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수학 문제집]

한 개념씩 쉬운 문제로 매일매일 공부하자!

고등 수학 (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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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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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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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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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주

항
등

식
과

 나
머

지
정

리

개념 톡톡

I. 다항식
38

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항등식

항등식 :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미정계수법	 핵심 03 핵심 04 핵심 05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수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

계수법이라 한다.

⑴   계수비교법 :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⑵   수치대입법 : 항등식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나머지정리와	나눗셈식	 핵심 10

다항식 P(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RÁ, x-b로 나눈 나머지를 Rª라 할 때

P(x)를 (x-a)(x-b)로 나눈 나머지는 다음 순서로 구한다.

❶ P(x)=(x-a)(x-b)Q(x)+ax+b로 놓는다.

❷   나머지정리에 의해 P(a)=RÁ, P(b)=Rª이므로  

❶의 식에 대입하면 aa+b=RÁ, ab+b=Rª를 얻는다.

❸ 두 식을 연립하여 a, b의 값을 정하고 나머지를 구한다.

ax+b=3x-5 

 x에 관해 정리하면 (a-3)x+b+5=0key

0181

axÛ +bx+c=0 0182 (a+1)xÛ +(b-3)x=0 0186

axÛ +(b-2)x+c=5 0187axÛ +bx=2xÛ +3x 0183

axÛ +bx+c=3xÛ -x+1 0184

ax+3y+c=2x-by-7 0185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해.

Subnote8쪽

날짜 :       월       일

⑴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⑵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⑶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학교	시험	맛보기0188

(a+3)x+(b-1)y=2x+3y가 x, y의 값에 관계없

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 항등식이다.key

항등식의	성질	⑴01
핵심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x, y의 계수, 상수항을 

각각 비교해 봐.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항등식의	성질	 핵심 01 핵심 02

⑴   ax+b=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⑵   ax+b=a'x+b'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⑶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예 			등식	axÛ +bx+2=2xÛ -x+c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a=2,	b=-1,	c=2

2개 이상의 미지수에 대한 항등식

의 성질

①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0, b=0, c=0
②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a', b=b', c=c'

	 나머지정리	 핵심 06 핵심 07 핵심 08

⑴   다항식 Àf(x)를 일차식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Àf(a)

⑵   다항식 Àf(x)를 일차식 ax-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aB;}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

보다 작아야 한다. 즉, 

이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차식 

ax+b (a, b는 상수)

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차식 

axÛ +bx+c (a, b, c는 상수)로 놓

는다.

	 인수정리	 핵심 09 핵심 11

⑴ 다항식 P(x)가 x-a로 나누어떨어지면 P(a)=0이다.

⑵ P(a)=0이면 P(x)는 x-a로 나누어떨어진다.

다항식 Àf(x)가 x-a로 나누어떨

어진다.

⇔ Àf(a)=0 
⇔ Àf(x)=(x-a)Q(x) 

항등식에서는 x에 어떤 수를 대입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x=0, x=1과 같이 계산이 간단하

게 되는 수를 대입하는 것이 좋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도록 계수,

상수항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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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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다항식 Àf(x)를 일차식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Àf(a)

⑵   다항식 Àf(x)를 일차식 ax-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aB;}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

보다 작아야 한다. 즉, 

이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차식 

ax+b (a, b는 상수)

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차식 

axÛ +bx+c (a, b, c는 상수)로 놓

는다.

	 인수정리	 핵심 09 핵심 11

⑴ 다항식 P(x)가 x-a로 나누어떨어지면 P(a)=0이다.

⑵ P(a)=0이면 P(x)는 x-a로 나누어떨어진다.

다항식 Àf(x)가 x-a로 나누어떨

어진다.

⇔ Àf(a)=0 
⇔ Àf(x)=(x-a)Q(x) 

항등식에서는 x에 어떤 수를 대입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x=0, x=1과 같이 계산이 간단하

게 되는 수를 대입하는 것이 좋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도록 계수,

상수항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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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항등식

항등식 :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미정계수법	 핵심 03 핵심 04 핵심 05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수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

계수법이라 한다.

⑴   계수비교법 :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⑵   수치대입법 : 항등식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나머지정리와	나눗셈식	 핵심 10

다항식 P(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RÁ, x-b로 나눈 나머지를 Rª라 할 때

P(x)를 (x-a)(x-b)로 나눈 나머지는 다음 순서로 구한다.

❶ P(x)=(x-a)(x-b)Q(x)+ax+b로 놓는다.

❷   나머지정리에 의해 P(a)=RÁ, P(b)=Rª이므로  

❶의 식에 대입하면 aa+b=RÁ, ab+b=Rª를 얻는다.

❸ 두 식을 연립하여 a, b의 값을 정하고 나머지를 구한다.

ax+b=3x-5 

 x에 관해 정리하면 (a-3)x+b+5=0key

0181

axÛ +bx+c=0 0182 (a+1)xÛ +(b-3)x=0 0186

axÛ +(b-2)x+c=5 0187axÛ +bx=2xÛ +3x 0183

axÛ +bx+c=3xÛ -x+1 0184

ax+3y+c=2x-by-7 0185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해.

Subnote8쪽

날짜 :       월       일

⑴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⑵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⑶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학교	시험	맛보기0188

(a+3)x+(b-1)y=2x+3y가 x, y의 값에 관계없

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 항등식이다.key

항등식의	성질	⑴01
핵심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x, y의 계수, 상수항을 

각각 비교해 봐.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항등식의	성질	 핵심 01 핵심 02

⑴   ax+b=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⑵   ax+b=a'x+b'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⑶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예 			등식	axÛ +bx+2=2xÛ -x+c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a=2,	b=-1,	c=2

2개 이상의 미지수에 대한 항등식

의 성질

①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0, b=0, c=0
②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a', b=b', c=c'

	 나머지정리	 핵심 06 핵심 07 핵심 08

⑴   다항식 Àf(x)를 일차식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Àf(a)

⑵   다항식 Àf(x)를 일차식 ax-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aB;}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

보다 작아야 한다. 즉, 

이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차식 

ax+b (a, b는 상수)

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차식 

axÛ +bx+c (a, b, c는 상수)로 놓

는다.

	 인수정리	 핵심 09 핵심 11

⑴ 다항식 P(x)가 x-a로 나누어떨어지면 P(a)=0이다.

⑵ P(a)=0이면 P(x)는 x-a로 나누어떨어진다.

다항식 Àf(x)가 x-a로 나누어떨

어진다.

⇔ Àf(a)=0 
⇔ Àf(x)=(x-a)Q(x) 

항등식에서는 x에 어떤 수를 대입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x=0, x=1과 같이 계산이 간단하

게 되는 수를 대입하는 것이 좋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도록 계수,

상수항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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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항등식

항등식 :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미정계수법	 핵심 03 핵심 04 핵심 05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수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

계수법이라 한다.

⑴   계수비교법 :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⑵   수치대입법 : 항등식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나머지정리와	나눗셈식	 핵심 10

다항식 P(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RÁ, x-b로 나눈 나머지를 Rª라 할 때

P(x)를 (x-a)(x-b)로 나눈 나머지는 다음 순서로 구한다.

❶ P(x)=(x-a)(x-b)Q(x)+ax+b로 놓는다.

❷   나머지정리에 의해 P(a)=RÁ, P(b)=Rª이므로  

❶의 식에 대입하면 aa+b=RÁ, ab+b=Rª를 얻는다.

❸ 두 식을 연립하여 a, b의 값을 정하고 나머지를 구한다.

ax+b=3x-5 

 x에 관해 정리하면 (a-3)x+b+5=0key

0181

axÛ +bx+c=0 0182 (a+1)xÛ +(b-3)x=0 0186

axÛ +(b-2)x+c=5 0187axÛ +bx=2xÛ +3x 0183

axÛ +bx+c=3xÛ -x+1 0184

ax+3y+c=2x-by-7 0185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해.

Subnote8쪽

날짜 :       월       일

⑴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⑵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⑶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학교	시험	맛보기0188

(a+3)x+(b-1)y=2x+3y가 x, y의 값에 관계없

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 항등식이다.key

항등식의	성질	⑴01
핵심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x, y의 계수, 상수항을 

각각 비교해 봐.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항등식의	성질	 핵심 01 핵심 02

⑴   ax+b=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⑵   ax+b=a'x+b'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⑶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예 			등식	axÛ +bx+2=2xÛ -x+c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a=2,	b=-1,	c=2

2개 이상의 미지수에 대한 항등식

의 성질

①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0, b=0, c=0
②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a', b=b', c=c'

	 나머지정리	 핵심 06 핵심 07 핵심 08

⑴   다항식 Àf(x)를 일차식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Àf(a)

⑵   다항식 Àf(x)를 일차식 ax-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aB;}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

보다 작아야 한다. 즉, 

이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차식 

ax+b (a, b는 상수)

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차식 

axÛ +bx+c (a, b, c는 상수)로 놓

는다.

	 인수정리	 핵심 09 핵심 11

⑴ 다항식 P(x)가 x-a로 나누어떨어지면 P(a)=0이다.

⑵ P(a)=0이면 P(x)는 x-a로 나누어떨어진다.

다항식 Àf(x)가 x-a로 나누어떨

어진다.

⇔ Àf(a)=0 
⇔ Àf(x)=(x-a)Q(x) 

항등식에서는 x에 어떤 수를 대입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x=0, x=1과 같이 계산이 간단하

게 되는 수를 대입하는 것이 좋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도록 계수,

상수항을 정해.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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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항등식

항등식 :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미정계수법	 핵심 03 핵심 04 핵심 05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미지수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

계수법이라 한다.

⑴   계수비교법 :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⑵   수치대입법 : 항등식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나머지정리와	나눗셈식	 핵심 10

다항식 P(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RÁ, x-b로 나눈 나머지를 Rª라 할 때

P(x)를 (x-a)(x-b)로 나눈 나머지는 다음 순서로 구한다.

❶ P(x)=(x-a)(x-b)Q(x)+ax+b로 놓는다.

❷   나머지정리에 의해 P(a)=RÁ, P(b)=Rª이므로  

❶의 식에 대입하면 aa+b=RÁ, ab+b=Rª를 얻는다.

❸ 두 식을 연립하여 a, b의 값을 정하고 나머지를 구한다.

ax+b=3x-5 

 x에 관해 정리하면 (a-3)x+b+5=0key

0181

axÛ +bx+c=0 0182 (a+1)xÛ +(b-3)x=0 0186

axÛ +(b-2)x+c=5 0187axÛ +bx=2xÛ +3x 0183

axÛ +bx+c=3xÛ -x+1 0184

ax+3y+c=2x-by-7 0185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해.

Subnote8쪽

날짜 :       월       일

⑴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⑵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⑶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학교	시험	맛보기0188

(a+3)x+(b-1)y=2x+3y가 x, y의 값에 관계없

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 항등식이다.key

항등식의	성질	⑴01
핵심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x, y의 계수, 상수항을 

각각 비교해 봐.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항등식의	성질	 핵심 01 핵심 02

⑴   ax+b=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⑵   ax+b=a'x+b'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⑶   axÛ`+bx+c=0이 x에 대한 항등식  a=0, b=0, c=0

⑷   axÛ`+bx+c=a'xÛ`+b'x+c'이 x에 대한 항등식  a=a', b=b', c=c'

	 예 			등식	axÛ +bx+2=2xÛ -x+c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a=2,	b=-1,	c=2

2개 이상의 미지수에 대한 항등식

의 성질

①   ax+by+c=0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0, b=0, c=0
②   ax+by+c=a'x+b'y+c'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a=a', b=b', c=c'

	 나머지정리	 핵심 06 핵심 07 핵심 08

⑴   다항식 Àf(x)를 일차식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Àf(a)

⑵   다항식 Àf(x)를 일차식 ax-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aB;}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

보다 작아야 한다. 즉, 

이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일차식 

ax+b (a, b는 상수)

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차식 

axÛ +bx+c (a, b, c는 상수)로 놓

는다.

	 인수정리	 핵심 09 핵심 11

⑴ 다항식 P(x)가 x-a로 나누어떨어지면 P(a)=0이다.

⑵ P(a)=0이면 P(x)는 x-a로 나누어떨어진다.

다항식 Àf(x)가 x-a로 나누어떨

어진다.

⇔ Àf(a)=0 
⇔ Àf(x)=(x-a)Q(x) 

항등식에서는 x에 어떤 수를 대입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x=0, x=1과 같이 계산이 간단하

게 되는 수를 대입하는 것이 좋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도록 계수,

상수항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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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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항식 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40 41

2주

항
등

식
과

 나
머

지
정

리

kx-3k=0 

 k로 묶으면 k(x-3)=0key

0189

4k+ky=0 0190
4k+ky+y+4=0 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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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변을 k에 대하여 정리하면 (x+y)k-x+2y=3k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key

0195k(x+2)+y=0 

 k▲+■=0 ⇔ ▲=0, ■=0key

0191

x+ky+4k=0 0192

(k+1)x+2k+2=0 0193

모양을 기억해~

(0)x+(0)=0

(0)xÛ`+(0)x+(0)=0

(0)x+(0)y=0

Subnote8쪽

날짜 :       월       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참고 �어떤�문자에�대하여�항등식이�되려면�그�문자�앞의�계수가�0이면�된다.�따라서�일단�그��

문자에�대해�정리해야�한다.

학교 시험 맛보기0196

x(k+1)+y(k-2)=2k-1이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x, y의 값을 구하여라. 

항등식의 성질 ⑵02
핵심

	주어진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x,	y

의	값을	구하여라.

k에 관해서 다시

정리해야 해~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계수를 비교하는 

거야. 이때 무조건 전개하기 전에

필요한 항을 먼저 살펴봐~

Subnote8쪽

날짜 :       월       일

계수비교법 :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

는 방법

 
등식 a(x-1)Û`+b(x-1)+c=2xÛ`-3x+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등식의 좌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xÛ`+(-2a+b)x+(a-b+c)=2xÛ`-3x+1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a=2, -2a+b=-3, a-b+c=1

  ∴ a=2, b=1, c=0

axÛ +bx-4=(x-1)(3x+4)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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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a+b)x+a-b=x+3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key

0202

a(x-2)+b(x-3)=2x-5 0203
2(x+1)(ax+3)=6xÛ +bx-c 0199

axÛ +x-3=(x-1)(bx+3) 0200
학교 시험 맛보기0204

axÛ +c=(2x-1)(bx+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좌변에서 x의 계수가 0임을 이용하여 b의 값을 먼저 구한다. key

미정계수법 - 계수비교법03
핵심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의	

값을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x-1)(ax+4)=2xÛ +bx+c

 좌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xÛ +(4-a)x-4=2xÛ +bx+c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a= , b= , c=

sol

0197 (2x-1)(axÛ +bx)=4xÜ +cxÛ +2x 0201

a의 값을 구해야

b의 값을 알 수 있어.

값이 정해지지 않는 계수 

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51

Mini Review Test
핵심

날짜 :       월       일

2주

항
등

식
과

 나
머

지
정

리

I. 다항식
50

06~11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1)=P(1)=0일 때, P(x)를 구하여라. 

0263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식 P(x)에 대하여 

P(-1)=P(1)=P(2)=3이다. 이때 P(x)를 

x-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0267

이차항의 계수가 2인 이차식 P(x)를 x+1, x-4

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모두 5이다. P(x)를 구

하여라. 

0264

이차항의 계수가 -2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2)=P(2)=-4일 때, P(x)를 구하여라. 

0265 학교 시험 맛보기0268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삼차식 P(x)에 대하여  

P(-1)=P(0)=P(2)=6이다. 이때 P(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차항의 계수가 3인 이차식 P(x)가 x-1, x-2

로 나누어떨어질 때, P(x)를 구하여라. 

0262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식 P(x)에 대하여 

P(1)=P(2)=P(3)=0이다. 이때 P(x)를 구하

여라. 

0266

어떤 두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면, 나머지를 뺀 식은

나누어떨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Subnote10쪽

날짜 :       월       일

⑴ 다항식 P(x)가 일차식 x-a로 나누어떨어진다.

   P(a)=0  P(x)=(x-a)Q(x)

⑵ 최고차항의 계수가 k인 이차식 P(x)가 x-a, x-b로 나누어떨어진다.

   P(a)=P(b)=0  P(x)=k(x-a)(x-b)

⑶ 최고차항의 계수가 k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a)=P(b)=c이다.

  P(x)-c는 x-a, x-b로 나누어떨어진다. 

  P(x)-c=k(x-a)(x-b)

인수정리의 활용11
핵심

0269
| 핵심 06 |

Àf(x)=xÜ +2x-3을 다음 일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⑴ x-2   ⑵ x+1 

0270
| 핵심 06 |

다항식 xÝ -3xÛ +ax+8를 x+2로 나누면 나머지

가 4이다. a의 값을 구하여라. 

 Àf(-2)=4 key

0271
| 핵심 07 |

다항식 Àf(x)를 (x-1)(x-2)로 나눈 나머지가 

4x-3일 때, Àf(2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

여라. 

 구하는 값은 Àf(2)의 값이다. key

0272
| 핵심 08 |

다항식 xÜ +ax+b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3이

고,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일 때, 상수 a, b

의 값을 구하여라.  

 Àf(2)=3, Àf(-3)=-7key

0273
| 핵심 11 |

이차항의 계수가 4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1)=P(3)=0일 때, P(-2)의 값을 구하 

여라. 

0274
| 핵심 10 |

다항식 Àf(x)를 x-1, x-4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3, 6이다. 다항식 Àf(x)를 xÛ -5x+4로 나눈 나머

지를 Àg(x)라 할 때, Àg(1)의 값을 구하여라. 

0275
| 핵심 10 |

다항식 Àf(x)를 xÛ -4x+4로 나누면 나머지가 5

이고, xÛ -6x+9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다. 이 다

항식을 (x-2)(x-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Subnote10쪽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P(x)는 x-1, 

x-2, x-3으로

모두 나누어떨어져!

STRUCTURE

I. 다항식 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40 41

2주

항
등

식
과

 나
머

지
정

리

kx-3k=0 

 k로 묶으면 k(x-3)=0key

0189

4k+ky=0 0190
4k+ky+y+4=0 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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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변을 k에 대하여 정리하면 (x+y)k-x+2y=3k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key

0195k(x+2)+y=0 

 k▲+■=0 ⇔ ▲=0, ■=0key

0191

x+ky+4k=0 0192

(k+1)x+2k+2=0 0193

모양을 기억해~

(0)x+(0)=0

(0)xÛ`+(0)x+(0)=0

(0)x+(0)y=0

Subnote8쪽

날짜 :       월       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참고 �어떤�문자에�대하여�항등식이�되려면�그�문자�앞의�계수가�0이면�된다.�따라서�일단�그��

문자에�대해�정리해야�한다.

학교 시험 맛보기0196

x(k+1)+y(k-2)=2k-1이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x, y의 값을 구하여라. 

항등식의 성질 ⑵02
핵심

	주어진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x,	y

의	값을	구하여라.

k에 관해서 다시

정리해야 해~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계수를 비교하는 

거야. 이때 무조건 전개하기 전에

필요한 항을 먼저 살펴봐~

Subnote8쪽

날짜 :       월       일

계수비교법 :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

는 방법

 
등식 a(x-1)Û`+b(x-1)+c=2xÛ`-3x+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등식의 좌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xÛ`+(-2a+b)x+(a-b+c)=2xÛ`-3x+1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a=2, -2a+b=-3, a-b+c=1

  ∴ a=2, b=1, c=0

axÛ +bx-4=(x-1)(3x+4)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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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a+b)x+a-b=x+3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key

0202

a(x-2)+b(x-3)=2x-5 0203
2(x+1)(ax+3)=6xÛ +bx-c 0199

axÛ +x-3=(x-1)(bx+3) 0200
학교 시험 맛보기0204

axÛ +c=(2x-1)(bx+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좌변에서 x의 계수가 0임을 이용하여 b의 값을 먼저 구한다. key

미정계수법 - 계수비교법03
핵심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의	

값을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x-1)(ax+4)=2xÛ +bx+c

 좌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xÛ +(4-a)x-4=2xÛ +bx+c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a= , b= , c=

sol

0197 (2x-1)(axÛ +bx)=4xÜ +cxÛ +2x 0201

a의 값을 구해야

b의 값을 알 수 있어.

값이 정해지지 않는 계수 

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51

Mini Review Test
핵심

날짜 :       월       일

2주

항
등

식
과

 나
머

지
정

리

I. 다항식
50

06~11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1)=P(1)=0일 때, P(x)를 구하여라. 

0263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식 P(x)에 대하여 

P(-1)=P(1)=P(2)=3이다. 이때 P(x)를 

x-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0267

이차항의 계수가 2인 이차식 P(x)를 x+1, x-4

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모두 5이다. P(x)를 구

하여라. 

0264

이차항의 계수가 -2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2)=P(2)=-4일 때, P(x)를 구하여라. 

0265 학교 시험 맛보기0268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삼차식 P(x)에 대하여  

P(-1)=P(0)=P(2)=6이다. 이때 P(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차항의 계수가 3인 이차식 P(x)가 x-1, x-2

로 나누어떨어질 때, P(x)를 구하여라. 

0262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식 P(x)에 대하여 

P(1)=P(2)=P(3)=0이다. 이때 P(x)를 구하

여라. 

0266

어떤 두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면, 나머지를 뺀 식은

나누어떨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Subnote10쪽

날짜 :       월       일

⑴ 다항식 P(x)가 일차식 x-a로 나누어떨어진다.

   P(a)=0  P(x)=(x-a)Q(x)

⑵ 최고차항의 계수가 k인 이차식 P(x)가 x-a, x-b로 나누어떨어진다.

   P(a)=P(b)=0  P(x)=k(x-a)(x-b)

⑶ 최고차항의 계수가 k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a)=P(b)=c이다.

  P(x)-c는 x-a, x-b로 나누어떨어진다. 

  P(x)-c=k(x-a)(x-b)

인수정리의 활용11
핵심

0269
| 핵심 06 |

Àf(x)=xÜ +2x-3을 다음 일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⑴ x-2   ⑵ x+1 

0270
| 핵심 06 |

다항식 xÝ -3xÛ +ax+8를 x+2로 나누면 나머지

가 4이다. a의 값을 구하여라. 

 Àf(-2)=4 key

0271
| 핵심 07 |

다항식 Àf(x)를 (x-1)(x-2)로 나눈 나머지가 

4x-3일 때, Àf(2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

여라. 

 구하는 값은 Àf(2)의 값이다. key

0272
| 핵심 08 |

다항식 xÜ +ax+b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3이

고,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일 때, 상수 a, b

의 값을 구하여라.  

 Àf(2)=3, Àf(-3)=-7key

0273
| 핵심 11 |

이차항의 계수가 4인 이차식 P(x)에 대하여  

P(-1)=P(3)=0일 때, P(-2)의 값을 구하 

여라. 

0274
| 핵심 10 |

다항식 Àf(x)를 x-1, x-4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3, 6이다. 다항식 Àf(x)를 xÛ -5x+4로 나눈 나머

지를 Àg(x)라 할 때, Àg(1)의 값을 구하여라. 

0275
| 핵심 10 |

다항식 Àf(x)를 xÛ -4x+4로 나누면 나머지가 5

이고, xÛ -6x+9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다. 이 다

항식을 (x-2)(x-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Subnote10쪽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P(x)는 x-1, 

x-2, x-3으로

모두 나누어떨어져!

❶

❸

I. 다항식 2. 항등식과 나머지정리
40 41

2주

항
등

식
과

 나
머

지
정

리

kx-3k=0 

 k로 묶으면 k(x-3)=0key

0189

4k+ky=0 0190
4k+ky+y+4=0 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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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변을 k에 대하여 정리하면 (x+y)k-x+2y=3k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key

0195k(x+2)+y=0 

 k▲+■=0 ⇔ ▲=0, ■=0key

0191

x+ky+4k=0 0192

(k+1)x+2k+2=0 0193

모양을 기억해~

(0)x+(0)=0

(0)xÛ`+(0)x+(0)=0

(0)x+(0)y=0

Subnote8쪽

날짜 :       월       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참고 �어떤�문자에�대하여�항등식이�되려면�그�문자�앞의�계수가�0이면�된다.�따라서�일단�그��

문자에�대해�정리해야�한다.

학교 시험 맛보기0196

x(k+1)+y(k-2)=2k-1이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x, y의 값을 구하여라. 

항등식의 성질 ⑵02
핵심

	주어진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x,	y

의	값을	구하여라.

k에 관해서 다시

정리해야 해~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계수를 비교하는 

거야. 이때 무조건 전개하기 전에

필요한 항을 먼저 살펴봐~

Subnote8쪽

날짜 :       월       일

계수비교법 : 항등식의 양변에서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

는 방법

 
등식 a(x-1)Û`+b(x-1)+c=2xÛ`-3x+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등식의 좌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xÛ`+(-2a+b)x+(a-b+c)=2xÛ`-3x+1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a=2, -2a+b=-3, a-b+c=1

  ∴ a=2, b=1, c=0

axÛ +bx-4=(x-1)(3x+4)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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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a+b)x+a-b=x+3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푼다.

key

0202

a(x-2)+b(x-3)=2x-5 0203
2(x+1)(ax+3)=6xÛ +bx-c 0199

axÛ +x-3=(x-1)(bx+3) 0200
학교 시험 맛보기0204

axÛ +c=(2x-1)(bx+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좌변에서 x의 계수가 0임을 이용하여 b의 값을 먼저 구한다. key

미정계수법 - 계수비교법03
핵심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의	

값을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x-1)(ax+4)=2xÛ +bx+c

 좌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xÛ +(4-a)x-4=2xÛ +bx+c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a= , b= , c=

sol

0197 (2x-1)(axÛ +bx)=4xÜ +cxÛ +2x 0201

a의 값을 구해야

b의 값을 알 수 있어.

값이 정해지지 않는 계수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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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식의 연산

1
학습목표

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2.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

3. 곱셈 공식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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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톡톡

I. 다항식
10

1 다항식의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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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

⑹ 상수항 :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⑺ 동류항 :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다항식

단항식

2xÜ` xÜ` + 2xÛ` + 3
다항식의 차수

xÛ`의 계수 상수항

⑻ 다항식의 정리 핵심 01

 ① 내림차순 :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

 ② 오름차순 :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방법

지수법칙

a, b가 실수, m, n이 자연수일 때,

① am_an=am+n

② (am)n=amn

③ (ab)n=anbn

④ {;bA;}
n

=
an

222
bn  (단, b+0)

⑤ amÖan=
am

222
an

  =[`
am-n ` `(m>n일 때)

   `1   `(m=n일 때)

1
2221
an-m  (m<n일 때)

   (단, a+0)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핵심 02 핵심 03 핵심 04 핵심 05

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한다.

 ❶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푼다.

  a(x+y)=ax+ay

 ❷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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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y+2

 ❸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⑵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다음 법칙이 성립한다.

 ① 교환법칙 : A+B=B+A

 ② 결합법칙 : A+(B+C)=(A+B)+C

 다항식의 곱셈 핵심 06 핵심 07

다항식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한다.

❶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m(a+b)=ma+mb, m(a-b)=ma-mb

   (a+b)(c+d)=ac+ad+bc+bd

❷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2xÜ`y에서 xÜ`y의 

계수는 2이고 y의 

계수는 2x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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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항식의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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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다
항

식
의

 연
산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를 없애고

간단히 정리하자!

Subnote2쪽

날짜 :       월       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괄호를 없애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된다.

주어진 식에 대입할 때에는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한 후 대입한다.

	A=xÛ`+2x,	B=xÛ`-4x+2에	대하여	3A-(2A-B) 간단히	하기

	 ①	주어진	식	간단히	하기	3A-(2A-B)=3A-2A+B=A+B

	 ②	대입하여	정리하기	A+B=(xÛ`+2x)+(xÛ`-4x+2)=2xÛ`-2x+2

 두 다항식 A=2xÛ`-3x, B=xÛ`-4x+2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여라.

 두 다항식 A=xÛ`-3x+2, B=xÛ`-2x+3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여라.

A+B 0025

A-B 0026

3A-2B 0028

2A-(A+B) 

 식을 간단히 하면 A-Bkey

0029

B-(A-2B) 

 식을 간단히 하면 -A+3Bkey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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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간단히 하면 -2A+4Bkey

0031

학교 시험 맛보기0032

2A-{B-(A-B)}를 계산할 때, x의 계수를 구

하여라. 

 식을 간단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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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⑴04
핵심

-2A+B

 -2A+B

 =-2(2xÛ̀ -3x)+(xÛ`-4x+2)

 =-4xÛ̀ + x+xÛ`-4x+2

 = xÛ`+ x+

sol

0027

괄호 앞의

-부호 조심

괄호 앞의

-부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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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Review Test
핵심

날짜 :       월       일

1주

다
항

식
의

 연
산

01~05

0041
| 핵심 01 |

다음 식을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ab+4bÛ`+3ba-2+3aÛ` 

 ab와 ba는 동류항이다. key

0042
| 핵심 02 |

;2#;(2xÛ̀ -xy-4yÛ̀ )+3{xÛ̀ +;2!;xy-yÛ̀ }을 계산하면

axÛ`+bxy+cyÛ`이다. 이때 a+b+c의 값을 구하 

여라.  

0043
| 핵심 03 |

3(aǛ +aÛ̀ b-bǛ )-(aǛ +2abÛ̀ )-(aǛ -2abÛ̀ )을 계산

하면 aÜ`+AaÛ`b+BbÜ`이다. 이때 A-B의 값을 구

하여라.  

0044
| 핵심 04 |

두 다항식

 A=3xÛ`-3x+6, B=xÛ`-4x+3

에 대하여 5A-{3(A-B)-B}를 계산할 때,  

x의 계수를 구하여라.  

0045
| 핵심 05 |

세 다항식

 A=xÛ`-xy+2yÛ`, B=xÛ`-2xy,

 C=-2xÛ`-xy+3yÛ`
에 대하여 4A-{B-(A-3C)}+B를 계산하여라.  

0046
| 핵심 05 |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B=5xÛ`-3xy+yÛ`, A-B=-xÛ̀ -xy-7yÛ`
일 때, 다항식 A, B를 각각 구하여라.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면 2A, 2B를 알 수 있다. key

Subnote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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