8-3xæ5x, 8x…8⋯⋯∴ x…1

0.8-0.3xæ;2!;x yy ㉠

3x+11124>;3!;a yy ㉡4

(
{
9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

다.

∴ :¡5§:<x…13

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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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등식 99

09 책의전체쪽수를 x쪽이라하면

∴ 146<x…147

;7{;…21

x-9_8>74

({9

11 학생수를 x명이라하면

[

∴ ;:@6!:%;…x…;:!3!:);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36이다.
즉, 학생수는 36명이다.

120-3xæ10
6x-200æ15

07 에서

㉠의양변에 15를곱하면
3(x-6)…5x-25, 3x-18…5x-25

2xæ7⋯⋯∴ xæ;2&;

㉡을풀면-3x+3a>x-9a
4x<12a⋯⋯∴ x<3a

연립부등식을만족하는정수 x가 4, 5뿐이려면다음그
림과같아야한다.

즉, 5<3a…6에서 ;3%;<a…2

47 5 6
;2;

3a

x-6114…;3{;-;3%; yy ㉠5
-3(x-a)>x-9a⋯⋯yy ㉡

({9

08 에서

㉠의양변에 4를곱하면
10-x<4a ∴ x>10-4a

㉡을풀면 4x<6⋯⋯∴ x<;2#;

연립부등식의 해가 있어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
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같아야한다.

즉, 10-4a<;2#;에서 a>:¡8¶:

따라서정수 a의최솟값은 3이다.

;2;
310-4a

10-x1143<a yy ㉠4
6x-5<2x+1 yy ㉡

({9

10 시속 80 km로달린구간의거리를 x km라하면

6<;8 ”0;+ <;;¡2£;;

∴ 240<x<360

따라서 시속 80 km로 달린 구간의 거리는 240 km 초
과 360 km 미만이다.

450-x
60

12 A제품을 x개 만든다고 하면 B제품은 (50-x)개 만들
수있으므로

[
1000x+2500(50-x)…90000
3000x+2000(50-x)…130000

∴ :¶3º:…x…30

따라서A제품은최대 30개까지만들수있다.

13 전체 일의 양을 1이라 하면 선생님은 하루에 , 학생

은하루에 의일을한다. 선생님수를 x명이라하면

학생수는 (10-x)명이므로

;8!;x+;1¡2;(10-x)æ1⋯⋯∴ xæ4

x<10-x이므로 x<5

∴ 4…x<5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4이다.
즉, 선생님수는 4명이다.

;1¡2;

;8!;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147이다.
즉, 책은모두 147쪽이다.

㉡의양변에 12를곱하면
3(3x+1)>4a, 9x+3>4a

∴ x>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어야

하므로 ㉠, ㉡의 해를 수직

선위에나타내면오른쪽그

림과같아야한다.

즉, æ1에서 aæ34a-31119

1
9

4a-3

4a-31119

14 의자의개수를 x개라하면학생수는 (2x+5)명이므로
3(x-3)+1…2x+5…3(x-3)+3

∴ 11…x…13

학생수가 30명이넘으므로

2x+5>30⋯⋯∴ x>:™2∞:

∴ :™2∞:<x…13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13이다.
즉, 학생수는 2_13+5=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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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9~210쪽

1 ;4#;…a<;4%; 286명 3-12

4a…13 5100 g 이상 200 g 이하 630000원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2x>-x-3을풀면 x>-1

x-;4!;…;2{;+a를풀면 x…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

수인해가 3개이므로

2… <3

∴ ;4#;…a<;4%;

4a+1
2

-1 0 1 2 3

4a+1
2

4a+1
2

1단계

2단계

100 정답과 풀이

Step (심화문제) 본문 208쪽

01 ;4#;…a<;4%; 02 3…x<6

03 25 g 이상 100 g 이하 04 289명 05③

06 6명, 20개

01
;4{;-;2A;…;2{;-;8!; yy ㉠

에서
4x+1æ6x-5 yy ㉡

㉠을풀면 xæ

㉡을풀면 x…3

연립부등식을만족하는음의정수 x가 1개이어야하므로
㉠, ㉡의 해를수직선위에나타내면다음그림과같아야

한다.

즉, -2< …-1에서 ;4#;…a<;4%;
-4a+1

2

-4a+1

-2 -1 0 1

2

2 3

㉠
㉡

-4a+1
2

({9

02 [
5x-4a<3x+2a⋯⋯yy ㉠

에서
5x-4a…6x+b⋯⋯ yy ㉡

㉠을풀면 x<3a

㉡을풀면 xæ-4a-b

연립부등식의 해가 -3…x<6이 되려면 두 부등식의
해가각각 x<6, xæ-3이어야하므로
㉠의해에서 3a=6⋯⋯∴ a=2

㉡의해에서-4a-b=-3, -8-b=-3

∴ b=-5

이때처음부등식은 5x-8<3x+4…6x-5이므로

[
5x-8<3x+4
3x+4…6x-5

∴ 3…x<6

03 A식품의양을 x g이라하면 B식품의양은 (300-x)g
이고 주어진 표는 50 g에 대한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내고있으므로 1 g의열량과단백질의양을구하려
면 50으로나누어야한다. 

∴ 25…x…100

따라서A식품은 25 g이상 100 g이하로섭취해야한다.

;5̂0);x+:¡5™0º:(300-x)æ600

;5§0;x+;5¢0;(300-x)æ25

(
{
9

05 주차요금이 매분마다 계산된다고 가정하면 x분 동안의

주차요금은 2000+ _500(원)이된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는 매 10분 초과되는 시점에서
500원의요금이더계산되므로

4500<2000+ _500…5000

∴ 80<x…90

따라서최대 90분동안주차하였다.

(x-30)
10

(x-30)
10

06 학생 수를 x명이라 하면 귤의 개수는 (2x+8)개이다.
6개씩나누어주면두명은하나도받지못하고또다른
한명은 2개이상 5개이하를받게되므로
6(x-3)+2…2x+8…6(x-3)+5

∴ :™4¡:…x…6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6이다.
즉, 학생수는 6명이고, 귤의개수는 2_6+8=20(개)

04 작년의 남자 회원 수를 4x명이라 하면 여자 회원 수는
3x명이므로

[
4x+3x<500
4x+3x+10>500

∴ 70<x<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71이다.
즉, 올해의남자회원수는 4_71+5=289(명)

5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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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서

㉠을풀면 x<;1Å3;

㉡을풀면 x>

연립부등식의 해가-3<x<b가 되려면 두 부등
식의해가각각 x<b, x>-3이어야하므로

㉡의해에서 =-3⋯⋯∴ a=-13

㉠의해에서 ;1Å3;=b⋯⋯∴ b=-1

∴ a-b=-13-(-1)=-12

a-2
5

a-2
5

5x-a2x<-1123⋯⋯yy ㉠4
5x-a-1124<;2!; yy ㉡4

(
{
9

2 보트의 수를 x대라 하면 학생 수는 (5x+6)명이
므로

7(x-4)+1…5x+6…7(x-4)+7

∴ :™2¶:…x…:£2£:

따라서보트의최대대수는 16대이므로최대학생
수는 5_16+6=86(명)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부등식풀기 2점1

a, b의값구하기 3점2

a-b의값구하기 1점3

IV. 부등식 101

4 [ 에서

㉠을풀면 xæ4

㉡을풀면 x<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어야하므로㉠, ㉡

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

림과같아야한다.

즉, …4에서 a…13a+7
5

a+7
5

2x+3…4x-5⋯⋯yy ㉠

6x-7<x+a yy ㉡
1단계

a+7
5

4

2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부등식풀기 3점1

a의값의범위구하기 4점2

2 10달러짜리 지폐를 x장이라 하면 1달러짜리 지폐는
(30-x)장이므로

…10x+(30-x)…

∴ ;2*7%;…x…:¡2¡7º:

따라서 x는자연수이므로 x=4이다.
즉, 10달러짜리지폐는 4장이되도록환전해야한다.

답⃞ 4장

80000
1200

70000
1200

본문 211쪽생활속의수학

1 중간고사의총점은

72_8=576(점)

기말고사의평균을 x점이라하면기말고사의총점은
x_11(점)
1학기전체평균이 80점이상이려면

æ80⋯⋯∴ xæ:ª1¢1¢:(=85.8y)

따라서 86점이상을받아야한다. 답⃞ 86점

576+11x12125225
19

;10*0;_300…;10̂0;_x+;1¡0™0;_(300-x)

…;1¡0º0;_300

∴ 100…x…200

따라서 6 %의 소금물을 100 g 이상 200 g 이하
로섞어야한다.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부등식세우기 4점1

연립부등식풀기 3점2

6 %의소금물의양의범위구하기 1점3

6 상품의정가를 x원이라하면정가에서 40 % 할인

된가격은 _x=0.6x(원)이고, 50 % 할인된

가격은 _x=0.5x(원)이므로

0.5x…15000…0.6x

∴ 25000…x…30000

따라서정가의최댓값은 30000원이다.

;1∞0º0;

;1§0º0;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연립부등식세우기 4점1

연립부등식풀기 3점2

정가의최댓값구하기 1점3

5 6 %의 소금물을 x g이라 하면 12 %의 소금물은
(300-x)g이고 농도가 8 % 이상 10 % 이하이

므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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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일차함수

102 정답과 풀이

1 일차함수와그그래프

일차함수와그그래프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_ ⑵◯ ⑶_ ⑷◯

02⑴ 4, 0 ⑵ 3, -3 03풀이참조

04풀이참조

05⑴ y=5x-2 ⑵ y=-;3%;x+;2!;

본문 216쪽

⑴ y=(x에관한이차식)의꼴이므로일차함수가아니다.
⑶ x의일차항이없으므로일차함수가아니다.

01

⑴ f(0)=;2!;_0+4=4

f(-8)=;2!;_(-8)+4=0

⑵ f(1)=(-4)_1+7=3

f{;2%;}=(-4)_;2%;+7=-3

02

⑴ y=2x+2의 그래프는 y=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
향으로 2만큼, 즉 위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여 그
린다.

⑵ y=2x-2의 그래프는 y=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
향으로 -2만큼, 즉 아래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여
그린다.

x-2 2 4

2

4

-4

y

-2

-4

y=2x

O

03

⑴ y=-2x+3의 그래프는 y=-2x의 그래프를 y축
의 방향으로 3만큼, 즉 위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
여그린다.

⑵ y=-2x-3의그래프는 y=-2x의 그래프를 y축
의 방향으로 -3만큼, 즉 아래쪽으로 3만큼 평행이
동하여그린다.

04

⑴ y=5x y=5x-2

⑵ y=-;3%;x y=-;3%;x+;2!;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05

핵심문제익히기

1ㄴ, ㄹ 2ㄷ

3⑴ 11 ⑵-19 ⑶-1 4⑴④ ⑵ 5

5풀이참조 6⑴ 12 ⑵ 6

본문 217~219쪽(확인문제)

ㄱ. x의일차항이없으므로일차함수가아니다.

ㄷ. y= 에서 x가분모에있으므로일차함수가아니다.

ㄹ. y=2x-2이고, y=(x에 관한 일차식)의 꼴이므로
일차함수이다.

따라서일차함수인것은ㄴ, ㄹ이다.

;[@;

1

ㄱ. y=px¤

ㄴ. xy=30⋯⋯∴ y=:£[º:

ㄷ. y=;1™0º0;_x=;5!;x

따라서일차함수인것은ㄷ이다.

2

⑴ f(3)=3-2=1
f(-1)=-1-2=-3
∴ 2f(3)-3f(-1)=2_1-3_(-3)=11

⑵ f(-2)=6이므로
f(-2)=-2a-4=6⋯⋯∴ a=-5
따라서 f(x)=-5x-4이므로
f(3)=(-5)_3-4=-19

⑶ f(-2)=5이므로
f(-2)=(-3)_(-2)+b=5⋯⋯∴ b=-1
따라서 f(x)=-3x-1이므로
f(k)=-3k-1=2
∴ k=-1

3

x

y

O

2

-2
-4

4

-2
2

4-4

y=-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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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⑴① x=1, y=-4를대입하면
-4=(-2)_1+6, -4=4⋯⋯∴거짓

② x=-1, y=4를대입하면
4=(-2)_(-1)+6, 4=8⋯⋯∴거짓

③ x=-3, y=0을대입하면
0=(-2)_(-3)+6, 0=12⋯⋯∴거짓

④ x=4, y=-2를대입하면
-2=(-2)_4+6, -2=-2⋯⋯∴참

⑤ x=2, y=10을대입하면
10=(-2)_2+6, 10=2⋯⋯∴거짓

⑵ y=3x+1의그래프가점 (3, b)를지나므로 x=3,
y=b를대입하면
b=3_3+1=10
y=ax-5의그래프가점 (3, 10)을지나므로 x=3,
y=10을대입하면
10=3a-5⋯⋯∴ a=5
∴ b-a=10-5=5

5 ⑴ y=2x-1의 그래프는 y=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
향으로-1만큼평행이동한것이다.

⑵ y=2x+4의 그래프는 y=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
향으로 4만큼평행이동한것이다.

xO 2

2

-4

-2

4

-2
-4 4

y=2x
y

6 ⑴ y= x+3의그래프를 y축의방향으로-4만큼평

행이동하면

y=;3@;x+3-4⋯⋯∴ y=;3@;x-1

점 (a, 7)을지나므로

7=;3@;a-1⋯⋯∴ a=12

⑵ y=-2x+3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
행이동하면

y=-2x+3+b

점 (-1, 4)를지나므로
4=(-2)_(-1)+3+b⋯⋯∴ b=-1
y=-2x+2의그래프가점 (5, a)를지나므로
a=(-2)_5+2=-8

∴ 2b-a=2_(-1)-(-8)=6

;3@;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4개 02 ;2!; 03② 04⑤ 056

06a=-2, b=:¡3ª: 07⑴-5 ⑵-2

본문 220쪽

01 ㄷ. y= 에서 x가분모에있으므로일차함수가아니다.

ㄹ. y=(x에 관한 이차식)의 꼴이므로 일차함수가 아
니다.

ㅁ. y=6x-2이고, y=(x에 관한 일차식)의 꼴이므로
일차함수이다.

ㅂ. ;2{;-;3};=1에서 3x-2y=6⋯⋯∴ y=;2#;x-3

즉, y=(x에관한일차식)의꼴이므로일차함수이다.
따라서일차함수인것은ㄱ, ㄴ, ㅁ, ㅂ의 4개이다.

;[!;

02 y=-3x+2의그래프가점 (a, a+6)을지나므로
x=a, y=a+6을대입하면
a+6=-3a+2⋯⋯∴ a=-1
y=-3x+2의그래프가점 (b+1, -b)를지나므로
x=b+1, y=-b를대입하면

-b=-3(b+1)+2⋯⋯∴ b=-;2!;

∴ ab=(-1)_{-;2!;}=;2!;

03 y=-4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
동하면 y=-4x-6

① x=-2, y=4를대입하면
4=(-4)_(-2)-6, 4=2⋯⋯∴거짓

② x=-1, y=-2를대입하면
-2=(-4)_(-1)-6, -2=-2⋯⋯∴참

③ x=1, y=10을대입하면
10=(-4)_1-6, 10=-10⋯⋯∴거짓

④ x=2, y=-2를대입하면
-2=(-4)_2-6, -2=-14⋯⋯∴거짓

⑤ x=3, y=6을대입하면
6=(-4)_3-6, 6=-18⋯⋯∴거짓

04 ⑤ y=3(1-x)=-3x+3
y=-3x-1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
행이동하면 y=-3x+3의그래프와겹쳐진다.

05 y=ax+1의그래프를 y축의방향으로 p만큼평행이동
하면 y=ax+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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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함수의그래프의절편과기울기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x절편：-4, y절편：1

⑵ x절편：-2, y절편：-3

02⑴ 5, -5 ⑵ 2, -4 ⑶-3, -9 ⑷ ;2#;, 1

03⑴기울기：-8, y절편：-3

03⑵기울기：;2#;, y절편：11

04⑴ 2, 0, ;3@; ⑵ ;2#; ⑶-2

본문 223쪽

⑶ y=-3x-9에
y=0을대입하면 0=-3x-9⋯⋯∴ x=-3
x=0을대입하면 y=0-9=-9

따라서 x절편은-3, y절편은-9이다.

02

⑵주어진그래프는두점 (2, 0), (0, -3)을지나므로

(기울기)=

= =;2#;

⑶주어진그래프는두점 (-2, 0), (0, -4)를지나
므로

(기울기)=

= =-2-4-0
0-(-2)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3-0
0-2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04

핵심문제익히기

1풀이참조 2b=5, x절편：-;2#;

330 4⑴-1 ⑵ ;2!; ⑶-1

5⑴ 5 ⑵ 9 6⑴ 18 ⑵ 2

7풀이참조 8③

본문 224~227쪽(확인문제)

1 ⑴ x절편：y=0을대입하면
0=2x+4⋯⋯∴ x=-2
y절편：x=0을대입하면
y=0+4=4

따라서두점 (-2, 0), (0, 4)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위의 그림과 같

다.

⑵ x절편：y=0을대입하면

0=-;3@;x-2⋯⋯∴ x=-3

y절편：x=0을대입하면
y=0-2=-2

따라서두점 (-3, 0), (0, -2)를직선으로연결
하여그래프를그리면위의그림과같다.

O

-2

-3 x

y

O
-2

4

x

y

2 y=;;¡3º;;x+b의그래프의 y절편이 5이므로 b=5

y=;;¡3º;;x+5에 y=0을대입하면

06 y=;2!;ax+b-3의그래프를 y축의음의방향으로 만

큼평행이동하면

y=;2!;ax+b-3-;3!;⋯⋯∴ y=;2!;ax+b-:¡3º:

이것이 y=-x+3의그래프가되었으므로

;2!;a=-1에서 a=-2

b-:¡3º:=3에서 b=;;¡3ª;;

;3!;

07 ⑴ f(-2)=7이므로
f(-2)=a_(-2)+3=7⋯⋯∴ a=-2

따라서 f(x)=-2x+3이므로
f(4)=(-2)_4+3=-5

⑵ f{;3A;}=2a+6이므로

f{;3A;}=3_;3A;+4=a+4에서

a+4=2a+6⋯⋯∴ a=-2

이것이 y=;2!;x-4의그래프가되었으므로

a= 이고 1+p=-4에서 p=-5

∴ 2a-p=2_;2!;-(-5)=6

;2!;

⑷ y=-;3@;x+1에

y=0을대입하면 0=-;3@;x+1⋯⋯∴ x=;2#;

x=0을대입하면 y=0+1=1

따라서 x절편은 ;2#;, y절편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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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차함수 105

3 y=x+6에서
x절편：y=0을대입하면 0=x+6⋯⋯∴ x=-6
y절편：x=0을대입하면 y=0+6=6

y=-;2#;x+6에서

x절편：y=0을대입하면 0=-;2#;x+6⋯⋯∴ x=4

y절편：x=0을대입하면 y=0+6=6
따라서 두 일차함수의 그래

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BC”=10이므로

△ABC=;2!;_10_6=30
x

A

B
CO

6

-6
4

y=x+6

y=-  x+63
;2;

y

4 ⑴두 점 (-1, 4), (3, 0)을 지나
므로

(기울기)= =-1

⑵두 점 (0, -2), (4, 0)을 지
나므로

(기울기)= =;2!;

⑶두 점 (-1, 4), (-3, 6)을
지나므로

(기울기)=

=-1

6-4
-3-(-1)

0-(-2)
4-0

0-4
3-(-1)

x

y

-2

O

+2
+4

4

O

6
4

-3

+2
-2

-1 x

y

x

y

-1 O 3

4 +4

-4

5 ⑴ (기울기)= =;4%;이므로

(y의값의증가량)=;4%;_4=5

⑵ (기울기)= =-3이므로

-;3A;=-3⋯⋯∴ a=9

-6
2

(y의값의증가량)
2-(-2)

6 ⑴두점 (-1, k), (3, 2)를지나는일차함수의그래프
의기울기가-4이므로

(기울기)= = =-42-k
3-(-1)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7 ⑴ y절편이-1이므로점 (0, -1)을지난다.

또, 기울기가 이므로 점 (0, -1)에서 x축의 방향

으로 3만큼, y축의방향으로 2만큼이동한점
(0+3, -1+2), 즉점 (3, 1)을지난다.
따라서구하는그래프는다음그림과같이두점

(0, -1), (3, 1)을지나는직선이다. 

⑵ y절편이 2이므로점 (0, 2)를지난다. 

또, 기울기가- 이므로점 (0, 2)에서 x축의방향

으로 4만큼, y축의방향으로-3만큼이동한점
(0+4, 2-3), 즉점 (4, -1)을지난다.
따라서구하는그래프는다음그림과같이두점

(0, 2), (4, -1)을지나는직선이다.

x

y

O

2

4
4

-34
2

-2

-2-4

;4#;

x

y

O
2

-2
-4

4

-2
3

422

;3@;

8 y=- x+3의그래프에서 x=0일때, y=3이므로 y

절편은 3, y=0일때, x=6이므로 x절편은 6이다.
따라서두점 (6, 0), (0, 3)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그

리면오른쪽그림과같다.

x

y

O 6

3

;2!;

2-k=-16

∴ k=18

⑵세점 (1, -2), (a, -5), (-2, 7)이한직선위에
있으므로 두 점 (1, -2), (a, -5)를 지나는 직선
의기울기와두점 (a, -5), (-2, 7)을지나는직
선의기울기가같다. 즉, 

(기울기)= = 에서

= , -3(-2-a)=12(a-1)

9a=18⋯⋯∴ a=2

12
-2-a

-3
a-1

7-(-5)
-2-a

-5-(-2)
a-1

0=;;¡3º;;x+5⋯⋯∴ x=-;2#;

따라서이그래프의 x절편은-;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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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2+b⋯⋯∴ b=-1

∴ b-a=-1-(-1)=0

03 ⑴ =-;2#;

∴ (y의값의증가량)=-6

⑵ a= =-3-6
2

(y의값의증가량)
4

04 ⑴ y=ax-2의그래프의 x절편이 2이므로
0=2a-2⋯⋯∴ a=1

⑵ y= x-3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

행이동하면 y=;3@;x-3+m

이그래프의 y절편이 2이므로
2=0-3+m⋯⋯∴m=5

⑶ x=-2, y=4를 y=ax+2에대입하면
4=-2a+2⋯⋯∴ a=-1⋯⋯
∴ y=-x+2
y=-x+2의그래프의 x절편은
0=-x+2⋯⋯∴ x=2

한편, 두 그래프가 x축 위에서 만난다는 것은 두 그
래프의 x절편이같다는것을뜻하므로 x=2, y=0을

y=;2!;x+b에대입하면

;3@;

05 두점 (0, 2), (5, 0)을지나므로

(기울기)= = =-;5@;

따라서 =-;5@;이므로

(x의값의증가량)=20

-8
(x의값의증가량)

0-2
5-0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06 ⑴두점 (-2, -3), (1, a)를지나는일차함수의그

래프의기울기가 이므로

=;3!;, =;3!;⋯⋯∴ a=-2

⑵세점이한직선위에있으므로두점 (-2, 3),
(1, 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 (1, 2),
(a, 8)을지나는직선의기울기가같다. 즉, 

(기울기)= = 에서-;3!;=

a-1=-18⋯⋯∴ a=-17

6
a-1

8-2
a-1

2-3
1-(-2)

a+3
3

a-(-3)
1-(-2)

;3!;

07 y=ax+4에서

x절편：y=0을대입하면 0=ax+4⋯⋯∴ x=-;a$;

y절편：x=0을대입하면 y=4

그런데 a>0이므로-;a$;<0

오른쪽 그림의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4이므로

;2!;_;a$;_4=4⋯⋯∴ a=2 x

y

O

4

4
a-

일차함수의그래프의성질03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ㄱ, ㄴ, ㅁ ⑵ㄷ, ㄹ ⑶ㄱ, ㄴ, ㅁ ⑷ㄹ

02⑴ a>0, b>0 ⑵ a<0, b>0 ⑶ a<0, b<0

03⑴ㄱ과ㅂ, ㄷ과ㄹ ⑵ㄴ과ㅁ

04⑴ a=-;3!;, b+-2 ⑵ a=-;3!;, b=-2

본문 230쪽

⑴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은 (기울기)>0이
므로ㄱ, ㄴ, ㅁ이다.

01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④ 02② 03⑴-6 ⑵-3

04⑴ 1 ⑵ 5 ⑶ 0 0520

06⑴-2 ⑵-17 072

본문 228쪽

01 x의값이 2만큼감소할때, y의값이 4만큼증가하면

(기울기)= = =-2

이므로기울기가-2인것을찾는다.

4
-2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02 ① y=-4x+1에 y=0을대입하면

0=-4x+1⋯⋯∴ x=;4!;

② y=x-4에 y=0을대입하면
0=x-4⋯⋯∴ x=4

③ y=4x-1에 y=0을대입하면

0=4x-1⋯⋯∴ x=;4!;

④ y=2x-;2!;에 y=0을대입하면

0=2x-;2!;⋯⋯∴ x=;4!;

⑤ y=;2!;x-;8!;에 y=0을대입하면

0=;2!;x-;8!;⋯⋯∴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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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은 (기울기)<0
이므로ㄷ, ㄹ이다.

⑶ x의값이증가하면 y의값도증가하는직선은
(기울기)>0이므로ㄱ, ㄴ, ㅁ이다.

⑷ y축에 가장 가까운 직선은 기울기의 절댓값이 가장
커야하므로ㄹ이다.

⑴그래프가오른쪽위로향하므로기울기는양수이다.

∴ a>0

또, y절편은 x축보다위에있으므로 b>0
⑵그래프가오른쪽아래로향하므로기울기는음수이다.

∴ a<0

또, y절편은 x축보다위에있으므로 b>0
⑶그래프가오른쪽아래로향하므로기울기는음수이다.

∴ a<0

또, y절편은 x축보다아래에있으므로 b<0

02

⑴서로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하므로ㄱ과ㅂ, ㄷ과ㄹ이다.

⑵서로 일치하는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이 각각 같아
야하므로ㄴ과ㅁ이다.

03

⑴두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

은달라야하므로 a=-;3!;, b+-2

⑵두 그래프가 서로 일치하려면 기울기와 y절편이 각

각같아야하므로 a=-;3!;, b=-2

04

핵심문제익히기

1ㄴ, ㄷ 2a<0, b>0 3⑴⑤ ⑵-3

4⑴-7 ⑵-3

본문 231~232쪽(확인문제)

1 ㄱ. x절편：0=-3x-;2!;⋯⋯∴ x=-;6!;

y절편：y=0-;2!;=-;2!;

ㄴ.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제 2, 3, 4 사분면을
지난다.

ㄷ. 기울기가 - 이므로 x의 값의

증가량이 2이면 y의 값의 증가
량은-6이다.

따라서옳은것은ㄴ, ㄷ이다.

;1#;

O1
6

x

y

--

1
2--

2 그래프가오른쪽위로향하므로기울기는양수이다.

즉, -a>0⋯⋯∴ a<0
또, y절편은 x축보다아래에있으므로
-b<0⋯⋯∴ b>0

3 ⑴두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달라야한다.
y=-3x+1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3, y절편은 1

이므로⑤ y=-3x+2의그래프와평행하다.
⑵두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으므

로 a=2
y=2x-3의그래프가점 (-1, b)를지나므로
b=2_(-1)-3=-5

∴ a+b=2+(-5)
=-3

4 ⑴ y=- x+5의그래프를 y축의방향으로 a만큼평

행이동하면

y=- x+5+a

⋯ 이때 y=- x+5+a와 y=-;2!;x-2의그래프가

일치하므로

5+a=-2

∴ a=-7

⑵ y=3ax-b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y=3ax-b+2

이때 y=3ax-b+2와 y=-6x+3의 그래프가 일
치하므로

3a=-6, -b+2=3

∴ a=-2, b=-1

∴ a+b=-3

;2!;

;2!;

;2!;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③ 02③ 03-1 04 ;5(; 052

06①

본문 233쪽

01 두일차함수의그래프가평행하려면기울기는같고 y절
편은달라야한다.

y=-2x+1의그래프의기울기는-2, y절편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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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정답과 풀이

04 두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행하

다는 뜻이므로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
라야한다.

즉, 2a-3=-3a+6에서

5a=9⋯⋯∴ a=;5(;

05 주어진 그래프의 기울기가 =2이므로 y=mx+1의

그래프의기울기도 2이다.
∴m=2

;3̂;

06 y=ax-b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므로 a>0이고
y절편은 x축보다아래에있으므로-b<0, 즉 b>0이다.

y= x+a의그래프에서기울기는

>0이고 y절편은 a>0이므로

y= x+a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

림과같다.

;aB;

;aB;

O

y

x

;aB;

⑴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변하므로 지면으로부

터의 높이를 x(m), 그 높이에서의 기온을 y(æ)로
놓는다.

⑵높이가 5 m씩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0.5 æ씩 내려

가므로 1m씩높아짐에따라기온은 =0.1(æ)

씩내려간다.

높이가 0 m일 때의 기온이 21 æ이므로 y를 x에 대
한식으로나타내면

y=21-0.1x

⑶ x=100이면 y=21-0.1_100=11

따라서구하는기온은 11 æ이다.
⑷ y=5이면 5=21-0.1x

∴ x=160

따라서구하는높이는 160 m이다.

0.5
5

02

핵심문제익히기

1y=20-0.05x, 15.5 L 2y=580-20x, 29시간

본문 236쪽(확인문제)

1 10분마다 0.5 L의 비율로 물이 흘러 나가므로 1분에는
0.05 L만큼물이흘러나간다.
따라서 x분후에물통에남아있는물의양 y L는
y=20-0.05x

03 y=(a+2)x+a의 그래프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5
만큼평행이동하면

y=(a+2)x+a-(-5)

이때 y=(a+2)x+a+5와 y=-x+b의그래프가일
치하므로

a+2=-1, a+5=b

∴ a=-3, b=2

∴ a+b=-1

일차함수의활용04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0.1 ⑵ y=60-0.1x ⑶ 36 cm

02⑴ (xm 지점의) 기온 ⑵ 0.1, y=21-0.1x

⑶ 11, 11 æ ⑷ 160, 160 m

본문 235쪽

⑴양초의 길이는 20분마다 2 cm씩 줄어들므로 1분에

는 =0.1(cm)만큼줄어든다.

⑵현재 양초의 길이가 60 cm이므로 y를 x에 대한 식
으로나타내면

y=60-0.1x

⑶ 4시간, 즉 4_60=240(분) 후의양초의길이는
x=240일때이므로
y=60-0.1_240=36

따라서 4시간후의양초의길이는 36 cm이다.

;2™0;

01

02 ① x절편：0=-;4!;x-2⋯⋯ ∴ x=-8

⋯ y절편：y=0-2=-2

② (기울기)= =-;4!;

③그래프를그리면오른쪽그림

과 같으므로 제 2, 3, 4 사분
면을지난다.

④ x=-12, y=1을

y=- x-2에대입하면

1={-;4!;}_(-12)-2

⑤ y=- x-2와 y=-;4!;x+5의 그래프는 기울기

가같고 y절편이다르므로서로평행하다.

;4!;

;4!;

y

-2
-8

O
x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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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차함수 109

1시간 30분, 즉 90분후에남아있는물의양은
x=90을 y=20-0.05x에대입하면
y=20-0.05_90=15.5

따라서구하는물의양은 15.5 L이다.

2 태풍이 시속 20 km로 이동하므로 x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0x km이다.
따라서 x시간 후에 태풍의 중심과 서울 사이의 거리
y km는
y=580-20x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서울까지의 거리

가 0 km일때이므로 y=0을 y=580-20x에대입하면
0=580-20x

∴ x=29

따라서구하는시간은 29시간이다.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41 L

02⑴ y=25-0.006x ⑵ 4æ ⑶ 1000 m

0346 cm 0420분 052초

06⑴ y=-;6!;x+30 ⑵ 20 cm ⑶ 180분

본문 237쪽

01 1 L의휘발유로 10 km를달릴수있으므로 1 km를가
는데 0.1 L의휘발유가필요하다. 
∴ y=50-0.1x

따라서 90 km를 달린 후에 남아 있는 휘발유의 양은
x=90을 y=50-0.1x에대입하면
y=50-0.1_90=41
따라서구하는휘발유의양은 41 L이다.

02 ⑴높이가 100 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6æ씩 내
려가므로 1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006 æ씩
내려간다. 

∴ y=25-0.006x

⑵ x=3500을대입하면
y=25-0.006_3500=4

따라서구하는기온은 4 æ이다.
⑶ y=19를대입하면

19=25-0.006x

∴ x=1000

따라서구하는높이는 1000 m이다.

03 10 g마다 4 cm가 늘어났으므로 1 g의 물건을 달면 용

수철의길이가 cm만큼늘어난다.

따라서 무게가 x g인 물건을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
를 y cm라하면

y=30+;5@;x

x=40을대입하면

y=30+;5@;_40=46

따라서구하는용수철의길이는 46 cm이다.

;5@;

04 x분 후에 남아 있는 양초의 길이를 y cm라 하면 양초
A는 10분마다 8 cm씩 짧아지므로 1분에는 0.8 cm씩
짧아진다.

∴ y=40-0.8x

양초 B는 10분마다 5 cm씩짧아지므로 1분에는 0.5 cm
씩짧아진다.

∴ y=34-0.5x
두양초의길이가같아지므로

40-0.8x=34-0.5x

∴ x=20

따라서두양초의길이가같아지는것은 20분후이다.

05 x초후의△ABP의넓이를 y cm¤라하면
BP”=3x(cm)이므로

y=;2!;_3x_12=18x

y=18x에 y=36을대입하면
36=18x⋯⋯∴ x=2

따라서 △ABP의 넓이가 36 cm¤가 되는 것은 점 P가
점 B를출발한지 2초후이다.

06 ⑴주어진그래프가두점 (0, 30), (180, 0)을지나므로

(기울기)= =-;6!;

또, y절편이 30이므로

y=-;6!;x+30

⑵ x=60을대입하면

y={-;6!;}_60+30=20

따라서구하는길이는 20 cm이다.
⑶ y=0을대입하면

0=-;6!;x+30⋯⋯∴ x=180

따라서초가완전히타버리는것은 180분후이다.

-3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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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f(-2)=(-3)_(-2)+6
=12

f {-;3!;}=(-3)_{-;3!;}+6

=7

∴ f(-2)-2f {-;3!;}=12-2_7

=-2

07 (기울기)= =;5@;

∴ (y의값의증가량)=4

(y의값의증가량)
6-(-4)

08 =

=(기울기)=-;5#;

f(-3)-f(2)1111112-3-2
(y의값의증가량)1122211114
(x의값의증가량)

09 y=3ax+4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하면

y=3ax+4-7

∴ y=3ax-3

이그래프와 y=6x+b의그래프가일치하므로
3a=6, -3=b⋯⋯∴ a=2, b=-3

∴ a-b=2-(-3)=5

10 y=-;3@;x+2에서

x=0일때, y=2이므로 y절편은 2,
y=0일때, x=3이므로 x절편은 3이다.
따라서 두 점 (3, 0), (0, 2)를 직
선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그림과같다.

O

2

3

y

x

11 y=ax+b의 그래프가 y=- x-;3!;의 그래프와 평

행하므로

a=-;4#;⋯⋯∴ y=-;4#;x+b

이그래프가점 {2, ;2&;}을지나므로

;2&;={-;4#;}_2+b⋯⋯∴ b=5

∴ ab={-;4#;}_5=-:¡4∞:

;4#;

12 ①주어진그래프는두점 (5, 0), (0, 2)를지나므로

(기울기)= =-;5@;

②주어진그래프는기울기가- 이고 y절편이 2이므

로 y=-;5@;x+2이다.

x=-1, y=;;¡5™;;를 y=-;5@;x+2에대입하면

;;¡5™;;={-;5@;}_(-1)+2

;5@;

2-0
0-5

02 ① y=3x：일차함수

② y=;10{0;_500=5x：일차함수

③ y=;2!;_10_x=5x：일차함수

④ xy=30⋯⋯∴ y= ：일차함수가아니다.

⑤ y=3000-400x：일차함수

30322x

03 y=- x+1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

행이동하면

y=-;4!;x+1-7⋯⋯∴ y=-;4!;x-6

③-:¡2£:={-;4!;}_2-6

;4!;

04 (기울기)= =-2

이므로기울기가-2인그래프를찾으면된다.

-4
5-3

05 두일차함수의그래프가평행하려면기울기는같고 y절
편은달라야한다.

y=-3(x+1)+2에서 y=-3x-1

이므로기울기는-3이고 y절편은-1이다.
③ y=3(1-x)+4=-3x+7

Step (기본문제) 본문 238~239쪽

01ㄱ, ㅁ 02④ 03③ 04③ 05③

06 -2 07 4 08 -;5#; 09 5 10④

11 -:¡4∞: 12②, ④ 13③

01 ㄴ, ㄹ. y=(x에 관한 이차식)의 꼴이므로 일차함수가
아니다.

ㄷ, ㅂ. x가분모에있으므로일차함수가아니다.
따라서일차함수인것은ㄱ,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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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40 g의가스를 4시간동안연소시키므로 1시간에 60 g,
1분에는 1 g을연소시킨다.
∴ y=240-x

Step (발전문제) 본문 240~242쪽

01③ 02 a=2, b=-6 03③ 04②

05 -;6%; 06② 07 -;3$; 08④ 09②

10① 11③ 12 :¡2∞: 13 8

14 6초 15④ 16② 17 5초

18 y=-20x+90 19 3개 20 28 m

01 (기울기)= =;6!;, =;6!;

a+2=1⋯⋯∴ a=-1

a+2
6

a-(-2)
1-(-5)

02 그래프의 y절편이-6이므로 b=-6
x절편이 3이므로 x=3, y=0을 y=ax-6에대입하면
0=3a-6⋯⋯∴ a=2

03 주어진그래프는두점 (-4, 0), (0, 5)를지나므로

(기울기)= =;4%;

이직선과평행하므로기울기 a=;4%;

∴ y=;4%;x+b

이그래프의 x절편이 4이므로 x=4, y=0을대입하면

0=;4%;_4+b⋯⋯∴ b=-5

∴ 4a+b=4_;4%;-5=0

5-0
0-(-4)

04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이고, 오른

쪽아래로향하는그래프는기울기가음수이다.

또한, 그래프가 y축에 가까울수록 기울기의 절댓값은
크다.

따라서주어진그래프에서㉠, ㉡의기울기가음수이고,

05 y=;2!;x-3에서

y=0일때, x=6이므로 x절편은 6이다.
y=3x+5에서
x=0일때, y=5이므로 y절편은 5이다.
따라서 x절편은 6, y절편은 5인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구하는기울기는-;6%;이다.

O

5

6 x

y

06 두 점 (-2, -8), (k, 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 (k, 4), (4, 1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같으
므로

= , =

12(4-k)=6(k+2), 18k=36⋯⋯∴ k=2

6
4-k

12
k+2

10-4
4-k

4-(-8)
k-(-2)

07 y=ax-3의그래프가 y=2x-5의그래프와평행하므
로 a=2⋯⋯∴ y=2x-3
y=2x-3의그래프는 y=bx+1의그래프와 x축위에
서만나므로두그래프의 x절편은서로같다.

y=2x-3에서 y=0일때, x= 이므로x절편은 이다.

따라서 x= , y=0을 y=bx+1에대입하면

0= b+1⋯⋯∴ b=-;3@;

∴ ab=2_{-;3@;}=-;3$;

;2#;

;2#;

;2#;;2#;

08 a=(기울기)= =;2#;

b=(y절편)=-3⋯⋯∴ y=;2#;x-3

① y=0일때, x=2이므로 x절편은 2이다.
②기울기가 양수이므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③-15= _(-8)-3이므로 점

(-8, -15)를지난다.

④△OAB=;2!;_2_3=3

⑤기울기는 이다.;2#;

y

-3

2O x
A

B

;2#;

-3-0
0-2

09 주어진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므로 기울기는 음

수이다.⋯⋯∴ a<0

㉡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보다 크므로 ㉡의 기울기가

가장작다.

③ x절편은 5, y절편은 2이다.

④ y=- x+2의그래프와 y=- x-2의그래프는

기울기가같고 y절편이다르므로서로평행하다.
⑤ x의값이 5만큼증가할때, y의값은 2만큼감소한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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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 n은기울기의부호가서로같으나 l은다르다.
따라서㉢의그래프는 l이다.
즉, -a>0, b-3>0에서 a<0, b>3

또한, m, n 중 y절편이큰것은m이다.
b>3이므로㉠의그래프가m, ㉡의그래프가 n이다.

12 y= x+3의그래프의 x절편은 -2, y절편은 3이고,

y=-x+3의 그래프의 x절편은 3, y절편은 3이므로
그래프를그리면다음그림과같다.

따라서구하는넓이는

;2!;_5_3=:¡2∞:

y

O 3

3

-2 x

y=;2;y=-x+3 x+33

;2#;

13 네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

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네 직선으로 둘러싸

인 도형은 마름모이므로 구

하는넓이는

;2!;_4_4=8

x

y

y=x-2 y=-x-2

y=x+2y=-x+2

O

-2

-2 2

2

14 매초 3 cm의 속력으로 움직이므로 x초 후에는 3x cm
만큼이동한다. 즉, BP”=(24-3x)cm이다.

15 기울기는 =-3이고 y절편이 24이므로

y=-3x+24
x=3을대입하면
y=(-3)_3+24=15

따라서 불을 붙인 지 3시간 후의 양초의 길이는 15 cm
이다.

24
-8

16 y=ax+6의그래프의 x절편은

- , y절편은 6이므로

;2!;_{-;â;}_6=12

-:¡a•:=12⋯⋯∴ a=-;2#;

;â;

O

6

x

y=ax+6

--6a

y

17 x초 후의 삼각형 ABP와 삼각형 DPC의 넓이의 합을
y cm¤라 하면 점 P가 BC” 위를 매초 2 cm의 속력으로
움직이므로 x초후에 BP”=2x cm, PC”=(16-2x)cm
∴△ABP+△DPC

=;2!;_8_2x+;2!;_5_(16-2x)

=3x+40
y=55를대입하면 55=3x+40⋯⋯∴ x=5

따라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55 cm¤가 되는 것은
점 P가점 B를출발한지 5초후이다.

18 동생이 출발할 때, 형은 이미 90 km를 달렸으므로 동
생이출발하여 x시간동안
형이달린거리는 60x+90(km)
동생이달린거리는 80x(km)
∴ y=60x+90-80x=-20x+90

19 제 1사분면을지나지않는일차
함수의그래프는오른쪽그림과

같이 (기울기)<0, (y절편)…0
이어야한다.

y=(-2k+1)x+k-3에서
기울기 -2k+1<0이어야 하
므로

k>;2!; yy ㉠

O x

y

10 ab>0이므로 a와 b는 같은 부호이다. 그런데 a+b<0

이므로 a<0, b<0이다.
따라서 y=ax+b에서기울기 a는
음수이고, y절편 b도 음수이므로
오른쪽그림과같이제 1사분면을
지나지않는다.

O x

y

또, y절편이양수이므로 b>0

∴-;aB;>0, -b<0

따라서 y=- x-b의 그래프

는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이
음수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 2사분면을지나지않는다.

y

O x

ay=- x-bb;aB;

∴ y=;2!;_(24-3x)_10=120-15x

y=30을대입하면
30=120-15x⋯⋯∴ x=6

따라서 △ABP의 넓이가 30 cm¤가 되는 것은 점 P가
점 C를출발한지 6초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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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차함수 113

20 엘리베이터가출발한지 x초후의지면으로부터엘리베
이터의바닥까지의높이를 ym라하자.
내려갈 때는 1초에 4 m만큼 낮아지므로 x초 후에는
4x m만큼낮아진다. A엘리베이터의처음높이가 84 m
이므로 y=84-4x

또, 올라갈 때는 1초에 2 m만큼 높아지므로 x초 후에
는 2x`m만큼 높아진다. B엘리베이터의 처음 높이가
0 m이므로 y=2x

따라서A, B 두엘리베이터가같은높이에있으려면
84-4x=2x⋯⋯∴ x=14
x=14를 y=2x에대입하면
y=2_14=28
따라서 A, B 두 엘리베이터가 같은 높이에 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높이는 28 m이다.

Step (심화문제) 본문 243쪽

01 8 02제 1, 3, 4 사분면 03 3…k…9

04 -;4!;<a<;3!; 05⑴ 3 ⑵ 9

06 y=-20x+440 07 -;3@; 또는-6

01 y=2x+6의그래프를 y축의방향으로-4만큼평행이
동하면

y=2x+6-4⋯⋯∴ y=2x+2
y=2x+6의그래프의 x절편은-3, y절편은 6,
y=2x+2의 그래프의 x절편은 -1, y절편은 2이므로
그래프를그리면다음그림과같다. 

따라서구하는넓이는

;2!;_3_6-;2!;_1_2=8

x

y

y=2x+2
y=2x+6

O
-3

-1

2

6

y절편 k-3…0이어야하므로
k…3 yy ㉡

㉠, ㉡에서 ;2!;<k…3

따라서정수 k는 1, 2, 3의 3개이다.

02 제 4사분면의 점의 x좌표는 양수이고, y좌표는 음수이
므로 ab>0에서 a, b의부호는같고, ac<0에서 a, c의
부호는다르다.

따라서 b, c의부호는다르다.

∴-;cA;>0, ;bC;<0

즉, y=- x+;bC;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이 음
수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 1, 3, 4 사분면을지난다.

;cA;
y

O x

cy=- x+a
b
c

03 y=ax-1의그래프가점 (5, k)를지나므로
k=5a-1

이때-;5$;…a…2이므로-4…5a…10

-5…5a-1…9

∴-5…k…9 yy ㉠

또, y=-2x+3k-9의 그래프는 제 3사분면을 지나
지않으므로 y절편 3k-9æ0이어야한다.
∴ kæ3 yy ㉡

㉠, ㉡에서 3…k…9

04 -3…x…4에서 f(x)가 항상 양이 되기 위해서는 경계
점 f(-3)>0, f(4)>0이어야한다.

f(-3)=-3a+1>0⋯⋯∴ a<;3!;

f(4)=4a+1>0⋯⋯∴ a>-;4!;

∴-;4!;<a<;3!;

05 ⑴ y=3x-1에서 기울기는 양
수이고 a…x…3에서 함숫값
의범위가-16…y…b이므로
x=a일때, y=-16
x=3일때, y=b

즉, 두점 (a, -16), (3, b)
를지나므로

-16=3a-1에서 a=-5
b=3_3-1에서 b=8

∴ a+b=3

⑵ y=- x-;2!;에서

a>0이므로

-;2A;<0

y=- x-;2!;의그래프

의 기울기는 음수이므로

;2A;

O
3
4-1

x

y

--12

y=-;2;x-;2;
a 1

;2A;

O
-1
3 x

y=3x-1

a

-16

b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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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44~245쪽

15 23 32 4-28

5 ;3@; 6-5 또는 15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y=- x+b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하면

;4%;

114 정답과 풀이

07 y= x-2에서 x절편은 6이

고, y절편은-2이다.
점 P(0, -2)이고 PQ”=4이
므로 점 Q(0, 2) 또는 점

Q(0, -6)이된다.
⁄ y=ax+b의 그래프가 점

Q(0, 2)를지날때
b=2이므로 y=ax+2

y=ax+2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6@;=- 이

므로 a=-;3!;

∴ ab={-;3!;}_2=-;3@;

¤ y=ax+b의그래프가점 Q(0, -6)을지날때
b=-6이므로 y=ax-6

y=ax-6의그래프에서기울기는 =1이므로

a=1

∴ ab=1_(-6)=-6

⁄, ¤에서 ab의값은-;3@; 또는-6이다.

;6̂;

;3!;

O

P

Q

Q

6

1
3

-2

-6

2
x

y=-x-2

y

⁄

¤
;3!;

2 주어진그래프의기울기는 ;3#;=1이고

y=ax-5의그래프와평행하므로
a=1
y=x-5의그래프가점 (b, -2)를지나므로
-2=b-5⋯⋯∴ b=3

∴ ab=1_3=3

1단계

3 y=ax-5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의값은 6만큼감소하므로

a= =-2

y=-2x-5의그래프가점 (b, -3)을지나므로
-3=-2b-5⋯⋯∴ b=-1

∴ ab=(-2)_(-1)=2

-6
3

1단계

2단계

4 y=3x-2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
행이동하면 y=3x-2+p

y=3x-2+p의 그래프가 y=- x+6의 그래

프와 x축 위에서 만나므로 두 그래프의 x절편이
서로같다.

y=- x+6에 y=0을대입하면

0=-;5#;x+6⋯⋯∴ x=10

즉, x축위의점은 (10, 0)이다.
따라서 x=10, y=0을 y=3x-2+p에대입하면
0=3_10-2+p⋯⋯∴ p=-28

;5#;

;5#;

1단계

2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a의값구하기 2점1

b의값구하기 2점2

ab의값구하기 1점3

3단계

3단계

06 매초 2 cm의 속력으로 움직이므로 x초 후에는 2x cm
만큼이동한다.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 C를 지나 점 D까지
움직이므로점A를출발하여점 C까지움직인거리는
12+20=32(cm)이고 x초 후에 점 P가 CD” 위에 있
을때

PD”=12-(2x-32)=44-2x(cm)

∴ y=;2!;_(44-2x)_20=-20x+440

x=-1일때, y=4, 즉점 (-1, 4)를지난다.

4={-;2A;}_(-1)-;2!;에서 a=9
y=-;4%;x+b+7

y절편이 10이므로 x=0, y=10을

y=- x+b+7에대입하면

10=b+7⋯⋯∴ b=3

y=-;4%;x+10에 y=0을대입하면

0=-;4%;x+10⋯⋯∴ x=8

∴ a=8

∴ a-b=8-3=5

;4%;

1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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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그래프가서로평행하므로 a=-2

y=-2x+5의그래프의 x절편은 ;2%;이므로

A{;2%;, 0}

점 B(p, 0)이라하면

p>;2%;일때, AB”=p-;2%;=5⋯⋯∴ p=:¡2∞:

∴ B{:¡2∞:, 0}

p<;2%;일때, AB”=;2%;-p=5⋯⋯∴ p=-;2%;

∴ B{-;2%;, 0}

y=-2x+b에 x=:¡2∞:, y=0을대입하면

0=(-2)_;;¡2∞;;+b⋯⋯∴ b=15

y=-2x+b에 x=-;2%;, y=0을대입하면

0=(-2)_{-;2%;}+b⋯⋯∴ b=-5

따라서 b의값은-5 또는 15이다.

1단계

5 y=-x+4의그래프의 x절편은 4, y절편은 4이고,

y=ax+4의 그래프의 x절편은 - , y절편은 4

이므로그래프를그리면다음그림과같다.

위의그림의어두운부분의넓이가 20이므로

;2!;_{4+;a$;}_4=20, ;a$;=6⋯⋯∴ a=;3@;

x

y
y=-x+4 y=ax+4

O 4

4

4-;a;

;a$;

1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점A의좌표구하기 2점1

점B의좌표구하기 4점2

b의값구하기 2점3

2 일차함수와일차방정식의관계

일차방정식과일차함수01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y=3x-7 ⑵ y=-;2!;x+2 ⑶ y=;3!;x-;3$;

01⑷ y=-3x-6

02⑴-;2#;x+3, -;2#;, 2, 3, 그래프는풀이참조

02⑵ ;2!;x-2, ;2!;, 4, -2, 그래프는풀이참조

03⑴-3, y, 그래프는풀이참조

03⑵ 2, x, 그래프는풀이참조

본문 249쪽

⑴-3x+y+7=0을 y에관하여풀면 y=3x-7

⑵ x+2y-4=0을 y에관하여풀면

2y=-x+4⋯⋯∴ y=-;2!;x+2

⑶ 3x-9y=12를 y에관하여풀면

-9y=-3x+12⋯⋯∴ y=;3!;x-;3$;

⑷ x+ y=-2를 y에관하여풀면

;3!;y=-x-2⋯⋯∴ y=-3x-6

;3!;

01

⑴ 3x+2y-6=0을 y에관하여풀면

2y=-3x+6⋯⋯∴ y=-;2#;x+3

기울기는- , y절편은 3이고, x절편을구하기위해

y=0을대입하면

0=-;2#;x+3⋯⋯∴ x=2

즉, x절편은 2이다.
따라서그래프를그리면오른

쪽그림과같다.

⑵ x-2y-4=0을 y에관하여풀면

-2y=-x+4⋯⋯∴ y=;2!;x-2

기울기는 , y절편은-2이고, x절편을구하기위해

y=0을대입하면

;2!;

x

y

O

2

-2
-2-4

-4

4
2

4

;2#;

02
2단계

3단계

2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조건에맞는두일차함수의그래프그리기 4점1

a의값구하기 3점2

단계 채점요소 배점

평행이동한일차함수의식구하기 1점1

x축위의점의좌표구하기 3점2

p의값구하기 2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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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⑴두점 (-1, 6), (3, -2)를지나는직선의기울기는

=-2-2-6
3-(-1)

3x+ay-12=0의그래프가점 (0, -3)을지나므로
-3a-12=0⋯⋯∴ a=-4

또, 점 (b, 0)을지나므로
3b-12=0⋯⋯∴ b=4

∴ a+b=-4+4=0

2

4x+8=0에서 x=-2
x-3=0에서 x=3
y+2=0에서 y=-2
따라서주어진네방정식의그래

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

고도형의넓이가 20이므로
5_(k+2)=20

∴ k=2

y

x

k

O-2

-2

3

4

핵심문제익히기

111 20 3⑴ x=-2 ⑵ 3

42

본문 250~251쪽(확인문제)

1 (-a+3)x+by+2=0을 y에관하여풀면

y= x-;b@;

이때기울기는 3, y절편은-1이므로

=3, -;b@;=-1

따라서 a=9, b=2이므로
a+b=11

a-3
b

a-3
b

이런문제가시험에나온다

01① 02-25 03y=6 04④

05⑴ 10 ⑵ 0

06⑴ ;2!;, y=;2!; ⑵ 3, x=1

본문 252쪽

01 2x-y+3=0에서 y=2x+3이므로 기울기는 2, x절

편은- , y절편은 3인직선이다.;2#;

0= x-2⋯⋯∴ x=4

즉, x절편은 4이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오

른쪽그림과같다.

;2!;

⑴ x=-3의그래프는
점 (-3, 0)을 지나며 y축
에 평행한 직선이므로 그래

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⑵ y=2의그래프는
점 (0, 2)를 지나며 x축에
평행한 직선이므로 그래프

를그리면오른쪽그림과같

다.

xO-2 2 4

2

-2

-4

4

-4

y

xO-2 2 4

2

-2

-4

4

-4

y03

xO-2 4

2

-4

4

-4

y

2
-2

03 직선 x=-3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q의 꼴이
고, 점 (-1, 6)을 지나므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6이다.

02 6x+ay-15=0의그래프가점 (0, -3)을지나므로
-3a-15=0⋯⋯∴ a=-5

또, 점 (b, 0)을지나므로

6b-15=0⋯⋯∴ b=;2%;

∴ 2ab=2_(-5)_;2%;=-25

04 ①직선의방정식은 y=-5이다.
②직선위의모든점은 y좌표가-5이다.
③ x축에평행한직선이다.
⑤ y축에수직인직선이다.

⑴점 (-2, 3)을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은 x=-2

3

⑵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평행하려면 x좌표가
같아야하므로

-2a+3=a-6⋯⋯∴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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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차함수 117

06 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수직이려면 두 점의 y
좌표가같아야한다.

즉, a=-3a+2에서 a=;2!;

따라서 두 점 {2, }, {-3, ;2!;}을 지나고 y축에

수직인직선의방정식은 y=

⑵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평행하려면 두 점의 x
좌표가같아야한다.

즉, 3a-8=-a+4에서 a=3

따라서 두 점 (1, 2), (1, -2)를 지나고 y축에 평
행한직선의방정식은 x=1

;2!;

;2!;

⑴ x절편이 1, y절편이 3이므로두점 (1, 0), (0, 3)을
지난다.

(기울기)= =-3이고 y절편이 3이므로

y=-3x+3

3-0
0-1

04

직선의방정식02

개념원리 확인하기

01⑴ y=2x-3 ⑵ y=-3x+4

⑶ y=;3@;x-6 ⑷ y=-;5@;x+1

024, -2, -2, -3x-2

035, -1, 2, 2, 2, 5, 2, 3, 2x+3

04⑴-3, y=-3x+3

⑵ (-4, 0), (0, 2), ;2!;, y=;2!;x+2

본문 254쪽

⑵ x절편이-4, y절편이 2이므로두점 (-4, 0), 
(0, 2)를지난다.

(기울기)= =;2!;이고 y절편이 2이므로

y=;2!;x+2

2-0
0-(-4)

2 ⑴기울기가-3이므로구하는직선의방정식을
y=-3x+b로놓고 점 (-2, 1)을지나므로
x=-2, y=1을대입하면
1=(-3)_(-2)+b

∴ b=-5

∴ y=-3x-5

⑵기울기가 =;3@;이므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3@;x+b로놓고 점 (-3, -4)를지나므로

x=-3, y=-4를대입하면

-4=;3@;_(-3)+b

∴ b=-2

∴ y=;3@;x-2

⑶ y=-3x+1의 그래프와 평행하므로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3이다.
따라서 y=-3x+b로놓고점 (-2, 4)를지나므로
x=-2, y=4를대입하면
4=(-3)_(-2)+b

∴ b=-2

∴ y=-3x-2

-2
-3

핵심문제익히기

1⑴ y=-;4#;x-1 ⑵ y=-2x+3

2⑴ y=-3x-5 ⑵ y=;3@;x-2 ⑶ y=-3x-2

3⑴① y=-;5̂;x+;5&; ② y=3x-2 ⑵-6

4 ;3$;

본문 255~256쪽(확인문제)

1 ⑵ 2x+y=2에서 y=-2x+2이고 이 직선과 평행하
므로구하는직선의기울기는-2, y절편이 3이므로
y=-2x+3

ax+5y-2=0에서 y=-;5A;x+;5@;

두그래프가서로평행하므로

-2=-;5A;에서 a=10

⑵ (2a-3b)x-2y+(a+4b)=0을 y에관하여풀면

y= x+

기울기는 5, y절편은-3이므로

=5, =-3

따라서 a=2, b=-2이므로 a+b=0

a+4b
2

2a-3b
2

a+4b
2

2a-3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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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⑴ y=-3x-1 ⑵ y=;3@;x-2 ⑶ y=-x+5

⑷ y=-6x+3 ⑸ y=-3x-3 ⑹ y=5x-9

02y=;3!;x+;3%; 03③ 04③

056 06y=-3x-9

본문 257쪽

01 ⑴기울기가-3이므로 y=-3x+b로놓고
점 (-1, 2)를지나므로
2=(-3)_(-1)+b

∴ b=-1

∴ y=-3x-1

⑵ (기울기)= =;3@;이므로 y=;3@;x+b로놓고

점 (-3, -4)를지나므로

-4=;3@;_(-3)+b

∴ b=-2

∴ y=;3@;x-2

⑶ y절편이 5이므로 y=ax+5로 놓고 점 (2, 3)을 지
나므로

3=2a+5⋯⋯∴ a=-1

∴ y=-x+5

⑷ x절편이 , y절편이 3이므로두점 {;2!;, 0}, (0, 3)

을지난다.

(기울기)= =-6

⋯ y=-6x+b로놓고 y절편이 3이므로
y=-6x+3

⑸기울기가-3이므로 y=-3x+b로놓고
점 (-1, 0)을지나므로
0=(-3)_(-1)+b⋯⋯∴ b=-3

∴ y=-3x-3

⑹두점 (1, -2), (2, 3)을지나는직선의기울기는

=5이므로 y=5x+b로놓고 점 (2, 1)

을지나므로

1=5_2+b⋯⋯∴ b=-9

∴ y=5x-9

3-(-2)
2-1

3-0

0-;2!;

;2!;

2-(-4)
6-(-3)

02 x-3y-1=0에서 y=;3!;x-;3!;

기울기가 ;3!;이므로 y= x+b로 놓고 점 (-2, 1)을;3!;

4 x절편이-2, y절편이 3이므로두점 (-2, 0), (0, 3)
을지난다.

(기울기)= =;2#;

y절편이 3이므로 y=;2#;x+3

y= x+3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y=;2#;x+3-5

∴ y=;2#;x-2

따라서이직선의 x절편은 ;3$;이다.

;2#;

3-0
0-(-2)

3 ⑴① (기울기)= =-;5̂;이므로

y=- x+b로놓고 점 (-3, 5)를지나므로

x=-3, y=5를대입하면

5={-;5̂;}_(-3)+b

∴ b=;5&;

∴ y=-;5̂;x+;5&;

② (기울기)= =3이므로

y=3x+b로놓고점 (2, 4)를지나므로
x=2, y=4를대입하면
4=3_2+b

∴ b=-2⋯⋯
∴ y=3x-2

⑵주어진그래프는두점 (1, -3), (3, 7)을지나므로

(기울기)= =5

y=5x+b로놓고점 (1, -3)을지나므로
x=1, y=-3을대입하면
-3=5_1+b

∴ b=-8

∴ y=5x-8

또, y=ax+b의그래프를 y축의방향으로 3만큼평
행이동하면 y=ax+b+3

이그래프는 y=5x-8의그래프와일치하므로
a=5이고 b+3=-8에서
b=-11

∴ a+b=5+(-11)
=-6

7-(-3)
3-1

-2-4
0-2

;5̂;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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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울기)= =-3이므로

y=-3x+b로놓고점 (-2, 5)를지나므로
5=(-3)_(-2)+b⋯⋯∴ b=-1

∴ y=-3x-1

① x절편은-;3!;이다.

② y절편은-1이다.
④제 1사분면을지나지않는다.
⑤ y=-3x+5의 그래프와 평행
하다.

x

y

O

-1

1-;3;

-4-5
1-(-2)

03 y절편이 3이므로 y=ax+3으로 놓고 점 (5, -1)을
지나므로

-1=5a+3⋯⋯∴ a=-;5$;

∴ y=-;5$;x+3

05 주어진그래프는두점 (-2, 1), (1, 7)을지나므로

(기울기)= =2

y=2x+b로놓고점 (-2, 1)을지나므로
1=2_(-2)+b

∴ b=5

∴ y=2x+5

따라서 y=2x+5의그래프를 y축의방향으로-3만큼
평행이동하면

y=2x+5-3⋯⋯∴ y=2x+2

점 (2, k)를지나므로
k=2_2+2=6

7-1
1-(-2)

지나므로

1=;3!;_(-2)+b⋯⋯∴ b=;3%;

∴ y=;3!;x+;3%;

교점의좌표가 (1, 3)이므로연립방정식의해는 x=1,
y=3이다.

01

일차함수의그래프와연립방정식의해03

개념원리 확인하기

01x=1, y=3 02-1, 2, 1, -1, 2, 1

03⑴ x=1, y=-2, 그래프는풀이참조

⑵해가없다., 그래프는풀이참조

⑶해가무수히많다., 그래프는풀이참조

04⑴ㄴ ⑵ㄱ ⑶ㄷ

본문 259쪽

06 (기울기)= =-3이므로 y=-3x+b로놓는다.

이 직선과 직선 3x-y+9=0이 x축 위에서 만나므로
x절편이같다. 
따라서 3x-y+9=0의 x절편은-3이므로 x=-3, 
y=0을 y=-3x+b에대입하면
0=(-3)_(-3)+b

∴ b=-9⋯⋯
∴ y=-3x-9

-6
2

ㄱ. x+2y=3에서 y=-;2!;x+;2#;

2x+4y=6에서 y=-;2!;x+;2#;

ㄴ. 3x-y=-1에서 y=3x+1

2x-3y=-4에서 y=;3@;x+;3$;

ㄷ. 3x+y=2에서 y=-3x+2
6x+2y=-2에서 y=-3x-1

⑴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갖는 경우는 두 일차방

정식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이므로 그래

프의기울기가다르다. 

따라서ㄴ이다.

⑵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두 일차방정

식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그래프의 기울

04

⑴두일차방정식의그래프를그

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고 연

립방정식의 해는 두 일차방

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

표이므로 x=1, y=-2

⑵두일차방정식의그래프를그

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고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므로 해

가없다.

⑶두일차방정식의그래프를그

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고 두

직선은 서로 일치하므로 해

가무수히많다.
x

-2
2 4

2

-2

-4

4

-4

y

O

xO-2 2 4

2

-2

-4

4

-4

y

xO-2 2 4

2

-2

-4

4

-4

y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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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2④ 03-;2#; 04①

05-2 0632 074

본문 262쪽

01 연립방정식 의 해가 x=-1, y=2이므

로이것을두식에각각대입하면

-a+2=1⋯⋯∴ a=1
-1-2b=-3⋯⋯∴ b=1

∴ a-b=1-1=0

[
ax+y=1
x-by=-3

2 ⑴ 3x-y-2=0에 x=3, y=b를대입하면
9-b-2=0⋯⋯∴ b=7
ax+y-1=0에 x=3, y=7을대입하면
3a+7-1=0⋯⋯∴ a=-2

∴ a+b=-2+7=5

⑵연립방정식 의해는 x=-2, y=1

한편, x절편이 2이므로 두 점 (-2, 1), (2, 0)을

지나는직선의기울기는 =-;4!;

따라서 y=- x+b로 놓고 점 (-2, 1)을 지나

므로 1={-;4!;}_(-2)+b⋯⋯∴ b=;2!;

∴ y=-;4!;x+;2!;

;4!;

0-1
2-(-2)

[
-x+2y=4
x+y=-1

3 연립방정식의해가없으면두직선은평행하다.

따라서기울기는같고 y절편은다르다.

⑴ 5x-2y=3에서 y=;2%;x-;2#;

ax+6y=-1에서 y=-;6A;x-;6!;

두직선의기울기가서로같으므로

;2%;=-;6A;⋯⋯∴ a=-15

⑵ 4x+ay=6에서 y=-;a$;x+;â;

4 연립방정식의해가무수히많으면두직선은일치한다.

따라서기울기와 y절편이각각같다.

⑴ 4x-2y=b에서 y=2x-;2B;

ax+y=2에서 y=-ax+2

두직선의기울기와 y절편이각각같으므로

2=-a에서 a=-2, -;2B;=2에서 b=-4

∴ a+b=-6

⑵ ax-2y=b에서 y=;2A;x-;2B;

2x-y=1에서 y=2x-1

두직선의기울기와 y절편이각각같으므로

;2A;=2에서 a=4, -;2B;=-1에서 b=2

∴ a+b=6
▶다른풀이

⑴ ;a$;= =;2B;에서 a=-2, b=-4

⑵ ;2A;= =;1B;에서 a=4, b=2-2
-1

-2
1

02 ① 2x+y=-2에서 y=-2x-2
4x+2y=-4에서 y=-2x-2

기와 y절편이각각같다.
따라서ㄱ이다.

⑶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는 경우는 두 일차방정식의 그

래프가 평행한 경우이므로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다르다.
따라서ㄷ이다.

핵심문제익히기

12 2⑴ 5 ⑵ y=-;4!;x+;2!;

3⑴-15 ⑵-10 4⑴-6 ⑵ 6

본문 260~261쪽(확인문제)

1 두일차방정식의그래프의교점의 x좌표가 1이므로
x=1을 x+y=5에대입하면 1+y=5⋯⋯∴ y=4

따라서 x=1, y=4를 ax-y=-2에대입하면
a-4=-2⋯⋯∴ a=2

-2x+5y=3에서 y=;5@;x+;5#;

두직선의기울기가서로같으므로

-;a$;=;5@;⋯⋯∴ a=-10

▶다른풀이

⑴ ;a%;= + 에서 a=-15

⑵ =;5A;+;3̂;에서 a=-104
-2

3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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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두 직선이 평

행한경우이다.

따라서기울기는같고 y절편은다르다.
ax+y=-3에서 y=-ax-3

3x-2y=1에서 y=;2#;x-;2!;

두직선의기울기는서로같으므로

-a=;2#;⋯⋯∴ a=-;2#;

04 두직선 2x-3y=10, 3x+2y=2의교점을구하면
x=2, y=-2

따라서점 (2, -2)를지나고 x축에수직인직선의방
정식은 x=2

x

x=2y

O 2

-2

05 세직선이한점에서만난다는것은두직선 x+3y=11,
2x-3y=-5의 교점을 직선 ax+y=-1이 지난다는
뜻이다.

두직선 x+3y=11, 2x-3y=-5의교점을구하면
x=2, y=3

따라서직선 ax+y=-1이점 (2, 3)을지나므로
2a+3=-1⋯⋯∴ a=-2

기울기와 y절편이각각같으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②-4x+2y=10에서 y=2x+5

2x-y=-5에서 y=2x+5

기울기와 y절편이각각같으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③-2x+y=-1에서 y=2x-1

4x-2y=3에서 y=2x-;2#;

기울기는같고 y절편이다르므로해가없다.
④ x-y=-3에서 y=x+3

2x-4y=1에서 y=;2!;x-;4!;

기울기가다르므로해는 1쌍이다.

⑤-x+;2!;y=1에서 y=2x+2

2x-y=3에서 y=2x-3

기울기는같고 y절편이다르므로해가없다.

07 직선 2x+3y=12의 y절편은 4

이고, 직선 ax-3y=6의 y절
편은-2이다.
오른쪽그림에서어두운부분의

넓이가 9이므로두그래프의교
점의 x좌표를 k라하면

;2!;_6_k=9⋯⋯∴ k=3

x=3을 2x+3y=12에대입하면
6+3y=12⋯⋯∴ y=2

따라서 두 직선 ax-3y=6, 2x+3y=12의 교점의 좌
표가 (3, 2)이므로 x=3, y=2를 ax-3y=6에 대입
하면 3a-6=6⋯⋯∴ a=4

-2

4

kO

ax-3y=6

2x+3y=12
x

y

06 연립방정식 의해가 x=1, y=8이므로[
y=-2x+10
y=2x+6

두직선 y=-2x+10,
y=2x+6의교점의좌표는
(1, 8)이다.
한편, y=-2x+10의 x절편
은 5이고, y=2x+6의 x절편
은 -3이므로 구하는 도형의

넓이는 ;2!;_8_8=32

y y=2x+6

y=-2x+10
O 5

-3

(1, 8)

x

Step (기본문제) 본문 263~264쪽

01④

02 ⑴ y=-;2!;x+2 ⑵ y=-2x+7 ⑶ y=-3

02 ⑷ y=-2x+;3$; ⑸ y=-;3$;x-3

03① 04 y=2x+1 05 -:¡2¡:

06⑴ :™4∞: ⑵ (-9, 9) ⑶ 1 07 -;3!;

08② 09 -1 10 y=-;2!;x-4 11②

12① 13제 2, 3, 4 사분면

01 2x+3y-12=0에서

y=-;3@;x+4

④일차함수 y=- x의그래프

와평행하다.

;3@;
xO 6

4

y

y=--x+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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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주어진그래프는 y=-3, 즉-;3!;y=1이므로

03 ① x절편이-2, y절편이 6이므로두점 (-2, 0),
(0, 6)을지난다.

(기울기)= =3이므로 y=3x+b로 놓고

y절편이 6이므로 y=3x+6

② y=2x-5

③ (기울기)= =2이므로 y=2x+b로 놓고

점 (-1, 3)을지나므로
3=2_(-1)+b⋯⋯∴ b=5

∴ y=2x+5

④ y=2x+7

⑤ y=2x+3의 그래프와 평행하므로 y=2x+b로 놓
고점 (1, 2)를지나므로

7-3
1-(-1)

6-0
0-(-2)

06 ⑴두 직선이 y축 위에서 만나므로 두 직선의 y절편은
같다.

ax+5y-4=0에서 y=-;5A;x+;5$;

x-ay+5=0에서 y=;a!;x+;a%;

;5$;=;a%;에서 a=;;™4∞;;

⑵두직선의교점의 x좌표가 5이므로
x=5를 x+3y=8에대입하면
5+3y=8⋯⋯∴ y=1

즉, 2x-y+k=0과 x+3y=8의교점의좌표가
(5, 1)이므로 x=5, y=1을 2x-y+k=0에 대입
하면

2_5-1+k=0⋯⋯∴ k=-9

따라서 2x+y=-9와 x-y+18=0의 교점의 좌
표를구하면 x=-9, y=9

∴ (-9, 9)

⑶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에 수직이려면 두 점의 x
좌표가같아야한다.

a-3=1-3a에서 a=1

2=2_1+b⋯⋯∴ b=0

∴ y=2x

04 두 직선 2x+3y-3=0, x-y+1=0의 교점을 구하
면 x=0, y=1
2x-y=3에서 y=2x-3, 즉이직선과평행하므로
구하는직선의기울기는 2이다.
따라서 y=2x+b로놓고점 (0, 1)을지나므로
1=0+b⋯⋯∴ b=1

∴ y=2x+1

05 주어진그래프에서기울기는

=2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2x+b로 놓고 x절편이 5

이므로점 (5, 0)을지난다.
0=2_5+b이므로 b=-10

즉, y=2x-10에서 x-;2!;y-5=0이므로

m=-;2!;, n=-5

∴m+n=-:¡2¡:

2-(-4)
3-0

02 ⑴ 2x+4y=3에서 y=- x+;4#;이고 이 직선과 평

행하므로구하는직선의기울기는-;2!;

y=- x+b로놓고 x절편이 4이므로 x=4, y=0

을대입하면

0={-;2!;}_4+b⋯⋯∴ b=2

∴ y=-;2!;x+2

⑵ (기울기)= =-2이므로 y=-2x+b로놓고

점 (2, 3)을지나므로
3=(-2)_2+b⋯⋯∴ b=7

∴ y=-2x+7

⑶ x축에평행한직선은 y=q의꼴이고, 점 (2, -3)을
지나므로 y=-3

⑷ (기울기)= =-2이므로 y=-2x+b로놓고

x절편이 ;3@;이므로 x=;3@;, y=0을대입하면

0=(-2)_;3@;+b⋯⋯∴ b=;3$;

∴ y=-2x+;3$;

⑸두점 (3, 0), (0, 4)를지나는직선과평행하므로

(기울기)= =-;3$;

따라서 y=- x+b로 놓고 점 (-3, 1)을 지나

므로

1={-;3$;}_(-3)+b⋯⋯∴ b=-3

∴ y=-;3$;x-3

;3$;

4-0
0-3

6
-3

-1-3
4-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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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x+3y=12에서 x절편은-6이므로 m=-6, y절
편은 4이므로 n=4

따라서두점 (4, -6), (2, -5)를지나는직선의방
정식은

(기울기)= =-;2!;이므로 y=-;2!;x+b

로놓고점 (4, -6)을지나므로

-6={-;2!;}_4+b⋯⋯∴ b=-4

∴ y=-;2!;x-4

-5-(-6)
2-4

11 점 (-2, 3)을 지나고 직선 x=4와 평행한 직선의 방
정식은 x=-2
-2ax+(b+2)y+3=0에서
b+2=0⋯⋯∴ b=-2

-2ax+3=0에서 x=

=-2이므로 a=-;4#;

∴ ab={-;4#;}_(-2)=;2#;

3
2a

3
2a

12 세직선이한점에서만난다는것은 x+y=1,
2x-3y=1의교점을직선 (a+2)x-ay=4가지난다
는뜻이다.

08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두 직선이 평

행한경우이다.

따라서두직선의기울기는같지만 y절편은다르다.

ax-6y=-3에서 y=;6A;x+;2!;

x-3y=3에서 y=;3!;x-1

;6A;=;3!;에서 a=2

09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일차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이므로 x=5, y=7이다.
이해를각각의일차방정식에대입하면

5a-7=3⋯⋯∴ a=2
15+7b=-6⋯⋯∴ b=-3

∴ a+b=2+(-3)=-1

x+y=1, 2x-3y=1의교점을구하면

x=;5$;, y=;5!;

따라서 직선 (a+2)x-ay=4가 점 {;5$;, }을 지나

므로

(a+2)_;5$;-a_;5!;=4⋯⋯∴ a=4

따라서 (a+2)x-ay=4는 6x-4y=4, 즉 x=2일
때, y=2이므로점 (2, 2)는 6x-4y=4 위에있는점
이다.

;5!;

13 ax+by+c=0의그래프에서

기울기는- , y절편은-;bC;

a>0, b>0이므로-;bA;<0

b>0, c>0이므로-;bC;<0

∴ (기울기)<0, (y절편)<0

따라서 ax+by+c=0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제 2, 3, 4
사분면을지난다. x

y

O

;bA;

a=0, b=-;3!;

∴ a+b=-;3!;

Step (발전문제) 본문 265~266쪽

01② 02④ 03⑤

04 y=-x+4 05 8 06④

07 ;3@;…a…;3&; 08 y=2x+8

09 y=2x-2 10⑴ 36분 ⑵ ;;¡5™;; km

11③ 12④

01 ① 2x+y=1에서 y=-2x+1
6x+3y=3에서 y=-2x+1

기울기와 y절편이각각같으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② 2x+y=3에서 y=-2x+3

-x-;2!;y=;2#;에서 y=-2x-3

기울기는같고 y절편이다르므로해가없다.
③ x+y=3에서 y=-x+3

2x-y=-1에서 y=2x+1

기울기가다르므로해는 1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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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y=3을 y=x+2에대입하면 3=x+2⋯⋯∴ x=1

∴A(1, 3)
x=3을 y=x-2에대입하면 y=1

∴ B(3, 1)
따라서두점A(1, 3), B(3, 1)을지나는직선의방정

식은 (기울기)= =-1이므로 y=-x+b로놓고

점 (1, 3)을지나므로
3=-1+b⋯⋯∴ b=4

∴ y=-x+4

1-3
3-1

05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두 일차방정식

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기울기와 y절편이
각각같다.

4x-2y=1에서 y=2x-;2!;

ax+by-2=0에서 y=-;bA;x+;b@;

-;2!;=;b@;에서 b=-4

06 ax+by+c=0에서 y=-;bA;x-;bC;이므로

-;bA;<0, -;bC;<0

-ax+by-c=0에서 y=;bA;x+;bC;

이때 ;bA;>0, ;bC;>0이므로그래프는④이다.

07 y=ax-1의 그래프의 y절편
은 -1이다. 이때 이 일차함
수의 그래프가 AB”와 만나려
면 a의 값은 y=ax-1의 그
래프가 점 (3, 6)을 지날 때
보다 작거나 같고, 점 (6, 3)
을지날때보다크거나같아야한다.

⁄ y=ax-1의그래프가점A(3, 6)을지날때

6=3a-1⋯⋯∴ a=;3&;

¤ y=ax-1의그래프가점 B(6, 3)을지날때

3=6a-1⋯⋯∴ a=;3@;

⁄, ¤에서 ;3@;…a…;3&;

y

xO

A

B

6

6

3

3

-1

08 y= x+8의 그래프의 x절

편은 -10, y절편은 8이므로
A(-10, 0), B(0, 8)
△ABC의넓이가 24이므로

_AC”_8=24

∴AC”=6
∴ C(-4, 0)

따라서두점 B(0, 8), C(-4, 0)을지나는직선을그

래프로 하는 일차함수의 식은 (기울기)= =2

이고 y절편이 8이므로
y=2x+8

0-8
-4-0

;2!;

;5$;
y

y=-x+8

xO

4
5

A

B

C

8

-10

03 직선 l이두점 (-3, 2), (1, 6)을지나므로

(기울기)= =1

y=x+b로놓고점 (-3, 2)를지나므로
2=-3+b⋯⋯∴ b=5

∴ y=x+5

따라서 x절편은-5, y절편은 5이므로
A(-5, 0), B(0, 5)

∴△ABO=;2!;_5_5=;;™2∞;;

6-2
1-(-3)

02 교점의 x좌표를m이라하면교점의좌표는 (m, 2m)
x=m, y=2m을 4x-y=a에대입하면
4m-2m=a⋯⋯∴ a=2m
x=m, y=2m을 x+2y=14-a에대입하면
m+4m=14-a⋯⋯∴ a=14-5m

따라서 2m=14-5m이므로m=2

∴ a=2_2=4

④ x-y=-1에서 y=x+1
2x-2y=-2에서 y=x+1

기울기와 y절편이각각같으므로해가무수히많다.

⑤ x+2y=-3에서 y=-;2!;x-;2#;

2x-3y=8에서 y=;3@;x-;3*;

기울기가다르므로해는 1쌍이다.

2=-;bA;에서 2=- ⋯⋯∴ a=8

∴ y=-4x-8

따라서 y=-4x-8의 그래프
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넓이는

;2!;_2_8=8

x

y

y=-4x-8

O

-8

-2

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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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ABD와 △ACD의 높이가 같으므로 넓이의 비는 밑
변 BD와 DC의길이의비와같다.
BD”：DC”=2：1이므로

BD”=BC”_;3@;=9_;3@;=6

∴ D(1, 0)
따라서직선 l은점 A(3, 4), D(1, 0)을지나는일차
함수의그래프이다.

(기울기)= =2이므로 y=2x+b로놓고

점 (1, 0)을지나므로
0=2+b⋯⋯∴ b=-2

∴ y=2x-2

0-4
1-3

11 직선 x+y-4=0과 두 직선 y=-1, y=-3의 교점
을각각구하면 (5, -1), (7, -3)

직선 4x-y+5=0과두직선 y=-1, y=-3의교점

을각각구하면 {-;2#;, -1}, (-2, -3)

12 점 B의좌표를 (x, y)라하
면 △BOC의 넓이가 6이
므로

;2!;_6_y=6

∴ y=2
x-y=0에 y=2를대입하면
x-2=0⋯⋯∴ x=2

∴ B(2, 2)
두점 B(2, 2), C(6, 0)을지나는직선을그래프로하

는일차함수의식은 (기울기)= =-;2!;이므로

y=-;2!;x+b로놓고 점 (2, 2)를지나므로

2={-;2!;}_2+b⋯⋯∴ b=3

∴ y=-;2!;x+3

∴A(0, 3)

∴△AOB=;2!;_3_2=3

0-2
6-2

x

y
l

m

2

2 6

A
B(x, y)

C
O

10 ⑴형이 간 거리를 나타내는 직선이 y=ax의 그래프라
하면점 (60, 4)를지나므로
4=60a

∴ a=;1¡5;

∴ y=;1¡5;x

동생이 간 거리를 나타내는 직선이 두 점 (20, 0),
(40, 3)을지나므로

(기울기)= =;2£0;

y=;2£0;x+b로놓으면점 (20, 0)을지나므로

0=;2£0;_20+b

∴ b=-3

∴ y=;2£0;x-3

형과 동생이 만나려면 두 사람이 간 거리는 같아야

하므로

;1¡5;x=2£0;x-3⋯⋯∴ x=36

따라서형이출발한지 36분후에만난다.

⑵ x=36을 y=;1¡5;x에대입하면

y=;1¡5;_36=;;¡5™;;

따라서집으로부터 ;;¡5™;; km 떨어진곳이다.

3-0
40-20

따라서도형의넓이는

;2!;_{:¡2£:+9}_2=:£2¡:

O

-1
-2

5 7

-3

x

4x-y+5=0
x+y-4=0

y=-1

4

y=-3

y

-;2;
3

Step (심화문제) 본문 267쪽

01 9 02 -3 03 ;2!;<m<2

04 51개 05 y=4x-4 06 -2, ;2#;, 3

01 점B의좌표를 (a, 0)이라하면점A의좌표는 (a, 3a)

이때정사각형ABCD의한변의길이는 3a이므로
C(4a, 0), D(4a, 3a)

점 D는 y=-2x+11의그래프위의점이므로 x=4a,
y=3a를 y=-2x+11에대입하면
3a=(-2)_4a+11⋯⋯∴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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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x+y-4=0에서
y=-2x+4

이직선의 x절편이 2,
y절편이 4이므로 오른쪽
그림과같다.

⁄ 직선 mx+y-1=0

이점(2, 0)을지날 때
2m+0-1=0

∴m=;2!;

¤ 직선 mx+y-1=0이 직선 2x+y-4=0과 평행
할때, m=2

⁄, ¤에서

;2!;<m<2

x

⁄

¤
y

O
1

2

2x+y-4=0

04 x개의직선을그었을때, y조각으로나누어진다고하면
x=1일때, y=3, x=2일때, y=5이므로
y=2x+b로놓고 x=1, y=3을대입하면
3=2_1+b

∴ b=1

∴ y=2x+1

직선을 25개그으면 x=25일때이므로 y=2x+1에대
입하면

y=2_25+1=51

따라서‘C’자는 51개의조각으로나누어진다.

05 두직선 x-y+2=0,
2x+y-8=0의교점을
구하면

x=2, y=4

∴ P(2, 4)
점 A는 x-y+2=0과
x축과의교점이므로
A(-2, 0)

점 B는 2x+y-8=0과 x축과의교점이므로
B(4, 0)

∴△ABP=;2!;_(4+2)_4=12

한편, 점 P를지나는직선이 x축과만나는점을

Q(a, 0)이라하면 △AQP=;2!;△ABP=6이므로

;2!;_(2+a)_4=6⋯⋯∴ a=1

따라서두점 (2, 4), (1, 0)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은

(기울기)= =4이므로 y=4x+b로놓고

점 (1, 0)을지나므로 0=4+b⋯⋯∴ b=-4

∴ y=4x-4

0-4
1-2

x

2x+y-8=0

x-y+2=0
y

O-2 Q 4

P(2, 4)

BA

06 세 직선에 의하여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다음

과같아야한다.

⁄ 세직선이한점에서만날때

두 직선 2x-y-3=0, x-y=1의 교점의 좌표는
(2, 1)이므로 x=2, y=1을 직선 3x-ky-8=0
에대입하면

6-k-8=0⋯⋯∴ k=-2
¤ 직선 3x-ky-8=0이 직선 2x-y-3=0과 평행
할때

기울기가같아야하므로

;k#;=2⋯⋯∴ k=;2#;

‹ 직선 3x-ky-8=0이직선 x-y=1과평행할때
기울기가같아야하므로

;k#;=1⋯⋯∴ k=3

⁄, ¤, ‹에서삼각형이만들어지지않도록하는 k의

값은-2, ;2#;, 3이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①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② 한 직선이 다른 두 직선 중 하나와 평행할 때

③ 한 직선이 다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때

02 y=-ax+a의 x절편이 1이
므로오른쪽그림과같다.

또, y=0은 x축을 나타내고
두직선 y=x+1, 
y=-ax+a의 교점의 y좌
표가 삼각형의 높이를 나타

낸다.

따라서 두 직선 y=x+1, y=-ax+a의 교점을 구
하면

x= , y=

한편, 삼각형의넓이가 3이므로

;2!;_2_ =3, 2a=3(a+1)

∴ a=-3

2a
a+1

2a
a+1

a-1
a+1

x

y

y=x+1 y=-ax+a

O
-1

1

1

따라서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는 3이므로 넓
이는

3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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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68~269쪽

1 ;2#; 2-2 39 4P(2, 1)

5A(-4, 0) 6y=;3!;x-;3$;

서술형대비문문제제

1 두 일차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2이므
로 x=2를 x+y=4에대입하면
2+y=4⋯⋯∴ y=2

따라서교점의좌표는 (2, 2)이다.
x=2, y=2를 ax-2y=-1에대입하면

2a-4=-1⋯⋯∴ a=;2#;

1단계

2단계

2 두그래프의교점의

x좌표를 k(k<0)라
하면

;2!;_10_(-k)

=20

∴ k=-4
x=-4를 x-2y+6=0에대입하면
-4-2y+6=0

∴ y=1

따라서교점의좌표는 (-4, 1)이다.
x=-4, y=1을 ax-y-7=0에대입하면
-4a-1-7=0

∴ a=-2

1단계 x-2y+6=0

ax-y-7=0

O

-7

3

xk

y

3 두점 (1, -2), (3, 6)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

은 (기울기)= =4이므로 y=4x+b로

놓고점 (1, -2)를지나므로
-2=4_1+b

∴ b=-6

∴ y=4x-6

이직선을 y축의방향으로 3만큼평행이동하면
y=4x-6+3

∴ y=4x-3

이직선이점 (3, a)를지나므로
a=4_3-3=9

6-(-2)
3-1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V. 일차함수 127

4 직선 l은 x절편이 1, y절편이 -1인 직선이므로
두점 (1, 0), (0, -1)을지난다.

(기울기)= =1이고 y절편이-1이므로

y=x-1

직선 m은 x절편이 3, y절편이 3인 직선이므로
두점 (3, 0), (0, 3)을지난다.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3이므로

y=-x+3

점 P의 좌표는 연립방정식 의 해와

같으므로이연립방정식을풀면

x=2, y=1

∴ P(2, 1)

[
y=x-1
y=-x+3

3-0
0-3

-1-0
0-1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직선 l의방정식구하기 2점1

직선m의방정식구하기 2점2

점P의좌표구하기 3점3

단계 채점요소 배점

두점을지나는직선의방정식구하기 2점1

평행이동한직선의방정식구하기 2점2

a의값구하기 2점3

5 직선m은두점 (2, 4), (0, 6)을지나므로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6이므로

y=-x+6

직선m의 x절편은 6이고점A의 x좌표를
a(a<0)라하면

_(6-a)_4=20⋯⋯∴ a=-4

∴A(-4, 0)

;2!;

6-4
0-2

1단계

2단계

단계 채점요소 배점

직선m의방정식구하기 3점1

점A의좌표구하기 5점2

6 두 점 (1, -1), (k+2, -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 (1, -1), (2k, -4)를 지나는
직선의기울기가같으므로

=

∴ k=-4

따라서세점은 (1, -1), (-2, -2),
(-8, -4)이고직선의기울기는

=;3!;이므로

y=;3!;x+b로놓고점 (1, -1)을지나므로

-2-(-1)
-2-1

-4-(-1)
2k-1

-2-(-1)
k+2-1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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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정답과 풀이

3 x분후의물의높이를 y cm라하면 y=ax+b
x=10일때, y=26이므로
26=10a+b yy ㉠

x=25일때, y=56이므로
56=25a+b yy ㉡

㉠, ㉡을연립하여풀면 a=2, b=6

∴ y=2x+6

이식에 y=70을대입하면 70=2x+6⋯⋯∴ x=32

따라서물의높이가 70 cm가되는것은 32분후이다.
답⃞ 32분후

본문 270쪽생활속의수학

1 1 km를가는데휘발유 ;1£5º0;=;5!; (L)가필요하므로

x km를가는데는휘발유 ;5!;x L가필요하다.

∴ y=70-;5!;x 답⃞④

2 국제기름가격을배럴당 x달러, 하늘이네자동차한달
기름값을 y만원이라하면 y=ax+b (a+0)
x=80일때, y=40이므로

단계 채점요소 배점

k의값구하기 5점1

일차함수의식구하기 3점2

-1=;3!;+b⋯⋯∴ b=-;3$;

∴ y=;3!;x-;3$;

40=80a+b yy ㉠

x=120일때, y=48이므로
48=120a+b yy ㉡

㉠, ㉡을연립하여풀면 a=;5!;, b=24

∴ y=;5!;x+24

따라서 x=200일때

y=;5!;_200+24=64 답⃞ 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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