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수학 문제집]

한 개념씩 쉬운 문제로 매일매일 공부하자!

고등 수학 (하)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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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이 진정한 실력을 키운다!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반복 학습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의 저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반복’에 강한 학생이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반복’하면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고 말하면서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숨마쿰라우데 스타트업은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담아 

한 개념 한 개념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재입니다. 

한 개념 한 개념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부족한 개념은 반복하여 풀어 봄으로써

진정한 실력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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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과 검토진 쌤들의 추천 코멘트!!

반복 수학교재 스타트업 이래서 추천합니다!

이서진쌤 (메가스터디 강사)

유형별로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해나감으로써 개념을 익히기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개념을 익히기에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형을 공부하고 난 

다음 리뷰테스트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좋습니다. 

고등 수학!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보세요!

왕성욱쌤 (중계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별로 

개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같은 페이지에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확인문제들이 

있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기에 

좋은 교재입니다. 수학을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자신감을 갖고 기본기를 잘 쌓을 수 

있는 교재입니다. 

김광용쌤 (용산고)

수학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반복적인 문제풀이는 

수학적 능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여러분에게 

수학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용환쌤
 (세종과학고

)

아무리 개념을 잘 알아도 반복적으로 

익혀놓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수학을 잘 한다는 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잘 

알기까지 많은 반복 연습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반복 연습에 스타트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김승훈쌤 (세종과학고)

기초를 다지는 것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단계형 

교육과정인 수학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은 기초문제를 유형별로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노하우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수학실력 향상을 위한 

첫 계단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고등  수학  (하)

김미경쌤
 (인천)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이고 학원 수업용, 숙제용으로 

안성맞춤인 교재입니다. 

쉬운 문제들이지만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좋습니다. 

특히 단순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험맛보기 코너를 통해 시험 문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주위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교재입니다. 

정연화쌤 (중계동)
문제만 많이 구성되어 있는 느낌의 교재들은 책을 펼치기도 전에 빡빡한 디자인에 지치기 쉬운데요. 스타트업은 한 페이지에 한 개념씩 구성되어 있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해를 돕는 유형별 기초문제! 풍부한 문제해결의 노하우와 팁! 알기 쉽고 자세한 풀이! 최근 수학의 기조인 개념이해와 기초실력 향상을 반영한 책입니다. 

주예지쌤 (메가스터디 강사)

고등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강력추천합니다. 반복학습하여 익힐 수 

있도록 문제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과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팁이 알차게 

들어 있는 교재입니다.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매일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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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특징

숨마쿰라우데 스타트업의 

개념 설명은?1
소단원별로 중요 

개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❶  

한 개념 한 개념씩 

다시 풀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❷  

개념마다 선생님의 
팁을 통해 꼭 기억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❸  

1. 집합의 뜻과 표현
11

1주

집
합

의
 뜻

과
 표

현

개념 톡톡

I. 집합과 명제
10

1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②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기호로 b²A로 나타낸다.

⑶ 집합의 표현 방법 

 ① 원소나열법 :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는 방법

 ② 조건제시법 :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③ 벤다이어그램 :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⑷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① 유한집합 :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② 무한집합 :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③   공집합 :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i와 같이 나

타낸다.

⑸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와 같이 나타낸다.

1. 집합의 뜻과 표현
11

기호 <는 Element(원소)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유한집합이다.

기호 n(A)에서 n은 number의 

첫 글자이다.

A,B이고 A+B일 때, 집합 A
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y로, 원소는 알파벳 소

문자 a, b, c, y로 나타낸다.

핵심 01 

핵심 03

핵심 05 

핵심 06

키 큰 사람의 모임 ( )0001 12의 약수의 모임 ( )0009

8의 배수의 모임 ( )0010

마음씨가 착한 학생의 모임 ( )0011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 )0012

약수가 많은 자연수의 모임 ( )0013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의 모임 ( )0014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 )0002

몸무게가 70 kg 이상인 학생의 모임 ( )0003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4

짝수의 모임 ( )0005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6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 )0007

30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 )0008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이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어서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①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4,	5,	6,	7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집합이다.
	 ②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주어진	조건인	“아름답다”는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학교	시험	맛보기0015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한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ㄴ. 작은 홀수의 모임

ㄷ. 대한민국 섬들의 모임

ㄹ. 키가 170cm에 가까운 학생들의 모임

보기

집합01
핵심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표, 집합이 아닌 것은 _표를 ( ) 

안에 써넣어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없어도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집합이 된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⑴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②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AøB와 같이 나타낸다.

⑵ 부분집합의 성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i,A

 ②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A

 ③ A,B이고 B,C이면 A,C이다.

⑶ 서로 같은 집합

  ①  두 집합 A,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②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⑷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aÁ, aª, a£, y, aÇ}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n

 ②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2n-1

 ③   특정한 원소 p (p<n)개를 포함하는(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n-p

핵심 07 핵심 08 핵심 09 핵심 10

핵심 11 핵심 12

핵심 13 핵심 14 핵심 15 핵심 16 핵심 17 핵심 18

핵심 02 핵심 04

핵심 개념

문제로 구성한 개념을 

표시하였습니다. 

어떤 개념이 문제로 많이 

구성되는지 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원별로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쭈~욱 훑어 봅니다. 

단원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시된 개념을 하나하나 읽어 봅니다.

개념별로 다시 한 번 숙지하고 개념 아래의 문제를 풉니다. 

이때 왼쪽에 제시된 선생님의 팁을 꼭 눈여겨 둡니다.

문제를 풀고 난 후 개념을 다시 읽어 봅니다. 

헷갈리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면 단원 앞 스케줄표에 체크해 둡니다.

주별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체크해 둔 개념부분을 다시 공부합니다. 

숨마쿰라우데 스타트업 이렇게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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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과 명제
10

1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②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기호로 b²A로 나타낸다.

⑶ 집합의 표현 방법 

 ① 원소나열법 :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는 방법

 ② 조건제시법 :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③ 벤다이어그램 :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⑷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① 유한집합 :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② 무한집합 :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③   공집합 :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i와 같이 나

타낸다.

⑸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와 같이 나타낸다.

1. 집합의 뜻과 표현
11

기호 <는 Element(원소)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유한집합이다.

기호 n(A)에서 n은 number의 

첫 글자이다.

A,B이고 A+B일 때, 집합 A
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y로, 원소는 알파벳 소

문자 a, b, c, y로 나타낸다.

핵심 01 

핵심 03

핵심 05 

핵심 06

키 큰 사람의 모임 ( )0001 12의 약수의 모임 ( )0009

8의 배수의 모임 ( )0010

마음씨가 착한 학생의 모임 ( )0011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 )0012

약수가 많은 자연수의 모임 ( )0013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의 모임 ( )0014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 )0002

몸무게가 70 kg 이상인 학생의 모임 ( )0003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4

짝수의 모임 ( )0005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6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 )0007

30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 )0008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이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어서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①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4,	5,	6,	7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집합이다.
	 ②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주어진	조건인	“아름답다”는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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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한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ㄴ. 작은 홀수의 모임

ㄷ. 대한민국 섬들의 모임

ㄹ. 키가 170cm에 가까운 학생들의 모임

보기

집합01
핵심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표, 집합이 아닌 것은 _표를 ( ) 

안에 써넣어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없어도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집합이 된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⑴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②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AøB와 같이 나타낸다.

⑵ 부분집합의 성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i,A

 ②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A

 ③ A,B이고 B,C이면 A,C이다.

⑶ 서로 같은 집합

  ①  두 집합 A,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②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⑷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aÁ, aª, a£, y, aÇ}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n

 ②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2n-1

 ③   특정한 원소 p (p<n)개를 포함하는(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n-p

핵심 07 핵심 08 핵심 09 핵심 10

핵심 11 핵심 12

핵심 13 핵심 14 핵심 15 핵심 16 핵심 17 핵심 18

핵심 02 핵심 04

1. 집합의 뜻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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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과 명제
10

1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②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기호로 b²A로 나타낸다.

⑶ 집합의 표현 방법 

 ① 원소나열법 :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는 방법

 ② 조건제시법 :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③ 벤다이어그램 :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⑷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① 유한집합 :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② 무한집합 :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③   공집합 :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i와 같이 나

타낸다.

⑸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와 같이 나타낸다.

1. 집합의 뜻과 표현
11

기호 <는 Element(원소)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유한집합이다.

기호 n(A)에서 n은 number의 

첫 글자이다.

A,B이고 A+B일 때, 집합 A
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y로, 원소는 알파벳 소

문자 a, b, c, y로 나타낸다.

핵심 01 

핵심 03

핵심 05 

핵심 06

키 큰 사람의 모임 ( )0001 12의 약수의 모임 ( )0009

8의 배수의 모임 ( )0010

마음씨가 착한 학생의 모임 ( )0011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 )0012

약수가 많은 자연수의 모임 ( )0013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의 모임 ( )0014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 )0002

몸무게가 70 kg 이상인 학생의 모임 ( )0003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4

짝수의 모임 ( )0005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6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 )0007

30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 )0008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이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어서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①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4,	5,	6,	7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집합이다.
	 ②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주어진	조건인	“아름답다”는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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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한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ㄴ. 작은 홀수의 모임

ㄷ. 대한민국 섬들의 모임

ㄹ. 키가 170cm에 가까운 학생들의 모임

보기

집합01
핵심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표, 집합이 아닌 것은 _표를 ( ) 

안에 써넣어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없어도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집합이 된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⑴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②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AøB와 같이 나타낸다.

⑵ 부분집합의 성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i,A

 ②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A

 ③ A,B이고 B,C이면 A,C이다.

⑶ 서로 같은 집합

  ①  두 집합 A,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②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⑷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aÁ, aª, a£, y, aÇ}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n

 ②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2n-1

 ③   특정한 원소 p (p<n)개를 포함하는(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n-p

핵심 07 핵심 08 핵심 09 핵심 10

핵심 11 핵심 12

핵심 13 핵심 14 핵심 15 핵심 16 핵심 17 핵심 18

핵심 02 핵심 04

1. 집합의 뜻과 표현
11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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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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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과 명제
10

1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②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기호로 b²A로 나타낸다.

⑶ 집합의 표현 방법 

 ① 원소나열법 :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는 방법

 ② 조건제시법 :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③ 벤다이어그램 :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⑷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① 유한집합 :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② 무한집합 :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③   공집합 :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i와 같이 나

타낸다.

⑸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와 같이 나타낸다.

1. 집합의 뜻과 표현
11

기호 <는 Element(원소)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유한집합이다.

기호 n(A)에서 n은 number의 

첫 글자이다.

A,B이고 A+B일 때, 집합 A
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y로, 원소는 알파벳 소

문자 a, b, c, y로 나타낸다.

핵심 01 

핵심 03

핵심 05 

핵심 06

키 큰 사람의 모임 ( )0001 12의 약수의 모임 ( )0009

8의 배수의 모임 ( )0010

마음씨가 착한 학생의 모임 ( )0011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 )0012

약수가 많은 자연수의 모임 ( )0013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의 모임 ( )0014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 )0002

몸무게가 70 kg 이상인 학생의 모임 ( )0003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4

짝수의 모임 ( )0005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6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 )0007

30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 )0008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이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어서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①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4,	5,	6,	7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집합이다.
	 ②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주어진	조건인	“아름답다”는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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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한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ㄴ. 작은 홀수의 모임

ㄷ. 대한민국 섬들의 모임

ㄹ. 키가 170cm에 가까운 학생들의 모임

보기

집합01
핵심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표, 집합이 아닌 것은 _표를 ( ) 

안에 써넣어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없어도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집합이 된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⑴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②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AøB와 같이 나타낸다.

⑵ 부분집합의 성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i,A

 ②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A

 ③ A,B이고 B,C이면 A,C이다.

⑶ 서로 같은 집합

  ①  두 집합 A,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②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⑷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aÁ, aª, a£, y, aÇ}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n

 ②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2n-1

 ③   특정한 원소 p (p<n)개를 포함하는(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n-p

핵심 07 핵심 08 핵심 09 핵심 10

핵심 11 핵심 12

핵심 13 핵심 14 핵심 15 핵심 16 핵심 17 핵심 18

핵심 02 핵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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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과 명제
10

1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②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기호로 b²A로 나타낸다.

⑶ 집합의 표현 방법 

 ① 원소나열법 :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는 방법

 ② 조건제시법 :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③ 벤다이어그램 :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⑷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① 유한집합 :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② 무한집합 :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③   공집합 :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i와 같이 나

타낸다.

⑸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와 같이 나타낸다.

1. 집합의 뜻과 표현
11

기호 <는 Element(원소)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유한집합이다.

기호 n(A)에서 n은 number의 

첫 글자이다.

A,B이고 A+B일 때, 집합 A
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y로, 원소는 알파벳 소

문자 a, b, c, y로 나타낸다.

핵심 01 

핵심 03

핵심 05 

핵심 06

키 큰 사람의 모임 ( )0001 12의 약수의 모임 ( )0009

8의 배수의 모임 ( )0010

마음씨가 착한 학생의 모임 ( )0011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 )0012

약수가 많은 자연수의 모임 ( )0013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의 모임 ( )0014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 )0002

몸무게가 70 kg 이상인 학생의 모임 ( )0003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4

짝수의 모임 ( )0005

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 )0006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 )0007

30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 )0008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이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어서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①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4,	5,	6,	7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집합이다.
	 ②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주어진	조건인	“아름답다”는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학교	시험	맛보기0015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한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

ㄴ. 작은 홀수의 모임

ㄷ. 대한민국 섬들의 모임

ㄹ. 키가 170cm에 가까운 학생들의 모임

보기

집합01
핵심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표, 집합이 아닌 것은 _표를 ( ) 

안에 써넣어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없어도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집합이 된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⑴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②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AøB와 같이 나타낸다.

⑵ 부분집합의 성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i,A

 ②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A

 ③ A,B이고 B,C이면 A,C이다.

⑶ 서로 같은 집합

  ①  두 집합 A,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②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⑷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aÁ, aª, a£, y, aÇ}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n

 ②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2n-1

 ③   특정한 원소 p (p<n)개를 포함하는(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n-p

핵심 07 핵심 08 핵심 09 핵심 10

핵심 11 핵심 12

핵심 13 핵심 14 핵심 15 핵심 16 핵심 17 핵심 18

핵심 02 핵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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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마쿰라우데 스타트업의 

문제 구성은?2
각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쉬운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❶  

학교 시험 맛보기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❷  

Mini Review Test

소단원별로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을 모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문제 속에 적용된 

개념은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Mini Review Test를
통해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❸  

I. 집합과 명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12 13

1주

집
합

의
 뜻

과
 표

현

	다음	집합의	원소를	구하고,	 	안에	<,	² 중에서	알맞

은	것을	써넣어라.

9 이하의 홀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1` `A, 3` `A, 6` `A, 9` `A

0016
1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A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4 A={x|x는 20의 양의 약수} 0028

B
10

20
2515

5

0035

B={x|x는 5의 양의 배수} 0029

C={x|x는 100 이하의 홀수} 0030

D={7, 14, 21, y} 0031

E={1, 2, 4, 8, 16} 0032

F={10, 11, 12, y, 98, 99} 0033

3 이상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B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5

15의 양의 약수의 집합 C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6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D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7

2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2` `A, 5` `A, 8` `A, 12` `A

0017

8의 양의 약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4` `A, 6` `A, 8` `A, 16` `A

0018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3` `A, 4` `A, 9` `A, 12` `A

0019

3의 양의 배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1` `A, 6` `A, 18` `A, 25` `A

0020

10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2` `A, 20` `A, 44` `A, 104` `A

0021

자연수의 집합 N

⑴ 집합 N의 원소  

⑵ -2` `N, 0` `N, 1` `N, 5` `N

0022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A

⑵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²A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2,	3,	4는	집합	A의	원소이고,	1,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1²A,	2<A,	3<A,	4<A,	5²A

기호 <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원소와 원소,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집합과 원소02
핵심

원소나열법은 모든 원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조건제시법은 원소들이 

갖는 규칙성을 알려준다. 

벤다이어그램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Subnote2쪽

날짜 :       월       일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A={1, 2, 3, 6}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
A={x|x는`6의 양의 약수}

   x의 공통된 성질

A

2
3 6

1( Ò 9

집합의 표현03
핵심

	주어진	집합을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어라. 	다음	집합을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A

2
4

1

0034

	다음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을	원소나열법,	조건제

시법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을 사용해요.

학교 시험 맛보기0023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

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1<A ㄴ. 2²A ㄷ. 3<A

ㄹ. 5²A ㅁ. 7<A ㅂ. 9²A

보기

1. 집합의 뜻과 표현
17

1주

집
합

의
 뜻

과
 표

현

Mini Review Test
핵심  

날짜 :       월       일

I. 집합과 명제
16

01~06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0이지. 

단,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공집합을 혼동하면 안돼!!

Subnote3쪽

날짜 :       월       일

n(A)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

	A={1,	3,	5}이면	n(A)=3,	B={a,	b,	c,	d}이면	n(B)=4

	 C={x|x는	12의	약수}이면 C={1,	2,	3,	4,	6,	12}이므로	n(C)=6

	 D=i이면	n(D)=n(i)=0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06
핵심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A={0, 1, 2, 3}

 n(A)=sol

0056

B={i}

 n(B)=sol

0057

C={a, b, c, d, e}

 n(C)=sol

0058

학교 시험 맛보기0068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n({0, i})=1

② n({0})=0

③ n({-1})=n({1})

④ n({0, 1, 2})-n({0, 1})=2

⑤ A={x|3x-2=7}이면 n(A)=3

A={x|x는 9의 양의 약수} 0059

B={x|x는 50보다 작은 짝수} 0063

C={x|x는 두 자리의 자연수} 0064

A={x|xÛ̀ =3, x는 유리수} 0065

B={x|xÛ̀ +x-6=0} 0066

C={x|xÛ̀ -4x-5=0, x>0} 0067

B={x|x는 3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0060

C={x|x는 20 이하의 소수} 0061

A={x|x는 |x|É10인 정수} 0062

0069
| 핵심 01 |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작은 자연수의 모임

ㄴ. 날개가 있는 동물들의 모임

ㄷ. 한글 자음들의 모임

ㄹ. 6의 배수의 모임

보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지 파악한다.key

0070
| 핵심 02 |

1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1²A  ㄴ. 2<A  ㄷ. 6<A

ㄹ. 8<A  ㅁ. 9²A  ㅂ. 18²A

보기

0072
| 핵심 04 |

두 집합 A={3, 4, 5}, B={-1, 1}에 대하여 두 

집합 C={xy|x<A, y<B},   

D={2x-y|x<A, y<B}를 각각 원소나열법으

로 나타내어라. 

0073
| 핵심 05 |

유한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x|x는 세 자리의 자연수}
ㄴ. {x|xÛ`+2=0, x는 실수}
ㄷ. {x|x는 100보다 큰 짝수}
ㄹ. {x|x는 360의 양의 약수}
ㅁ. {x|x는 무리수}

보기

0074
| 핵심 06 |

세 집합 A={0, 1, 2, 3},   

B={x|x는 |x|É5인 정수},   

C={x|xÛ`-x-2=0}에 대하여  

n(A)+n(B)+n(C)의 값을 구하여라.

Subnote4쪽

공집합이 원소인 

집합이야.

0071
| 핵심 03 |

오른쪽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을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어

라.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A

3
13

7 11
5

2

STRUCTURE

I. 집합과 명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12 13

1주

집
합

의
 뜻

과
 표

현

	다음	집합의	원소를	구하고,	 	안에	<,	² 중에서	알맞

은	것을	써넣어라.

9 이하의 홀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1` `A, 3` `A, 6` `A, 9` `A

0016
1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A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4 A={x|x는 20의 양의 약수} 0028

B
10

20
2515

5

0035

B={x|x는 5의 양의 배수} 0029

C={x|x는 100 이하의 홀수} 0030

D={7, 14, 21, y} 0031

E={1, 2, 4, 8, 16} 0032

F={10, 11, 12, y, 98, 99} 0033

3 이상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B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5

15의 양의 약수의 집합 C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6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D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7

2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2` `A, 5` `A, 8` `A, 12` `A

0017

8의 양의 약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4` `A, 6` `A, 8` `A, 16` `A

0018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3` `A, 4` `A, 9` `A, 12` `A

0019

3의 양의 배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1` `A, 6` `A, 18` `A, 25` `A

0020

10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2` `A, 20` `A, 44` `A, 104` `A

0021

자연수의 집합 N

⑴ 집합 N의 원소  

⑵ -2` `N, 0` `N, 1` `N, 5` `N

0022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A

⑵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²A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2,	3,	4는	집합	A의	원소이고,	1,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1²A,	2<A,	3<A,	4<A,	5²A

기호 <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원소와 원소,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집합과 원소02
핵심

원소나열법은 모든 원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조건제시법은 원소들이 

갖는 규칙성을 알려준다. 

벤다이어그램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Subnote2쪽

날짜 :       월       일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A={1, 2, 3, 6}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
A={x|x는`6의 양의 약수}

   x의 공통된 성질

A

2
3 6

1( Ò 9

집합의 표현03
핵심

	주어진	집합을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어라. 	다음	집합을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A

2
4

1

0034

	다음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을	원소나열법,	조건제

시법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을 사용해요.

학교 시험 맛보기0023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

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1<A ㄴ. 2²A ㄷ. 3<A

ㄹ. 5²A ㅁ. 7<A ㅂ. 9²A

보기

1. 집합의 뜻과 표현
17

1주

집
합

의
 뜻

과
 표

현

Mini Review Test
핵심  

날짜 :       월       일

I. 집합과 명제
16

01~06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0이지. 

단,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공집합을 혼동하면 안돼!!

Subnote3쪽

날짜 :       월       일

n(A)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

	A={1,	3,	5}이면	n(A)=3,	B={a,	b,	c,	d}이면	n(B)=4

	 C={x|x는	12의	약수}이면 C={1,	2,	3,	4,	6,	12}이므로	n(C)=6

	 D=i이면	n(D)=n(i)=0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06
핵심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A={0, 1, 2, 3}

 n(A)=sol

0056

B={i}

 n(B)=sol

0057

C={a, b, c, d, e}

 n(C)=sol

0058

학교 시험 맛보기0068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n({0, i})=1

② n({0})=0

③ n({-1})=n({1})

④ n({0, 1, 2})-n({0, 1})=2

⑤ A={x|3x-2=7}이면 n(A)=3

A={x|x는 9의 양의 약수} 0059

B={x|x는 50보다 작은 짝수} 0063

C={x|x는 두 자리의 자연수} 0064

A={x|xÛ̀ =3, x는 유리수} 0065

B={x|xÛ̀ +x-6=0} 0066

C={x|xÛ̀ -4x-5=0, x>0} 0067

B={x|x는 3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0060

C={x|x는 20 이하의 소수} 0061

A={x|x는 |x|É10인 정수} 0062

0069
| 핵심 01 |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작은 자연수의 모임

ㄴ. 날개가 있는 동물들의 모임

ㄷ. 한글 자음들의 모임

ㄹ. 6의 배수의 모임

보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지 파악한다.key

0070
| 핵심 02 |

1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1²A  ㄴ. 2<A  ㄷ. 6<A

ㄹ. 8<A  ㅁ. 9²A  ㅂ. 18²A

보기

0072
| 핵심 04 |

두 집합 A={3, 4, 5}, B={-1, 1}에 대하여 두 

집합 C={xy|x<A, y<B},   

D={2x-y|x<A, y<B}를 각각 원소나열법으

로 나타내어라. 

0073
| 핵심 05 |

유한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x|x는 세 자리의 자연수}
ㄴ. {x|xÛ`+2=0, x는 실수}
ㄷ. {x|x는 100보다 큰 짝수}
ㄹ. {x|x는 360의 양의 약수}
ㅁ. {x|x는 무리수}

보기

0074
| 핵심 06 |

세 집합 A={0, 1, 2, 3},   

B={x|x는 |x|É5인 정수},   

C={x|xÛ`-x-2=0}에 대하여  

n(A)+n(B)+n(C)의 값을 구하여라.

Subnote4쪽

공집합이 원소인 

집합이야.

0071
| 핵심 03 |

오른쪽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을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어

라.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A

3
13

7 11
5

2

❶

❸

I. 집합과 명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12 13

1주

집
합

의
 뜻

과
 표

현

	다음	집합의	원소를	구하고,	 	안에	<,	² 중에서	알맞

은	것을	써넣어라.

9 이하의 홀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1` `A, 3` `A, 6` `A, 9` `A

0016
10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A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4 A={x|x는 20의 양의 약수} 0028

B
10

20
2515

5

0035

B={x|x는 5의 양의 배수} 0029

C={x|x는 100 이하의 홀수} 0030

D={7, 14, 21, y} 0031

E={1, 2, 4, 8, 16} 0032

F={10, 11, 12, y, 98, 99} 0033

3 이상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B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5

15의 양의 약수의 집합 C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6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D

⑴ 원소나열법 

⑵ 조건제시법 

⑶ 벤다이어그램 

0027

2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2` `A, 5` `A, 8` `A, 12` `A

0017

8의 양의 약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4` `A, 6` `A, 8` `A, 16` `A

0018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3` `A, 4` `A, 9` `A, 12` `A

0019

3의 양의 배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1` `A, 6` `A, 18` `A, 25` `A

0020

10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의 집합 A

⑴ 집합 A의 원소  

⑵ 2` `A, 20` `A, 44` `A, 104` `A

0021

자연수의 집합 N

⑴ 집합 N의 원소  

⑵ -2` `N, 0` `N, 1` `N, 5` `N

0022

Subnote2쪽

날짜 :       월       일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A

⑵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²A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2,	3,	4는	집합	A의	원소이고,	1,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1²A,	2<A,	3<A,	4<A,	5²A

기호 <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원소와 원소,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집합과 원소02
핵심

원소나열법은 모든 원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조건제시법은 원소들이 

갖는 규칙성을 알려준다. 

벤다이어그램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Subnote2쪽

날짜 :       월       일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A={1, 2, 3, 6}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
A={x|x는`6의 양의 약수}

   x의 공통된 성질

A

2
3 6

1( Ò 9

집합의 표현03
핵심

	주어진	집합을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어라. 	다음	집합을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A

2
4

1

0034

	다음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을	원소나열법,	조건제

시법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을 사용해요.

학교 시험 맛보기0023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

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1<A ㄴ. 2²A ㄷ. 3<A

ㄹ. 5²A ㅁ. 7<A ㅂ. 9²A

보기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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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의 뜻과 표현

1
학습목표

1.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2.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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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톡톡

I. 집합과 명제
10

1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②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기호로 b²A와 같이 나타낸다.

⑶ 집합의 표현 방법 

 ① 원소나열법 :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는 방법

 ② 조건제시법 :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③ 벤다이어그램 :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⑷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① 유한집합 :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② 무한집합 :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③   공집합 :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i와 같이 나

타낸다.

⑸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와 같이 나타낸다.

기호 <는 Element(원소)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유한집합이다.

기호 n(A)에서 n은 number의 

첫 글자이다.

A,B이고 A+B일 때, 집합 A
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y로, 원소는 알파벳 소

문자 a, b, c, y로 나타낸다.

핵심 01 

핵심 03

핵심 05 

핵심 06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⑴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②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AøB와 같이 나타낸다.

⑵ 부분집합의 성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i,A

 ②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A

 ③ A,B이고 B,C이면 A,C이다.

⑶ 서로 같은 집합

  ①  두 집합 A,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②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로 A+B와 같이 나타낸다.

⑷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aÁ, aª, a£, y, aÇ}에 대하여

 ①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n

 ②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2n-1

 ③   특정한 원소 p (p<n)개를 포함하는(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n-p

핵심 07 핵심 08 핵심 09 핵심 10

핵심 11 핵심 12

핵심 13 핵심 14 핵심 15 핵심 16 핵심 17 핵심 18

핵심 02 핵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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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의 뜻과 표현
19

1주

집
합

의
 뜻

과
 표

현

학교 시험 맛보기0093

집합 {x|x는 14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원소 1, 7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야 할 때는 

원소의 개수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잘 정리되고 덜 헷갈려.

Subnote4쪽

날짜 :       월       일

	집합	{a,	b,	c}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원소가	0개인	경우	:	i

	 원소가	1개인	경우	:	{a},	{b},	{c}

	 원소가	2개인	경우	:	{a,	b},	{a,	c},	{b,	c}

	 원소가	3개인	경우	:	{a,	b,	c}

부분집합 구하기08
핵심

{0, 1}

 원소가 0개인 경우 : `
	 원소가 1개인 경우 : {0}, `
	 원소가 2개인 경우 : `

sol

0086 A={x|xÛ̀ -x-6=0}

 xÛ`-x-6=0에서 (x+2)(x- )=0

 따라서 A={-2, }이므로 집합 A의 부분집합은

 i, {-2}, `, `

sol

0090

B={x|x는 10의 양의 약수}0091

집합 {a, b, c, d}에 대하여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0092

{1, 2, 3}

 원소가 0개인 경우 : `
	 원소가 1개인 경우 : , , {3}`
	 원소가 2개인 경우 : {1, 2}, `, 
	 원소가 3개인 경우 : {1, 2, 3}

sol

0087

{2, 4, 6}0088

{1, 3, 5, 7}0089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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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Review Test
핵심  

날짜 :       월       일

07~12

0130
| 핵심 07 |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0},i

ㄴ. 3,{3, 5}
ㄷ. {1, 2},{1, 2}
ㄹ. i,{a, b, c}
ㅁ. {a, b, c}ø{a, b, d}

보기

0131
| 핵심 09 |

집합 A={0, {1}, {1, 2}, i}에 대하여 옳은 것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0<A ㄴ. 2<A

ㄷ. i²A ㄹ. i,A`
ㅁ. {1, 2},A` ㅂ. {0, 1, 2}øA

보기

 (원소) < (집합), (집합) , (집합) key

0132
| 핵심 10 |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x|2ÉxÉa+3}, 

B={x|3b-1ÉxÉ6}에 대하여 A,B일 때, a, 

b의 값의 범위를 각각 구하여라. 

0133
| 핵심 10 |

두 집합 A={a+1, 3}, 

B={a, a-2, aÛ̀ -4a+1}에 대하여 A,B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a+1+a, a+1+a-2key

0134
| 핵심 11 |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ㄱ. {a, b, c}와 {b, c, a}
ㄴ. {x|x는 4의 양의 약수}와 {1, 2, 4, 8}
ㄷ. {x|xÛ`+x-12=0}과 {-4, 3}
ㄹ. {x|x는 5의 양의 배수}와 {5, 10, 15, 20}

보기

0135
| 핵심 12 |

두 집합 A={a+3, a-2b}, B={a-4, b-3}

에 대하여 A,B, B,A일 때, a+b의 값을 구하

여라. 

Subnote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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