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유형 기본서

핵심개념과 대표유형으로 마스터하는

고등 수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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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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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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은 이미 중학 과정에서 배웠다. 

고등 과정에서는 차수가 높은 다항식, 변수가 여러 개인 다항식 등을 배우고 이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중학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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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핵심개념 대표유형 Review Quiz

B Level 연습문제

A Level 연습문제

일등급 기출문제0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⑴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⑵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04 곱셈 공식의 적용

05 치환을 이용한 다항식의 전개

04 곱셈 공식

08 곱셈 공식의 변형 ⑵ - 문자가 3개인 경우

07 곱셈 공식의 변형 ⑴ - 문자가 2개인 경우05 곱셈 공식의 변형

09 다항식의 나눗셈06 다항식의 나눗셈

10 조립제법 - ax+b로 나눈 몫07 조립제법 

01 다항식의 정리

06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 계산하기

03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계수 구하기03 다항식의 곱셈







01•02

03•04

05•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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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Û +x-12)(xÛ +x-2) 

❷ xÛ +x=A로 놓고 전개하면 

   (주어진 식)=(A-12)(A-2)=AÛ -14A+24 

❸ A 대신 xÛ +x를 대입하여 전개하면 

   (주어진 식) =(xÛ +x)Û -14(xÛ +x)+24  

=xÝ +2xÜ +xÛ -14xÛ -14x+24 

=xÝ +2xÜ -13xÛ -14x+24 

 따라서 a=-13, b=-14이므로 

   a-2b=-13+28=15 답  15

SOLUTION

(x+4)(x-1)(x+2)(x-3)의 전개식이 xÝ +2xÜ +axÛ +bx+24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2b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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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개념 04치환을 이용한 다항식의 전개대표
유형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⑴ (xÛ -x+2)(xÛ +2x+2)  ⑵ (x+y+z)(x-y+z)  

유제 033
xÝ +xÜ +2xÛ +2x+4

xÛ -yÛ +zÛ +2xz

⑴ xÛ +2=A로 놓고 전개하면  (주어진 식)=AÛ +xA-2xÛ =(xÛ +2)Û +x(xÛ +2)-2xÛ =xÝ +xÜ +2xÛ +2x+4
⑵ x+z=A로 놓고 전개하면  (주어진 식)=AÛ -yÛ =(x+z)Û -yÛ =xÛ -yÛ +zÛ +2xz

정답 및 해설 � 7쪽

(x+1)(x+2)(x-3)(x-4)의 전개식이 xÝ -4xÜ +axÛ +bx+24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2a+b의 값을 구하여라. 

유제 034
8

xÛ -2x=A로 놓고 전개하면 

  (주어진 식)=AÛ -11A+24=xÝ -4xÜ -7xÛ +22x+24 
따라서 a=-7, b=22이므로

  2a+b=-14+22=8

해결단계  ❶ 2개씩 따로따로   ❷ 치환   ❸ 다시 대입

핵심Key  (x+4)(x-3), (x-1)(x+2)의 전개식에서 공통 부분이 생긴다. 

 xÛ +x=A로 놓고 전개한 다음 A 대신 xÛ +x를 대입하여 한 번 더 전개한다. 

바탕개념  (x+a)(x+b)=xÛ +(a+b)x+ab

복잡합 식을 전개할 때에는 

①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생각하여 식을 간단히 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② (  )(  )(  )(  ) 꼴은 공통 부분이 나오도록 짝을 짓고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대표
유형

❶ (3+2)(3Û +2Û )(3Ý +2Ý )(3¡ +2¡ )

 =(3-2)(3+2)(3Û +2Û )(3Ý +2Ý )(3¡ +2¡ )

❷ =(3Û -2Û )(3Û +2Û )(3Ý +2Ý )(3¡ +2¡ ) 

 =(3Ý -2Ý )(3Ý +2Ý )(3¡ +2¡ ) 

 =(3¡ -2¡ )(3¡ +2¡ )

 =3Ú`ß`-2Ú`ß` 답  ④

SOLUTION

(3+2)(3Û +2Û )(3Ý +2Ý )(3¡ +2¡ )을 간단히 하면? 

① 3Ú Ý̀ +2Ú̀ Ý  ② 3Ú Þ̀ +2Ú̀ Þ   ③ 3Ú`ß +2Ú̀ ß 

④ 3Ú ß̀ -2Ú̀ ß  ⑤ 3Ú Ý̀ -2Ú̀ 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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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개념 04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 계산하기대표
유형

(2+1)(2Û +1)(2Ý +1)(2¡ +1)y(2Û`Þ`ß +1)을 간단히 하면? 

① 2Þ`Ú`Û -1  ② 2Þ`Ú`Û +1   ③ 2Þ`Ú`Ú -1 

④ 2Þ`Ú`Ú +1  ⑤ 2Û`Þ`à -1 

유제 035

(2+1)(2Û +1)(2Ý +1)(2¡ +1)y(2Û`Þ`ß +1) =(2-1)(2+1)(2Û +1)(2Ý +1)(2¡ +1)y(2Û`Þ`ß +1) 
=(2Û -1)(2Û +1)(2Ý +1)(2¡ +1)y(2Û`Þ`ß +1) 
⋯  

=2Þ`Ú`Û -1

정답 및 해설 � 7쪽

99´(100Û +100+1)을 간단히 하면? 

① 99999  ② 100001  ③ 999999 

④ 1000000 ⑤ 1000001 

유제 036

99´(100Û`+100+1) =(100-1)(100Û`+100+1) 
=100Ü`-1Ü`=999999

해결단계  ❶ 3-2=1   ❷ (a-b)(a+b)=aÛ -bÛ 

핵심Key  3-2=1이므로 (3+2)를 (3-2)(3+2)로 생각해도 된다.

바탕개념  (a-b)(a+b)=aÛ -bÛ 

수를 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곱셈 공식 

  (a-b)(a+b)=aÛ -bÛ , (aÑb)(aÛ Ðab+bÛ )=aÜ ÑbÜ  (복부호 동순)

이 자주 쓰인다. 또한 위의 문제에서처럼 1을 3-2로 바꾸어 생각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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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I. 다항식 1. 다항식의 연산   029

	 다항식

	 	⑴	단항식 :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⑵	다항식 :	하나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⑶	항	: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

	 ⑷	계수	: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⑸		차수	 	

①	항의	차수	: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②	다항식의	차수	: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

	 ⑹	상수항	: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⑺		동류항	: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x에 관한 다항식에서 x와 xy는 동류항이다.

	 다항식의	정리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면 특정한 문자가 없는 항은 모두 상수항이 된다.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한다.		

	 ⑴ 내림차순	:	한	문자에	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

	 ⑵ 오름차순	:	한	문자에	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

  참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된다.

차수가 n인 다항식을 n차식이라 한다.

다항식 2xÛ y-4+3xyÛ +5yÜ +2xy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정리하여라.

⑴	x에	대한	내림차순	 ⑵	y에	대한	오름차순

개념 Check 1

|풀이|	 ⑴	2xÛ	y-4+3xyÛ	+5yÜ	+2xy=2xÛ	y+3xyÛ	+2xy+5yÜ	-4

	 	 =2xÛ	y+( 3yÛ`+2y )x+5yÜ	-4

	 ⑵	2xÛ	y-4+3xyÛ	+5yÜ	+2xy=-4+2xÛ	y+2xy+3xyÛ	+5yÜ	

	 	 =-4+( 2xÛ`+2x )y+3xyÛ	+5yÜ	

01핵심개념

다항식의 정리

01

02

03

04

05

06

07

다항식

xÜ	-3xÛ	+2x-1

(항)+y+(항)

차수 상수항x의 계수

항이 4개

xÜ -5x-6+xÛ 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Ü +xÛ -5x-6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6-5x+xÛ +xÜ 

2xÛ -3yÛ -6+xy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xÛ +xy-3yÛ -6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3yÛ +xy+2xÛ -6

핵심
개념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 다항

식에서 다항식의 차수, 항의 

계수, 상수항 등은 특정한 

문자에 따라 달라짐에 유의

한다.

다항식 xÜ -4xÛ y-yÛ +5x-3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⑴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⑵	y에	대한	몇	차식인지	구하여라.

⑶	x,	y에	대한	몇	차식인지	구하여라.

⑷	xÛ	의	계수를	구하여라.

⑸	y의	계수를	구하여라.

⑹	x의	계수를	구하여라.

⑺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상수항을	구하여라.

⑻	x,	y에	대한	다항식일	때,	상수항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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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차식

삼차식

-4y

-4xÛ 

5

-yÛ -3

-3

다음 식을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라.

⑴	2xÛ	-4x+1	 ⑵	x-4xÛ	-3-xÜ	

⑶	-xy+xÛ	+7-y

003
1-4x+2xÛ`

-3+x-4xÛ`-xÜ`
7-y-xy+xÛ`

다음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⑴	2x+3xÛ	-1	 ⑵	4-2xÜ	+5x-xÛ	

⑶	2xy-xÛ	+3yÛ	-4x+1

002
3xÛ`+2x-1

-2xÜ`-xÛ`+5x+4

-xÛ`+(2y-4)x+3yÛ`+1

x에 대하여 정리할 때 x가 

아닌 문자는 모두 상수로 생

각한다.

다항식 5x+2yÛ -xy+xÜ +10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아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x의 계수는 y-5야.
	 	

y에 대한 다항식이라면

상수항은 xÜ +5x!

004

x의	계수는	-y+5이다. 상수항은	xÜ +5x+10이다.

상수 2차 3차1차

2차 상수1차

정답 및 해설  2쪽

1

010   I. 다항식 1. 다항식의 연산   011

    
      STRUCTUR

E

구성과 
특징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은 이미 중학 과정에서 배웠다. 

고등 과정에서는 차수가 높은 다항식, 변수가 여러 개인 다항식 등을 배우고 이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중학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자.

1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핵심개념 대표유형 Review Quiz

B Level 연습문제

A Level 연습문제

일등급 기출문제0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⑴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⑵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04 곱셈 공식의 적용

05 치환을 이용한 다항식의 전개

04 곱셈 공식

08 곱셈 공식의 변형 ⑵ - 문자가 3개인 경우

07 곱셈 공식의 변형 ⑴ - 문자가 2개인 경우05 곱셈 공식의 변형

09 다항식의 나눗셈06 다항식의 나눗셈

10 조립제법 - ax+b로 나눈 몫07 조립제법 

01 다항식의 정리

06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 계산하기

03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계수 구하기03 다항식의 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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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연습
문제

1

중단원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10쪽

1. 다항식의 연산

A
Level

047
세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A=3xÜ`+5xÛ`-6x-2, B=3xÜ +7xÛ`-3,

  C=-2xÜ`-9xÛ`+5x-4

일 때, 2A-{3(A-B)-C}를 계산하면?

① -4xÜ`-7xÛ`+11x+11

② -4xÜ`+7xÛ`-11x+11

③ 4xÜ`-7xÛ`-11x+11

④ 4xÜ`+7xÛ`+11x-11

⑤ 4xÜ`+7xÛ`+11x+11�

2A-{3(A-B)-C}
=-A+3B+C
=4xÜ`+7xÛ`+11x-11

050 서술형

다항식 (xÛ`+2x-1)(2xÛ`-3x+a)의 전개식에서  

xÛ`의 계수가 -4일 때, x의 계수를 구하여라.  

 (단, a는 상수이다.)

11

전개식에서 xÛ��항은

   xÛ`´a+2x´(-3x)+(-1)´2xÛ`  

=(a-8)xÛ`  yy 30%
xÛ 의 계수가 -4이므로

  a-8=-4  ∴ a=4   yy20%
전개식에서 x항은

  2x´4+(-1)´(-3x)=8x+3x=11x
따라서 구하는 x의 계수는 11이다.  yy 50%

048 
두 다항식   

  A=4xÛ`-5xy+6yÛ`, B=2xÛ`+8xy-3yÛ` 
에 대하여 A-3(X-B)=2B를 만족시키는 다항

식 X를 구하여라. 2xÛ +xy+yÛ 

X=;3!;(A+B)

=;3!;{(4xÛ`-5xy+6yÛ`)+(2xÛ`+8xy-3yÛ`)}

=2xÛ`+xy+yÛ`

049
다항식 (1+3x+5xÛ`+7xÜ`)(1+2x+4xÛ`+8xÜ`)의  

전개식에서 xÜ`의 계수는?

① 33� ② 35� ③ 37

④ 39� ⑤ 41�

전개식에서 xÜ��항은

   1´8xÜ +3x´4xÛ +5xÛ ́ 2x+7xÜ ́ 1=37xÜ 
따라서 구하는 xÜ 의 계수는 37이다.

052
xÛ`+8x+5=0일 때,   

(x+1)(x+3)(x+5)(x+7)의 값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⑤ 35�

xÛ`+8x=-5
  ∴  (x+1)(x+3)(x+5)(x+7)  

=(xÛ`+8x+7)(xÛ`+8x+15)  

=(-5+7)(-5+15)  

=2´10=20

051
다항식 (10xÚ`â`+9xá`+8x¡`+y+x+1)Û`의 전개식

에서 xÜ`의 계수는?

① 10� ② 25� ③ 40

④ 55� ⑤ 70�

전개식에서 xÜ�항은

  3xÜ ́ 1+2xÛ ́ x+x´2xÛ +1´3xÜ�=10xÜ�
따라서 xÜ 의 계수는 10이다.

1. 다항식의 연산   035

다항식의 연산

Review Quiz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다항식에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이라 한다.

⑵  다항식을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

는 것을 으로 정리한다고 한다.

⑶  y에 대한 다항식에서 2yÛ , xyÛ 은  이다.

⑷ (a+b)(aÛ -ab+bÛ )= , (a-b)Ü =aÜ -3aÛ b+

⑸  다항식 A를 다항식 B(B+0)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라 하면 

A= 이다.

⑹ 나누는 식이 삼차식이면 나머지는   이하의 식이다.

⑺   다항식 f(x)를 일차식 x-a로만 나눌 때, 직접 나누지 않고 계수만을 사용하

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라 한다.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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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

⑴ xÛ`+x+1=0은 차수가 2인 다항식이다.

⑵  다항식의 뺄셈의 경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⑶ (x-2)(xÛ +x+3)의 전개식에서 xÛ 의 계수는 1이다.

⑷ x+;[!;의 값을 알면 xÜ Ñ 114
xÜ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⑸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알 수 있지만 2x-4로 나눈 몫

과 나머지는 알 수 없다.

046

거짓

거짓

거짓

참

거짓

 정답 및 해설  10쪽

034   I. 다항식

002   정답 및 해설 1. 다항식의 연산   003

Ⅰ. 다항식

1.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정리01

1 ⑴ 3yÛ +2y  ⑵ 2xÛ`+2x

본문  10쪽개념 Check

본문  11쪽개념 익히기

001 ⑴ 5 ⑵ 이차식  ⑶ 삼차식

 ⑷ -4y ⑸ -4xÛ    ⑹ 5

  ⑺ -yÛ -3  ⑻ -3

002 ⑴ 3xÛ`+2x-1

 ⑵ -2xÜ`-xÛ`+5x+4

  ⑶ -xÛ`+(2y-4)x+3yÛ`+1

003 ⑴ 1-4x+2xÛ`

 ⑵ -3+x-4xÛ`-xÜ`

  ⑶ 7-y-xy+xÛ`

004 ⑴ x의 계수는 -y+5이다. 

 ⑵ 상수항은 xÜ +5x+10이다. 

007	
⑴		A+B-C	 	

=(xÛ	-xy-yÛ	)+(-3xÛ	+2xy+6yÛ	)-(xÛ	-3xy)	 	

=xÛ	-xy-yÛ	-3xÛ	+2xy+6yÛ	-xÛ	+3xy	

=-3xÛ	+4xy+5yÛ	

⑵		A-(B-C)	 	

=A-B+C	 	

=(xÛ	-xy-yÛ	)-(-3xÛ	+2xy+6yÛ	)+(xÛ	-3xy)	 	

=xÛ	-xy-yÛ	+3xÛ	-2xy-6yÛ	+xÛ	-3xy	 	

=5xÛ	-6xy-7yÛ	

⑶		A-{B+C-2(A-B)}		

=A-(B+C-2A+2B)	 	

=A-(-2A+3B+C)			

=A+2A-3B-C	 	

=3A-3B-C		

=3(xÛÛ	-xy-yÛ	)-3(-3xÛ	+2xy+6yÛ	)-(xÛ	-3xy)		

=3xÛ	-3xy-3yÛ	+9xÛ	-6xy-18yÛ	-xÛ	+3xy	 	

=11xÛ	-6xy-21yÛ	

008	
⑴	A+B =(3xÛ	+x-2)+(-xÛ	+4x+3)	 	

=2xÛ	+5x+1

B+A =(-xÛ	+4x+3)+(3xÛ	+x-2)	 	

=2xÛ	+5x+1

따라서	두	식의	결과는	서로	같다.

⑵		(A+B)+C	 	

={(3xÛ	+x-2)+(-xÛ	+4x+3)}+(xÛ	-3)	 	

=(2xÛ	+5x+1)+(xÛ	-3)	 	

=3xÛ	+5x-2

A+(B+C)	 	

=(3xÛ	+x-2)+{(-xÛ	+4x+3)+(xÛ	-3)}	 	

=(3xÛ	+x-2)+4x	 	

=3xÛ	+5x-2

따라서	두	식의	결과는	서로	같다.

005	
⑴	A+B =(xÜ -xÛ -x-3)+(2xÜ	-3xÛ	+2x)	 	

=3xÜ	-4xÛ	+x-3	

⑵	A-B =(xÜ	-xÛ	-x-3)-(2xÜ	-3xÛ	+2x)	 	

=xÜ	-xÛ	-x-3-2xÜ	+3xÛ	-2x	 	

=-xÜ	+2xÛ	-3x-3	

⑶		3A+(B-A)	 	

=2A+B	 	

=2(xÜ	-xÛ	-x-3)+(2xÜ	-3xÛ	+2x)	 	

=2xÜ	-2xÛ	-2x-6+2xÜ	-3xÛ	+2x	 	

=4xÜ	-5xÛ	-6

006	
⑴	A+B =(xÛ	-2xy-yÛ	)+(xÛ	+5xy-6yÛ )	 	

=2xÛ	+3xy-7yÛ	

⑵	3A-B =3(xÛ	-2xy-yÛ	)-(xÛ	+5xy-6yÛ )		

=3xÛ	-6xy-3yÛ	-xÛ	-5xy+6yÛ		 	

=2xÛ	-11xy+3yÛ	

⑶		4A+(3B-2A)	 	

=2A+3B	 	

=2(xÛ	-2xy-yÛ	)+3(xÛ	+5xy-6yÛ )		 	

=2xÛ	-4xy-2yÛ	+3xÛ	+15xy-18yÛ		 	

=5xÛ	+11xy-20yÛ	

⑷		2(A-B)-(A+B)	 	

=2A-2B-A-B	 	

=A-3B	 	

=(xÛ	-2xy-yÛ	)-3(xÛ	+5xy-6yÛ ) 	 	

=xÛ	-2xy-yÛ	-3xÛ	-15xy+18yÛ			

=-2xÛ	-17xy+17yÛ	

	 다른 해설 	

	 	A+B=2xÛ`+3xy-7yÛ`

	 	A-B =(xÛ`-2xy-yÛ`)-(xÛ`+5xy-6yÛ`)   

=xÛ`-2xy-yÛ`-xÛ`-5xy+6yÛ`   

=-7xy+5yÛ`

  ∴		2(A-B)-(A+B)  

=2(-7xy+5yÛ`)-(2xÛ`+3xy-7yÛ`)   

=-14xy+10yÛ`-2xÛ`-3xy+7yÛ`   

=-2xÛ`-17xy+17yÛ`

009	
⑶		x(4xÛ`-y)-2y(-xÛ`+4y)   

=4xÜ`-xy+2xÛ`y-8yÛ`   

=4xÜ`+2xÛ`y-xy-8yÛ`

010	
⑴	(x+3y)(3x-y)	=3xÛ	-xy+9xy-3yÛ		 	

=3xÛ	+8xy-3yÛ	

⑵		(2x+3y)(x-xy+2y)	 	

=2xÛ	-2xÛ	y+4xy+3xy-3xyÛ	+6yÛ		 	

=2xÛ	-2xÛ	y+7xy-3xyÛ	+6yÛ	

⑶		(aÛ	+3a-1)(2a-1)		 	

=2aÜ	-aÛ	+6aÛ	-3a-2a+1	 	

=2aÜ	+5aÛ	-5a+1	

⑷		(4xÛ	-3xy+2yÛ	)(x-y)	 	

=4xÜ	-4xÛ	y-3xÛ	y+3xyÛ	+2xyÛ	-2yÜ		 	

=4xÜ	-7xÛ	y+5xyÛ	-2yÜ	

⑸		(xÛ	+x-1)(xÛ	-x+1)	 	

=xÝ	-xÜ	+xÛ	+xÜ	-xÛ	+x-xÛ	+x-1	 	

=xÝ	-xÛ	+2x-1

011
⑴		-2x(4xÛ	-2x+1)의	전개식에서		 	

본문  15쪽개념 익히기

009 ⑴ aÜ b-aÛ bÛ +abÛ 

 ⑵ 3xÝ`-6xÜ`+15xÛ`

 ⑶ 4xÜ`+2xÛ`y-xy-8yÛ`

010 ⑴ 3xÛ +8xy-3yÛ 

 ⑵ 2xÛ -2xÛ y+7xy-3xyÛ +6yÛ 

 ⑶ 2aÜ +5aÛ -5a+1 

 ⑷ 4xÜ -7xÛ y+5xyÛ -2yÜ 

 ⑸ xÝ -xÛ +2x-1

011 ⑴ -2  ⑵ -7 ⑶ 3

다항식의 곱셈03

1 ⑴ 2, 5  ⑵ 3, 5  ⑶ 2, 7

2 3x, 3xy, xy, 1

본문  14쪽개념 Check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02

1 ⑴ 3xy, 4xy ⑵ 2xy, 2xy, 4xy

2 9xÛ , -10

본문  12쪽개념 Check

본문  13쪽개념 익히기

005 ⑴ 3xÜ -4xÛ +x-3  ⑵ -xÜ +2xÛ -3x-3 

 ⑶ 4xÜ -5xÛ -6 

006 ⑴ 2xÛ +3xy-7yÛ   ⑵ 2xÛ -11xy+3yÛ 

 ⑶ 5xÛ +11xy-20yÛ   ⑷ -2xÛ -17xy+17yÛ 

007 ⑴ -3xÛ +4xy+5yÛ   ⑵ 5xÛ -6xy-7yÛ 

 ⑶ 11xÛ -6xy-21yÛ 

008 풀이 참조

1

+2x-1)(2xÛ

-4일 때, 

(-3x)+(-1)

이므로

∴ a=4

(-3x)=8x+3x=11x
의 계수는 

+9xá

의 계수는?

중단원 연습문제 1. 다항식의 연산

B
Level

065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3A+B=5xÛ`+2x-13

  A-2B=4xÛ`-4x-9

일 때, A-B=axÛ`+bx+c이다.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여라. -6

A=2xÛ`-5, B=-xÛ`+2x+2
  ∴ A-B=3xÛ`-2x-7
따라서 a=3, b=-2, c=-7이므로

  a+b+c=-6

068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하여 선분 

A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선분 B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든다. ABÓ=8이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일 때,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단, 두 정육면체는 한 모

서리에서만 만난다.) 240

ACÓ=x, CBÓ=y라 하면 ABÓ=8이므로

  x+y=8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은 224이므로

  xÜ +yÜ =224
이때  (x+y)Ü  =xÜ +3xÛ y+3yÛ +yÜ    

=(xÜ +yÜ )+3xy(x+y)
이므로  8Ü =224+3xy´8  ∴ xy=12
따라서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은 6(xÛ +yÛ )이므로

  6(xÛ +yÛ ) =6{(x+y)Û -2xy}  
=6´(8Û`-2´12)=240

066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하여

 (a+b+c)(a-b-c)=(a+b-c)(-a+b-c)

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① a=c인 이등변삼각형

② b=c인 이등변삼각형

③ 정삼각형

④ a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

⑤ b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 

{a+(b+c)}{a-(b+c)}={(b-c)+a}{(b-c)-a}
aÛ -(b+c)Û =(b-c)Û -aÛ 
aÛ -(bÛ +2bc+cÛ )=bÛ -2bc+cÛ -aÛ 
  ∴ aÛ =bÛ +cÛ 
따라서 삼각형 ABC는 a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

067 서술형

x+y=2, xy=-1일 때, xÝ`+yÝ`+xÞ`+yÞ`의 값을 

구하여라. 116

xÛ`+yÛ` =(x+y)Û`-2xy=6
    ∴ xÝ`+yÝ`=(xÛ`+yÛ`)Û -2xÛ`yÛ`=34  yy 40%
또한 xÜ`+yÜ`=(x+y)Ü`-3xy(x+y)=14, 
(xÛ`+yÛ`)(xÜ`+yÜ`)=xÞ`+xÛ`yÜ`+xÜ`yÛ`+yÞ`이므로

    xÞ`+yÞ` =(xÛ`+yÛ`)(xÜ`+yÜ`)-xÛ`yÛ`(x+y)   
=82  yy 40%

  ∴ xÝ`+yÝ`+xÞ`+yÞ`=116  yy 20%

069
a+b+c=1, aÛ`+bÛ`+cÛ`=9, aÜ`+bÜ`+cÜ`=19일 때, 

aÛ`bÛ`+bÛ`cÛ`+cÛ`aÛ`의 값을 구하여라. 12

a+b+c=1의 양변을 제곱하면

  aÛ +bÛ +cÛ +2(ab+bc+ca)=1
aÛ +bÛ +cÛ =9이므로

  ab+bc+ca=-4  yy ㉠

(a+b+c)(aÛ`+bÛ`+cÛ`-ab-bc-ca)=aÜ`+bÜ`+cÜ`-3abc 
에서

  1´{9-(-4)}=19-3abc
  ∴ abc=2
㉠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aÛ`bÛ`+bÛ`cÛ`+cÛ`aÛ`+2(abÛ`c+abcÛ`+aÛ`bc)=16
  aÛ`bÛ`+bÛ`cÛ`+cÛ`aÛ`+2abc(a+b+c)=16
  ∴ aÛ`bÛ`+bÛ`cÛ`+cÛ`aÛ`=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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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a-b-c)=(a+b-c)(-a+b-c)

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

① a=c인 이등변삼각형

② b=c인 이등변삼각형

③ 정삼각형

④ a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

⑤ b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

{a+(b+c)}{a-(b+c)}={(b-c)+a}{(b-c)-a}
aÛ -(b+c)Û =(b-c)Û -aÛ
aÛ -(bÛ +2bc+cÛ )=bÛ -2bc+cÛ -aÛ

-5xy+6yÛ , B=2xÛ +8xy-3yÛ

A-3(X-B)=2B를 만족시키는 다항

를 구하여라. 2xÛ+xy+yÛ

{(4xÛ`-5xy+6yÛ`)+(2xÛ`+8xy-3yÛ`)}

052

에서 xÜ`의 계수는?

① 10

④ 55

전개식에서 xÜ 항은

  3xÜ ´1+2xÛ ´x+x
따라서 xÜ 의 계수는 10

의 계수는?

x+x´
이다.

연습
문제

1

정답 및 해설  13쪽

071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에 대하여

aÛ`+bÛ`+cÛ`=75, aÜ`+bÜ`+cÜ`=3abc를 만족시킬 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15

aÜ +bÜ +cÜ =3abc이므로

  (a+b+c)(aÛ +bÛ +cÛ -ab-bc-ca)=0
    ∴ a=b=c
한편 aÛ`+bÛ`+cÛ`=75에서    3aÛ`=75, aÛ`=25  ∴ a=5 (∵ a>0)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이므로 둘레의 길이는 

3_5=15이다.

072
다항식 f(x)=4xÜ`+3xÛ`+3x+2는

f(x)=a(x+1)Ü`+b(x+1)Û`+c(x+1)+d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네 상수 a, b, c, d에 

대하여 a+b-c-d의 값은?

① -14  ② -12  ③ -10

④ -8  ⑤ -6 
f(x)=(x+1)[(x+1){a(x+1)+b}+c]+d
이므로 a, b, c, d`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f(x)를 x+1로 세 번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에 해당한다.

  f(x) =(x+1)[(x+1){4(x+1)-9}+9]-2   
=4(x+1)Ü -9(x+1)Û +9(x+1)-2

따라서 a=4, b=-9, c=9, d=-2이므로

  a+b-c-d=4-9-9+2=-12

070
a-b=4+'3, b-c=4-'3일 때,

aÛ`+bÛ`+cÛ`-ab-bc-ca의 값은?

① 48  ② 49  ③ 50

④ 51  ⑤ 52 

c-a =-{(a-b)+(b-c)}=-8
  ∴ aÛ`+bÛ`+cÛ`-ab-bc-ca

=;2!;{(a-b)Û`+(b-c)Û`+(c-a)Û`}

=;2!;{(4+'3)Û`+(4-'3)Û`+(-8)Û`}

=51

일등급

073 | 교육청 |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 하자. 그림과 같이 점 P는 반직

선 MN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

고 NPÓ=1이다. MòNÓ=x라 할 때, 10{xÛ`+ 115
xÛ`
}

의 값을 구하여라.

x 1

A

M N P

CB

30

△AQN»△PCN (AA 닮음)이므로

  (1+x) : x=x : 1, xÛ -x-1=0, x-1-;[!;=0

따라서 x-;[!;=1이므로

  10{xÛ +
112
xÛ 
}=10[{x-;[!;}2 +2]=10_3=30

074 | 교육청 |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x, y, 2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  3(x+y+2z)=xy+2yz+2zx

10xyz의 값을 구하여라. 135

조건 ㈎에서 x, y, 2z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므로

x-3, y-3, 2z-3의 곱은 0이 된다.

  ∴ (x-3)(y-3)(2z-3)=0
위 식의 좌변을 전개하면

  (xy-3x-3y+9)(2z-3)  

  =2xyz-3(xy+2yz+2zx)+9(x+y+2z)-27
  =2xyz-3{3(x+y+2z)}+9(x+y+2z)-27   
  =2xyz-27=0`(∵ ㈏)

따라서 xyz=;ª2¦;이므로  10xyz=135

1. 다항식의 연산   039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소단원별로 핵심개념을 완벽히 숙지한 후에,

대표유형을 통해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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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I. 다항식

다항식의 연산

Review Quiz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다항식에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이라 한다.

⑵  다항식을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

는 것을 으로 정리한다고 한다.

⑶  y에 대한 다항식에서 2yÛ , xyÛ 은  이다.

⑷ (a+b)(aÛ -ab+bÛ )= , (a-b)Ü =aÜ -3aÛ b+

⑸  다항식 A를 다항식 B(B+0)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라 하면 

A= 이다.

⑹ 나누는 식이 삼차식이면 나머지는   이하의 식이다.

⑺   다항식 f(x)를 일차식 x-a로만 나눌 때, 직접 나누지 않고 계수만을 사용하

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라 한다.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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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

⑴ xÛ`+x+1=0은 차수가 2인 다항식이다.

⑵  다항식의 뺄셈의 경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⑶ (x-2)(xÛ +x+3)의 전개식에서 xÛ 의 계수는 1이다.

⑷ x+;[!;의 값을 알면 xÜ Ñ 114
xÜ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⑸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알 수 있지만 2x-4로 나눈 몫

과 나머지는 알 수 없다.

046

거짓

거짓

거짓

참

거짓

 정답 및 해설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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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식

I 1.  다항식의 연산

  핵심개념  010~023  대표유형  024~033

 01 다항식의 정리  0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⑴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⑵

 03 다항식의 곱셈  03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계수 구하기

 04 곱셈 공식  04 곱셈 공식의 적용

 05 곱셈 공식의 변형  05 치환을 이용한 다항식의 전개

 06 다항식의 나눗셈  06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 계산하기

 07 조립제법  07 곱셈 공식의 변형 ⑴ - 문자가 2개인 경우

   08 곱셈 공식의 변형 ⑵ - 문자가 3개인 경우 

   09 다항식의 나눗셈

   10 조립제법 - ax+b로 나눈 몫

 Review Quiz ● 034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035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038

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핵심개념  042~051  대표유형  052~057

 08 항등식  11 항등식의 성질

 09 미정계수법  12 미정계수법 - 수치대입법의 활용

 10 나머지정리 ⑴ - 일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13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11 나머지정리 ⑵ - 이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14 나머지정리 ⑴

 12 인수정리  15 나머지정리 ⑵

   16 인수정리

  Review Quiz ● 058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059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062

3.  인수분해

  핵심개념  066~073  대표유형  074~081

 13 인수분해의 뜻과 인수분해 공식  17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14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18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15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19 복이차식의 인수분해

 16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20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21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22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

   23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식의 값 구하기

   24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모양 판단하기

 Review Quiz ● 082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083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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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과 
부등식

II 4.  복소수

  핵심개념  090~101  대표유형  102~111

 17 복소수의 뜻  25 복소수의 분류

 18 켤레복소수  26 복소수의 사칙연산

 19 복소수의 사칙연산  27 복소수가 실수 또는 순허수가 될 조건  

 20 켤레복소수의 성질  28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21 i의 거듭제곱  29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구하기 

 22 음수의 제곱근  30 복소수가 주어질 때의 식의 값  

   31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식의 값

   32 i의 거듭제곱

   33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

   34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Review Quiz ● 112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113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116

5.  이차방정식

  핵심개념  120~133  대표유형  134~145

 23 방정식 ax=b의 풀이  35 방정식 ax=b의 풀이

 24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36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25 이차방정식의 풀이  37 이차방정식의 풀이

 26 이차방정식의 근의 판별  38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

 27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39 절댓값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이차방정식의 풀이

 28 이차방정식의 근의 활용  40 이차방정식의 활용

 29 이차방정식의 켤레근  41 판별식을 이용한 이차방정식의 근의 판별

   42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43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의 값 구하기

   44 두 근의 조건이 주어진 이차방정식

   45 두 수를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

   46 이차방정식의 켤레근

 Review Quiz ● 146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147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150

6.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핵심개념  154~165  대표유형  166~173

 30 이차함수의 그래프  47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31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  48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32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49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33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50 최댓값 또는 최솟값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 ⑴ 

 34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 실수 전체 범위

 35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  51 최댓값 또는 최솟값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 ⑵

   - 제한된 범위

   52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최소

   53 조건이 주어진 이차식의 최대·최소

   54 이차함수의 최대·최소의 활용

 Review Quiz ● 174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175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178

라이트수학 문제유형 기본서

(001-007)0앞부속OK.indd   7 2017-11-02   오후 4:37:49



7.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

  핵심개념  182~191  대표유형  192~203

 36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의 풀이  55 인수정리를 이용한 삼·사차방정식의 풀이

 37 인수정리, 치환을 이용한 삼·사차방정식의 풀이  56 치환을 이용한 사차방정식의 풀이

 38 복이차방정식, 사차 상반방정식의 풀이  57 복이차방정식의 풀이

 39 삼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58 사차 상반방정식의 풀이

 40 삼차방정식 xÜ`=Ñ1의 허근의 성질  59 근이 주어진 삼·사차방정식의 미정계수 구하기

   60 삼차방정식의 근의 조건

   61 삼·사차방정식의 활용

   62 삼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의 값 

   구하기

   63 삼차방정식의 작성

   64 삼차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65 삼차방정식 xÜ`=1의 허근의 성질

   66 삼차방정식 xÜ`=-1의 허근의 성질 

 Review Quiz ● 204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205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208

8.  연립방정식

  핵심개념  212~225  대표유형  226~235

 41 연립일차방정식  67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 

 42 일차방정식과 이차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이차방정식 68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 

 43 두 이차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이차방정식 ⑴   69 연립이차방정식의 풀이 ⑴ 

  - 인수분해되는 경우  70 연립이차방정식의 풀이 ⑵

 44 두 이차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이차방정식 ⑵  71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방정식 

  -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  72 연립이차방정식의 해의 조건

 45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방정식  73 연립이차방정식의 활용

 46 공통근  74 공통근

 47 부정방정식  75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76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Review Quiz ● 236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237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240

9.  일차부등식

  핵심개념  244~251  대표유형  252~259

 48 부등식의 기본 성질  77 부등식의 기본 성질

 49 부등식 ax>b의 풀이  78 부등식 ax>b의 풀이 

 50 연립일차부등식의 풀이  79 연립일차부등식의 풀이

 51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  80 해가 주어진 연립일차부등식

   81 해가 특수한 경우의 연립일차부등식의 풀이

   82 해를 갖거나 갖지 않도록 하는 미정계수 구하기

   83 연립일차부등식의 활용

   84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일차부등식의 풀이

 Review Quiz ● 260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A ● 261  |  중단원 연습문제 LEVEL B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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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차부등식

  핵심개념  266~279  대표유형  280~295

 52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의 관계  85 그래프를 이용한 이차부등식의 풀이

 53 이차부등식의 풀이  86 이차부등식의 풀이 ⑴ - D>0일 때

 54 이차부등식의 작성  87 이차부등식의 풀이 ⑵ - D=0 또는 D<0일 때

 55 이차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88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이차부등식의 풀이

 56 연립이차부등식의 풀이  89 이차부등식의 활용

 57 이차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90 해가 주어진 이차부등식

 58 이차방정식의 근의 분리  91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이차부등식

   92 이차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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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념 PART만 모아서 공부해 보세요.

고등 수학 (상)의 학습 내용을 총 75개의 핵심개념으로 정리해 놓았

습니다. 이제 갓 고등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이나 단기간에 

한 권의 내용을 숙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개념부분만 쭈욱 공부하

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개념만 쭈욱

공부하고 싶을 때
1

대표유형 PART만 모아서 공부해 보세요.

고등 수학 (상)과 관련한 출제유형을 146개의 대표유형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개념을 잘 알아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고 싶은 학

생,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궁금한 학생이라면 대표유형만 쭈욱 공

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출유형을 쭈욱

확인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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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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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숨마쿰라우데 라이트수학 사용 설명서 

HOW TO STUDY

중단원별로 구성된 연습문제에는 시험에 출제될 문제들만 엄선하여 A

레벨과 B레벨로 구성하였습니다. A레벨에는 기본 문제들이, B레벨에는 

심화 문제들과 일등급을 위한 교육청 기출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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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항식의	정리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03	 다항식의	곱셈

04	 곱셈	공식

05	 곱셈	공식의	변형

06	 다항식의	나눗셈

07	 조립제법	

08	 항등식

09	 미정계수법

10	 나머지정리	⑴

11	 나머지정리	⑵

12	 인수정리

13	 	인수분해의	뜻과		

인수분해	공식

14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15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

한	식의	인수분해

16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다항식의 연산

핵심개념 핵심개념 핵심개념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인수분해

S U M M A  L I G H T

다항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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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은	이미	중학	과정에서	배웠다.	

고등	과정에서는	차수가	높은	다항식,	변수가	여러	개인	다항식	등을	배우고	이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중학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자.

1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시험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핵심개념 대표유형 Review Quiz

B Level 연습문제

A Level 연습문제

일등급 기출문제0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⑴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⑵

02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04	 곱셈	공식의	적용

05	 치환을	이용한	다항식의	전개

04	 곱셈	공식

08	 곱셈	공식의	변형	⑵	-	문자가	3개인	경우

07	 곱셈	공식의	변형	⑴	-	문자가	2개인	경우05	 곱셈	공식의	변형

09	 다항식의	나눗셈06	 다항식의	나눗셈

10	 조립제법	-	ax+b로	나눈	몫07	 조립제법	

01	 다항식의	정리

06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	계산하기

03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계수	구하기03	 다항식의	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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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항식

	 	⑴	단항식	: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⑵	다항식	:	하나	이상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⑶	항	: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

	 ⑷	계수	: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⑸		차수	 	

①	항의	차수	: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②	다항식의	차수	: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

	 ⑹	상수항	: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⑺		동류항	: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x에	관한	다항식에서	x와	xy는	동류항이다.

 다항식의 정리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면	특정한	문자가	없는	항은	모두	상수항이	된다.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한다.		

	 ⑴	내림차순	:	한	문자에	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

	 ⑵	오름차순	:	한	문자에	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

	 	참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된다.

차수가	n인	다항식을	n차식이라	한다.

다항식	2xÛ	y-4+3xyÛ	+5yÜ	+2xy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정리하여라.

⑴	x에	대한	내림차순	 ⑵	y에	대한	오름차순

개념 Check 1

|풀이|	 ⑴	2xÛ	y-4+3xyÛ	+5yÜ	+2xy=2xÛ	y+3xyÛ	+2xy+5yÜ	-4

	 	 =2xÛ	y+( )x+5yÜ	-4

	 ⑵	2xÛ	y-4+3xyÛ	+5yÜ	+2xy=-4+2xÛ	y+2xy+3xyÛ	+5yÜ	

	 	 =-4+( )y+3xyÛ	+5yÜ	

01핵심개념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

xÜ	-3xÛ	+2x-1

(항)+y+(항)

차수 상수항x의	계수

항이	4개

xÜ	-5x-6+xÛ	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Ü	+xÛ	-5x-6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6-5x+xÛ	+xÜ	

2xÛ	-3yÛ	-6+xy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xÛ	+xy-3yÛ	-6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3yÛ	+xy+2xÛ	-6

상수 2차 3차1차

2차 상수1차

010   I. 다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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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06

07

핵심
개념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	다항

식에서	다항식의	차수,	항의	

계수,	상수항	등은	특정한	

문자에	따라	달라짐에	유의

한다.

다항식	xÜ	-4xÛ	y-yÛ	+5x-3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⑴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⑵	y에	대한	몇	차식인지	구하여라.

⑶	x,	y에	대한	몇	차식인지	구하여라.

⑷	xÛ	의	계수를	구하여라.

⑸	y의	계수를	구하여라.

⑹	x의	계수를	구하여라.

⑺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상수항을	구하여라.

⑻	x,	y에	대한	다항식일	때,	상수항을	구하여라.

001

다음	식을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라.

⑴	2xÛ	-4x+1	 ⑵	x-4xÛ	-3-xÜ	

⑶	-xy+xÛ	+7-y

003

다음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⑴	2x+3xÛ	-1	 ⑵	4-2xÜ	+5x-xÛ	

⑶	2xy-xÛ	+3yÛ	-4x+1

002 x에	대하여	정리할	때	x가	

아닌	문자는	모두	상수로	생

각한다.

다항식	5x+2yÛ	-xy+xÜ	+10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아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x의 계수는 y-5야.
	 	

y에 대한 다항식이라면

상수항은 xÜ +5x!

004

정답	및	해설		2쪽

1

1.	다항식의	연산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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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항식	(1+x+xÛ +xÜ )Ü ,	(1+x+xÛ +xÜ +xÝ )Ü 의	전개식에서	xÜ	의	계수를	각각	a,	b라	할	

때,	a-b의	값은?	

①	4Ü	-5Ü		 ②	3Ü	-3Ý		 ③	0	 ④	1	 ⑤	-1	

유제 030

x에	대한	다항식	(x-a+2)(x+4a-3)(3x-2a)의	전개식에서	xÛ	의	계수가	1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003

	핵심개념	03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계수 구하기대표
유형

x에	대한	다항식	(xÛ	+5x+a)(3xÛ	-x+4)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가	13일	때,	상수	a의	값

을	구하여라.	

유제 029

정답	및	해설		7쪽

해결단계 	 ❶	xÛ	이	나오는	경우만	생각 	 	 ❷	계수는	11

핵심Key 	 	(x-a+2)(x+4a-3)(3x-2a)에서	xÛ	항이	나오는	경우는	

	 	 (일차항)×(일차항)×(상수항),		

	 	 (일차항)×(상수항)×(일차항),		

	 	 (상수항)×(일차항)×(일차항)	

의	3가지뿐이다.

바탕개념 	 	몇	개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한다고	하고,	전개하여	얻은	

다항식을	전개식이라	한다.

❶	 (x-a+2)(x+4a-3)(3x-2a)의	전개식에서	xÛ	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x_x_(-2a),	x_(4a-3)_3x,	(-a+2)_x_3x

	 이	항들을	모두	더하면	

	 	 	 -2axÛ	+3(4a-3)xÛ	+3(-a+2)xÛ		=(-2a+12a-9-3a+6)xÛ		

=(7a-3)xÛ	

❷	 xÛ 항의	계수가	11이므로	

	 	 	 7a-3=11	 	 ∴	a=2	 답 	2 

SOLUTION

특정한 항의 계수를 구하는 경우 전체 식을 전개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문제이다. 특정한 항이 나오는 경우를 빠짐없이 생각해야 한다. 

026   I. 다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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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식의 연산

Review Quiz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⑴	다항식에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이라	한다.

⑵		다항식을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

는	것을	 으로	정리한다고	한다.

⑶		y에	대한	다항식에서	2yÛ	,	xyÛ	은		 이다.

⑷	(a+b)(aÛ	-ab+bÛ	)= ,	(a-b)Ü	=aÜ	-3aÛ	b+

⑸		다항식	A를	다항식	B(B+0)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라	하면	

A= 이다.

⑹	나누는	식이	삼차식이면	나머지는		 	이하의	식이다.

⑺			다항식	f(x)를	일차식	x-a로만	나눌	때,	직접	나누지	않고	계수만을	사용하

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라	한다.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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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

⑴	xÛ`+x+1=0은	차수가	2인	다항식이다.

⑵		다항식의	뺄셈의	경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⑶	(x-2)(xÛ	+x+3)의	전개식에서	xÛ	의	계수는	1이다.

⑷	x+;[!;의	값을	알면	xÜ	Ñ 114
xÜ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⑸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알	수	있지만	2x-4로	나눈	몫

과	나머지는	알	수	없다.

046

	정답	및	해설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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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1

중단원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10쪽

1. 다항식의 연산

A
Level

047
세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A=3xÜ`+5xÛ`-6x-2,	B=3xÜ	+7xÛ`-3,

	 	 C=-2xÜ`-9xÛ̀ +5x-4

일	때,	2A-{3(A-B)-C}를	계산하면?

①	-4xÜ`-7xÛ`+11x+11

②	-4xÜ`+7xÛ`-11x+11

③	4xÜ`-7xÛ`-11x+11

④	4xÜ`+7xÛ`+11x-11

⑤	4xÜ`+7xÛ`+11x+11 

050 서술형

다항식	(xÛ̀ +2x-1)(2xÛ`-3x+a)의	전개식에서		

xÛ`의	계수가	-4일	때,	x의	계수를	구하여라.		

	 (단,	a는	상수이다.)

048 
두	다항식		 	

	 	 A=4xÛ`-5xy+6yÛ`,	B=2xÛ`+8xy-3yÛ`	
에	대하여	A-3(X-B)=2B를	만족시키는	다항

식	X를	구하여라.	

049
다항식	(1+3x+5xÛ̀ +7xǛ )(1+2x+4xÛ̀ +8xÜ`)의		

전개식에서	xÜ`의	계수는?

①	33  ②	35  ③	37

④	39  ⑤	41 

052
xÛ`+8x+5=0일	때,		 	

(x+1)(x+3)(x+5)(x+7)의	값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⑤	35 

051
다항식	(10xÚ̀ â`+9xá`+8x¡`+y+x+1)Û`의	전개식

에서	xÜ`의	계수는?

①	10  ②	25  ③	40

④	55  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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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연습문제 1. 다항식의 연산

B
Level

065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3A+B=5xÛ̀ +2x-13

	 	 A-2B=4xÛ̀ -4x-9

일	때,	A-B=axÛ`+bx+c이다.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여라.	

068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하여	선분	

A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선분	B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든다.	ABÓ=8이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일	때,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단,	두	정육면체는	한	모

서리에서만	만난다.)

066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하여

	 (a+b+c)(a-b-c)=(a+b-c)(-a+b-c)

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①	a=c인	이등변삼각형

②	b=c인	이등변삼각형

③	정삼각형

④	a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

⑤	b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	

067 서술형

x+y=2,	 xy=-1일	때,	 xÝ`+yÝ`+xÞ`+yÞ`의	값을	

구하여라.	

069
a+b+c=1,	aÛ`+bÛ`+cÛ`=9,	aÜ`+bÜ`+cÜ`=19일	때,	

aÛ`bÛ̀ +bÛ`cÛ`+cÛ`aÛ`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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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1

정답	및	해설		13쪽

071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에	대하여

aÛ̀ +bÛ`+cÛ`=75,	aÜ`+bÜ`+cÜ`=3abc를	만족시킬	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072
다항식	f(x)=4xǛ +3xÛ`+3x+2는

f(x)=a(x+1)Ǜ +b(x+1)Û`+c(x+1)+d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네	상수	a,	b,	c,	d에	

대하여	a+b-c-d의	값은?

①	-14  ②	-12  ③	-10

④	-8  ⑤	-6 

070
a-b=4+'3,	b-c=4-'3일	때,

aÛ̀ +bÛ`+cÛ`-ab-bc-ca의	값은?

①	48  ②	49  ③	50

④	51  ⑤	52 

일등급

073 | 교육청 |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	하자.	그림과	같이	점	P는	반직

선	MN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

고	NPÓ=1이다.	MòNÓ=x라	할	때,	10{xÛ̀ + 115
xÛ`
}

의	값을	구하여라.

x 1

A

M N P

CB

074 | 교육청 |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x,	y,	2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		3(x+y+2z)=xy+2yz+2zx

10xyz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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