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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잘하는 법이 있을까요? 

수학은 잘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마다 저마다 의도하는 개념이 있지요.

각각의 개념을 먼저 숙지한 다음 문제의 유형을 분리하여 

기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개념을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단원별로 핵심내용을 제시한 다음 기본적인 학습을

마치고, 대표유형을 통해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향하였습니다. 

개념학습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면 어느새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펴내면서

I N T R O D U C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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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성 소개

해당 단원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 공부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차를 통해 어떤 개념 공부가 미흡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유형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표시를 해두어 시험 준비

에 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유형 (  : 자주 출제되는 유형) 

소단원별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소개하였습니다.  

해결단계 

핵심Key  

바탕개념

SOLUTION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advIce 문제를 풀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제  대표유형과 유사한 문제들을 제시하여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핵심개념

단원에 제시된 필수적인 개념을 교과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 

하였습니다. 

SUmma TIP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나 플러스 개념 등을 담아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념 cHecK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문제로 바로바로 확인!

개념 익히기  각 강에서 배운 개념을 확인하고 쉬운 문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술술 풀리는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개념에 대한 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집합의 뜻과 표현

가령 ‘나이 많은 분은 무료입니다.’라고 써붙인 음식점이 있다고 하자. 아마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해당되는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고등학생은 무료입니다.’라고 써있다면 누구도 고민하지 않게 된다. 두 문구의 차이는 ‘분명한 

기준’이다. 요약컨대 분명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모임을 집합이라 부른다.

1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핵심개념 대표유형 Review Quiz

B Level 연습문제

A Level 연습문제

일등급 기출문제

01 집합과 원소

04 부분집합의 개수 08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01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03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02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집합의 분류

02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03 부분집합과 그 성질 04 부분집합 구하기

05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06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07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 A={a+2b, 4}, B={2a+3b, -5}에 대하여 A=B일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구

하여라. �

유제 029

정답 및 해설  4쪽

두 집합 A={1, 2}, B={1, 2, 3, 4, 5, 6}에 대하여 A,X,B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

수를 구하여라. �

유제 032

집합 A={x|x는 10의 양의 약수}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

수를 구하여라. �

유제 033

집합 A={2, 3, 5, 7, 11}의 부분집합 중 원소 5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

유제 031

정답 및 해설  4쪽

⑴���집합�A의�부분집합�중

❶���원소�1,�4를�모두�포함하는�부분집합은�집합�A에서�1,�4를�제외한�집합�{2,�3,�5,�6}의�부

분집합에�원소�1,�4를�각각�추가한�것과�같으므로

❷�부분집합�X의�개수는� � 26-2=2Ý`=16

⑵���집합�A의�부분집합�중

❶���원소�2,�3은�포함하고,�원소�5는�포함하지�않는�부분집합은�집합�A에서�2,�3,�5를�제외

한�집합�{1,�4,�6}의�부분집합에�원소�2,�3을�각각�추가한�것과�같으므로�

❷�부분집합�X의�개수는� � 26-2-1=2Ü`=8� 답 �⑴ 16 ⑵ 8

Solution

❶� A,B,�B,A이므로� � A=B

❷� Ú���a=bÛ`,�4=bÛ`-1일�때�� �

� � bÛ`=5� � ∴�b=Ñ'5� �

b가�자연수라는�조건을�만족시키지�않는다.�

� Û���a=bÛ`-1,�bÛ`=4일�때�� �

bÛ`=4이므로� � b=2�(∵ b는�자연수)�� �

� � ∴ a=4-1=3

� � � ∴ a+b=3+2=5� 답 �5

Solution

집합 A={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⑴�1<X,�4<X를�모두�만족시키는�집합�A의�부분집합�X의�개수

⑵�2<X,�3<X,�5²X를�모두�만족시키는�집합�A의�부분집합�X의�개수

008두 집합 A={1, a, 4}, B={1, bÛ`, bÛ`-1}에 대하여 A,B, B,A일 때, 두 자연수 a, b의 합 

a+b의 값을 구하여라.  
007

 핵심개념 04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대표
유형 핵심개념 03서로 같은 집합대표

유형

해결단계  ❶ A,B, B,A의 의미 파악하기   ❷ a, b의 값 구하기

핵심Key  두 집합 A, B에 대하여 

 ① 원소가 서로 같을 때, A=B이다. 

 ② A,B이고 B,A이면 A=B이다.

바탕개념    A,B :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

해결단계  ❶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제외한 부분집합 구하기  

  ❷ 부분집합 X의 개수 구하기

핵심Key  원소가 n개인 집합에서 

 ① 특정한 원소 m개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 2n-m 

 ② 특정한 원소 m개를 포함하고, 원소 l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 2n-m-l 

바탕개념  원소가 n개인 집합에서

 ① 부분집합의 개수 : 2Ç`   ② 진부분집합의 개수 : 2Ç`-1

{a, b}={1, 2}라고 해서 반드시 a=1, b=2인 것은 아니다.

원소나열법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대표
유형

01•02

03•04

05•06

07•08

1

두 집합 A={2, 2x}, B={xÛ`-x, x-1}에 대하여 A,B, B,A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

의 합을 구하여라. �

유제 030

028   I. 집합과 명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029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예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모임의	기준이	명확하므로	집합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작다’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참고    보통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로 나타내고,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 a, b, c, …로 나타낸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

	 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하고,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⑵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기호로	b²A와	같이	나타낸다.

	 예 			5	이하의	짝수의	집합을	A라	하면	 	 2<A,	4<A,	1²A,	3²A

 참고    기호 <은 Element (원소)의 첫 글자 E를 기호화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2쪽

다음이 집합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집합인 것은 그 원소를 모두 말하여라. 

⑴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⑵	6에	가까운	수의	모임	

개념 Check 1

|풀이|	 ⑴	6의	양의	약수는	대상이	분명하므로	 이고,	원소는	1,	 ,	 ,	6이다.

	 ⑵	‘가깝다’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안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9	 	A	 	 ⑵	14	 	A

⑶	21	 	A	 	 ⑷	23	 	A	

개념 Check 2

|풀이|	 ⑴	9는	3의	배수이므로	9	 	A	 ⑵	14는	3의	배수가	아니므로	14	 	A

	 ⑶	21은	3의	배수이므로	21	 	A	 ⑷	23은	3의	배수가	아니므로	23	 	A

01핵심개념

집합과 원소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고, 집합인 것은 그 원소를 모두 말하여라. 

⑴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⑵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⑶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의	모임

⑷	한글의	자음의	모임	

001
핵심
개념

01

02

03

04

1

⑴ ‘가장 큰(작은)’, ‘~보다 큰(작은)’ 등 대상이 분명하면  집합이다.

⑵ ‘~에 가까운’, ‘아름다운’, ‘큰(작은)’ 등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합이 아니다.

a<A

원소 집합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의 집합을 각각 N, Z, Q, R라 할 때, 다음  안

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3	 	N	 ⑵	;2!;	 	Z

⑶	0.H3	 	Q	 ⑷	'5	 	R

002        실수
    
유리수   무리수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을 A, 1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 할 때, 다음 

 안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1	 	A	 ⑵	8	 	A

⑶	3	 	B	 ⑷	7	 	B

003 (원소)<(집합)

이차방정식 xÛ`-6x+5=0의 해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안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1	 	A	 ⑵	2	 	A

⑶	5	 	A	 ⑷	6	 	A

004 좌변을 인수분해하여 방정

식의 해를 구한다.

014   I. 집합과 명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015

    
      STRUCTUR

E

구성과 
특징

S U M M A  L I G H T

집합과 명제I
01	 집합과	원소
02	 		집합을	나타내는	방
법,	집합의	분류

03	 부분집합과	그	성질
04	 부분집합의	개수

01 집합의 뜻과 표현

핵심개념

05	 합집합과	교집합
06	 	여집합과	차집합
07	 	집합의	연산법칙
08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02 집합의 연산

핵심개념

09	 		명제,	조건과	진리집
합

10	 	명제와	조건의	부정
11	 	명제	p	3Ú	q
12	 	‘모든’	또는	 ‘어떤’이	
있는	명제

13	 명제의	역과	대우
14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03 명제

핵심개념

15	 	명제의	증명
16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04 명제의 증명

핵심개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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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Quiz 

개념을 설명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문항은 개념의 이해, 두 번째 문항은 참·거짓을 판단하는 형

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답 및 해설

친절한 해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경우 해설집을 참조하세요.  

해설집을 통해 이해하였을 경우 꼭 체크해 두었다가 

다시 한 번 스스로 풀어 보도록 합시다.

다른 해설  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참고  다른 어떤 풀이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교과와 관련된 핵심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들을 풀어 보면서 어느 개념을 잘 모르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LeveL B  교과서 필수 문제 및 심화 문제 난이도 정도로 구성

하였습니다. 

일등급 기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및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연습
문제

1

중단원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6쪽

1. 집합의 뜻과 표현

A
Level

036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① 우리 반에서 안경 쓴 학생들의 모임

②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③ 제곱하여 1이 되는 유리수의 모임

④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⑤ 1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 

039
두 집합 A={x|x는 2의 양의 배수},  
B={x|x는 3의 양의 배수}에 대하여 다음 중 집합

C={ab|a<A, b<B}의 원소가 아닌 것은?

① 6	 ② 12	 	 ③ 18

④ 45	 ⑤ 54	

038
다음 중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

낸 것은?

① {1,	2,	3,	6}={x|x는 9의 양의 약수}
② {3,	6,	9,	12,	15}={x|x는 3의 양의 배수}
③ {1,	2,	3,	4}={x|x는 1<x<4인 자연수}
④ {2,	4,	6,	8,	10}={x|x는 10보다 작은 짝수}
⑤ {1,	2,	3,	…, 50}={x|x는 50`이하의 자연수} 

041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① {1,	2,	3,	4,	… , 100}
② {x|x는 10보다 큰 짝수}
③ {x|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
④ {x|x는 3<x<4인 자연수}

⑤ [x|x=;qP;, p,	q는 정수 (단, q+0	)	] 

040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 S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 4<S    ㈏ x<S이면 
1112

1-x<S  

037 
2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A	 ② 4<A	 ③ 7²A

④ 12<A	 ⑤ 18<A	

1. 집합의 뜻과 표현   031

집합의 뜻과 표현

Review Quiz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이라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라 한다.

⑵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라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⑶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이라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⑷   A,B이고, A+B일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이라 한다.

⑸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다.

034

다음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여라. 

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다. 

⑵ 집합 A를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라 할 때, 4²A이다. 

⑶   집합 {x|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

타내면 {1, 4, 7, …}이다. 

⑷ n(a)+n({a})+n({0})=3 

⑸ 집합 A={x|x는 15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5, 20},A이다. 

⑹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⑺ 집합 A={a, b, c, d}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6이다. 

⑻   집합 {1, 3, 5, 7, 9}의 부분집합 중 원소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

이다. 

035

 정답 및 해설  6쪽

030   I. 집합과 명제

I. 집합과 명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과 원소01

1	⑴	집합,	2,	3	 ⑵	아니다

2	⑴	<	 ⑵	²	 ⑶	<	 ⑷	²

본문		14쪽개념 Check

001	풀이	참조

002	⑴	<	 ⑵	²	 ⑶	<	 ⑷	<

003	⑴	<	 ⑵	²	 ⑶	²	 ⑷	<

004	⑴	<	 ⑵	²	 ⑶	<	 ⑷	²

본문		15쪽개념 익히기

001	
집합인	것은	⑵,	⑷이다.	

⑵의	원소는	1,	2,	3,	4,	5,	6,	7,	8,	9

⑷의	원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002	
⑴	3은	자연수이므로	 	 3<N

⑵	;2!;은	정수가	아니므로	 	 ;2!;²Z

⑶	0. H3=;3!;은	유리수이므로	 	 0. H3<Q

⑷	'5는	실수이므로	 	 '5<R

003	
10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7,	9이므로	

⑴	1<A	 ⑵	8²A

14의	약수는	1,	2,	7,	14이므로

⑶	3²B	 ⑷	7<B

004	
이차방정식	xÛ`-6x+5=0을	풀면	

(x-1)(x-5)=0에서	x=1	또는	x=5

따라서	집합	A의	원소는	1과	5이다.

⑴	1<A	 	 	 ⑵	2²A

⑶	5<A	 	 	 ⑷	6²A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집합의 분류02

1	⑴	1,	2,	3,	49	 	 ⑵	50보다	작은	자연수	 	 ⑶	49

2	유한,	무한

3	6

본문		16쪽개념 Check

005	⑴	{x|x는	자연수}

	 ⑵	{x|x는	영어	알파벳의	모음}

	 ⑶	{6,	12,	18,	…,	96}

	 ⑷	{-4,	4}

006	A={1,	2,	3,	4}={x|x는	4	이하의	자연수}

	 B={2,	4,	6,	8,	10}={x|x는	10	이하의	짝수}

007	⑴	유한집합	 ⑵	무한집합

	 ⑶	유한집합,	공집합

008	⑴	4	 ⑵	9	 ⑶	0

본문		17쪽개념 익히기

006	
조건제시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A={1,	2,	3,	4}={x|x는	4	이하의	자연수}

={x|x는	5	미만의	자연수}

B={2,	4,	6,	8,	10}={x|x는	10	이하의	짝수}

={x|x는	11	미만의	짝수}

007	
⑴			100의	약수는	1,	2,	4,	5,	10,	20,	25,	50,	100의	9개이므

로	집합	A는	유한집합이다.	

⑵	B={3,	5,	7,	9,	…}이므로	무한집합이다.	

⑶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짝수는	없으므로	집합	C는	공집합

이고,	유한집합이다.

008	
⑴	A={12,	14,	16,	18}이므로	 	 n(A)=4

⑵	B={11,	22,	33,	…,	99}이므로	 	 n(B)=9

⑶	C=a이므로	 	 n(C)=0

부분집합과 그 성질03

1	,

2	8,	4

3	a,	{1},	{2},	{1,	2},	a,	{1},	{2}

본문		18쪽개념 Check

009	⑴	A,B	 ⑵	B,A	 ⑶	B,A

010	⑴	+	 ⑵	=	 ⑶	+	 ⑷	=

011	a=10,	b=3

012	⑴			a,	{a},	{b},	{c},	{a,	b},	{a,	c},	{b,	c},		

{a,	b,	c}

	 ⑵			a,	{2},	{4},	{6},	{8},	{2,	4},	{2,	6},	{2,	8},	

{4,	6},	{4,	8},	{6,	8},	{2,	4,	6},	{2,	4,	8},		

{2,	6,	8},	{4,	6,	8}

본문		19쪽개념 익히기

009	
⑴			B={1,	2,	3,	6}이므로	집합	A의	원소	1,	3이	모두	집합	

B에	속한다.	 	

	 	 ∴	A,B

⑵			A={2,	4,	6,	8,	…}이므로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	B,A

⑶			A={2,	4,	6,	8,	…},	B={4,	8,	12,	…}이므로		

	 	 B,A

010	
⑴			{x|x는	3의	양의	약수}={1,	3}이므로		 	

	 	 {1,	2,	3}+{x|x는	3의	양의	약수}

⑶			{x|x는	10	이하의	홀수}={1,	3,	5,	7,	9}이므로		 	

	 	 {x|x는	10	이하의	홀수}+{1,	3,	5,	7}

011	
A=B이므로	집합	A는	9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집합	B는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즉,	a-1=9,	b+2=5이므로	

	 	 a=10,	b=3

012	
⑴			원소가	없는	부분집합		a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a},	{b},	{c}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a,	b},	{a,	c},	{b,	c}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a,	b,	c}	 	

따라서	부분집합은	a,	{a},	{b},	{c},	{a,	b},	{a,	c},	

{b,	c},	{a,	b,	c}

⑵			10보다	작은	짝수는	2,	4,	6,	8이므로		 	

원소가	없는	부분집합		a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2},	{4},	{6},	{8}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2,	4},	{2,	6},	{2,	8},		

{4,	6},	{4,	8},	{6,	8}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2,	4,	6},	{2,	4,	8},		

{2,	6,	8},	{4,	6,	8}	

	 따라서	진부분집합은	

	 		a,	{2},	{4},	{6},	{8},	{2,	4},	{2,	6},	{2,	8},	{4,	6},	

{4,	8},	{6,	8},	{2,	4,	6},	{2,	4,	8},	{2,	6,	8},	{4,	6,	8}

부분집합의 개수04

1	4,	4,	16,	4,	1,	15

2	1,	4

본문		20쪽개념 Check

013	⑴	32,	31	 ⑵	8,	7	 ⑶	4,	3

014	⑴	8	 ⑵	4	 ⑶	4

015	64

016	24

본문		21쪽개념 익히기

013	
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이므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2Þ̀ =32이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Þ`-1=31이다.	

⑵			집합	B={1,	3,	9}이고	원소의	개수가	3이므로	부분집합

의	개수는	2Ǜ =8이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Ǜ -1=7이다.	

⑶			이차방정식	xÛ`-3x+2=0을	풀면	(x-1)(x-2)=0	

	 	 ∴	x=1	또는	x=2	 	 ∴	C={1,	2}	 	

002   정답	및	해설 1.	집합의	뜻과	표현   003

1

058 서술형

세 집합 A={x|-1Éx<1}, B={x|aÉxÉb}, 
C={x|-3<x<5}에 대하여 A,B,C가 성립

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하여라.  

중단원 연습문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B
Level

054
세 집합

  A={x|xÛ`+x-12=0}
  B={x|xÝ`-5xÛ`+4=0}
  C={x|xÛ <0, x는 실수}
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3<A	 ② -4²A	 ③ -2²B

④ 1<B	 ⑤ 0<C	

055
집합 A={1, 2}에 대하여 집합  

X={2µ  +4Ç |m<A, n<A}의 모든 원소의 합은?

① 51	 ② 52	 	 ③ 53

④ 54	 ⑤ 55	

056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가

  x<A이면 ;2!;x<A

를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① '2<A이면 0²A이다.

② 2<A이면 A는 무한집합이다.

③ A가 무한집합이면 0<A이다.

④ x<A이고 y<A이면 x+y<A이다.

⑤ x<A이고 y<A이면 xy<A이다. 

057
전체집합 U={1, 2, 3, …, 50}의 부분집합 A가 다

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5<A

㈏   x<A, y<A이고 x+y<U이면 x+y<A  

이때 n(A)의 최솟값은?

① 8	 ② 10	 	 ③ 12

④ 14	 ⑤ 16	

059
세 집합 A={1, 2}, B={xÛ`|x<A},  
C={x|xǛ +axÛ̀ +bx+c=0}에 대하여 A,C이고, 

B,C이다.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a+b-c의 값

은?

① 7	 ② 9	 	 ③ 11

④ 13	 ⑤ 15	

034   I. 집합과 명제

연습
문제

1

정답 및 해설  8쪽

060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a, 진부분집합의 개수

를 b라 할 때, a+b=63이다. 이때 집합 A의 원소

의 개수를 구하여라.  

061
집합 A={1, 2, {1, 2}}에 대하여  

P(A)={X|X,A}라 할 때, n(P(A))는?

① 2	 ② 4	 	 ③ 8

④ 16	 ⑤ 32	

062
두 집합 A={1, 2, 3, 4, 5}, B={1, 2, 3}에 대하

여 X,A, n(X;B)=2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일등급

064 | 교육청 |

집합 S={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

수가 2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

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은?

① 42	 ② 46	 	 ③ 50

④ 54	 ⑤ 58	

063 | 교육청 |

집합 X={x|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 n

에 대하여 X의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 보기 |

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f(8)=4

ㄴ.   a<X, b<X일 때, a<b이면  f(a)<f(b)

ㄷ. f(1)+f(3)+f(5)+f(7)+f(9)=682

보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집합의 뜻과 표현   035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소단원별로 핵심개념을 완벽히 숙지한 후에,

대표유형을 통해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집합의 뜻과 표현

Review Quiz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이라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라 한다.

⑵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라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⑶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이라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⑷   A,B이고, A+B일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이라 한다.

⑸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다.

034

다음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여라. 

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다. 

⑵ 집합 A를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라 할 때, 4²A이다. 

⑶   집합 {x|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

타내면 {1, 4, 7, …}이다. 

⑷ n(a)+n({a})+n({0})=3 

⑸ 집합 A={x|x는 15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5, 20},A이다. 

⑹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⑺ 집합 A={a, b, c, d}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6이다. 

⑻   집합 {1, 3, 5, 7, 9}의 부분집합 중 원소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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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집합의 분류  02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03 부분집합과 그 성질  03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04 부분집합의 개수  04 부분집합 구하기

   05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06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07 서로 같은 집합

   08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Review Quiz ● 030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031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034

2.  집합의 연산

  핵심개념  038~045  대표유형  046~055

 05 합집합과 교집합  09 합집합과 교집합

 06 여집합과 차집합  10 여집합과 차집합

 07 집합의 연산 법칙  11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08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12 집합의 연산의 성질

   13 집합의 연산 법칙과 포함 관계 

   14 집합의 연산과 복잡한 식 정리

   15 대칭차집합

   16 배수의 집합의 연산

   17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18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

  Review Quiz ● 056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057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060

3.  명제

  핵심개념  064~075  대표유형  076~085

 09 명제, 조건과 진리집합  19 명제와 조건의 부정

 10 명제와 조건의 부정  20 조건의 진리집합

 11 명제 p 3Ú q  21 명제 p 3Ú q의 참, 거짓

 12 ‘모든’ 또는 ‘어떤’이 있는 명제  22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13 명제의 역과 대우  23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

 14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24 명제와 역, 대우의 참, 거짓

   25 삼단논법

   26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판별하기

   27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진리집합의 관계

   28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 구하기

 Review Quiz ● 086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087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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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제의 증명

  핵심개념  094~097  대표유형  098~105

 15 명제의 증명  29 대우를 이용한 증명

 16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30 귀류법

   31 두 수의 대소 비교  

   32 절대부등식의 증명

   33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34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의 활용  

   35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36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

 Review Quiz ● 106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107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110

5.  함수

  핵심개념  114~123  대표유형  124~129

 17 함수의 뜻  37 함수의 뜻

 18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38 함수의 치역

 19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그래프  39 서로 같은 함수

 20 일대일함수와 일대일대응  40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21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41 일대일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42 함수의 개수

 Review Quiz ● 130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131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134

6.  합성함수와 역함수

  핵심개념  138~147  대표유형  148~157

 22 합성함수  43 합성함수의 함숫값

 23 합성함수의 성질  44 합성함수를 이용한 미정계수 정하기

 24 역함수  45 f½g=h에서 f 또는 g 구하기

 25 역함수의 성질  46 f Ç̀  꼴의 합성함수

 26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47 함수의 그래프와 합성함수

   48 역함수의 함숫값

   49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50 합성함수와 역함수

   51 역함수의 성질

   52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Review Quiz ● 158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159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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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리함수

  핵심개념  166~175  대표유형  176~187

 27 유리식의 뜻과 사칙계산  53 유리식의 사칙계산

 28 부분분수, 번분수식, 비례식  54 유리식과 항등식

   55 부분분수로의 변형

   56 번분수식

   57 비례식의 계산

   58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59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

   60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

   61 유리함수의 최대·최소

   62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63 유리함수의 합성

   64 유리함수의 역함수 

 Review Quiz ● 188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189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192

8.  무리함수

  핵심개념  196~205  대표유형  206~213

 32 무리식의 뜻과 계산  65 제곱근의 성질 

 33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66 무리식의 값 - 분모의 유리화 

 34 무리함수 y='¶ax (a+0)의 그래프  67 무리식의 값 - 식의 변형

 35 무리함수 y="Ãa(x-p)+q (a+0)의 그래프  68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36 무리함수 y='¶ax+b+c (a+0)의 그래프  69 무리함수의 그래프

   70 무리함수의 최대·최소

   71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72 무리함수의 역함수

 Review Quiz ● 214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215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218

    
      CONTENTS

차례

 29 유리함수 y=;[K; (k+0)의 그래프

 30 유리함수 y= k112x-p +q (k+0)의 그래프

 31 유리함수 y= ax+b111cx+d  (c+0, ad-bc+0)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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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우의 수

  핵심개념  222~225  대표유형  226~231

 37 합의 법칙  73 합의 법칙

 38 곱의 법칙  74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75 곱의 법칙

   76 도로망에서의 방법의 수

   77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78 색칠하는 방법의 수

 Review Quiz ● 232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233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236

10. 순열

  핵심개념  240~245  대표유형  246~251

 39 순열의 수 ⑴  79 ÇP̈의 계산

 40 순열의 수 ⑵  80 순열을 이용한 정수의 개수

 41 특정 조건이 있는 순열  81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82 제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83 사전식 배열에서 문자열 찾기

   84 순열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Review Quiz ● 252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253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256

11. 조합

  핵심개념  260~265  대표유형  266~275

 42 조합의 수  85 ÇC¨의 계산

 43 특정 조건이 있는 조합  86 조합의 수

 44 분할과 분배  87 제한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88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89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

   90 사각형의 개수

   91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92 분할하는 방법의 수

   93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

   94 분배하는 방법의 수

 Review Quiz ● 276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277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280

▒	정답	및	해설	- 책 속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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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념 – 대표유형 – 리뷰 - 연습문제의 4단계로 공부

해 보세요.

고등 수학 (하)의 학습 내용을 차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

다. 각 개념을 공부한 다음 개념을 체크할 수 있도록 기본문제들을 구

성하였고, 대표유형 문제들을 통해 개념을 확실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유형과 유제들을 공부한 다음에는 리뷰학습을 통해 

단원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리뷰까지 잘 마

치면 연습문제로 실력을 다지면 됩니다. 4단계 학습으로 단원을 정복

해 봅시다~

단원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을 때

1

핵심개념 PaRT만 모아서 공부해 보세요.

고등 수학 (하)의 학습 내용을 총 44개의 핵심개념으로 정리해 놓았

습니다.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이나 단기간에 한 권의 내용을 

숙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개념부분만 쭈욱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

합니다!

개념만 쭈욱

공부하고 싶을 때

대표유형 PaRT만 모아서 공부해 보세요.

고등 수학 (하)와 관련한 출제유형을 94개의 대표유형으로 정리해 놓았

습니다. 개념을 잘 알아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궁금한 학생이라면 대표유형만 쭈욱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출유형을 쭈욱

확인하고 싶을 때

2

3

숨마쿰라우데 라이트수학 사용 설명서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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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PaRT만 모아서 공부해 보세요.

중단원별로 구성된 연습문제에는 시험에 출제될 문제들만 엄선하여 A

레벨과 B레벨로 구성하였습니다. A레벨에는 기본 문제들이, B레벨에는 

심화 문제들과 일등급을 위한 교육청 기출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시험대비를 하고 싶을 때 연습문제만 쭈욱 풀어 보세요!

시험대비와 함께

실력을 한 단계
높이고 싶을 때

5

Review PaRT만 모아서 공부해 보세요.

중단원별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와 

참, 거짓 문제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단원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 배운 내용을 까먹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질문에 

바로바로 답할 수 없다면 필요한 개념 공부를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잘 알고 있을까?

자기진단을

하고 싶을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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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의 뜻과 표현

가령 ‘나이 많은 분은 무료입니다.’라고 써붙인 음식점이 있다고 하자. 아마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해당되는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고등학생은 무료입니다.’라고 써있다면 누구도 고민하지 않게 된다. 두 문구의 차이는 ‘분명한 

기준’이다. 요약컨대 분명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모임을 집합이라 부른다.

1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핵심개념 대표유형 Review Quiz

B Level 연습문제

A Level 연습문제

일등급 기출문제

01 집합과 원소

04 부분집합의 개수 08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01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03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02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집합의 분류

02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03 부분집합과 그 성질 04 부분집합 구하기

05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06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07 서로 같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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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과	원소

  ⑴ 집합 :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

 ⑵ 원소 :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예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모임의 기준이 명확하므로 집합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작다’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참고    보통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 A, B, C, …로 나타내고,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 a, b, c, …로 나타낸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

 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하고,  

   기호로 a<A와 같이 나타낸다.

 ⑵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기호로 b²A와 같이 나타낸다.

 예    5 이하의 짝수의 집합을 A라 하면  2<A, 4<A, 1²A, 3²A

 참고    기호 <은 Element (원소)의 첫 글자 E를 기호화한 것이다.

다음이 집합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집합인 것은 그 원소를 모두 말하여라. 

⑴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⑵ 6에 가까운 수의 모임 

개념 Check 1

|풀이| ⑴ 6의 양의 약수는 대상이 분명하므로 이고, 원소는 1, , , 6이다.

 ⑵ ‘가깝다’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안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9  A  ⑵ 14  A

⑶ 21  A  ⑷ 23  A 

개념 Check 2

|풀이| ⑴ 9는 3의 배수이므로 9  A ⑵ 14는 3의 배수가 아니므로 14  A

 ⑶ 21은 3의 배수이므로 21  A ⑷ 23은 3의 배수가 아니므로 23  A

01핵심개념

집합과 원소

⑴ ‘가장 큰(작은)’, ‘~보다 큰(작은)’ 등 대상이 분명하면  집합이다.

⑵ ‘~에 가까운’, ‘아름다운’, ‘큰(작은)’ 등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합이 아니다.

a<Aa<A

원소 집합

014   I. 집합과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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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2쪽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고, 집합인 것은 그 원소를 모두 말하여라. 

⑴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⑵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⑶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의 모임

⑷ 한글의 자음의 모임 

001
핵심
개념

01

02

03

04

1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의 집합을 각각 N, Z, Q, R라 할 때, 다음  안

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3  N ⑵ ;2!;  Z

⑶ 0.H3  Q ⑷ '5  R

002        실수
    
유리수   무리수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을 A, 1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 할 때, 다음 

 안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1  A ⑵ 8  A

⑶ 3  B ⑷ 7  B

003 (원소)<(집합)

이차방정식 xÛ`-6x+5=0의 해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안에 기호 <, 

² 중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1  A ⑵ 2  A

⑶ 5  A ⑷ 6  A

004 좌변을 인수분해하여 방정

식의 해를 구한다.

1. 집합의 뜻과 표현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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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합 A={0, 1, 2}, B={-1, 1}에 대하여 집합 C를 

     C={a+b|a<A, b<B}

라 할 때, 집합 C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001

 핵심개념 02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대표
유형

❶   a<A이므로 a가 될 수 있는 값은 집합 A의 원소인 0, 1, 2이고,  ̀ 

b<B이므로 b가 될 수 있는 값은 집합 B의 원소인 -1, 1이다.

❷   이때 a+b의 값은 오른쪽 표에 의하여 

 -1, 0, 1, 2, 3이다.

❸ ∴ C={-1, 0, 1, 2, 3}

 답  {-1, 0, 1, 2, 3} 

Solution

해결단계  ❶ a, b가 될 수 있는 값 확인하기   ❷ a+b의 값 구하기  

  ❸ 집합 C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기

핵심Key  여러 가지 조건제시법 

 ① {x|p}  조건 p를 만족하는 x들의 집합

 ② {x+y|p}  조건 p를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그 합 x+y들의 집합

 ③ {xy|p}  조건 p를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그 곱 xy들의 집합

 ④ {(x, y)|p}  조건 p를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그 순서쌍 (x, y)들의 집합

바탕개념  a<A :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원소나열법 :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집합 A={1, 2, 3, 4}에 대하여 집합 B가 B={x|x=3a+5, a<A}일 때, 집합 B의 모든 원

소의 합을 구하여라.  

유제 017

정답 및 해설  4쪽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B를

     A\B={x|x=ab, a<A, b<B}

라 한다. A={0, 1}, B={1, 2}일 때, 다음 각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⑴ A\B  ⑵ A\A   ⑶ B\(A\B)  

유제 018

+ 0 1 2

-1 -1 0 1

1 1 2 3

022   I. 집합과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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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의 뜻과 표현

Review Quiz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이라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라 한다.

⑵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라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⑶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이라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

⑷   A,B이고, A+B일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이라 한다.

⑸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다.

034

다음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여라. 

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다. 

⑵ 집합 A를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모임이라 할 때, 4²A이다. 

⑶   집합 {x|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

타내면 {1, 4, 7, …}이다. 

⑷ n(a)+n({a})+n({0})=3 

⑸ 집합 A={x|x는 15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5, 20},A이다. 

⑹ A,B이고 B,A이면 A=B이다. 

⑺ 집합 A={a, b, c, d}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6이다. 

⑻   집합 {1, 3, 5, 7, 9}의 부분집합 중 원소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

이다. 

035

 정답 및 해설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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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1

중단원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6쪽

1. 집합의 뜻과 표현

A
Level

036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① 우리 반에서 안경 쓴 학생들의 모임

②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③ 제곱하여 1이 되는 유리수의 모임

④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⑤ 1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 

039
두 집합 A={x|x는 2의 양의 배수},  
B={x|x는 3의 양의 배수}에 대하여 다음 중 집합

C={ab|a<A, b<B}의 원소가 아닌 것은?

① 6  ② 12    ③ 18

④ 45  ⑤ 54 

038
다음 중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

낸 것은?

① {1, 2, 3, 6}={x|x는 9의 양의 약수}
② {3, 6, 9, 12, 15}={x|x는 3의 양의 배수}
③ {1, 2, 3, 4}={x|x는 1<x<4인 자연수}
④ {2, 4, 6, 8, 10}={x|x는 10보다 작은 짝수}
⑤ {1, 2, 3, …, 50}={x|x는 50`이하의 자연수} 

041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① {1, 2, 3, 4, … , 100}
② {x|x는 10보다 큰 짝수}
③ {x|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
④ {x|x는 3<x<4인 자연수}

⑤ [x|x=;qP;, p, q는 정수 (단, q+0 ) ] 

040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 S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 4<S    ㈏ x<S이면 
1112

1-x<S  

037 
2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A  ② 4<A  ③ 7²A

④ 12<A  ⑤ 18<A 

1. 집합의 뜻과 표현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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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서술형

세 집합 A={x|-1Éx<1}, B={x|aÉxÉb}, 
C={x|-3<x<5}에 대하여 A,B,C가 성립

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하여라.  

중단원 연습문제 1. 집합의 뜻과 표현

B
Level

054
세 집합

  A={x|xÛ`+x-12=0}
  B={x|xÝ̀ -5xÛ`+4=0}
  C={x|xÛ <0, x는 실수}
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3<A  ② -4²A  ③ -2²B

④ 1<B  ⑤ 0<C 

055
집합 A={1, 2}에 대하여 집합  

X={2µ  +4Ç |m<A, n<A}의 모든 원소의 합은?

① 51  ② 52    ③ 53

④ 54  ⑤ 55 

056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가

  x<A이면 ;2!;x<A

를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① '2<A이면 0²A이다.

② 2<A이면 A는 무한집합이다.

③ A가 무한집합이면 0<A이다.

④ x<A이고 y<A이면 x+y<A이다.

⑤ x<A이고 y<A이면 xy<A이다. 

057
전체집합 U={1, 2, 3, …, 50}의 부분집합 A가 다

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5<A

㈏   x<A, y<A이고 x+y<U이면 x+y<A  

이때 n(A)의 최솟값은?

① 8  ② 10    ③ 12

④ 14  ⑤ 16 

059
세 집합 A={1, 2}, B={xÛ`|x<A},  
C={x|xǛ +axÛ̀ +bx+c=0}에 대하여 A,C이고, 

B,C이다.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a+b-c의 값

은?

① 7  ② 9    ③ 11

④ 13  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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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1

정답 및 해설  8쪽

060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a, 진부분집합의 개수

를 b라 할 때, a+b=63이다. 이때 집합 A의 원소

의 개수를 구하여라.  

061
집합 A={1, 2, {1, 2}}에 대하여  

P(A)={X|X,A}라 할 때, n(P(A))는?

① 2  ② 4    ③ 8

④ 16  ⑤ 32 

062
두 집합 A={1, 2, 3, 4, 5}, B={1, 2, 3}에 대하

여 X,A, n(X;B)=2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일등급

064 | 교육청 |
집합 S={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

수가 2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

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은?

① 42  ② 46    ③ 50

④ 54  ⑤ 58 

063 | 교육청 |
집합 X={x|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 n

에 대하여 X의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 보기 |

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f(8)=4

ㄴ.   a<X, b<X일 때, a<b이면  f(a)<f(b)

ㄷ. f(1)+f(3)+f(5)+f(7)+f(9)=682

보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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