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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수와 그 연산
08 ① "Å3Û` +"(-7)Û` =3+7=10
② "Å8Û` Ö"(-2)Û` =8Ö2=4

제곱근과 실수

③ (-'13)Û`-"Å4Û` =13-4=9

시험에 꼭 나오는

④ (-'5 )Û`_{®;5!; }Û`=5_;5!;=1

유형별 핵심 문제

01 ②

02 ①, ④

06 ④

07 -('5 )Û`, -"4Û`, "3Û`, "(-6)Û` 08 ①

09 ③, ④

10 ⑤

03 ⑤

04 ④

5~8 쪽

05 ④

11 -2a

12 ①

13 ④

14 2a-2b 15 ④

16 55

17 12

18 ④

19 25

20 ③

21 ②, ⑤

22 ⑤

23 ④

24 -'5

25 점 P: -3-'5, 점 Q: 1+'13

26 5-'10 27 ②, ⑤

28 ④

30 a=2.126, b=4.63

29 ⑴ 2.452  ⑵ 2.496
31 6.943`m

01 ‘x가 a의 제곱근’의 의미는 ‘x를 제곱하여 a가 되는 것’이
므로 xÛ`=a이다.
따라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②이다.

02 ① '16=4이고 4의 제곱근은 Ñ2이다.
② ;9$;의 제곱근은 Ñ;3@;이다.

③ 제곱근 36은 6이다.
④ 0의 제곱근은 0뿐이므로 1개이다.
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 ④이다.

03 (-9)Û`=81의 양의 제곱근은 9이므로 a=9

'2¶56=16의 음의 제곱근은 -4이므로 b=-4
따라서 a-b=9-(-4)=13이다.

04 (직사각형의 넓이)=5_3=15(cmÛ`)이므로
(정사각형의 넓이)=15_2=30(cmÛ`)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cm이다.

05 ①, ②, ③, ⑤ 3 ④ -3
따라서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④이다.

06 ④ (-'8 )Û`=8

⑤ -¾¨{-;2#;}Û`Ö¾¨{-;2!;}Û`=-;2#;Ö;2!;=-3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①이다.

09 ① ('a)Û`=a

② "(-5a)Û` =5a
④ -"4aÛ` =-"Ã(2a)Û` =-2a
⑤ -("(-6a)Û` )=-6a
따라서 옳은 것은 ③, ④이다.

10 ① |a|=-a
③ (-'¶-a )Û`=-a
⑤ -"(-a)Û`=a

② ('¶-a )Û`=-a
④ -(-"½aÛ` )=-a

따라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⑤이다.

11 a<0일 때, -5a>0, 3a<0이므로

"(-5a)Û` -"9aÛ` ="(-5a)Û` -"(3a)Û`
=-5a-(-3a)=-2a

12 	ab<0에서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 a<b이므로
a<0, b>0
따라서

"4aÛ` -"(-a)Û` +"(-b)Û`
="(2a)Û` -"(-a)Û`+"(-b)Û`
=-2a-(-a)+b=-a+b

13 	-3<x<5일 때, x-5<0, x+3>0이므로

"Ã(x-5)Û` -"Ã(x+3)Û`=-(x-5)-(x+3)
=-x+5-x-3
=-2x+2

14 	a>b>c>0일 때, a-b>0, b-c>0, c-a<0이므로
"Ã(a-b)Û` -"Ã(b-c)Û`+"Ã(c-a)Û`
=a-b-(b-c)+{-(c-a)}
=a-b-b+c-c+a
=2a-2b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07 "3Û`=3, -"4Û`=-4, -('5 )Û`=-5, "Ã(-6)Û`=6이므
로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5 )Û`, -"Å4Û`, "Å3Û` , "(-6)Û`

2

50x
5Û`_2_x
가 자연수가 되려면
15 ®Â 3 =¾¨
3
x=2_3_(자연수)Û`의 꼴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2_3_1Û`=6이다.

정답 친해

시험대비편정답(01~56)OK.indd 2

19. 11. 27. 오전 11:41

16 x가 자연수이므로 'Ä17-x 가 정수가 되려면 17-x의 값

이 17보다 작은 자연수의 제곱인 수 또는 0이어야 한다.
즉, 17-x는 0, 1, 4, 9, 16이어야 하므로 자연수 x의 값
은 17, 16, 13, 8, 1
따라서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21 ① ¿·0.H1 =®;9!; =¾¨{;3!;}Û` =;3!; (유리수)
③ '16 ="4Û` =4 (유리수)
④ '¶289="17Û` =17 (유리수)
따라서 무리수인 것은 ②, ⑤이다.

17+16+13+8+1=55

17 	®Â n =¾¨ n
48

2Ý`_3

이 자연수가 되려면 소인수의 지수가 모

두 짝수이어야 하므로 n은 3, 3_2Û`=12, 3_2Ý`=48이어
야 한다.
또 'Ä24+n이 자연수가 되려면 24+n의 값이 24보다 큰
자연수의 제곱인 수이어야 한다.
즉, 24+n은 25, 36, 49, 64, y이어야 하므로 자연수 n
의 값은 1, 12, 25, 40, y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n의 값은 12이다.

18 ① '17 <'18

② 3='9이고 '9 >'8이므로 3>'8

③ 2='4이고 '5>'4이므로 -'5<-2

④ 0.1='Ä0.01 이고 '¶0.1>'Ä0.01이므로 '¶0.1 >0.1

⑤ ;3!;=®;9!; 이고 ®;2!; >®;9!; 이므로 ®;2!; >;3!;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22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면

① '6
② '8
③ '12
④ '20
⑤ '49=7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무리수가 아닌 것은
⑤이다.

23 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②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이다.
③ 0은 정수이므로 유리수이다.
⑤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인 수는 유리수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24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이므로
OAÓ=ORÓ='5이다.
따라서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5이다.

19 음수끼리 대소를 비교하면

3='9이고 5<9에서 '5 <'9이므로 -'5>-'9
즉, -'5>-3이므로 a=-3
양수끼리 대소를 비교하면
"Ã(-4)Û` ='16이고 ;2&;<10<16이므로
®;2&; <'10 <"Ã(-4)Û`, 즉 b="Ã(-4)Û`

따라서 aÛ`+bÛ`=(-3)Û`+{"Ã(-4)Û` }Û`=9+16=25

20 a=;2!;이라고 하면
① ®;a!; ='2

② a=;2!;		

④ 'a=®;2!;

⑤ aÛ`=;4!;

③ ;a!;=2

따라서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③이다.
[다른 풀이]
0<a<1이므로 aÛ`<a에서 a<'a
a<;a!;이므로 'a<®;a!;
;a!;>1이므로 {;a!;}Û`>;a!;에서 ;a!;>®;a!;
따라서 값이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a!;, ®;a!; , 'a, a,
aÛ`이므로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③이다.

25 APÓ=ABÓ="Ã2Û`+1Û` ='5이므로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3-'5이다.
CQÓ=CDÓ="Ã3Û`+2Û` ='13이므로 점 Q에 대응하는 수는
1+'13이다.

26 BQÓ=BCÓ="Ã3Û`+1Û` ='10이고, 점 Q에 대응하는 수가
5+'10이므로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5이다.
이때 BPÓ=BAÓ="Ã1Û`+3Û` ='10이므로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5-'10이다.


27 ① ('8-2)-1='8-3='8-'9<0이므로

'8-2<1
② (1+'1

0)-4='10-3='10-'9>0이므로
1+'10>4
③ 2-('5+1)=1-'5='1-'5<0이므로

2<'5+1
④ (2-'1

5)-(-2)=4-'15='16-'15>0이므로
2-'15>-2
⑤ ('7-3)-(-1)='7-2='7-'4>0이므로

'7-3>-1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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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① ('3+2)-4='3-2='3-'4<0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 f('27)=f('28)=y=f('48)=3
'49=7보다 작은 소수는 2, 3, 5이므로 f('49)=3
7<'50<8이므로 '50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이다.
즉, f('50)=4
따라서 f(10)+f(11)+f(12)+y+f(50)

'3+2 < 4
② (-1+'2

)-1='2-2='2-'4<0이므로
-1+'2 < 1
③ ('7+2)-5='7-3='7-'9<0이므로

'7+2 < 5

=2_16+3_24+4_1=108

④ (4-'3

)-2=2-'3='4-'3>0이므로
4-'3 > 2

03 3='9, 8='64이므로 3과 8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양의

⑤ (-5-'2

)-(-6)=1-'2='1-'2<0이므로
-5-'2 < -6
따라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④이다.

29 ⑴ 제곱근표에서 6.0의 가로줄과 1의 세로줄이 만나는 칸
에 적혀 있는 수는 2.452이므로 	
'¶6.01=2.452
⑵ 제곱근표에서 6.2의 가로줄과 3의 세로줄이 만나는 칸
에 적혀 있는 수는 2.496이므로 	

제곱근이 대응하는 점은 10, 11, 12, y, 63의 양의 제곱
근의 개수와 같다.
즉, 63-10+1=54(개)이다.
이때 '16=4, '25=5, '36=6, '49=7은 유리수이므
로 구하는 점의 개수는
54-4=50(개)

'¶6.23 =2.496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30 '¶4.52 =2.126이므로 a=2.126
'¶4.63 =2.152이므로 b=4.63

31 정사각형의 넓이가 48.2`mÛ`이므로 한 변의 길이는

'¶48.2`m이다.
이때 '¶48.2 =6.943이므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943`m이다.

교과서 속

01 -a

도전 문제
02 108

9쪽

03 50개

01 -1<a<0에서 ;a!;<0, -;a!;>1이므로
a+;a!; <0, a-;a!;>0
따라서
¾¨{a+;a!;}Û`-¾¨{a-;a!;}Û`-"Å(3a)Û`+|2a|
=-{a+;a!;}-{a-;a!;}-(-3a)-2a
=-a-;a!;-a+;a!;+3a-2a=-a

02 3<'10 <4이므로 '10보다 작은 소수는 2, 3이다.
즉, f('10)=2
같은 방법으로 하면 f('11)=f('12)=y=f('24)=2
'25=5보다 작은 소수는 2, 3이므로 f('25)=2
5<'26<6이므로 '26보다 작은 소수는 2, 3, 5이다.
즉, f('26)=3

4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별 핵심 문제

11~14 쪽

01 ③

02 -'2

03 5

04 ②, ③

05 ㄱ, ㄹ

06 18

07 -8

08 ;5@;

09 ③

10 4'10

11 39.62, 0.04099

12 ②

13 2

14 10

17 3

18 ⑤

19 ③

21 ③

22 ②

23 ③

15 ④

16 ;;Á2°;;

20 -1-2'3

24 '32-1, 3+'8, 4'18-'50
26 9

27 4-2'3

30 (3'6 +6'2 )`cmÛ` 31

25 2'6-4
28 ⑤

29 ③

14'5
`cmÜ`
3

32 (48+36'2 )`cm

01 ③ '2 '3 '5='Ä2_3_5 ='30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02 '5_{-®Â;1@5^; }_®Â;1£3;
=-®Â5_;1@5^;Â_;1£3; =-'2

03 '6 'a='6a, '2 '15='2Ä_15='30이므로
'6a='30에서 6a=30
따라서 a=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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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Â;2¤4; =®;4!; =;2!;
'24
3'30
③ -3'30Ö'6==-3®Â;;£6¼;; =-3'5
'6

04 ②

2'15

이므로 a=2
1
_'10
'6
='80=4'5

14 	'48Ö'6_'10='48_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 ③이다.

이므로 a=5
2
2
1
_3'5Ö'3=
_3'5_ =2
'15
'15
'3
이므로 b=2
따라서 ab=5_2=10이다.

05 '45 ®;3!; =®Â45_;3!; ='15
ㄱ. '75Ö'5=

'75
=®Â;;¦5°;; ='15
'5

ㄴ. ®;5@; Ö'6=®;5@; _®;6!; =®Â;5@; _;6!; =®Â;1Á5;
ㄷ.

'9
=®Â;10(8; =®Â;1Á2;
'¶108

'2 '2 '3 '6
=
=
3
'3 '3 '3
'3 '3 '5 '15
②
=
=
5
'5 '5 '5

15 ①

ㄹ. ®Â;;ª7°;; Ö®Â;2°1; =®Â;;ª7°;; _®Â;;ª5Á;; =®Â;;ª7°;;_;;ª5Á;; ='15

'3
'3 '5
'15
=
=
10
2'5 2'5 '5
4'2
4'2 2'2
4
④
=
=
=
6
3
3'2 3'2 '2
2'3
2'3
2
⑤
=
=
3
'3 '3 '3
③

따라서 계산 결과가 '45 ®;3!; 과 같은 것은 ㄱ, ㄹ이다.

06

'14

2'15

=2'7

④ ®;7%; Ö'2=®;7%; _®;2!; =®;7%;Â_;2!; =®Â;1°4;

⑤ ®Â;1@1); Ö®Â;3¥3;=®Â;1@1); _®Â;;£8£;; =®Â;1@1);Â_;;£8£;; =®Â;;Á2°;;

'6

3
13 	 3 Ö 3 _®Â;;Á5¢;;= 3 _ _
'5
'6

'80
=®Â;;¥5¼;; ='16=4이므로 a=4
'5
'70
=®Â;;¦5¼;; ='14이므로 'b='14에서 b=14
'5
따라서 a+b=4+14=18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16

07 	'¶243="Ã9Û`_3=9'3이므로 a=9

7'2="Ã7Û`_2='98이므로 b=98
따라서 10a-b=10_9-98=-8이다.

3'3`
3'3` '3`
3
3
이므로 a=;2!;
=
=
=
=
6
2
'12 2'3 2'3 '3
'8`
'8 '3
'24 2'6` '2
=
= 이므로 b=;1Á5;
=
=
30
15
30
10'3 10'3 '3

따라서 aÖb=;2!;Ö;1Á5;=;;Á2°;;이다.

2'3

2Û`_3 =
08 'Ä0.48=®Â;1¢0¥0; =®Â;2!5@; =¾¨
5
5Û`

17

이므로 a=;5@;

09 	'¶180="Ã2Û`_3Û`_5 =('2 )Û`('3 )Û`'5=3aÛ`b


18 	① '2+'3+'5

10 	a®Â;;ªaõ;; =®ÂaÛ`_;;ªaõ;; ='¶2ab
='Ä2_80='¶160=4'10

11 	'Ä1570 ='Ä15.7_100 =10'Ä15.7 =10_3.962=39.62
'Ä16.8 4.099
=
=0.04099
'Ä0.00168 =®Â 16.8 =
100
100
10000

3
3
1
12 	8'15_{- }Ö6'3=8'15_{- }_


'5

=-4

'5

10'k 10'k '5 10'5k 2'5k
=
=
=
15
3
3'5
3'5 '5
따라서 5k=15이므로 k=3

6'3

② 2'3+4'3=(2+4)'3=6'3
③ '1
 5+1+4
④ 9'7-2'2+7'5
⑤ 4'6-6'6=(4-6)'6=-2'6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19 	3'12+'18-2'32+'48
=6'3+3'2-8'2+4'3
=(6+4)'3+(3-8)'2
=10'3-5'2
I. 실수와 그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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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의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을 각각 구하면
'27+2+x=3'3 +2+x
(2-'3 )+2+(-3+'12)
=2-'3 +2-3+2'3 =1+'3
두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으므로
3'3+2+x=1+'3에서
x=1+'3-(3'3+2)
=1+'3-3'3-2
=-1-2'3

'2 '3
'3
3'6
-5
= +1+
2
'2
'6
3'6
+1+
-5
=
2
2

5

2
2
26 '75 {'6- }- ('24-6'5 )
'5

22 ① ('3-1)-('2-1)='3-'2>0이므로

'3-1>'2-1

② (5-'2

)-'18=5-'2-3'2=5-4'2
='25-'32<0
이므로 5-'2<'18
③ (3'2+1)-(2'3+1)=3'2-2'3
='18-'12>0
이므로 3'2+1>2'3+1
④	(5'3-2'5 )-('5+2'3 )=3'3-3'5
='27-'45<0
이므로 5'3-2'5 <'5+2'3
⑤ (4'3-2)-(3'5-2)=4'3-3'5
='48-'45 >0
이므로 4'3-2>3'5-2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23 a-b=('5+'3 )-('5+1)
='3-1='3-'1 >0
이므로 a>b
a-c=('5+'3 )-(3+'3 )
='5-3='5-'9 <0
이므로 a<c
따라서 b<a<c이다.

24 4'18-'50=12'2-5'2=7'2
3+'8=3+2'2
'32-1=4'2-1
이때 7'2-(3+2'2 )=5'2-3='50-'9 >0이므로
7'2>3+2'2
3+2'2-(4'2-1)=4-2'2='16-'8 >0이므로
3+2'2 >4'2-1
따라서 4'2-1<3+2'2<7'2이므로 작은 수부터 차례
로 나열하면 '32-1, 3+'8, 4'18-'50이다.

'3

2
2
}- (2'6-6'5 )
'5
'3
10'3
12'5
-4'2+
=15'2'5
'3
=15'2-2'15-4'2+4'15
=11'2+2'15
따라서 a=11, b=2이므로
=5'3 {'6-

5

따라서 x+;[!;의 값은 x의 값의 ;5^;배이다.

6

'2

=2'6-4

'5 6'5
21 x+;[!;='5+ 1 ='5+ =
'5

3'3
1
1
5
25 '3 { + }+'2 { 2 - }

a-b=9

27

2'3 +6
-'2('6-'2 )-2Ö®;3!;
'3
6+6'3
-2'3+2-2'3
=
3
=2+2'3-2'3+2-2'3
=4-2'3

1
28 2'3 {2- }+3a-2a'3

'3
=4'3-2+3a-2a'3
=-2+3a+(4-2a)'3
따라서 이 식의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4-2a=0이어야 하므로 a=2

29 (직각삼각형의 넓이)=;2!;_'12_'28
=;2!;_2'3_2'7
=2'21`(cmÛ`)
(직사각형의 넓이)='14x`cmÛ`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으므로 2'21='14x에서
x=

2'21 2'3
=
='6
'14
'2

30 (사다리꼴의 넓이)=;2!;_('18+'24)_'12
=;2!;_(3'2+2'6 )_2'3
=3'6+6'2 (cm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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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 O의 넓이가 3p`cmÛ`이므로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는

31 (정사각뿔대의 부피)
=(큰 정사각뿔의 부피)-(작은 정사각뿔의 부피)
=;3!;_(2'2 )Û`_2'5-;3!;_('2 )Û`_'5
16'5 2'5
3
3
14'5
(cmÜ`)
=
3

'3`cm이다.
이때 원 O를 nemoABCD의 둘레를 따라 한 바퀴 굴렸을
때, 원이 지나간 부분은 다음 그림의 색칠한 부분과 같다.

=

213 cm

A

D

10 cm

213 cm

32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의 네 변의 중점을 연
결하여 그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Ã6Û`+6Û`=6'2 (cm)
같은 방법으로 더 그린 2개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각각

¿¹(3'2 )Û`+(3'2 )Û`=6(cm)
"Ã3Û`+3Û`=3'2`(cm)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B

C

12 cm

따라서 원이 지나간 부분의 넓이는
2_12_2'3+2_10_2'3+p_(2'3 )Û`
=88'3+12p`(cmÛ`)

4_12+4_6'2+4_3'2=48+36'2 (cm)

대단원 마무리 평가
교과서 속

01 ①

도전 문제
02 3`cm

15 쪽

03 (88'3+12p)`cmÛ`

01 ② '2-'2=0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2_'2=2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0_'2=0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2Ö'2=1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①이다.

02 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각각 a`cm, b`cm(a<b)
라고 하면
3a+3b=9+9'2, a+b=3+3'2   yy ㉠
이때 두 정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고 넓이의 비가 1`:`2이
므로 닮음비는 1`:`'2이다.
즉, a`:`b=1`:`'2에서 b='2a
b='2a를 ㉠에 대입하면
a+'2a=3+3'2, a(1+'2 )=3(1+'2 )
a=3
따라서 a=3, b=3'2이므로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
이는 3`cm이다.

16~19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④

05 ②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④

11 ③

12 ①,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①

17 ④

18 ⑤

19 ①

20 ③

21 32개

22 '5+'10

24 (16+6'15)`cmÛ` 25 11
27 a=2, b=1

23 ;5@;
26 20

28 36'3`cmÜ`

01 ① '16=4의 제곱근은 Ñ2이다.

② 제곱하여 4가 되는 수는 Ñ2이다.
③ 제곱근 4는 '4=2이다.
④ (-2)Û`=4의 제곱근은 Ñ2이다.
⑤ xÛ`=4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Ñ2이다.
따라서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③이다.

02 정사각형 ABCD의 넓이는 각 변의 중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EFGH의 넓이의 2배이다.
즉, nemoABCD=2_15=30(cmÛ`)이므로 nemoABCD의
한 변의 길이는 '30`cm이다.
I. 실수와 그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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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① 2'3="ÃÅÃ2Û`_3='12

② (-'3 )Û`=3
③ -"Å3Û`=-3
④ -"(-3)Û`=-'9=-3
⑤ '81=9의 양의 제곱근은 3이다.
따라서 이때 3='9 <'12이므로 가장 큰 수는 ①이다.

04 '¶225Ö(-'5 )Û`+®Â;3Á6; _(-'¶144 )

10 3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유리수가 되려면 n
이 자연수의 제곱인 수이어야 하므로 n이 될 수 있는 수는

1Û`=1, 2Û`=4, 3Û`=9, 4Û`=16, 5Û`=25
의 5개이다.
따라서 'n이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는
30-5=25(개)이다.

11 점 A가 움직인 거리는 다음 그림과 같다.

=15Ö5+;6!;_(-12)

A
B

a>0, b<0
따라서 "4aÛ`-"9bÛ`="(2a)Û`-"(3b)Û`=2a-(-3b)
=2a+3b

06 -2<x<0에서 x+2>0, x-2<0이므로
"(x+2)Û`+"(x-2)Û`+"4xÛ` 
="(x+2)Û`+"(x-2)Û`+"(2x)Û` 
=x+2-(x-2)-2x
=-2x+4

07 a와 b의 값이 모두 최소일 때, a+b의 값은 최소가 된다.
'¶160a="Ã2Þ`_5_a=b에서
a=2_5_(자연수)Û`의 꼴이어야 하므로 a의 최솟값은
2_5_1Û`=10
이때 b의 최솟값은 '¶160_10='¶1600=40
따라서 a+b의 최솟값은 10+40=50

08 ① 5='25이고 '25 <'26이므로 5<'26
②	"(-4)Û`='16이고 '16 >'15이므로
"(-4)Û` >'15

③	;3!;=®;9!; 이고 ®Â;1Á0; <®;9!; 이므로 ®Â;1Á0; <;3!;
④	;2&;=®Â;;¢4»;; 이고 ®Â;;¢4»;; >'12이므로 ;2&;>'12
즉, -;2&;<-'12

⑤ 0.6='Ä0.36이고 'Ä0.36 >'¶0.3이므로 0.6>'¶0.3
즉, -0.6<-'¶0.3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09 'Ä0.25="0.5Û`=0.5이므로 유리수이다.

-'Ä100=-"10Û`=-10이므로 유리수이다.
0.H5는 순환소수이므로 유리수이다.
'81-1=9-1=8이므로 유리수이다.

따라서 무리수인 것은 '10, ®Â;;ª6°;; 의 2개이다.

8

A

D

C

B

C

1

=3-2=1

05 ab<0에서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 a>b이므로

12
D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므로
ACÓ="1Û`+1Û` ='2
(점 A가 움직인 거리)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사분원의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분원의 호의 길이)_2
=;4!;_2p_'2+;4!;_2p_1_2

'2
p+p
2
'2
={ +1}p
2
=

12 ②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
응한다.
③ 유리수 -1과 무리수 '2 사이에는 정수 0과 1이 존재
한다.
⑤ '5와 '7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 ④이다.

13 ③ '5Ö®;2!; ='5_'2='10
④ -®;5*; ®Â;;Á8°;; =-'3
⑤ -'48Ö(-'3 )=-4'3_{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1
}=4
'3

14 '¶675="3`Ü _5Û`=('3 )Ü`('5 )Û`=aÜ`bÛ`
15 직사각형의 넓이가 49`cmÛ`이므로 xy=49
x®;[}; +;[!;®;]{; =®ÂxÛ`_;[}; +®Â

1
_;]{;
xÛ`

='¶xy+®Â;[Á];
='49+®Â;4Á9;
=7+;7!;=;;°7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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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Â;1@2%;=
a=;6%;

'25
5'3
5
=a'3이므로
=
=
6
'12 2'3

'¶0.2=®Â;1ª0;=®;5!;=
b=;5!;

'5
1
=b'5이므로
=
5
'5

따라서 ab=;6%;_;5!;=;6!;이다.

17 8'2+3'5-'18+'20-'5

=8'2+3'5-3'2+2'5-'5
=5'2+4'5
이므로 a=5, b=4
따라서 a-b=5-4=1이다.

 5+1)-4='15-3='15-'9>0이므로
18 ① ('1
'15+1>4
② (3'2+3)-(2'2+3)='2

>0이므로

3'2+3>2'2+3
③ ('2-1)-(2-'2

)=-3+2'2=-'9+'8<0
이므로 '2-1<2-'2
④ (2+'6

)-('6+'3 )=2-'3='4-'3 >0이므로
2+'6>'6+'3
⑤ (3'2-1)-(2'3-1)=3'2-2'3='1

8-'12>0
이므로 3'2-1>2'3-1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3
'48 '3
19 '18- '2 _{ 2 - '8 }
'3
'3
}
=3'2- _{2'3'2
2'2
=3'2-

6
+;4#;
'2

=3'2-3'2+;4#;=;4#;

21 2É'x<6에서 '4 É'x<'36이므로

4Éx<36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4, 5, 6, y, 35의 32개
이다.

22 APÓ=ABÓ="1Û`+2Û`='5이므로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P=2-'5
AQÓ=ACÓ="1`Û +3Û`='10이므로 점 Q에 대응하는 수는
q=2+'10
따라서 q-p=2+'10-(2-''5 )='10+'5 이다.

23 '¶300="10Û`_3=10'3이므로
a=10

'Ä0.008=®Â

4'5 '5
8
80
이므로
=
=®Â
=
100
25
1000
100Û`

b=;2Á5;
따라서 ab=10_;2Á5;=;5@;이다.

24 (직육면체의 겉넓이)

=2{('3+'5 )'5+('3+'5 )'3+'5 '3 }
=2('15+5+3+'15+'15 )
=2(8+3'15)
=16+6'15(cmÛ`)

25 a가 자연수이므로 'Ä102-6a가 자연수가 되려면

102-6a의 값이 102보다 작은 자연수의 제곱인 수이어
야 한다.	
yy Ú
즉, 102-6a는 1, 4, 9, 16, 25, 36, 49, 64, 81, 100이어
야 한다.
yy Û
이때 a의 값은 ;:!6):!;, ;;¢3»;;, ;;£2Á;;, ;;¢3£;;, ;;¦6¦;;, 11, ;;°6£;;, ;;Á3»;;,
;2&;, ;3!;이고, a는 자연수이므로 a=11이다.

yy Ü

평가 기준

비율

Ú 'Ä102-6a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설명한 경우

30 %


Û 102-6a가
102보다 작은 자연수의 제곱인 수를 구한
경우

30 %

Ü 자연수 a의 값을 구한 경우

40 %

26 2'6<'3a<6에서 '24<'3a<'36이므로
20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를 x`cm라고 하면
;2!;_{('48+'2 )+x}_'32='Ä864
;2!;_(4'3+'2+x)_4'2=12'6
8'6+4+2'2x=12'6
2'2x=4'6-4
2
x=2'3- =2'3-'2
'2
따라서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2'3-'2 )`cm이다.

24<3a<36, 8<a<12
yy Ú
따라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는 11이고, 가
장 작은 자연수는 9이므로
m=11, n=9
따라서 m+n=11+9=20이다.

yy Û
yy Ü

평가 기준

비율

Ú a의 값의 범위를 구한 경우

40 %

Û m, n의 값을 각각 구한 경우

40 %

Ü m+n의 값을 구한 경우

20 %

I. 실수와 그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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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x-y=(2'3+'6)-(2'3-'6)
=2'6
x+y=(2'3+'6)+(2'3-'6)
=4'3
따라서
1 - 1 = 1 - 1

x-y x+y 2'6 4'3
'6 '3
=
12
12
'3 ('2-1)
=
12
이므로 a=2, b=1이다.
평가 기준
Ú x-y의 값을 구한 경우

yy Ú
yy Û

창의·융합 문제 해결하기
1 4'3 m

2 모양 A:`(10+5'2 )`cm, 모양 B:`(5+5'2 )`cm,
모양 C:`10'2 cm, 모양 D:`(10+5'2 )`cm,
모양 E:`(10+10'2 )`cm

1 페인트 3통으로 칠할 수 있는 넓이는
yy Ü
비율
20 %

Û x+y의 값을 구한 경우

20 %

Ü a, b의 값을 각각 구한 경우

60 %

16_3=48(mÛ`)
따라서 칠하려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8=4'3`(m)

2 주어진 칠교판에서 각 변의 길이를 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512
;;;2;;; cm 512 cm

28 상자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

'¶108-2'3=6'3-2'3=4'3 (cm)
상자의 밑면의 세로의 길이는
'75-2'3=5'3-2'3=3'3 (cm)
상자의 높이는 '3`cm이므로
(상자의 부피)=4'3_3'3_'3
=36'3 (cmÜ`)
평가 기준

20 쪽

yy Ú

B

A

C

yy Û

10 cm

D

E

512
;;;2;;; cm

yy Ü
비율

Ú 상자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한 경우

30 %

Û 상자의 밑면의 세로의 길이를 구한 경우

30 %

Ü 상자의 부피를 구한 경우

40 %

5 cm

512 cm
5 cm

모양 A, B, E는 직각삼각형, 모양 C는 정사각형, 모양 D
는 평행사변형이다.
따라서 각 모양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모양 A의 둘레의 길이)=5+5+5'2
=10+5'2 (cm)
(모양 B의 둘레의 길이)=

5'2 5'2
+
+5
2
2

=5+5'2`(cm)
(모양 C의 둘레의 길이)=

5'2
_4=10'2`(cm)
2

(모양 D의 둘레의 길이)=2_{5+

5'2
}
2

=10+5'2`(cm)
(모양 E의 둘레의 길이)=5'2+5'2+10
=10+10'2`(cm)

마음의
길을
따라
날아

10

보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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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수분해와 이차방정식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시험에 꼭 나오는

01 ②

유형별 핵심 문제

02 -13, -12

23~26 쪽

04 (2x-5)(x+A)

03 ①
06 ③, ④

xy의 계수가 2이므로
-2-4a=2, -4a=4, a=-1
상수항이 -6이므로
3b=-6, b=-2
따라서 a+b=-1+(-2)=-3

04 A=6, B=-30

05 ②

07 -8

08 ③

09 ④, ⑤

10 ⑴

11 14

12 ⑴ 1005004  ⑵ 996004  ⑶ 99.9951

13 -;2!;

14 ④

15 ④

17 ⑤

18 ④

19 a=2, b=3

20 31

21 ④

22 -2

23 2x-5 24 ⑤

25 5

26 ④

27 ④

28 (x-2)(5x+3)

29 ④

30 3'5

31 ④

32 ②

2'3 +'¶30
  ⑵ 17-12'2
3

16 15aÛ`-4a-4

01 (2a-b)(-a+3b-5)
=2a_(-a)+2a_3b+2a_(-5)
+(-b)_(-a)+(-b)_3b+(-b)_(-5)
=-2aÛ`+6ab-10a+ab-3bÛ`+5b
=-2aÛ`-10a+7ab-3bÛ`+5b

02 (x-3y+4)(5x+2y-3)
=x_5x+x_2y+x_(-3)
+(-3y)_5x+(-3y)_2y+(-3y)_(-3)
+4_5x+4_2y+4_(-3)
=5xÛ`+2xy-3x-15xy-6yÛ`+9y+20x+8y-12
=5xÛ`+17x-13xy-6yÛ`+17y-12
따라서 xy의 계수는 -13, 상수항은 -12이다.
[다른 풀이]
(x-3y+4)(5x+2y-3)의 전개식에서
(xy항)=x_2y+(-3y)_5x
=2xy-15xy=-13xy
(상수항)=4_(-3)=-12
따라서 xy의 계수는 -13, 상수항은 -12이다.

03 (x-ay+3)(4x-2y+b)
=x_4x+x_(-2y)+x_b
+(-ay)_4x+(-ay)_(-2y)+(-ay)_b
+3_4x+3_(-2y)+3_b
=4xÛ`-2xy+bx-4axy+2ayÛ`-aby+12x-6y+3b
=4xÛ`+(12+b)x+(-2-4a)xy+2ayÛ`	

+(-ab-6)y+3b

=2x_x+2x_A+(-5)_x+(-5)_A
=2xÛ`+2Ax-5x-5A
=2xÛ`+(2A-5)x-5A
=2xÛ`+7x+B
2A-5=7이므로 2A=12, A=6
-5A=B이므로 B=-5_6=-30

05 (-2a+b)Û`=4aÛ`-4ab+bÛ`
① (2a+b)Û`=4aÛ`+4ab+bÛ`
② (2a-b)Û`=4aÛ`-4ab+bÛ`
③ (-2a-b)Û`=4aÛ`+4ab+bÛ`
④ -(2a-b)Û`=-(4aÛ`-4ab+bÛ`)=-4aÛ`+4ab-bÛ`
⑤ -(-2a-b)Û`=-(4aÛ`+4ab+bÛ`)
=-4aÛ`-4ab-bÛ`
따라서 (-2a+b)Û`과 전개식이 같은 것은 ②이다.

06 ③ (-7+y)(-7-y)=(-7)Û`-yÛ`=49-yÛ`
④ (-2x-5)Û`=(-2x)Û`-2_(-2x)_5+5Û`
=4xÛ`+20x+25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 ④이다.

07 (x-1)Û`+(2x+1)(x-3)-4x+2
=xÛ`-2x+1+2xÛ`-5x-3-4x+2
=3xÛ`-11x
=AxÛ`+Bx+C
따라서 A=3, B=-11, C=0이므로
A+B+C=3+(-11)+0=-8

08 색칠한 부분은 가로의 길이가 4a-3b, 세로의 길이가
4a+3b인 직사각형이므로 구하는 넓이는
(4a-3b)(4a+3b)=(4a)Û`-(3b)Û`=16aÛ`-9bÛ`

09 ① (2+'3 )Û`=4+4'3+3=7+4'3
② (3'2-2)Û`=18-12'2+4=22-12'2
③ (-'3+1)('3-1)=-3+'3+'3-1
=-4+2'3
④ ('5-2)('5+2)=5-4=1
⑤ (2'3-6)('3+3)=6+6'3-6'3-18=-12
따라서 계산 결과가 유리수인 것은 ④,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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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_('5+'2 )

10 ⑴ '5-'2 = ('5-'2 )('5+'2 )

'30+'12
'30+2'3
=
=
3
('5 )Û`-('2 )Û`
3-2'2
(3-2'2 )Û`
⑵
=
3+2'2 (3+2'2 )(3-2'2 )
9-12'2+8
		
=
3Û`-(2'2 )Û`
=17-12'2

11

2-'3 2+'3
+
2+'3 2-'3
(2-'3 )Û`
(2+'3 )Û`
=
+
(2+'3 )(2-'3 ) (2-'3 )(2+'3 )
=(4-4'3+3)+(4+4'3+3)=14

12 ⑴ 1001_1004=(1000+1)(1000+4)
=1000Û`+(1+4)_1000+1_4
=1000000+5000+4=1005004
⑵ 998Û`=(1000-2)Û`
=1000Û`-2_1000_2+2Û`
=1000000-4000+4=996004
⑶ 9.93_10.07=(10-0.07)(10+0.07)=10Û`-0.07Û`
=100-0.0049=99.9951

13 (x+y)Û`=xÛ`+2xy+yÛ`이므로
(x+y)Û`=5+2_(-2)=1
이때 x+y>0이므로 x+y=1
x+y
따라서 ;[!;+;]!;=
= 1 =-;2!;
-2
xy
2_(3-'7 )
2
=3-'7이므로
=
3+'7 (3+'7 )(3-'7 )
x-3=-'7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14 x=

(x-3)Û`=(-'7 )Û`, xÛ`-6x+9=7
즉, xÛ`-6x=-2이므로
xÛ`-6x+4=-2+4=2

15 ④ xyÛ`과 2xÜ`y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인수는 xy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16 (5a+2)(3a-2)=15aÛ`-4a-4

`-4이므로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
17 ③ (x-2)(x+2)=xÛ
이다.
④ x(x-2)=xÛ`-2x이므로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이다.
⑤ xÛ`+2x-4는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가 아니다.
따라서 인수가 아닌 것은 ⑤이다.

12

18 ② 2xy-4y=2y(x-2)
③ a(xÛ`y-2xy)=axy(x-2)
④ 3xÛ`yÛ`-6xy=3xy(xy-2)
⑤ x(y+1)-2(y+1)=(y+1)(x-2)
따라서 x-2를 인수로 갖지 않는 것은 ④이다.

19 (x-1)(x+b)=xÛ`+(b-1)x-b
=xÛ`+ax-3
따라서 a=b-1, -3=-b이므로
a=2, b=3

20 xÛ`+Axy+9yÛ`=xÛ`+Axy+(Ñ3y)Û`이므로 완전제곱식
이 되려면
A=2_(Ñ3)=Ñ6
이때 A>0이므로 A=6
9xÛ`-30xy+ByÛ`=(3x)Û`-2_3x_5y+ByÛ`이므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B=5Û`=25
따라서 A+B=6+25=31

21 (2x+1)(2x+3)+k=4xÛ`+8x+3+k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4xÛ`+8x+3+k=(2x)Û`+2_2x_2+2Û`
이어야 하므로
3+k=2Û`, k=1

22 9xÛ`+(m+1)xy+25yÛ`
=(3x)Û`+2_3x_(Ñ5y)+(Ñ5y)Û`
=(3xÑ5y)Û`
이므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m+1=Ñ30, m=-1Ñ30
따라서 m=-31 또는 m=29이므로
모든 수 m의 값의 합은 -31+29=-2

23 2<x<3에서 x-2>0, x-3<0이므로

"ÃxÛ`-4x+4 -"ÃxÛ`-6x+9 ="Ã(x-2)Û`-"Ã(x-3)Û` 
=(x-2)-{-(x-3)}
=2x-5

24 ① -6xÛ`y-9yÛ`=-3y(2xÛ`+3y)
② 9xÛ`-6x+1=(3x-1)Û`
③ 4xÛ`-9=(2x+3)(2x-3)
④ xÛ`+6x+5=(x+1)(x+5)
따라서 인수분해가 바르게 된 것은 ⑤이다.

25 axÛ`-49=axÛ`-7Û`=(bx+7)(3x+c)이므로
b=3, c=-7
(3x+7)(3x-7)=9xÛ`-49이므로 a=9
따라서 a+b+c=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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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xÛ`+ax-3=(x-1)(x+m)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하면
xÛ`+ax-3=xÛ`+(m-1)x-m
a=m-1, -3=-m이므로 m=3, a=2
2xÛ`-5x+b=(x-1)(2x+n)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하면
2xÛ`-5x+b=2xÛ`+(n-2)x-n
-5=n-2, b=-n이므로 n=-3, b=3
따라서 a+b=2+3=5

32 a-b=-3, -a+c=2의 양변을 각각 더하면
(a-b)+(-a+c)=-1, b-c=1
따라서 ab-bÛ`-ac+bc=b(a-b)-c(a-b)
=(a-b)(b-c)
=-3_1=-3

27 (x+a)(x+b)=xÛ`+(a+b)x+ab
=xÛ`+Ax-12
이므로 a+b=A, ab=-12
이때 곱이 -12인 두 정수는
1과 -12, 2와 -6, 3과 -4, 4와 -3, 6과 -2,
12와 -1
이므로 A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11, -4, -1, 1, 4,
11이다.
따라서 주어진 수 중에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④
이다.

28 (x-3)(5x+2)=5xÛ`-13x-6이고, 준혁이는 상수항
을 바르게 보았으므로 처음 이차식의 상수항은 -6이다.
(x-1)(5x-2)=5xÛ`-7x+2이고, 승현이는 일차항의
계수를 바르게 보았으므로 처음 이차식의 일차항의 계수
는 -7이다.
따라서 처음 이차식은 5xÛ`-7x-6이므로 이 식을 인수
분해하면 5xÛ`-7x-6=(x-2)(5x+3)

29 6xÛ`+13x-5=(2x+5)(3x-1)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2x+5이므로 세로의 길
이는 3x-1
따라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2x+5)+(3x-1)}=2(5x+4)=10x+8

30 "Ã1.5_6.5Û`-1.5_3.5Û`="Ã1.5(6.5Û`-3.5Û`)

="Ã1.5(6.5+3.5)(6.5-3.5)
='Ä1.5_10_3
='45=3'5

2-'5
1 =
2+'5 (2+'5 )(2-'5 )
2-'5
=
=-2+'5
-1
2+'5
=
y= 1 
2-'5 (2-'5 )(2+'5 )
2+'5
=
=-2-'5
-1
따라서 x-y=(-2+'5 )-(-2-'5 )=2'5이므로
3xÛ`-6xy+3yÛ`=3(xÛ`-2xy+yÛ`)`
=3(x-y)Û`
=3_(2'5 )Û`=60

31 x=

교과서 속

01 -2a

도전 문제

02 1

27쪽

03 (3, 8), (4, 5), (5, 4), (8, 3)

04 3, 5, 17, 257

01 {a+;a!;}Û`-4=aÛ`+2+{;a!;}Û`-4
=aÛ`-2+{;a!;}Û`={a-;a!;}Û`
{a-;a!;}Û+4=aÛ`-2+{;a!;}Û`+4
=aÛ`+2+{;a!;}Û`={a+;a!;}Û`
이때 0<a<1에서 ;a!;>1이므로 a-;a!;<0, a+;a!;>0
따라서 ¾¨{a+;a!;}Û`-4 -¾¨{a-;a!;}Û`+4
=¾¨{a-;a!;}Û` -¾¨{a+;a!;}Û`
=-{a-;a!;}-{a+;a!;}=-2a

02 f(x)='x+'Äx-1 이므로

'5-'4
1 =
1
='5-'4
=
f(5) '5+'4 ('5+'4 )('5-'4 )
'6-'5
1 =
1
='6-'5
=
f(6) '6+'5 ('6+'5 )('6-'5 )
'7-'6
1 =
1
='7-'6
=
f(7) '7+'6 ('7+'6 )('7-'6 )
'8-'7
1 =
1
='8-'7
=
f(8) '8+'7 ('8+'7 )('8-'7 )

'9-'8
1 =
1
='9-'8
=
f(9) '9+'8 ('9+'8 )('9-'8 )
이므로
1 + 1 + 1 + 1 + 1
f(5) f(6) f(7) f(8) f(9)
=('5-'4 )+('6-'5 )+('7-'6 )+('8-'7 )

+('9-'8 )
='9-'4=3-2=1
II. 인수분해와 이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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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풀이]
f(x)='x+'Äx-1 에서
1 =
1

f(x)
'x+'Äx-1
=

이차방정식

'x-'Äx-1
('x+'Äx-1 )('x-'Äx-1 )

='x-'Äx-1
이므로
1 + 1 + 1 + 1 + 1
f(5) f(6) f(7) f(8) f(9)
=('5-'4 )+('6-'5 )+('7-'6 )+('8-'7 )

+('9-'8 )
='9-'4=3-2=1

시험에 꼭 나오는

01 ②

=(a-2)(b-2)
이므로 (a-2)(b-2)=6을 만족시키는 정수 a-2, 
b-2의 값에 대하여 a, b를 구하면
a-2=1, b-2=6일 때 a=3, b=8
a-2=-1, b-2=-6일 때 a=1, b=-4
a-2=2, b-2=3일 때 a=4, b=5
a-2=-2, b-2=-3일 때 a=0, b=-1
a-2=3, b-2=2일 때 a=5, b=4
a-2=-3, b-2=-2일 때 a=-1, b=0
a-2=6, b-2=1일 때 a=8, b=3
a-2=-6, b-2=-1일 때 a=-4, b=1
따라서 구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 (a, b)는 (3, 8),
(4, 5), (5, 4), (8, 3)이다.

04 216-1=(2¡`)Û`-1이므로

03 7

06 m=-;2#;, n=-5 07 -4
10 ;3!;

29~32쪽

04 ①, ⑤

05 ④

08 2

09 -1

13 -4

14 ③, ④

18 14

19 20

11 a=-5, b=;2%;

12 x=-;2!; 또는 x=;3!;
15 128

03 ab-2a-2b+4=a(b-2)-2(b-2)

02 ②

유형별 핵심 문제

16 ②

17 -;4!;

20 ㈎ 6  ㈏ 6  ㈐ 12  ㈑ -6Ñ2'3
21 a=;6%;, b=;3!6#;, x=

-5Ñ'13
6

22 ③

23 ②

24 ④

25 ④

26 4년 후 27 ②

28 10명

29 ⑤

30 8`cm

31 9초

01 주어진 등식을 정리하면
① xÛ`-4=2x+1에서 xÛ`-2x-5=0
② xÛ`-3x=xÛ`-1에서 -3x+1=0
③ (x+5)(x-3)=-1에서 	

xÛ`+2x-15=-1, xÛ`+2x-14=0
④ x(2x-1)=xÛ`에서 2xÛ`-x=xÛ`, xÛ`-x=0
⑤ 2x(x-1)-xÛ

`=-5에서 	
2xÛ`-2x-xÛ`=-5, xÛ`-2x+5=0
따라서 이차방정식이 아닌 것은 ②이다.

216-1=(2¡`-1)(2¡`+1)
=(2Ý`-1)(2Ý`+1)(2¡`+1)
=(2Û`-1)(2Û`+1)(2Ý`+1)(2¡`+1)
=(2-1)(2+1)(2Û`+1)(2Ý`+1)(2¡`+1)
=3(2Û`+1)(2Ý`+1)(2¡`+1)
따라서 216-1을 소인수분해하면
216-1=3_5_17_257
이므로 소수인 약수는 3, 5, 17, 257이다.

02 2(x-3)Û`=kx(x-2)+5에서
2(xÛ`-6x+9)=kxÛ`-2kx+5
2xÛ`-12x+18=kxÛ`-2kx+5
(2-k)xÛ`+(2k-12)x+13=0
따라서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되려면 2-k+0이어야
하므로 k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②이다.

03 3x(x-4)=xÛ`-10x+5에서
3xÛ`-12x=xÛ`-10x+5
2xÛ`-2x-5=0이므로 a=2, b=-5
따라서 a-b=2-(-5)=7

04 각 이차방정식에 x=2를 대입하면
① 2Û`+2-6=0
② 2Û`-2_2-8+0
③ 2Û`-10_2-24+0
④ 2_2Û`-2-10+0
⑤ 3_2Û`-7_2+2=0
따라서 x=2를 해로 갖는 이차방정식은 ①, ⑤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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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 안의 수를 주어진 이차방정식에 각각 대입하면
① 3Û`+3-6+0
② 2Û`+2_2-4+0
③ 3Û`-6_3+3+0
④ 3_1Û`-2_1-1=0
⑤ -1_(3-1)+-1+3
따라서 [ ] 안의 수가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해인 것은
④이다.

06 두 이차방정식의 공통인 근이 x=-2이므로
이차방정식 2xÛ`-3mx+1=0에 x=-2를 대입하면
2_(-2)Û`-3m_(-2)+1=0
6m=-9, m=-;2#;
이차방정식 xÛ`-3x+2n=0에 x=-2를 대입하면
(-2)Û`-3_(-2)+2n=0
2n=-10, n=-5

07 이차방정식 xÛ`-4x-3=0에
x=m을 대입하면
mÛ`-4m-3=0, mÛ`-4m=3
또 x=n을 대입하면
nÛ`-4n-3=0, nÛ`-4n=3
따라서
(mÛ`-4m+1)(nÛ`-4n-4)=(3+1)(3-4)
=-4

08 이차방정식 xÛ`-2x-5=0에 x=a를 대입하면
aÛ`-2a-5=0
이때 aÛ`-5=2a이므로
a-;a%;=

aÛ`-5
=;;ªa;;=2
a

09 이차방정식 (x+1)Û`=3x+7을 정리하면
xÛ`+2x+1=3x+7, xÛ`-x-6=0
(x+2)(x-3)=0
따라서 a+b=2+(-3)=-1

10 이차방정식 3xÛ`+2=-5x를 풀면

즉, 2xÛ`-3x-5=0이므로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x+1)(2x-5)=0, x=-1 또는 x=;2%;
따라서 b=;2%;이다.

12 이차방정식 0.2(x-3)(x-4)-;5^;=0의 양변에 5를 곱
하면
(x-3)(x-4)-6=0, xÛ`-7x+6=0
(x-1)(x-6)=0
x=1 또는 x=6
이때 a>b이므로 a=6, b=1
따라서 6xÛ`+x-1=0을 풀면
(2x+1)(3x-1)=0
x=-;2!; 또는 x=;3!;

13 이차방정식 5xÛ`-(1+aÛ`)x-4(a-2)=0에 x=1을 대
입하면
5-(1+aÛ`)-4(a-2)=0, aÛ`+4a-12=0
(a+6)(a-2)=0
a=-6 또는 a=2
따라서 모든 수 a의 값의 합은 -6+2=-4

14 ③	이차방정식 xÛ`+4x+4=0을 풀면
(x+2)Û`=0, x=-2
④ 이차방정식 x(x+3)=5x-1을 풀면
xÛ`+3x=5x-1, xÛ`-2x+1=0
(x-1)Û`=0, x=1
따라서 중근을 갖는 것은 ③, ④이다.

15 중근 x=-4를 해로 갖는 이차방정식은
(x+4)Û`=0, xÛ`+8x+16=0
따라서 m=8, n=16이므로 mn=8_16=128

16 이차방정식 xÛ`+7x+k=3x-9를 정리하면
xÛ`+4x+k+9=0
이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
k+9={;2$;}Û , k=-5

3xÛ`+5x+2=0, (x+1)(3x+2)=0
x=-1 또는 x=-;3@;
이때 a>b이므로 a=-;3@;, b=-1
따라서 a-b=-;3@;-(-1)=;3!;

11 이차방정식 2xÛ`-3x+a=0에 x=-1을 대입하면
2_(-1)Û`-3_(-1)+a=0, a=-5

17 이차방정식 xÛ`-4x+3k-2=0이 중근을 가지므로
`
3k-2={-;2$;}Û , 3k=6, k=2
이차방정식 (k+2)xÛ`+3x-1=0에 k=2를 대입하면
4xÛ`+3x-1=0이므로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x+1)(4x-1)=0, x=-1 또는 x=;4!;
따라서 두 근의 곱은 (-1)_;4!;=-;4!;
II. 인수분해와 이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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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차방정식 (x-3)Û`-11=0을 풀면

25 	이차방정식 xÛ`+ax+b=0의 일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x-3)Û`=11, x-3=Ñ'11
x=3Ñ'11
따라서 A=3, B=11이므로 A+B=3+11=14

19 이차방정식 5(x-3)Û`=a를 풀면
(x-3)Û`=;5A;, x-3=Ñ®;5A; , x=3Ñ

'5a
5

이때 두 근의 차가 4이므로

'5a
'5a
}-{3}=4, 2'5§a=20, '5§a=10
5
5
따라서 5a=100이므로 a=20
{3+

20 xÛ`+12x+24=0, xÛ`+12x=-24
xÛ`+12x+6Û`=-24+6Û`
(x+6)Û`=12, x=-6Ñ2'3
따라서 ㈎ 6, ㈏ 6, ㈐ 12, ㈑ -6Ñ2'3이다.

21 이차방정식 3xÛ`+5x+1=0을 풀면
xÛ`+;3%;x+;3!;=0, xÛ`+;3%;x=-;3!;
`
`
`
xÛ`+;3%;x+{;6%;}Û =-;3!;+{;6%;}Û , {x+;6%;}Û =;3!6#;
x+;6%;=Ñ

'13
-5Ñ'13
, x=
6
6

따라서 a=;6%;, b=;3!6#;이고, x=

-5Ñ'13
이다.
6

22 이차방정식 xÛ`-3x-18=0을 풀면
(x+3)(x-6)=0, x=-3 또는 x=6
이때 a>b이므로 a=6, b=-3
따라서 이차방정식 xÛ`+6x-3=0을 풀면
-6Ñ"Ã6Û`-4_1_(-3)
2_1
-6Ñ4'3
=-3Ñ2'3
=
2

x=

23 이차방정식 2xÛ`+3x-a=0을 풀면
-3Ñ"Ã3Û`-4_2_(-a)
x=
2_2
-3Ñ'¶9+8a bÑ'17
=
=
4
4
이때 9+8a=17, b=-3이므로 a=1, b=-3
따라서 a+b=1+(-3)=-2

24 이차방정식 0.6xÛ`-x-0.3=0의 양변에 10을 곱하면
6xÛ`-10x-3=0이므로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10)Ñ"Ã(-10)Û`-4_6_(-3)
2_6
10Ñ2'43 5Ñ'43
=
=
12
6
따라서 A=5, B=43이므로 A+B=5+43=48
x=

16

바꾸면 xÛ`+bx+a=0
이 이차방정식에 x=-2와 x=4를 각각 대입하면
4-2b+a=0, 16+4b+a=0
위의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a=-8, b=-2
따라서 처음 이차방정식은 xÛ`-8x-2=0이므로 이 이차
방정식을 풀면
-(-8)Ñ"Ã(-8)Û`-4_1_(-2)
2_1
8Ñ6'2
=4Ñ3'2
=
2

x=

26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의 3배와 아들의 나이의 제곱이
같아진다고 하면 x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는 (44+x)세
이고, 아들의 나이는 (8+x)세이므로
3(44+x)=(8+x)Û`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132+3x=xÛ`+16x+64, xÛ`+13x-68=0
(x+17)(x-4)=0, x=-17 또는 x=4
이때 x는 자연수이므로 x=4
따라서 아버지의 나이의 3배가 아들의 나이의 제곱과 같
아지는 것은 4년 후이다.
(44+4)_3=(8+4)Û`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n(n+1) =78을 풀면
27 이차방정식

2
n(n+1)=156, nÛ`+n-156=0
(n+13)(n-12)=0, n=-13 또는 n=12
이때 n은 자연수이므로 n=12
12_(12+1) =78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2

28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면 연필 80자루를 학생들에게 남
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때,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연필의 수는 (x-2)자루이므로
x(x-2)=80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xÛ`-2x-80=0, (x+8)(x-10)=0
x=-8 또는 x=10
이때 x>2이므로 x=10
따라서 학생 수는 10명이다.
10_(10-2)=80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29 x초 후에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고 하면 x초
후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6-x) cm이고, 세로
의 길이는 (9+3x) cm이므로
(16-x)(9+3x)=16_9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3xÛ`+39x+144=144, xÛ`-13x=0
x(x-13)=0, x=0 또는 x=13
이때 0<x<16이므로 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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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은 13초이다.
(16-13)_(9+3_13)=144(cmÛ`)이므로 문제의 뜻
에 맞는다.

30 다음 그림과 같이 처음 직사각형 모양의 세로의 길이를
x`cm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x+6) cm이므로 직육
면체의 부피는
2(x+2)(x-4)=80

02 이차방정식 xÛ`-x+a-5=0을 풀면
-(-1)Ñ"Ã(-1)Û`-4_1_(a-5)
2_1
1Ñ'¶21-4a
=
2
이때 해가 유리수가 되려면
21-4a=0 또는 21-4a=kÛ` (k는 자연수)
이어야 한다.
x=

21-4a=0일 때 4a=21, a=;;ª4Á;;

(x+6) cm

21-4a=1일 때 4a=20, a=5

(x+2) cm

21-4a=4일 때 4a=17, a=;;Á4¦;;

x cm (x-4) cm

21-4a=9일 때 4a=12, a=3

2 cm

21-4a=16일 때 4a=5, a=;4%;

2 cm

따라서 자연수 a의 값은 3, 5이다.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2 cm
2xÛ`-4x-16=80,
-2x-48=0
(x-4)xÛ`cm
cm
또는 x=8
(x+6)(x-8)=0, x=-6 (x+2)
이때 x>4이므로 x=8
따라서 처음 직사각형 모양의 세로의 길이는 8`cm이다.
2_(8+2)_(8-4)=80(cmÜ`)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
는다.

x }{1- x }
03 (판매 금액)=8000{1+
100

100

=8000{1- xÛ` }
10000
=8000-;5$;xÛ`
이때 720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31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가 0`m이므로

{8000-;5$;xÛ`}-8000=-720

45t-5tÛ`=0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tÛ`-9t=0, t(t-9)=0
t=0 또는 t=9
이때 t>0이므로 t=9
따라서 물체를 쏘아 올린 후 지면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9초이다.
45_9-5_9Û`=0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5$;xÛ`=720, xÛ`=900, x=Ñ30
이때 x>0이므로 x=30
8000_{1+;1£0¼0;}_{1-;1£0¼0;}-8000=-720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04 점 A는 직선 y=;4#;x 위의 점

y
A

k(0<k<8)라고 하면

O

A{k, ;4#;k}

교과서 속

도전 문제

01 9     02 3, 5     03 30     04 (4, 3)

01 이차방정식 xÛ`-x+1=0에 x=a를 대입하면
aÛ`-a+1=0
따라서 aÞ`-aÝ`+aÜ`+aÛ`-a+10
=aÜ`(aÛ`-a+1)+(aÛ`-a+1)+9
=9

33 쪽

즉, nemoABCD에서

y=;4#;x

P

이므로 x좌표를

k B

D
C x

;4#;k x=8

ABÓ=;4#;k, BCÓ=8-k이므로
nemoABCD=;4#;k(8-k)

또 점 P의 x좌표가 8이므로 y=;4#;x에 x=8을 대입하면
y=;4#;_8=6 즉, 점 P의 좌표는 (8, 6)이다.
이때 nemoABCD=;2!;△POC이므로

;4#;k(8-k)=;2!;_{;2!;_8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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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x-4)(3x+b)=3xÛ`+(b-12)x-4b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6k-;4#;kÛ`=12, kÛ`-8k+16=0
(k-4)Û`=0, k=4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4, 3)이다.
3_(8-4)=;2!;_{;2!;_8_6}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3xÛ`+ax-12
이때 b-12=a, -4b=-12이므로
a=-9, b=3
따라서 aÛ`+bÛ`=(-9)Û`+3Û`=90

06 	4xÛ`-(m+3)x+9=(2x)Û`-(m+3)x+(Ñ3)Û`이므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m+3=2_2_(Ñ3), m=-3Ñ12
따라서 m=-15 또는 m=9

07 xÜ`-x=x(xÛ`-1)
=x(x+1)(x-1)
따라서 xÜ`-x의 인수가 아닌 것은 ④이다.

08 	2xÛ`+ax-10=(x-2)(2x+m)으로 인수분해된다고

대단원 마무리 평가

34~37쪽

하면
2xÛ`+ax-10=2xÛ`+(m-4)x-2m
a=m-4, -10=-2m이므로 m=5, a=1
xÛ`+5x+b=(x-2)(x+n)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하면

01 ④,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②

07 ④

08 ①

09 ①, ③

10 ②

11 ②

12 ①

13 ⑤

14 ①

15 ①

16 ④

17 ⑤

18 ③

19 ①

20 -2b

21 -1

22 5개

23 9`m

24 2x-10

25 25

26 m=4, x=4

27 (4+'2 )`cm

01 ① (6x+1)Û`=36xÛ`+12x+1
② (x-3y)Û`=xÛ`-6xy+9yÛ`
③ (-y-2)(-y+2)=yÛ`-4
따라서 식을 바르게 전개한 것은 ④, ⑤이다.

02 (길을 제외한 화단의 넓이)
={(4a+5)-2}_{(3b+1)-2}
=(4a+3)(3b-1)
=12ab-4a+9b-3 (mÛ`)
'5-2

('5-2)Û`

03 x= '5+2 = ('5+2)('5-2) =9-4'5

즉, x=9-4'5에서 x-9=-4'5이므로 양변을 제곱
하면
(x-9)Û`=(-4'5 )Û`, xÛ`-18x+81=80
xÛ`-18x=-1
따라서 구하는 식의 값은
xÛ`-18x+10=-1+10=9

04 (a+b)Û`=aÛ`+bÛ`+2ab이므로
(5'2 )Û`=30+2ab에서 2ab=20, ab=10
따라서 (a-b)Û`=aÛ`+bÛ`-2ab=30-2_10=10

18

xÛ`+5x+b=xÛ`+(n-2)x-2n
5=n-2, b=-2n이므로 n=7, b=-14
따라서 a+b=1+(-14)=-13

09 ;2!;_54Û`-;2!;_46Û`=;2!;(54Û`-46Û`)
=;2!;(54+46)(54-46)
=;2!;_100_8=400
따라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인수분해 공식
은 ①, ③이다.

10 (넓이)=;2!;{(a-5)+(a+7)}_(높이)
=;2!;(2a+2)_(높이)
=(a+1)_(높이)
이때 3aÛ`-a-4=(a+1)(3a-4)이므로
(높이)=3a-4
 `+4=(x+1)Û`, 3xÛ`+4=xÛ`+2x+1
11 ㄱ. 3xÛ
2xÛ`-2x+3=0
ㄴ. xÜ`+10x=7xÛ`+xÜ, -7xÛ`+10x=0
ㄷ. 9xÛ`=(3x+1)(3x-1), 9xÛ`=9xÛ`-1, 1=0
ㄹ. -3xÛ`+x=-3xÜ`+3x+1, 3xÜ`-3xÛ`-2x-1=0
ㅁ. (x-2)(x+5)=-xÛ

`+2x
xÛ`+3x-10=-xÛ`+2x, 2xÛ`+x-10=0
따라서 이차방정식은 ㄱ, ㄴ,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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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차방정식 xÛ`+(a+3)x-2=0에 x=a를 대입하면
aÛ`+(a+3)_a-2=0, 2aÛ`+3a-2=0
이때 2aÛ`-2=-3a이므로
aÛ`-1=-;2#;a
따라서 a-;a!;=

aÛ`-1 -;2#;a
=
=-;2#;
a
a

13 이차방정식 (x+2)(x+3)=9-xÛ`을 풀면
xÛ`+5x+6=9-xÛ`, 2xÛ`+5x-3=0
(x+3)(2x-1)=0, x=-3 또는 x=;2!;
이때 a=-3, b=;2!; 또는 a=;2!;, b=-3이므로
a-b=-3-;2!;=-;2&;
또는 a-b=;2!;-(-3)=;2&;
따라서 aÛ`-2ab+bÛ`=(a-b)Û`={Ñ;2&;}Û`=;;¢4»;;

14 이차방정식 xÛ`+ax+6=0에 x=3을 대입하면
3Û`+3a+6=0, 3a=-15, a=-5
즉, 이차방정식 xÛ`-5x+6=0을 풀면
(x-2)(x-3)=0, x=2 또는 x=3
이때 x=2가 이차방정식 4xÛ`-9x+b=0의 한 근이므로
4_2Û`-9_2+b=0, b=2
따라서 ab=(-5)_2=-10

15 	이차방정식 (k+1)xÛ`-(kÛ`+1)x+2(k-1)=0에 
x=-2를 대입하면
(k+1)_(-2)Û`-(kÛ`+1)_(-2)+2(k-1)=0
4k+4+2kÛ`+2+2k-2=0
2kÛ`+6k+4=0, kÛ`+3k+2=0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k+2)(k+1)=0, k=-2 또는 k=-1
이때 주어진 방정식이 이차방정식이 되려면 k+1+0,
즉 k+-1이므로 k=-2
따라서 이차방정식 -xÛ`-5x-6=0을 풀면
xÛ`+5x+6=0, (x+3)(x+2)=0
x=-3 또는 x=-2
이므로 다른 한 근은 x=-3이다.

16 이차방정식 xÛ`-5x+a=3x-9를 정리하면
xÛ`-8x+a+9=0
이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a+9={

-8 Û
}`, a=7
2

17 	이차방정식 3xÛ`-x-5=2xÛ`-5x를 정리하면
`
`
xÛ`+4x=5, xÛ`+4x+{;2$;}Û =5+{;2$;}Û
(x+2)Û`=9
따라서 p=2, q=9이므로 p+q=2+9=11

18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1, x, x+1이라고 하면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12만큼 작으
므로
(x+1)Û`=(x-1)Û`+xÛ`-12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xÛ`+2x+1=xÛ`-2x+1+xÛ`-12
xÛ`-4x-12=0, (x+2)(x-6)=0
x=-2 또는 x=6
이때 x는 자연수이므로 x=6
따라서 세 자연수는 5, 6, 7이므로 가장 큰 수는 7이다.
7Û`=5Û`+6Û`-12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19 축구공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m이므로
-5tÛ`+10t+3=8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5tÛ`-10t+5=0, tÛ`-2t+1=0
(t-1)Û`=0, t=1
따라서 축구공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m가 되는 것은
1초 후이다.
-5_1Û`+10_1+3=8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20 b<a<0에서 a-b>0, a+b<0이므로
"ÃaÛ`-2ab+bÛ` +"ÃaÛ`+2ab+bÛ`

="Ã(a-b)Û` +"Ã(a+b)Û`
=(a-b)-(a+b)
=-2b

21 수현이는 (x+1)(ax+5)를 전개한 것이므로
(x+1)(ax+5)=axÛ`+(a+5)x+5
=axÛ`+7x+5
a+5=7이므로 a=2
정우는 (x+b)(3x+5)를 전개한 것이므로
(x+b)(3x+5)=3xÛ`+(3b+5)x+5b
=3xÛ`+14x+15
3b+5=14, 5b=15이므로 b=3
따라서 a-b=2-3=-1

22 	이차방정식 xÛ`-4x-1=0을 풀면
-(-4)Ñ"Ã(-4)Û`-4_1_(-1)
2_1
4Ñ2'5
=2Ñ'5
=
2
이때 2<'5<3이므로 -1<2-'5 <0, 4<2+'5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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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근 사이에 있는 정수는 0, 1, 2, 3, 4로 모두
5개이다.

23 세로의 길이를 x`m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x+5)`m
이다.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의 넓이가 126`mÛ`이므로

비율
30 %

Û m의 값을 구한 경우

30 %

Ü 이차방정식의 중근을 구한 경우

40 %

27 ACÓ=x`cm라고 하면 BCÓ=(8-x)`cm이다. yy Ú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36`cmÛ`이므로

x(x+5)=126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yy Û

xÛ`+(8-x)Û`=36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xÛ`+5x-126=0, (x+14)(x-9)=0
x=-14 또는 x=9
이때 x>0이므로 x=9
따라서 공원의 세로의 길이는 9`m이다.
9_14=126(mÛ`)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xÛ`+xÛ`-16x+64=36, 2xÛ`-16x+28=0
xÛ`-8x+14=0
-(-8)Ñ"Ã(-8)Û`-4_1_14
2_1
8Ñ2'2
=
=4Ñ'2
2
이때 ACÓ>BCÓ, 즉 4<x<8이므로
x=4+'2 
따라서 ACÓ의 길이는 (4+'2 )`cm이다.
x=

24 (x-8)(x-3)+x=xÛ`-11x+24+x
=xÛ`-10x+24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yy Ú

xÛ`-10x+24=(x-4)(x-6)
따라서 구하는 두 일차식의 합은

yy Û

(x-4)+(x-6)=2x-10

yy Ü

yy Ü
yy Ý
(4+'2 )Û`+{8-(4+'2 )}Û`=36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
는다.
평가 기준

비율

비율

Ú ACÓ=x`cm로 놓고, BCÓ를 x를 이용하여 나타낸 경우

20 %

Ú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한 경우

40 %

Û 이차방정식을 세운 경우

30 %

Û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경우

40 %

Ü 이차방정식을 풀어 문제의 뜻에 맞는 해를 구한 경우

40 %

Ü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한 경우

20 %

Ý AC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10 %

평가 기준

25 a=

3+2'2
1
=3+2'2
=
3-2'2 (3-2'2 )(3+2'2 )

'2-1
1 =
='2-1
'2+1 ('2+1)('2-1)
따라서

aÛ`-4ab+4bÛ`=(a-2b)Û
`
={(3+2'2 )-2('2-1)}Û`

b=

=5Û`=25
평가 기준

yy Ú
yy Û
yy Ü
비율

Ú a, b의 분모를 각각 유리화한 경우

40 %

Û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경우

40 %

Ü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한 경우

20 %

26 	이차방정식 xÛ`-2mx+3m+4=0이 중근을 가지므로
3m+4={- 2m }Û`
2

20

평가 기준
Ú 중근을 갖기 위한 m의 조건을 설명한 경우

yy Ú

창의·융합 문제 해결하기
1 59, 61

38 쪽

2 3초 후

1 3599=3600-1=60Û`-1Û`
=(60+1)(60-1)=61_59
따라서 필요한 두 소수는 59, 61이다.

2 폭죽이 105`m의 높이에서 터졌으므로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50t-5tÛ`=105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mÛ`-3m-4=0, (m+1)(m-4)=0
m=-1 또는 m=4
이때 m>0이므로 m=4
yy Û
즉, xÛ`-8x+16=0이므로 이 이차방정식을 풀면
(x-4)Û`=0, x=4 
yy Ü

5tÛ`-50t+105=0, tÛ`-10t+21=0
(t-3)(t-7)=0, t=3 또는 t=7
따라서 폭죽이 올라가면서 터졌으므로 쏘아 올린 지 3초
후에 터진 것이다.
50_3-5_3Û`=105(m)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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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차함수
06 f(-1)=-2_(-1)Û`-a_(-1)+3

이차함수와 그 그래프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별 핵심 문제

01 ③

02 ②, ⑤

03 ④

04 -11

06 ①

07 130`m 08 ⑤

09 ③, ⑤

41~44 쪽

05 ①

10 (-4, -16), (4, -16)

11 ①

12 4

13 ③

14 ②, ④

15 ④

16 ②

17 ③

18 ①

19 ③

20 ①, ③

21 ④

22 y=;4#;xÛ`

23 ③

24 -1

25 ;3@;

01 ① y=3-x

일차함수
② y=-2(x-5)=-2x+10
일차함수
④ (x+2)Û`=x+4에서 xÛ`+3x=0
이차방정식
⑤ y=(2x+1)Û`-4xÛ`=4x+1
일차함수
따라서 이차함수인 것은 ③이다.

02 ① y=;6$0);x=;3@;x

07 y=-5xÛ`+50x+10에 x=6을 대입하면
y=-5_6Û`+50_6+10=130
따라서 쏘아 올린 지 6초 후의 공의 높이는 130`m이다.

08 ①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다.
② y축에 대칭이다.
③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y¾0이다.
④ x=-2일 때, y=4이므로 점 (-2, 4)를 지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09 ① -9+(-3)Û` ② -1+(-1)Û` ③ 1=1Û`
④ ;2!;+{;2!;}Û`

⑤ ;1Á6;={;4!;}Û`

따라서 y=xÛ`의 그래프 위의 점인 것은 ③, ⑤이다.

10 구하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a, -16)이므로

일차함수

② y=(x+1)_2x=2xÛ`+2x

이차함수

③ y=2_p_3Û`+2p_3_x=18p+6px
일차함수
20
④ ;2!;_x_y=10에서 y=
이차함수가 아니다.
x
⑤ y=;3!;_p_xÛ`_6=2pxÛ`

=a+1
f(-1)=5이므로 a+1=5, a=4
즉, f(x)=-2xÛ`-4x+3이므로
b=f(2)=-2_2Û`-4_2+3=-13
따라서 ab=4_(-13)=-52

이차함수

따라서 이차함수인 것은 ②, ⑤이다.

03 y=3xÛ`-kx(x+1)+5
=3xÛ`-kxÛ`-kx+5
=(3-k)xÛ`-kx+5
따라서 xÛ`의 계수가 0이 아니어야 하므로
3-k+0, k+3

-16=-aÛ`, a=Ñ4
따라서 구하는 점의 좌표는 (-4, -16), (4, -16)이다.

11 y=-;3!;xÛ`의 그래프가 점 (6, a)를 지나므로
a=-;3!;_6Û`=-12

12 y=axÛ`의 그래프가 점 (3, -3)을 지나므로
-3=a_3Û`, a=-;3!;
즉, y=-;3!;xÛ`의 그래프가 점 (-6, k)를 지나므로
k=-;3!;_(-6)Û`=-12
따라서 ak=-;3!;_(-12)=4

04 f(-2)=-(-2-2)Û`+3=-13
f(1)=-(1-2)Û`+3=2
따라서 f(-2)+f(1)=-13+2=-11

13 y=-;3@;xÛ`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의 식
은 ③ y=;3@;xÛ`이다.

05 f(a)=-aÛ`-3a+5=1이므로
aÛ`+3a-4=0, (a+4)(a-1)=0
a=-4 또는 a=1
이때 a는 자연수이므로 a=1

14 y=axÛ`의 그래프는 y=-axÛ`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
칭이므로 보기 중에서 x축에 서로 대칭인 것은 ㄱ과 ㄷ,
ㄴ과 ㅂ이다.
III. 이차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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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y=3xÛ`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의 식은
y=-3xÛ`이다.
이 그래프가 점 (m-1, -2m+1)을 지나므로

23 	포물선의 꼭짓점이 원점이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y=axÛ`
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점 {-;2!;, 1}을 지나므로

-2m+1=-3(m-1)Û`, 3mÛ`-8m+4=0

1=a_{-;2!;}Û`, a=4

(3m-2)(m-2)=0, m=;3@; 또는 m=2

즉, y=4xÛ`의 그래프가 점 {;4!;, m}을 지나므로

이때 m은 정수이므로 m=2

m=4_{;4!;}Û`=;4!;

16 y=axÛ`의 그래프가 점 (-3, 36)을 지나므로
36=a_(-3)Û`, a=4
y=bxÛ`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이므로 b=-4
따라서 a-b=4-(-4)=8

17 y=axÛ`의 그래프는 a<0일 때 위로 볼록하므로 위로 볼

24 그래프의 꼭짓점이 원점이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f(x)=axÛ`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점 (3, -4)를 지나
므로
-4=a_3Û`, a=-;9$;

록한 그래프는

따라서 f(x)=-;9$;xÛ`이므로

y=-3xÛ`, y=-2xÛ`, y=-;3!;xÛ`

f {-;2#;}=-;9$;_{-;2#;}Û`=-1

이때 a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으므로 폭
이 가장 넓은 그래프는 y=-;3!;xÛ`의 그래프이다.

18 y=axÛ`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므로 a>0이고,
y=;2!;xÛ`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으므로 |a|>;2!;이다.
따라서 a>;2!;이므로 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①이다.

25 점 D는 점 A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D(-3, 0)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 ADÓ=6이므로
B(3, 6)
따라서 y=axÛ`의 그래프가 점 B(3, 6)을 지나므로
6=a_3Û`, a=;3@;

19 	색칠한 부분을 지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
을 y=axÛ`이라고 하면 y=axÛ`의 그래프가 x축과
y=-;2%;xÛ`의 그래프 사이에 있으므로
-;2%;<a<0
따라서 색칠한 부분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③이
다.

20 ②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④ 점 (0, 0)을 꼭짓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⑤ y=2xÛ`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 ③이다.

교과서 속

도전 문제

45 쪽

01 (2'3, 8)                 02 1                 03 1                 

01 점 A는 y=;3@;xÛ`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점 A의 좌표를
{t, ;3@; tÛ`}(t>0)이라고 하면 △AOB의 넓이가 16이므로
;2!;_4_;3@; tÛ`=16, tÛ`=12, t=Ñ2'3
이때 t>0이므로 t=2'3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2'3, 8)이다.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그래
21 	④ x>0일
프는 xÛ`의 계수가 양수인 것이므로 ㄱ, ㄴ, ㄷ, ㅁ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22 	y의 값이 xÛ`의 값에 비례하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y=axÛ`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점 (2, 3)을 지나므로
3=a_2Û`, a=;4#;
따라서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y=;4#;xÛ`이다.

22

02 점 R는 y=;4!;xÛ`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점 R의 좌표를
(t, 4)(t>0)라고 하면 4=;4!; tÛ`, tÛ`=16, t=Ñ4
이때 t>0이므로 t=4
즉, R(4, 4)이고 PQÓ=QRÓ이므로 점 Q의 좌표는
(2, 4)
따라서 y=axÛ`의 그래프가 점 (2, 4)를 지나므로
4=a_2Û`,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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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두 점 C, D의 x좌표를 t(t>0)라고 하면
ADÓ=BCÓ=2t이므로 C(t, -tÛ`), D(t, 3tÛ`)
즉, CDÓ=3tÛ`-(-tÛ`)=4tÛ`
nemoABCD가 정사각형이므로 ADÓ=CDÓ에서

04 	y=axÛ`+q의 그래프가 두 점 {1, ;3%;}, {0, -;3!;}을 지나
므로 ;3%;=a+q, -;3!;=q

2t=4tÛ`, 2tÛ`-t=0

위의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a=2, q=-;3!;

t(2t-1)=0, t=0 또는 t=;2!;

따라서 ;qA;=2Ö{-;3!;}=-6

이때 t>0이므로 t=;2!;

05 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따라서 nemoABCD={2_;2!;}Û`=1

② 축의 방정식은 x=0(y축)이다.
④ y=-;4!;xÛ`+5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이다.
⑤ x>0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06 y=axÛ`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a(x-p)Û`
이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가 (-3, 0)이므로 p=-3
즉, y=a(x+3)Û`의 그래프가 점 (-2, 4)를 지나므로

이차함수 y=axÛ`+bx+c의
그래프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별 핵심 문제

47~50 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⑤

07 ③

08 3

09 ③

10 ④

11 -;3$;

12 ①

13 ③

14 ②

15 21

16 4

17 ④

18 제4사분면

20 ③

21 y=-xÛ`-2x+1

23 y=-;2!;xÛ`+4x-5

19 ③, ④

22 y=xÛ`-4x-1
24 ④

01 y=;2!;xÛ`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2!;xÛ`+2

02 	y=-xÛ`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xÛ`+3
이 그래프가 점 (2, a)를 지나므로
a=-2Û`+3=-1

4=a(-2+3)Û`, a=4

07 	y=2xÛ`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2(x-p)Û`
이 그래프가 점 (1, 8)을 지나므로
8=2(1-p)Û`, pÛ`-2p-3=0
(p+1)(p-3)=0, p=-1 또는 p=3
이때 p>0이므로 p=3
따라서 y=2(x-3)Û`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x=3이므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
가하는 x의 값의 범위는 x>3이다.

08 	y=;3!;(x-p)Û`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x=5이므로
p=5
즉, y=;3!;(x-5)Û`의 그래프가 점 (2, k)를 지나므로
k=;3!;_(2-5)Û`=3

09 	y=a(x+b)Û`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가 (2, 0)이므로
b=-2
즉, y=a(x-2)Û`의 그래프가 점 (0, 1)을 지나므로
1=a(0-2)Û`, 4a=1, a=;4!;
따라서 ab=;4!;_(-2)=-;2!;

10 	y=2(x-1)Û`-3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03 y=2xÛ`+k의 그래프가 점 (-3, 5)를 지나므로
5=2_(-3)Û`+k, k=-13
따라서 y=2xÛ`-13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0, -13)

꼭짓점의 좌표가 (1, -3)이다.
또 x=0일 때, y=2_(0-1)Û`-3=-1이므로 그래프
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1)
따라서 이 그래프로 적당한 것은 ④이다.
III. 이차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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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y=;3@;xÛ`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
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y=;3@;(x-1)Û`-4
이 그래프가 점 (-1, k)를 지나므로
k=;3@;_(-1-1)Û`-4=-;3$;

12 y=-(x+3)Û`+5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
식이 x=-3이므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
하는 x의 값의 범위는 x<-3이다.

13 y=;4!;(x+a)Û`+aÛ`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a, aÛ`)
이 꼭짓점이 y=2x+3의 그래프 위에 있으므로
aÛ`=-2a+3, aÛ`+2a-3=0
(a+3)(a-1)=0, a=-3 또는 a=1
이때 a<0이므로 a=-3

19 	y=-xÛ`+4x+5=-(x-2)Û`+9
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므로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② 꼭짓점의 좌표는 (2, 9)이다.
③	x=0일 때, y=5이므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5)이다.
④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x=2이고, 위로 볼록하므로
x>2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⑤	이차함수 y=-xÛ`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9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 ④이다.
b

bÛ`-4ac
4a
b
bÛ`-4ac
③ 꼭짓점의 좌표는 {- , }이다.
2a
4a

Û
20 y=axÛ`+bx+c=a{x+ 2a }`-

④ a<0이면 위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x=이므로 x<-

14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므로 a>0
꼭짓점 (-p, q)가 제3사분면 위에 있으므로
-p<0, q<0
즉, p>0, q<0

15 y=-;2!;xÛ`+6x-3=-;2!;(x-6)Û`+15

증가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21 꼭짓점의 좌표가 (-1, 2)이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y=a(x+1)Û`+2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점 (0, 1)을 지
나므로
1=a(0+1)Û`+2, a=-1
따라서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a+b=6+15=21

y=-(x+1)Û`+2=-xÛ`-2x+1

=-;2!;(xÛ`-4kx+4kÛ`-4kÛ`)-1
=-;2!;(x-2k)Û`+2kÛ`-1
이므로 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x=2k이다.
따라서 2k=8이므로 k=4

17 주어진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식은 y=-2x+4이므로
a=-2, b=4
따라서 y=-2xÛ`+4x+2, 즉 y=-2(x-1)Û`+4의 그
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1, 4)이다.

18 y=xÛ`+2ax+b=(x+a)Û`-aÛ`+b이므로 꼭짓점의 좌
표는 (-a, -aÛ`+b)
주어진 일차함수의 그래프에서 a<0, b<0이므로
-a>0, -aÛ`+b<0
따라서 y=xÛ`+2ax+b의 그래프의 꼭짓점은 제4사분면
위에 있다.

24

b
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2a

이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6, 15)
따라서 a=6, b=15이므로

16 y=-;2!;xÛ`+2kx-1

b
2a

22 직선 x=2를 축으로 하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y=a(x-2)Û`+q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두 점 (1, -4),
(-1, 4)를 지나므로
-4=a(1-2)Û`+q, -4=a+q   yy ㉠
4=a(-1-2)Û`+q, 4=9a+q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1, q=-5
따라서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y=(x-2)Û`-5=xÛ`-4x-1

23 ㈎에서 xÛ`의 계수는 -;2!;이고, ㈐에서 축의 방정식이
x=4이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y=-;2!;(x-4)Û`+q라고
하자.

㈏에서 이 그래프가 점 (6, 1)을 지나므로
1=-;2!;_(6-4)Û`+q, q=3
따라서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y=-;2!;(x-4)Û`+3=-;2!;xÛ`+4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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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y=axÛ`+bx+c의 그래프가 점 (0, 1)을 지나므로

03 y=xÛ`-6x+9=(x-3)Û`의 그래프는 y=xÛ`의 그래프를

c=1
즉, y=axÛ`+bx+1의 그래프가 두 점 (1, 2), (-1, 4)
를 지나므로
2=a+b+1, a+b=1   yy`㉠
4=a-b+1, a-b=3   yy`㉡
㉠, ㉡을 연립하여 풀면 a=2, b=-1
따라서 2a+b-c=2_2-1-1=2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고 직선
x=3에 대칭이다.
또 y=xÛ`-9의 그래프는 y=xÛ`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
으로 -9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고 y축에 대칭이다.
따라서 y=xÛ`-9의 그래프 y=xÛ -9 y y=xÛ -6x+9
에서 y축에 대칭인 부분의
9
넓이는 같고, 두 그래프
y=xÛ`-9, y=xÛ`-6x+9
는 평행이동하였을 때,
서로 포개어지므로 오른쪽
그림에서 빗금 친 두 부분
의 넓이는 같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3_9=27

교과서 속

도전 문제

01 :;!8@;°:

O

x

3
-9

51쪽

02 제3사분면

03 27

01 y=-xÛ`-x+k=-{x+;2!;}Û`+k+;4!;이므로
축의 방정식은 x=-;2!;
이때 두 점 A, B는 축에 서로 대칭이며 ABÓ=5이므로
축으로부터 각각 ;2%;만큼 떨어져 있다.
즉, 두 점 A, B의 좌표는 A(-3, 0), B(2, 0)
y=-xÛ`-x+k의 그래프가 점 B(2, 0)을 지나므로
0=-2Û`-2+k, k=6

대단원 마무리 평가

y=-xÛ`-x+6=-{x+;2!;}Û`+;;ª4°;;이므로
C{-;2!;, ;;ª4°;;}
따라서 △ABC=;2!;_5_;;ª4°;;=:;!8@;°:

02 ①

03 ②, ④

04 ⑤

05 ②, ③

06 ③

07 ①

08 ②

09 ②,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⑤

14 ③

15 ④

16 ③

17 ④

18 -;;ª2¦;;

19 0

20 -3

23 y=11xÛ`-22x+3 24 -13

25 b=-5, △ABC=:;!4);°:

축의 방정식은 x=-;2A;
주어진 그래프에서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01 ㄱ. y=-x+2

일차함수
ㄴ. y=9-3x+2xÛ`
이차함수
ㄷ. y=x(x-3)=xÛ`-3x
이차함수

-;2A;>0, a<0
또 y축과 만나는 점 (0, b)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므로
b>0
y
따라서 a<0, b>0이므로 y=ax+b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3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O

01 ④

21 (0, 1) 22 16

aÛ`

Û
02 y=xÛ`+ax+b={x+;2A;}`- 4 +b이므로

52~55 쪽

ㄹ. y=;2!;(x-1)Û`=;2!;xÛ`-x+;2!;
ㅁ. y=-;[%;
x

이차함수

이차함수가 아니다.

ㅂ. y=xÛ

일차함수
`-(x+1)Û`=-2x-1
따라서 이차함수가 아닌 것은 ㄱ, ㅁ, ㅂ이다.
III. 이차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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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1)=2이므로
-2_(-1)Û`-a_(-1)+b=2
a+b=4	   …… ㉠
f(3)=-10이므로
-2_3Û`-a_3+b=-10
3a-b=-8   …… ㉡
㉠, ㉡을 연립하여 풀면
a=-1, b=5
따라서 ab=-1_5=-5

03 y=axÛ`의 그래프는 a>0일 때 제1사분면, 제2사분면을
지나므로 ②, ④이다.

04 y=axÛ`의 그래프가 점 (-2, -3)을 지나므로
-3=a_(-2)Û`, a=-;4#;
즉, y=-;4#;xÛ`의 그래프가 점 (6, b)를 지나므로
b=-;4#;_6Û`=-27
따라서 ;aB;=-27Ö{-;4#;}=36

09 ② 꼭짓점의 좌표는 (3, 0)이다.
③ x=0일 때, y=(0-3)Û`=9이므로 그래프가 y축과 만
나는 점의 좌표는 (0, 9)이다.
⑤ y=xÛ`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 ⑤이다.

10 	y=-xÛ`+4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0, 4)이고,
y=a(x-p)Û`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p, 0)이다.
y=-xÛ`+4의 그래프가 점 (p, 0)을 지나므로
0=-pÛ`+4, pÛ`=4, p=Ñ2
이때 p>0이므로 p=2
즉, y=a(x-2)Û`의 그래프가 점 (0, 4)를 지나므로
4=a(0-2)Û`, a=1

11 	y=a(x-p)Û`+q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가 (2, -1)
이므로
p=2, q=-1
즉, y=a(x-2)Û`-1의 그래프가 점 (0, 1)을 지나므로
1=a(0-2)Û`-1, 4a=2, a=;2!;
따라서 a+p+q=;2!;+2-1=;2#;

05 y=9xÛ`의 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의 식은
y=-9xÛ`
즉, y=-9xÛ`의 그래프가 점 {-;3!;a, a}를 지나므로
a=-9_{-;3!;a}Û`, aÛ`+a=0
a(a+1)=0, a=0 또는 a=-1

06 꼭짓점이 원점이고 축의 방정식이 x=0인 포물선을 그
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y=axÛ`
이 그래프가 점 (-2, -6)을 지나므로
-6=a_(-2)Û`, a=-;2#;
따라서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y=-;2#;xÛ`

07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것은 ①, ④, ⑤이고, 이 중에서 xÛ`
의 계수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으므로 그
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은 ①이다.

08 y=axÛ`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axÛ-3
이 그래프가 점 (2, 0)을 지나므로
0=a_2Û`-3, a=;4#;

26

12 	y=-3xÛ`+12x+c=-3(x-2)Û`+c+12
이므로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2, c+12)이다.
이때 꼭짓점의 y좌표가 5이므로
c+12=5, c=-7

13 	y=kxÛ`-6kx+9k+3=k(x-3)Û`+3
이므로 이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3, 3)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9k+3)이다.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므로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
나려면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한다.
즉, 9k+3>0에서 k>-;3!;
이때 k<0이므로 구하는 k의 값의 범위는
-;3!;<k<0

14 y=xÛ`+2ax+b=(x+a)Û`-aÛ`+b
이때 축의 방정식이 x=1이므로
-a=1, a=-1
y=xÛ`-2x+b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축의
방정식 x=1에 대칭이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므로
축으로부터 각각 3만큼 떨어져 있다.
즉,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2, 0), (4, 0)이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점 (-2, 0)을 지나므로
0=(-2)Û`-2_(-2)+b,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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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꼭짓점의 좌표가 (-3, 0)이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y=a(x+3)Û`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점 (0, -9)를 지
나므로
-9=a(0+3)Û`, a=-1
즉, y=-(x+3)Û`=-xÛ`-6x-9이므로
b=-6, c=-9
따라서 a+b-c=-1-6-(-9)=2
b Û bÛ`-4ac
16 ① y=axÛ`+bx+c=a{x+ 2a }`- 4a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므로 a>0이고 축이 y축의 오
b
른쪽에 있으므로 - >0에서 b<0
2a
②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므로 c>0
③ a>0, c>0이므로 ac>0
④ x=1일

때, y=a+b+c이고, x=1일 때의 그래프 위
의 점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므로 a+b+c<0
⑤ x=2일

때, y=4a+2b+c이고, x=2일 때의 그래프
위의 점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므로 4a+2b+c>0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17 y=3xÛ`-18x+15=3(x-3)Û`-12이므로
C(3, -12)
축의 방정식은 x=3이고, 점 B(5, 0)은 축으로부터 2만
큼 떨어져 있으므로 A(1, 0)
따라서 △ABC=;2!;_(5-1)_12=24

18 그래프의 꼭짓점이 원점이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f(x)=axÛ`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점 (4, -6)을 지나
므로
-6=a_4Û`, a=-;8#;

21 축의 방정식이 x=2이므로 이차함수의 식을
y=a(x-2)Û`+q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두 점
(-2, -5), (4, 1)을 지나므로
-5=a(-2-2)Û`+q, 16a+q=-5   yy ㉠
        yy ㉡
1=a(4-2)Û`+q, 4a+q=1  
㉠, ㉡을 연립하여 풀면 a=-;2!;, q=3
즉, 이차함수의 식은 y=-;2!;(x-2)Û`+3이므로 x=0을
대입하면
y=-;2!;_(0-2)Û`+3=1
따라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1)이다.

22 y=2xÛ`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
면 y=2(x+3)Û`
이 그래프가 점 (-1, a)를 지나므로
a=2_(-1+3)Û`=8

yy Ú

y=-;2!;xÛ`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하면 y=-;2!;xÛ`+b
이 그래프가 점 (2, 6)을 지나므로
6=-;2!;_2Û`+b, b=8

yy Û

따라서 a+b=8+8=16

yy Ü

평가 기준

비율

Ú a의 값을 구한 경우

40 %

Û b의 값을 구한 경우

40 %

Ü a+b의 값을 구한 경우

20 %

23 y=xÛ`-2x-7=(x-1)Û`-8이므로 이 그래프의 꼭짓점
yy Ú

의 좌표는 (1, -8)이다.

따라서 f(x)=-;8#;xÛ`이므로

y=;2!;(x+2)Û`+1에 x=0을 대입하면

f(-6)=-;8#;_(-6)Û`=-;;ª2¦;;

y=;2!;_(0+2)Û`+1=3

y=;2#;(x+2)Û`-4에 x=0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3)이
다.	
yy Û
즉,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꼭짓점의 좌표가 (1, -8)이
므로 y=a(x-1)Û`-8이라고 하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
표가 (0, 3)이므로

y=;2#;_2Û`-4=2, 즉 k=2

3=a(0-1)Û`-8, a=11
따라서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은

19 y=;2#;(x+2)Û`-4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2, -4)이므로 p=-2, q=-4

따라서 ;pQ;-k= -4 -2=0
-2

y=11(x-1)Û`-8=11xÛ`-22x+3

yy Ü

평가 기준

비율

Ú y=xÛ`-2x-7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한 경우

30 %

이므로 이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1, 2k+1)
이 꼭짓점이 직선 5x-y=10 위에 있으므로

Û y=;2!;(x+2)Û`+1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30 %

5_1-(2k+1)=10, -2k=6, k=-3

Ü 조건에 맞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한 경우

20 y=3xÛ`-6x+2k+4=3(x-1)Û`+2k+1

를 구한 경우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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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하는 이차함수의 식을 y=axÛ`+bx+c라고 하면 이 그
래프가 점 (0, 3)을 지나므로 c=3
yy Ú
즉, y=axÛ`+bx+3의 그래프가 두 점 (-3, 0), (-2, 7)
을 지나므로
0=a_(-3)Û`+b_(-3)+3
3a-b=-1   yy ㉠
7=a_(-2)Û`+b_(-2)+3
2a-b=2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3, b=-8
yy Û
따라서 y=-3xÛ`-8x+3의 그래프가 점 (-4, k)를 지
나므로
k=-3_(-4)Û`-8_(-4)+3=-13

yy Ü

평가 기준

비율

Ú c의 값을 구한 경우

20 %

Û a, b의 값을 각각 구한 경우

60 %

Ü k의 값을 구한 경우

20 %

25 y=xÛ`+bx-6의 그래프가 점 A(6, 0)을 지나므로
0=6Û`+6b-6, 6b=-30, b=-5
yy Ú
즉, y=xÛ`-5x-6에 x=0을 대입하면 y=-6이므로
B(0, -6)
또 y=xÛ`-5x-6={x-;2%;}Û`-;;¢4»;;이므로
C{;2%;, -;;¢4»;;}

yy Û

창의·융합 문제 해결하기

56 쪽

1 남자: 112`mmHg, 여자: 122`mmHg
2 ⑴ a=3, b=-3     ⑵ 271개

1 P남자=0.01xÛ`+0.05x+107에 x=20을 대입하면
P남자=0.01_20Û`+0.05_20+107
=112(mmHg)
P여자=0.006xÛ`-0.02x+120에 x=20을 대입하면
P여자=0.006_20Û`-0.02_20+120
=122(mmHg)

정육각형 모양의 벌집의 개수는 1개이므로
2 ⑴ 1단계에서
y=axÛ`+bx+1에 x=1, y=1을 대입하면
1=a+b+1, a+b=0`	   yy ㉠
2단계에서 정육각형 모양의 벌집의 개수는
1+6=7(개)이므로 y=axÛ`+bx+1에 x=2, y=7을
대입하면
7=4a+2b+1, 2a+b=3   yy ㉡
㉠, ㉡을 연립하여 풀면 a=3, b=-3
⑵ y=3xÛ`-3x+1에 x=10을 대입하면
y=3_10Û`-3_10+1=271
	따라서 10단계에서 정육각형 모양의 벌집의 개수는
271개이다.

따라서

△ABC=△OBC+△OCA-△OBA
=;2!;_6_;2%;+;2!;_6_;;¢4»;;-;2!;_6_6
=:;!4);°: 

yy Ü
평가 기준

비율

Ú b의 값을 구한 경우

20 %

Û 두 점 B, C의 좌표를 각각 구한 경우

40 %

Ü △ABC의 넓이를 구한 경우

40 %

여행이란
말이지...

28

불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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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삼각비
CBÓ
05 	sin`A=;5#;= AC 가 되는 직각삼각
Ó
형 ABC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CAÓ=5a, BCÓ=3a이다.

(단, a>0)

삼각비
유형별 핵심 문제

C
5a
A

01 ③, ⑤

02 ;1!5^;

03 3'3

04 ;1!3@;

05 ③

이때 ABÓ="Ã(5a)Û`-(3a)Û` =4a이므로
3a
4a
tan`A= =;4#;, cos`A= =;5$;
4a
5a

06 ;5&;

07 0

08 ③

09 ②

10 ③

따라서 tan`AÖcos`A=;4#;Ö;5$;=;4#;_;4%;=;1!6%;

11 3`cm

12 1.83

13 0.07

14 ②

15 ③

16 ④

17 ④

6+'3
18
19 ;4%;
4

21 71ù

22 39ù

23 2-'3 24

25 ⑤

26 2`m

27 2'37억 광년

시험에 꼭 나오는

29 25'3`cmÛ`

59~62쪽

20 3.1723

직각삼각형 ABC에서 BCÓ="Ã8Û`+6Û` =10이므로
sin`x=;1¥0;=;5$;, cos`x=;1¤0;=;5#;

28 ①

따라서 sin`x+cos`x=;5$;+;5#;=;5&;

30 ③

2'13
2
=
13
'13
3'13
3
② cos`A=
=
13
'13

① sin`A=

07 △ABC»△HBA(AA 닮음)이므로
∠BCA=∠BAH=∠x
△ABC»△HAC(AA 닮음)이므로
∠ABC=∠HAC=∠y

직각삼각형 ABC에서 BCÓ="Ã12Û`+9Û` =15이므로
cos`x=;1»5;=;5#;, sin`y=;1»5;=;5#;

③ tan`A=;3@;

3'13
3
=
13
'13
2'13
2
⑤ cos`C=
=
13
'13
따라서 옳은 것은 ③, ⑤이다.

따라서 cos`x-sin`y=;5#;-;5#;=0

④ sin`C=

08 ① sin`30ù+cos`60ù=;2!;+;2!;=1
② cos`45ù-sin`45ù=

02 BCÓ="Ã10Û`-8Û` =6이므로

sin`C=;1¥0;=;5$;, tan`C=;6*;=;3$;

③ sin`60ù_tan`60ù=

따라서 sin`C_tan`C=;5$;_;3$;=;1!5^;

④ cos`30ù_tan`30ù=

따라서 ACÓ="Ã24Û`+10Û` =26이므로
sin`A=

CBÓ
=;2@6$;=;1!3@;
ACÓ

'3
_'3=;2#;
2

'3
'3
_ =;2!;
2
3

'3
='3_ 3 =3
3
'3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따라서 ABÓ="Ã6Û`-3Û` =3'3

5 BCÓ=120, BCÓ=24

'2 '2
=0
2
2

⑤ tan`60ùÖtan`30ù='3Ö

3
03 sin`A= AC =;2!;이므로 ACÓ=6
Ó

10
04 tan`C= BC =;1°2;이므로
Ó

09

'2 sin`45ù-2 tan`45ù
\tan`60ù+2 cos`60ù
'2
'2_
-2_1
2
=
='3+2_;2!;

=-

1
'3+1

'3-1
1-'3
=
2
('3+1)('3-1)
IV. 삼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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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6 △BCA»△BDE(AA 닮음)이므로
∠BCA=∠BDE=∠x

125'3
p`cmÜ`
3

01 ACÓ="Ã3Û`+2Û` ='13

3a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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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in`60ù_tan`60ù+cos`30ù_sin`30ù+cos`90ù

4
10 ∠A=180ù_ 3+4+5 =60ù이므로

'3
'3
_'3 +
_;2!;+0
2
2
'3 6+'3
=;2#;+
=
4
4

'3
sin`A_cos`A_tan`A=
_;2!;_'3=;4#;
2

=

BCÓ 이므로
11 직각삼각형 BCD에서 sin 45ù=

DBÓ
'2
BCÓ=DBÓ sin`45ù=3'6_
=3'3 (cm)
2
따라서 직각삼각형 ABC에서 tan 60ù= BCÓ 이므로
ABÓ
3'3
BCÓ
ABÓ=
=3(cm)
=
tan`60ù
'3

19 sin`0ù+cos`0ù_tan`45ù+sin`30ù_cos`60ù_sin`90ù
=0+1_1+;2!;_;2!;_1=1+;4!;=;4%;

20 sin`64ù+cos`62ù+tan`61ù
=0.8988+0.4695+1.8040=3.1723

12 tan`50ù=CDÓ=1.19, cos`50ù=OAÓ=0.64

21 s in`35ù=0.5736, tan`36ù=0.7265이므로
∠x=35ù, ∠y=36ù
따라서 ∠x+∠y=35ù+36ù=71ù

따라서 tan`50ù+cos`50ù=1.19+0.64=1.83

13 ∠BOA=90ù-∠OBA=90ù-50ù=40ù이므로
tan`40ù=CDÓ=0.84, sin`50ù=OAÓ=0.77
따라서 tan`40ù-sin`50ù=0.84-0.77=0.07

CBÓ = 7.771 =0.7771이고, cos`39ù=0.7771
22 cos`C=
10

14 ∠ACB=∠AED=∠x이므로 직각삼각형 ABC에서
cos`x= CBÓ = BCÓ =BCÓ
1
ACÓ

23 △ABD에서 ∠BAD=30ù-15ù=15ù
즉, △ABD는 BDÓ=ADÓ인 이등변삼각형이므로
ADÓ=BDÓ=6
이때 직각삼각형 ADC에서

ABÓ = ABÓ =ABÓ
15 ① sin`x=
1
OAÓ

ACÓ=6`sin`30ù=6_;2!;=3

② cos`x= OBÓ = OBÓ =OBÓ
1
AOÓ

'3
=3'3
2
따라서 직각삼각형 ABC에서
CDÓ=6`cos`30ù=6_

③ tan`x= DCÓ = CDÓ =CDÓ
1
ODÓ
∠OAB=∠OCD=∠y이므로

3
1
=
tan`15ù= CAÓ =
6+3'3
2+'3
BCÓ
2-'3
=2-'3
=
(2+'3 )(2-'3 )

④ sin`y= OBÓ = OBÓ =OBÓ
1
AOÓ
⑤ cos`y= ABÓ = ABÓ =ABÓ
1
OAÓ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16 ① sin`30ù=;2!;

24 직각삼각형 ABH에서
AHÓ=ABÓ sin`60ù=10_

'2
② cos`45ù=
2
④ sin`90ù=1

ㄴ. cos`0ù=1

따라서 원뿔의 부피는
;3!;_p_5Û`_5'3=
ㄷ. tan`30ù=

'3
3

'2
ㄹ. sin`45ù=
ㅁ. cos`60ù=;2!; ㅂ. tan`60ù='3
2
따라서 삼각비의 값을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ㅂ, ㄴ,
ㄹ, ㄷ, ㅁ, ㄱ이다.

30

'3
=5'3 (cm)
2

BHÓ=ABÓ cos`60ù=10_;2!;=5(cm)

③ tan`0ù=0
⑤ cos`90ù=0
따라서 값이 가장 큰 것은 ④이다.

17 ㄱ. sin`0ù=0

ACÓ
이므로 ∠C=39ù

125'3
p(cmÜ`)
3

25 CDÓ=ABÓ=60`m이므로
BDÓ=CDÓ`tan`45ù=60_1=60(m)

'3
=20'3 (m)
3
따라서 빌딩의 높이는 BEÓ=BDÓ+DEÓ=60+20'3 (m)
DEÓ=CDÓ`tan`30ù=6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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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네가 움직이
는 중심을 점 A, 지면의 수직인 방
향과 60ù를 이루었을 때의 그네의
위치를 점 B, 그네가 정지해 있을 때
의 위치를 점 C라 하고 점 B에서
AC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3m
B

A
60ù 3 m
H
C

AHÓ=ABÓ`cos`60ù=3_;2!;=1.5(m)

도전 문제

63 쪽

'10
3'10
01 sin y= 10 , cos y= 10
02 '2-1
03 27'3`cmÛ`
04 초속 20('3-1)`m
5
=;2!;이므로 ABÓ=10
01 tan`x=

따라서 그네가 지면의 수직인 방향과 60ù를 이루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그네의 높이는

2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A

에서 BCÓ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8억 광년

∠ACH=180ù-120ù=60ù

B

120ù
6억 광년
60ù C
H

이므로
CHÓ=ACÓ`cos`60ù=8_;2!;=4(억 광년)

'3
=4'3 (억 광년)
2
따라서 직각삼각형 AHB에서
AHÓ=ACÓ`sin`60ù=8_

ABÓ=¿µ(4'3 )Û`µ+10Û`=2'3§7 (억 광년)
이므로 두 별 A, B 사이의 거리는 2'37억 광년이다.

28 △ABC=6'3`cmÛ`이므로
 ;_6_BCÓ_sin (180ù-150ù)=6'3
;2!
;2!;_6_BCÓ_sin 30ù=6'3

y
A

29 nemoABCD
=△ABD+△BCD

=;2!;_5_5_sin (180ù-120ù)
+;2!;_5'3_5'3_sin`60ù

=;2!;_5_5_sin`60ù+;2!;_5'3_5'3_sin`60ù
'3
'3
+;2!;_5'3_5'3_
2
2
25'3 75'3
+
=25'3 (cmÛ`)
=
4
4

=;2!;_5_5_

30 	△DBM=;2!;△DBC=;2!;△ABD		

5
D
5

515

B
x
ACÓ="Ã10Û`+10Û` =10'2이다.
한편 점 D에서 AC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직
각삼각형 CHD에서
'2 5'2
DHÓ=5`sin`45ù=5_ =
2
2
'2 5'2
CHÓ=5 cos 45ù=5_ =
2
2
5'2 15'2
이므로 AHÓ=ACÓ-CHÓ=10'2=
2
2
따라서 직각삼각형 ADH에서

5'2
5'2
'2
'10
DHÓ
2
=
=
=
sin`y=
=
10
10'5 2'5
5'5
ADÓ
15'2
15'2 3'2 3'10
AHÓ
2
=
=
=
cos`y=
=
10
10'5 2'5
5'5
DAÓ

'2
=2
2
'2
OHÓ=2'2 cos 45ù=2'2_ =2
2
따라서 직각삼각형 ABH에서
AHÓ=2'2`sin`45ù=2'2_

AHÓ
AHÓ
=
BHÓ
BOÓ+OHÓ
2
1
=
=
2'2+2 '2+1
'2-1
='2-1
=
('2+1)('2-1)

tan`x=


그림과 같이 AHÓ를 그으면
03 오른쪽
△ADH와 △AEH에서
∠ADH=∠AEH=90ù,

F
G

=;2!;_[ ;2!;_8_10_sin`(180ù-120ù)]

AHÓ는 공통,
ADÓ=AEÓ이므로
△ADHª△AEH(RHS 합동)

=;2!;_;2!;_8_10_sin`60ù

즉, ∠DAH=∠EAH=;2!;∠DAE

'3
=10'3 (cmÛ`)
2

H

D

A

30ù
9 cm

C
E
B

=;2!;_(90ù-30ù)=30ù
IV. 삼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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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2 OAÓ=OBÓ=2'2이므로 직각삼각형 AOH에서

;2!;_6_BCÓ_;2!;=6'3, BCÓ=4'3 (cm)

=;2!;_;2!;_8_10_

45ù
H

ABÓ
즉, △ABC는 ABÓ=BCÓ인 직각삼
각형이므로 ∠ACB=45ù이다.
이때 ADÓ="Ã10Û`+5Û` =5'5,

3+0.5-1.5=2(m)



교과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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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Ó
03 cos`C= 16 =;4!;이므로 4BCÓ=16, BCÓ=4(cm)

따라서 AEÓ=ABÓ=9`cm이고,
'3
EHÓ=9`tan`30ù=9_ =3'3 (cm)이므로
3
(색칠한 부분의 넓이)=2△AEH

따라서 ABÓ="Ã16Û`-4Û` =4'15(cm)이므로

=2_{;2!;_9_3'3 }=27'3 (cmÛ`)
 ACD=90ù-30ù=60ù, 
04 ∠
∠BCD=90ù-45ù=45ù
이므로 직각삼각형 ACD와
BCD에서
ADÓ=CDÓ`tan`60ù
=40_'3=40'3 (m) 

BDÓ=CDÓ
`tan`45ù

C
60ù
45ù 40 m
A

D

B

△ABC=;2!;_4'15_4=8'15(cmÛ`)
 BDE»△BAC (AA 닮음)이므로
04 △
∠DEB=∠ACB=∠x

따라서 EDÓ="Ã5Û`-4Û` =3이므로 직각삼각형 BDE에서
cos`x=

EDÓ
=;5#;
BEÓ

05 ③ cos`60ù_tan`45ù=;2!;_1=;2!;

'3 '2 '6
_
=
2
2
4
'3
1
⑤ 2 sin 60ùÖtan 30ù=2_
Ö
2
'3
'3
_'3=3
=2_
2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 ④이다.
④ cos`30ù_cos`45ù=

=40_1=40(m)
이때 ABÓ=ADÓ-BDÓ=40'3-40=40('3-1)(m)이
므로 자동차는 2초 동안 40('3-1)`m를 달렸다.
따라서 이 자동차의 속력은 초속 20('3-1)`m이다.

06 a=4`sin`30ù_tan`60ùÖcos`30ù

'3
2
2
=4
=4_;2!;_'3_
'3
b=(sin`0ù-cos`0ù)(sin`90ù+cos`90ù)
=(0-1)_(1+0)=-1
따라서 a+2b=4+2_(-1)=2
=4_;2!;_'3Ö

대단원 마무리 평가

64~67쪽

01 ③, ⑤

02 ②

03 ⑤

04 ②

05 ③, ④

06 ④

07 ③

08 ⑤

09 ②

10 ①

11 ③

12 ④

13 ⑤

14 ③

15 ④

16 ③

17 ③

18 ;5&;

19 (9'2-3'6 )`cm

20 32'3`cmÛ`

21 28'2`cm

22 1+'2 23 1.03

24 40'5`m

25 720.6`m

01 BCÓ="Ã17Û`-15Û` =8이므로

CBÓ
ABÓ
② cos`A=
=;1¥7;
=;1!7%;
ACÓ
CAÓ
BCÓ
ABÓ
③ tan`A=
④ sin`C=
=;1¥5;
=;1!7%;
ABÓ
CAÓ
CBÓ
⑤ cos`C=
=;1¥7;
ACÓ
따라서 옳은 것은 ③, ⑤이다.

① sin`A=

02 ACÓ="Ã6Û`+8Û` =10이므로 직각삼각형 ACD에서
sin`x=

CDÓ
ADÓ
=;1¤0;=;5#;, cos`x=
=;1¥0;=;5$;
ACÓ
CAÓ

따라서 sin`x+cos`x=;5#;+;5$;=;5&;

32

07 tan`46ù-cos`46ù=1.0355-0.6947=0.3408
BAÓ
=ABÓ
08 ① sin`a=

OBÓ
OAÓ
② cos`a=
=OAÓ
BOÓ
CDÓ
③ tan`a=
=CDÓ
OCÓ
BAÓ
④ cos`b=
=ABÓ
OBÓ
⑤ ∠c=∠b이므로 sin`c=sin`b=

OAÓ
=OAÓ
BOÓ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3

09 ABÓ=sin`60ù= 2 (cm), OBÓ=cos`60ù=;2!;(cm),
CDÓ=tan`60ù='3 (cm)이므로

nemoABDC=;2!;_(ABÓ+CDÓ)_BDÓ

'3
+'3 }_{1-;2!;}
2
3'3
3'3
_;2!;=
(cmÛ`)
=;2!;_
2
8
=;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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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D=∠x라고 하면

이때 BCÓ=BHÓ-CHÓ이므로 산의 높이를 구하는 식은

DCÓ
tan x=
=CDÓ=1.48
ODÓ
이고, 주어진 삼각비의 표에서 tan`56ù=1.48이므로

2=h`tan`62ù-h`tan`44ù, 2=h(tan`62ù-tan`44ù)
2
h=
tan`62ù-tan`44ù

∠x=56ù

sin 56ù=

BC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ABH에서

BHÓ=10`cos`B

ABÓ
=ABÓ이므로 ABÓ=0.83
OAÓ

10 cm
B

=10_;5#;=6(cm)

11 ∠ACB=90ù-50ù=40ù이므로
tan`40ù=

A

16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에서

따라서 직각삼각형 AOB에서

ACÓ="Ã8Û`+8Û` =8'2 (cm)

1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등변삼각

A
10

30 sin B=10'6, sin B=

C

H
12

AHÓ=¾¨10Û`-{;;Á2ª;;}Û` =8이므로

17 △ABC=;2!;_6_10_sin B=10'6이므로

10

8

B

sin`B=;1¥0;=;5$;, tan`C=;6*;=;3$;, cos`C=;1¤0;=;5#;
=;5$;_;4#;+;5#;=;5^;

13 BDÓ="Ã4Û`+3Û` =5,

GDÓ="Ã4Û`+4Û` =4'2

D



ABÓ
형 ABC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
이 ABÓ=4a, BCÓ=3a이다.
(단, a>0)

C
3a
A

4a

ACÓ="Ã(4a)Û`+(3a)Û` =5a이므로
3a
4a
=;5#;, cos`A=
=;5$;
sin`A=
5a
5a

I 412

B
5

19 직각삼각형 ADC에서

x
G

4'2 Û
¥` ='17
2
IBÓ '17 '34
따라서 tan`x=
=
=
4
GIÓ 2'2
BIÓ=785Û`-¦

14 ABÓ=30`m이므로 직각삼각형 ABC에서
 CÓ=ABÓ`tan`54ù=30_1.38=41.4(m)
B
이때 재용이의 눈높이가 1.6`m이므로 건물의 높이는 	
1.6+41.4=43(m)

15 AHÓ=h`km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ABH에서 ∠BAH=90ù-28ù=62ù이므로
BHÓ=h`tan`62ù
또 직각삼각형 ACH에서 ∠CAH=90ù-46ù=44ù이
므로 CHÓ=h`tan`44ù

3'6
ACÓ
=3'6 (cm)
=
1
tan 45ù
직각삼각형 ABC에서
3'6
'3
3
=3'6Ö =3'6_ =9'2`(cm)
BCÓ=
tan 30ù
3
'3
DCÓ=

따라서 BDÓ=BCÓ-DCÓ=9'2-3'6`(cm)

20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D

A

D

에서 BC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 8 cm
각 P, Q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60ù
60ù
B
C
ABP에서
P
Q
12 cm
'3
=4'3 (cm)
APÓ=8`sin`60ù=8_
2
BPÓ=8`cos`60ù=8_;2!;=4(cm)

∠DCB=∠ABC=60ù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
DQÓ=4'3 `cm, CQÓ=4`cm
따라서 ADÓ=PQÓ=12-(4+4)=4(cm)이므로
nemoABCD=;2!;_(4+12)_4'3=32'3 (cm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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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따라서 sin`A+cos`A=;5#;+;5$;=;5&;

5

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 BGD의 꼭짓점 B에서 GDÓ
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면 직
각삼각형 BGI에서

'6
3

BCÓ
가 되는 직각삼각
18 tan`A=;4#;=

따라서 sin`BÖtan`C+cos`C=;5$;Ö;3$;+;5#;

BGÓ="Ã4Û`+3Û` =5,

C

즉, AHÓ="Ã10Û`-6Û` =8(cm)
직각삼각형 ACH에서 HCÓ=14-6=8(cm)이므로

5
5
에서 ABÓ=
tan`40ù
ABÓ

형 ABC의 꼭짓점 A에서 BC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직
각삼각형 ABH에서 

8 cm
6 cm
H
14 cm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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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BÓ : BCÓ=3 : 4이므로

24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에서 BC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ABÓ=3a`cm, BCÓ=4a`cm(a>0)
라고 하면 nemoABCD=2△ABC이므로

라고 하자.
A
40 m
45ù
B
H
2012 m

48'3=2_{;2!;_3a_4a_sin 60ù}
48'3 =2_;2!;_3a_4a_

'3
, 6'3aÛ`=48'3
2

aÛ`=8, a=Ñ2'2
이때 a>0이므로 a=2'2
따라서 ABÓ=6'2 `cm , BCÓ=8'2 `cm이므로
(nemoABCD의 둘레의 길이)=2_(6'2+8'2 )

'2
=20'2 (m)
2
'2
BHÓ=40 cos 45ù=40_
=20'2 (m)
2

ACÓ=¿´(20'2 ´)Û`+´(60'2 )Û` =40'5 (m)
yy Û
따라서 두 지점 A, C 사이의 거리는 40'5`m이다.

yy Ü

이때 ∠DAC=90ù-45ù=45ù이므로

Ú ∠BAC의 크기를 구한 경우

yy Ú

이때 CHÓ=BCÓ-BHÓ=80'2-20'2=60'2 (m)이므
로 직각삼각형 ACH에서

∠ABD=∠BAD=;2!;_45ù=22.5ù

평가 기준

C

AHÓ=40`sin`45ù=40_

22 △ABD는 ADÓ=BDÓ인 이등변삼각형이고,
∠BDA=180ù-45ù=135ù이므로

ACÓ=CDÓ=a라고 하면
BDÓ=ADÓ="ÃaÛ`+aÛ` ='2a
BCÓ=BDÓ+CDÓ=(1+'2 )a
따라서 직각삼각형 ABC에서
(1+'2 )a
CBÓ
=1+'2
=
tan`67.5ù=
a
ACÓ

6012 m

직각삼각형 ABH에서

=28'2`(cm)

∠BAC=22.5ù+45ù=67.5ù

2012 m

yy Ú

평가 기준

비율

Ú AHÓ, BH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60 %

Û AC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30 %

Ü 두 지점 A, C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경우

10 %

yy Û

25 오른쪽 그림에서 수아의 눈의 위치를
yy Ü
비율
30 %

Û BCÓ의 길이를 ACÓ에 대하여 나타낸 경우

40 %

Ü tan`67.5ù의 값을 구한 경우

30 %

23 ∠CAB=∠x라고 하면
ABÓ
=0.87
CAÓ
이때 주어진 삼각비의 표에서 cos`29ù=0.87이므로
yy Ú
∠x=29ù
직각삼각형 ABC에서 cos`x=

CBÓ
=BCÓ
ACÓ
이때 주어진 삼각비의 표에서 sin`29ù=0.48이므로
BCÓ=0.48
yy Û
직각삼각형 ABC에서 sin`29ù=

A, 불꽃이 터진 곳의 위치를 C라고
하면 불꽃이 터지는 소리를 3초 후에
들었으므로

C

A

45ù

B

ACÓ=340_3=1020(m) yy Ú
'2
BCÓ=ACÓ`sin`45ù=1020_
2
=510_1.41=719.1(m)
yy Û
따라서 수아의 눈높이가 1.5`m이므로 지면으로부터 불꽃
이 터진 곳의 높이는
yy Ü

719.1+1.5=720.6(m)
평가 기준

비율

Ú AC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40 %

Û BC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40 %

Ü 불꽃이 터진 곳의 높이를 구한 경우

20 %

DEÓ
=DEÓ
ADÓ
이때 주어진 삼각비의 표에서 tan`29ù=0.55이므로
DEÓ=0.55
yy Ü
따라서 BCÓ+DEÓ=0.48+0.55=1.03
yy Ý
또 직각삼각형 ADE에서 tan`29ù=

평가 기준
Ú ∠CAB의 크기를 구한 경우

34

비율
30 %

Û BC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30 %

Ü DE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30 %

Ý BCÓ+DEÓ의 값을 구한 경우

10 %

창의·융합 문제 해결하기
1 119.76

68 쪽

2

5'3
`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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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Ó=h`tan`65ù
직각삼각형 ACH에서 ∠CAH=90ù-65ù=25ù이므로

이때 점 C에서 AB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M, 원 O와 ACÓ
의 접점을 H라고 하자.
OHÓ⊥HCÓ이므로 △OHC는 직각삼각형이고,

CHÓ=h`tan`25ù
이때 BCÓ=200`m이므로 BCÓ=BHÓ-CHÓ에서

∠OCH=30ù이므로
∠COH=90ù-30ù=60ù

200=h`tan`65ù-h`tan`25ù, 200=h(2.14-0.47)
h=200Ö1.67=119.7604y
따라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면

직각삼각형 OHC에서 cos`60ù=

1 직각삼각형 ABH에서 ∠BAH=90ù-25ù=65ù이므로

OCÓ=1`m

0.5
=;2!;이므로
OCÓ

즉, CMÓ=1+0.5+1=2.5(m)

h=119.76이다.

직각삼각형 ACM에서 tan`60ù=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
를 만들면

∠C=180ù-(60ù+60ù)
=60ù
이므로 △ABC는 정삼각형
이다.

A

M
60ù
0.5 m
H
30ù

1m
O

C

60ù

B

0.5 m
60ù
30ù

2.5
='3 이므로
AMÓ

5'3
5
(m)
=
6
2'3
5'3 5'3
따라서 ABÓ=2_
=
(m)이므로 처음 땅을 팔
6
3
5'3
때의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m로 해야 한다.
3
AMÓ=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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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V

원의 성질
4 cm
A

오른쪽 그림과 같이 OAÓ를 그으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과 직선

OAÓ=OCÓ=;2!;_12=6(cm)

C

6 cm

유형별 핵심 문제

01 ⑤

02 ⑤

05 ③

06 6'5`cm

04 3'5`cm
07 1`cm

08 6`cm
12 ④

09 18'3`cm

10 ⑤

11 ④

13 10'14`cmÛ`

14 ③

15 10`cm 16 10

17 ②

18 4

19 ;;Á3¤;;p`cmÛ`

21 ③

22 90ù

23 6`cm

25 14`cm 26 ①
30 ④

A
B

C
M

O

24 cm

즉, BMÓ=CMÓ=;2!;_24=12(cm)

24 x=6, y=5

직각삼각형 OBM에서

29 6`cm

OMÓ="Ã15Û`-12Û` =9(cm)
이므로 AMÓ=15-9=6(cm)
따라서 직각삼각형 ABM에서

31 2`cm

ABÓ="Ã12Û`+6Û` =6'5 (cm)

0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O에서 ABÓ
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면
AMÓ=BMÓ, CMÓ=DMÓ이므로

ACÓ=AMÓ
-CMÓ

06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등변삼각형
ABC의 꼭짓점 A에서 BC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면 AMÓ 은
현 BCÓ의 수직이등분선이므로 AMÓ
의 연장선은 원의 중심 O를 지난다.

20 2`cm

27 20`cm 28 4`cm

D

OQÓ="Ã6Û`-4Û` =2'5 (cm)

71~74 쪽

03 8'2`cm

B

Q

O
12 cm

따라서 직각삼각형 AOQ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P

O
A

C

M

D

B

=;2!; ABÓ-;2!; CDÓ
=;2!;_16-;2!;_6=5(cm)

02 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므로
OAÓ=10`cm, OMÓ=10-5=5(cm)
OAÓ를 그으면 직각삼각형 AOM에서

AMÓ="Ã10Û`-5Û` =5'3 (cm)
따라서 ABÓ=2AMÓ=2_5'3 =10'3 (cm)

03 OAÓ=6`cm, OMÓ=6-4=2(cm)이므로 OAÓ를 그으면
직각삼각형 AOM에서

AMÓ="Ã6Û`-2Û` =4'2 (cm)
따라서 ABÓ=2AMÓ=2_4'2 =8'2 (cm)

0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C
A

을 O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AOM에서
OMÓ="Ã13Û`-5Û` =12(cm)
따라서

CMÓ=OCÓ
-OMÓ

5 cm M

13 cm

=13-12=1(cm)

08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

B

O
C
313 cm
3 cm
D
A
B
313 cm
r cm
O (r-3) cm

심을 O,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AOD에서
rÛ`=(r-3)Û`+(3'3 )Û`
rÛ`=rÛ`-6r+9+27
6r=36, r=6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이다.

09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O에
04 OMÓÓ=9-3=6(cm)이므로 직각삼각형 OAM에서
AMÓ="Ã9Û`-6Û` =3'5 (cm)
따라서 BMÓ=AMÓ=3'5`cm

05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이등분하므
로 AQÓ=;2!; ABÓ=;2!;_8=4(cm)

36

서 AB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
고 하면
OAÓ=18`cm

18 cm O 9 cm
A

M

B

OMÓ=;2!; OAÓ=;2!;_18=9(cm)
직각삼각형 OAM에서

AMÓ="Ã18Û`-9Û` =9'3 (cm)
따라서 ABÓ=2AMÓ=2_9'3 =18'3`(cm)

정답 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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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힌 현을 ABÓ,

12 cm

원의 중심 O에서 ABÓ에 내린 수선
의 발을 M이라고 하면

M

AMÓ=;2!; ABÓ=12(cm)

A
r cm
O
;2R; cm

B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고
하면 OMÓ=;2!; OAÓ=;2R;(cm)이므로 직각삼각형 AMO
에서
rÛ`={;2R;}Û`+12Û`, ;4#; rÛ`=144

15 	nemoAMON에서
∠A=360ù-(90ù+120ù+90ù)=60ù
이때 OMÓ=ONÓ이므로 ABÓ=ACÓ
△ABC에서

∠B=∠C=;2!;_(180ù-60ù)=60ù
따라서 △ABC는 정삼각형이므로
BCÓ=ABÓ=2AMÓ=2_5=10(cm)

16 	△PAB에서 PAÓ=PBÓ이고 ∠APB=60ù이므로

rÛ`=192, r=Ñ8'3
이때 r>0이므로 r=8'3
따라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8'3`cm이다.

∠PAB=∠PBA=;2!;_(180ù-60ù)=60ù
따라서 △PAB는 정삼각형이므로 x=10

11 OMÓ=ONÓ이므로 ABÓ=CDÓ=8`cm

17 ① ∠PAO=∠PBO=90ù

따라서 AMÓ=;2!; ABÓ=;2!;_8=4(cm)이므로 직각삼각
형 OAM에서

② OAÓ의 길이는 알 수 없다.
③ PBÓ=PAÓ=8`cm
④△
 PAO와 △PBO에서

OAÓ="Ã2Û`+4Û` =2'5 (cm)

∠PAO=∠PBO=90ù, OPÓ는 공통,
PAÓ=PBÓ
이므로 △PAOª△PBO(RHS 합동)
⑤ nemoAPBO

에서 ∠PAO=∠PBO=90ù이므로

12 	① OMÓ은 ABÓ를 수직이등분하므로 AMÓ=BMÓ
②	OMÓ=ONÓ이므로 ABÓ=CDÓ

∠APB+∠AOB=360ù-(90ù+90ù)=180ù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③ ABÓ=CDÓ이므로 BMÓ=;2!; ABÓ=;2!; CDÓ=CNÓ
④ AMÓ=BMÓ=CNÓ=DNÓ, OMÓ=ONÓ
⑤	두 직각삼각형 OAM과 OCN에서

18 	PAÓ=PBÓ, PBÓ=PCÓ이므로 PAÓ=PCÓ

∠OMA=∠ONC=90ù, OAÓ=OCÓ, OMÓ=ONÓ
이므로 △OAMª△OCN(RHS 합동)
즉, ∠OAM=∠OCN

즉, 10-2x=x-2이므로
3x=12, x=4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1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O에서
CD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ABÓ=CDÓ이므로
OHÓ=OMÓ=5`cm
직각삼각형 ODH에서

A

9 cm
5 cm
O
5 cm

M

DHÓ="Ã9Û`-5Û` =2'14 (cm)
즉, CDÓ=2DHÓ=2_2'14=4'14 (cm)

B

D
H
C

따라서 △OCD=;2!;_4'14_5=10'14 (cmÛ`)

19 	∠AOB=360ù-(90ù+60ù+90ù)=120ù
△OBPª△OAP (RHS 합동)이므로
∠BPO=∠APO=;2!;∠APB=;2!;_60ù=30ù
직각삼각형 OBP에서

'3
=4(cm)
3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OBÓ=BPÓ`tan`30ù=4'3_

p_4Û`_;3!6@0);=;;Á3¤;;p(cmÛ`)

20 	CAÓ=CEÓ, DBÓ=DEÓ이므로
14 	OMÓ=ONÓ이므로 ABÓ=CDÓ=9`cm
BMÓ=;2!; ABÓ=;2(; (cm)이므로 직각삼각형 OBM에서
OBÓ=

'3
BMÓ
9
=
=3'3 (cm)
=;2(;Ö
2
cos`30ù
'3

PAÓ+PBÓ=PCÓ+CAÓ+PDÓ+DBÓ
=PCÓ+CEÓ+DEÓ+PDÓ
=PCÓ+CDÓ+PDÓ
=10+8+14=32(cm)

따라서 구하는 원 O의 넓이는

PAÓ=PBÓ이므로 PBÓ=;2!;_32=16(cm)

p_(3'3 )Û`=27p(cmÛ`)

따라서 BDÓ=PBÓ-PDÓ=16-14=2(cm)
V. 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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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EÓ=DBÓ=2`cm이고

=ASÓ+BQÓ+CQÓ+DSÓ
=(ASÓ+DSÓ)+(BQÓ+CQÓ)
=ADÓ+BCÓ
=8+16=24(cm)
3
이때 ABÓ`:`CDÓ=3`:`5이므로 ABÓ=24_
=9(cm)
3+5

PAÓ=PBÓ=PDÓ+DBÓ=10+2=12(cm)이므로
CEÓ=CAÓ=PAÓ-PCÓ=12-8=4(cm)
따라서 CDÓ=CEÓ+EDÓ=4+2=6(cm)

22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Ó를 그으면 
△AOCª△POC(RHS 합동),
△BODª△POD(RHS 합동)

A

C
P

27 직각삼각형 ABE에서

O

이므로

∠AOC=∠POC
∠BOD=∠POD
따라서 ∠COD=∠COP+∠DOP

D

B

=;2!;(∠AOP+∠BOP)
=;2!;_180ù=90ù

DHÓ=9-4=5(cm)이므
로 직각삼각형 DHC에서

D

9 cm

9 cm

E 4 cm
C
4 cm

H
A

B

O

HCÓ="Ã13Û`-5Û` =12(cm)
따라서 ABÓ=HCÓ=12`cm이므로 원 O의 반지름의 길이
는 ;2!; ABÓ=;2!;_12=6(cm)

x=ADÓ=ASÓ+DSÓ=4+2=6
BQÓ=BPÓ=5`cm이므로
y=CRÓ=CQÓ=10-5=5

BEÓ=BDÓ=(11-x)`cm, CEÓ=CFÓ=(13-x)`cm
이때 BCÓ=BEÓ+CEÓ이므로
16=(11-x)+(13-x), 2x=8, x=4
따라서 ADÓ=4`cm

30 ADÓ=AFÓ=x`cm, BDÓ=BEÓ=y`cm라고 하면

ABÓ=x+y=10(cm)
이때 nemoOECF는 정사각형이므로 ECÓ=CFÓ=2`cm
따라서 △ABC=△OAB+△OBC+△OCA

ABÓ+CDÓ=APÓ+BPÓ+CRÓ+DRÓ
=ASÓ+BQÓ+CQÓ+DSÓ
=(ASÓ+DSÓ)+(BQÓ+CQÓ)
=ADÓ+BCÓ
=11+17=28(cm)
이때 nemoABCD가 등변사다리꼴이므로 ABÓ=DCÓ
따라서 ABÓ+CDÓ=2ABÓ이므로

=;2!;_10_2+;2!;_(y+2)_2

=10+y+2+x+2
=14+x+y=24(cmÛ`)

P
B

31 직각삼각형 ABC에서

D

8 cm
A S

R
O
Q

16 cm

+;2!;_(x+2)_2



28=2ABÓ, ABÓ=14(cm)

38

28 ADÓ=AFÓ=x`cm라고 하면

44`cm이므로
(x+9)+(9+7)+(7+x)=44, 2x=12, x=6
따라서 ADÓ=6`cm

25 APÓ=ASÓ, BPÓ=BQÓ, CQÓ=CRÓ, DRÓ=DSÓ이므로

APÓ=ASÓ, BPÓ=BQÓ,
CQÓ=CRÓ, DRÓ=DSÓ이므로
ABÓ+CDÓ
=APÓ+BPÓ+CRÓ+DRÓ

D

29 BEÓ=BDÓ=9`cm, CEÓ=CFÓ=7`cm이고,
ADÓ=AFÓ=x`cm라고 하면 △ABC의 둘레의 길이가

24 ASÓ=APÓ=4`cm, DSÓ=DRÓ=2`cm이므로

26 네 접점을 P, Q, R, S라고 하면

x cm

AEÓ="Ã17Û`-15Û` =8(cm)
S
P
EDÓ=x`cm라고 하면
15 cm
R
O
BCÓ=ADÓ=(x+8)`cm
원 O는 nemoEBCD에 접하므로
B
C
Q
그 접점을 P, Q, R, S라고 하
면 EPÓ=ESÓ, BPÓ=BQÓ, CQÓ=CRÓ, DRÓ=DSÓ이므로

EDÓ+BCÓ=ESÓ
+DSÓ+BQÓ+CQÓ
=EPÓ+DRÓ+BPÓ+CRÓ
=(EPÓ+BPÓ)+(CRÓ+DRÓ)
=EBÓ+CDÓ
=17+15=32(cm)
즉, x+(x+8)=32, 2x=24, x=12이므로
ADÓ=12+8=20(cm)

23 	DEÓ=DAÓ=9`cm, CEÓ=CBÓ=4`cm이므로
DCÓ=9+4=13(cm)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C
에서 ADÓ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17 cm
E
A

C

A

ABÓ="Ã5Û`-4Û` =3(cm)
(3-r) cm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D
O의 반지름의 길이를
r cm
B
r`cm라고 하면
BDÓ=BEÓ=r`cm이므로

F 5 cm
O
r cm
E (4-r) cm
r c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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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내접원의 접점을 각각 F, G, H,

AFÓ=ADÓ=(3-r)`cm, CFÓ=CEÓ=(4-r)`cm
ACÓ=AFÓ+CFÓ이므로
5=(3-r)+(4-r), 2r=2, r=1
따라서 원 O의 지름의 길이는 2_1=2(cm)

y, N이라 하고, PFÓ=x`cm라고 하자.
P

F
O G

A
교과서 속

도전 문제

01 60p`cmÛ`

50 cm
O¢

x cm

K
40 cm

75 쪽

02 ;3*;`cm 03 15`cm

B

J

E N
10
cm
I
O£ D M
H
20 cm
Oª
C
L
30 cm

PHÓ=PGÓ=PFÓ=x`cm이므로
CLÓ=CMÓ=CHÓ=(50-x)`cm

04 PAÓ=60`cm, PEÓ=40`cm

BGÓ=BKÓ=BLÓ=30-(50-x)=x-20(cm)
AFÓ=AKÓ=40-(x-20)=60-x(cm)

01 OHÓ는 ADÓ, BCÓ와 수직으로 만나
므로
AHÓ=DHÓ, BHÓ=CHÓ
이때 ABÓ=BHÓ이므로

A

ABÓ=BHÓ=CHÓ=CDÓ
직각삼각형 OBH에서

6 cm
O
4 cm
B
C
H

따라서 PAÓ=PFÓ+AFÓ=x+(60-x)=60(cm)
또 PIÓ=PJÓ=PFÓ=x`cm이므로
D

DNÓ=DIÓ=DMÓ=20-(50-x)=x-30(cm)
EJÓ=ENÓ=10-(x-30)=40-x(cm)
따라서 PEÓ=PJÓ+EJÓ=x+(40-x)=40(cm)

BHÓ="Ã6Û`-4Û` =2'5 (cm)
즉, AHÓ=2BHÓ=2_2'5=4'5 (cm)
OAÓ를 그으면 직각삼각형 OAH에서
OAÓ=¿µ(4'5 )Û`+4Û` =4'6 (cm)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p_(4'6 )Û`-p_6Û`=60p(cmÛ`)

02 AEÓ=AFÓ=BFÓ=BGÓ
=;2!;_8=4(cm)
이므로

DHÓ=DEÓ
=CGÓ

10 cm
E

A
F
8 cm

=10-4=6(cm)
IGÓ=IHÓ=x`cm라고 하면

D

O

원주각

H

B

G
I
x cm

C

DIÓ=(6+x)`cm, CIÓ=(6-x)`cm
이때 직각삼각형 DIC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6-x)Û`+8Û`=(6+x)Û`, 24x=64, x=;3*;
따라서 GIÓ=;3*;`cm

03 nemoABCD는 정사각형이므로

A

12 cm

EBÓ=x`cm라고 하면
12 cm
(12-x) cm
AEÓ=(12-x)`cm
x cm
F
EFÓ=EBÓ=x`cm
E
x cm
이때 DFÓ = DCÓ = 12`cm
B
O
이므로
EDÓ=(12+x)`cm
직각삼각형 AED에서
(12-x)Û`+12Û`=(12+x)Û`, 48x=144, x=3
따라서 EDÓ=12+3=15(cm)

D

C

유형별 핵심 문제

77~80 쪽

01 ∠x=60ù, ∠y=120ù

02 180ù

03 ③

04 70ù

05 24p`cmÛ`

06 75ù

07 ④

08 64ù

09 ②

10 ∠x=60ù, ∠y=30ù

11 98ù

12 18ù

13 ④

16 ②

14 21ù

15 22`cm

17 18`cm 18 50ù

19 ③

20 115ù

21 ④

22 70ù

23 50ù

24 105ù

25 70ù

26 45ù

27 40ù

28 20ù

29 65ù

30 35ù

31 ①

32 36ù

01 ∠x=;2!;_120ù=60ù
∠y=;2!;_(360ù-120ù)=;2!;_240ù=120ù
V. 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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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PBÓ를 그으면
12 오른쪽
∠APB=90ù
따라서 ∠RPB= ∠RQB=72ù

02 ∠x=;2!;_148ù=74ù
∠y=;2!;_(360ù-148ù)=;2!;_212ù=106ù

Q

55ù O

A

따라서 ∠x=;2!;_70ù=35ù

x

B

05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2∠ABC=2_120ù=240ù
p_6Û`_;3@6$0);=24p(cmÛ`)

F

E
x

27ù
65ù

D

=24ù+40ù=64ù

Q
24ù

R

40ù

x
O

A
B

 PDB에서 ∠DBC=40ù+∠x
09 △
∠ACB=∠ADB=∠x이므로 △QBC에서
(40ù+∠x)+∠x=85ù, 2∠x=45ù, ∠x=22.5ù

10 ∠x=∠BDC=60ù
이때 ∠ACB=90ù이므로
∠y=180ù-(90ù+60ù)=30ù

9 cm 27ù

x
O

C

B

D
3 cm

C
8 cm

24ù
O

A

=66ù
∠BAC`: ∠ABC=µ BC`:`µAC
이므로

B

C

16 △PCD에서 ∠PCD=110ù-40ù=70ù
∠BDC`:`∠ACD=µ  BC`:`µAD이므로
40ù`:`70ù=8`:`µAD
따라서 µAD=14`cm

17 △ADP에서 ∠DAP=60ù-20ù=40ù
µ BD=4`cm이고 µ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40ù이므로
원의 둘레의 길이를 l`cm라고 하면
4`:`l=40ù`:`180ù, l=18
따라서 원의 둘레의 길이는 18`cm이다.

18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Ó를 그으면
∠ACB=90ù
µAD=µ CD이므로

11 ∠ADB=90ù이므로
∠ABC=∠ADC=90ù-40ù=50ù
△PCB에서 ∠BPC=180ù-(32ù+50ù)=98ù

40

A

24ù`:`66ù=8`:`µAC
따라서 µAC=22`cm

C

P

B

O

∠APB=90ù-19ù=71ù

15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Ó 를 그
으면 ∠ACB=90ù이므로
∠ABC=180ù-(24ù+90ù)

B


그림과 같이 RBÓ를 그으면
08 오른쪽
∠ARB=∠APB=24ù
∠BRC=∠BQC=40ù
따라서 ∠x=∠ARB+∠BRC

38ù

A

63ù`: ∠x=9`:`3
따라서 ∠x=21ù

06 	∠CAD=∠CBD=30ù이므로 △APD에서
∠APB=30ù+45ù=75ù

65ù=27ù+∠x, ∠x=38ù

C

D

=63ù
∠ABC`: ∠BAD=µ AC`:`µ BD
이므로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이므로

∠DAC=;2!;∠DOC


그림과 같이 BCÓ를 그으면
14 오른쪽
∠ACB=90ù이므로
∠ABC=180ù-(90ù+27ù)

∠x=360ù-(90ù+90ù+110ù)=70ù

B

P

또 ∠ACB=90ù이므로 △PAC에서

이므로 nemoAPBO에서

72ù

R

=;2!;_38ù=19ù

R

A

O

13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Ó를 그으면

04 	∠AOB=2_55ù=110ù이고, ∠PAO=∠PBO=90ù

07 	오른쪽 그림과 같이 FCÓ를 그으면
∠BFC=∠BAC=27ù
∠CFD=∠CED=∠x
이때 ∠BFD=∠BFC+∠CFD

A

∠x=90ù-72ù=18ù
P

Q

x

이므로

따라서 ∠x+∠y=74ù+106ù=180ù

그림과 같이 ORÓ 를 그으면
03 오른쪽
AOR=2_55ù=110ù이므로
∠
∠BOR=180ù-110ù=70ù

P

C
D
A

∠CBD=∠DBA=20ù
따라서 △CAB에서
∠CAB=180ù-{90ù+(20ù+20ù)}=50ù

O 20ù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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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µ BC이므로
19 ① µA
∠ADB=∠BDC

25 ∠BCA=∠BAT=40ù이고, △ABC는 이등변삼각형

D

이므로 ∠x=;2!;_(180ù-40ù)=70ù

② µA
 B=µ BC이므로

∠BAC=∠BCA
즉, ∠BAE=∠BCE

E

A

C

B

④ µC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
으므로

27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Ó 를 그으면
∠ABC=∠CAT=50ù
이때 ∠BAC=90ù이므로
△ABC에서
∠x=180ù-(50ù+90ù)=40ù

∠DAC=∠DBC
⑤△
 AED와 △BEC에서
∠EAD=∠EBC, ∠ADE=∠BCE
이므로 △AED »△BEC(AA 닮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nemoABCD가 원에 내접하므로
∠x=180ù-65ù=115ù

21 ∠DCB=180ù-95ù=85ù이고, nemoABCD가 원에 내접
하므로

∠BAD=180ù-85ù=95ù
이때 ∠CAD=95ù-40ù=55ù이므로
∠x=∠CAD=55ù

x

∠ATP=∠ABT=35ù
x
이때 ∠ATB=90ù이므로 P
△BPT에서
∠x=180ù-{(35ù+90ù)+35ù}=20ù

50ù
T

O

A

B
35ù

35ù T

29 ∠BTQ=∠BAT=35ù이므로
∠PTD=∠QTB=35ù(맞꼭지각)
따라서 ∠DCT=∠PTD=35ù이므로 △DTC에서
∠DTC=180ù-(35ù+80ù)=65ù

가 원 O에 내접하므로

(30ù+40ù)+(75ù+∠x)=180ù, ∠x=35ù

31 ∠BDC=∠BCT=30ù이므로 △BCD에서
∠BCD=180ù-(65ù+30ù)=85ù
이때 nemoABCD가 원 O에 내접하므로

23 µAC=µ CD이므로
∠CBD=∠ABC=20ù

∠x=180ù-85ù=95ù
O 20ù

A

(90ù+∠x)+(20ù+20ù)=180ù

C

∠x=50ù

B

20ù

x
D

24 다음 그림과 같이 PQÓ를 그으면 nemoPQCD가 원 O'에 내
접하므로 ∠PQC=180ù-75ù=105ù
P

32 오른쪽 그림과 같이 BDÓ 를 그으면
∠BDC=∠x
이고, A
µ B=µ BC이므로 
∠ADB=∠x
이때 nemoABCD가 원 O에 내접하
므로

A

B

108ù

T x

D

O

C

108ù+2∠x=180ù, ∠x=36ù

D

x

75ù
O'

O
Q

105ù

이때 ∠BQP=180ù-105ù=75ù이고, nemoABQP가 원
O에 내접하므로 ∠x=180ù-75ù=105ù
C

교과서 속

도전 문제

01 4p`cm 02 65ù

03 220ù

81쪽

04 74ù

05 15ù

V. 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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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 ∠BDC=∠x, ∠CBD=∠DCT=40ù이고, nemoABCD

22 nemoABCD가 원에 내접하므로
∠ADC=180ù-120ù=60ù
따라서 △DPC에서
∠x=180ù-(60ù+50ù)=70ù

B

50ù

A

그으면

∠ABC=;2!;_(180ù-50ù)=65ù

A

O
B

28 오른쪽 그림과 같이 ATÓ 를 

20 △ABC는 ABÓ=ACÓ인 이등변삼각형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Ó 를 그으
면 ∠ACB=90ù이고, nemoACDB
는 원에 내접하므로

26 ∠ABT=∠ATP=∠x이므로 △PTB에서
∠x=80ù-35ù=45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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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BCÓ 를 그으면
01 오른쪽
BCP에서
△
∠PBC+∠BCP=36ù

B
36ù

C
P

A

O

즉, µAC, µ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
기의 합이 36ù, 즉 중심각의 크기
의 합이 2_36ù=72ù이므로
µAC+µ BD=2p_10_;3¦6ª0;=4p(cm)

02 오른쪽 그림과 같이 AEÓ, BEÓ를
각각 긋고 ∠ABE=∠x,
∠BED=∠y라고 하면

B

B

이때 nemoACDE가 원 O에 내접하므로

80ù
O

y E

x
C

D

(∠x-40ù)+∠y=180ù, ∠x+∠y=220ù

즉, ∠CEF=;2!;_(180ù-48ù)=66ù

08 ②

09 ②

10 ③

11 ③

12 ③

13 ②

14 ③

15 ⑤

16 ③

17 ③

18 ④

19 ⑤

20 ①

21 5`cm

22 5

23 12p`cmÛ`

24 20ù

26 1`cm

28 60ù

27 65ù

OAÓ=3`cm
OAÓ를 그으면 직각삼각형 OAM에서
AMÓ="Ã3Û`-2Û`='5 (cm)
따라서 ABÓ=2AMÓ=2'5 (cm)
'3

02 AHÓ=8`cos`30ù=8_ 2 =4'3 (cm)이므로

xÛ`+xÛ`=(3'2 )Û`, 2xÛ`=18
xÛ`=9, x=Ñ3
이때 x>0이므로 x=3
따라서 OMÓ=ONÓ이므로
ABÓ=CDÓ=2 CNÓ=2_3=6(cm)
A

D

CD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4 cm

OHÓ=;2!;_2=1(cm)

B

H
O 1 cm
C
2 cm

ABÓ+CDÓ=2'15+2'15=4'15 (cm)

0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

05 µTC=µ CB이므로 TCÓ=CBÓ
△CBT는 이등변삼각형이므로
∠CBT=∠BTC=25ù
즉, ∠BCT=180ù-2_25ù=130ù

심 O에서 ABÓ에 내린 수선
의 발을 H라고 하면 직각삼
각형 OAH에서
 (2'10)Û` -4Û`
AHÓ=¿·

오른쪽 그림과 같이 ATÓ를 그으면 
nemoATCB가 원에 내접하므로

42

07 ①

DHÓ="Ã4Û`-1Û` ='15 (cm)
즉, CDÓ=2DHÓ=2'15 (cm)
따라서 ABÓ=CDÓ=2'15`cm이므로

∠FDE=∠CEF=66ù
따라서 △DEF에서
∠DFE=180ù-(66ù+40ù)=74ù

∠ABT=∠ATP=15ù

06 ②

직각삼각형 DOH에서

이때 BCÓ가 원 O의 접선이므로

따라서 PTÓ가 원의 접선이므로

05 ③

0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O에서

 O 밖의 한 점 C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으므로
04 원
△CEF는 CEÓ=CFÓ인 이등변삼각형이다.

∠BAT=180ù-130ù=50ù
이때 △APT에서
∠ATP=50ù-35ù=15ù

04 ⑤

03 	ONÓ=CNÓ=x`cm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OCN에서

A

=;2!;_80ù=40ù

03 ④

ABÓ=2AHÓ=2_4'3=8'3 (cm)

형이므로 ∠ANM=;2!;_(180ù-50ù)=65ù

∠BCA=;2!;∠AOB

02 ⑤

01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는 2+1=3(cm)이므로

x
O

µAE=µ CE, µ AD=µ BD이므로
∠EAC=∠ABE=∠x
C
∠AED=∠BED=∠y
△AEN에서 ∠ANM=∠x+∠y
또 △BME에서 ∠AMN=∠x+∠y
따라서 ∠ANM=∠AMN, 즉 △ANM은 이등변삼각

03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Ó를 그으면

82~85 쪽

01 ②

25 (8+4'2 )`cm

D

50ù
A M
x
y
N
E y

대단원 마무리 평가

D

B
A
P

35ù

T

C
25ù

21310 cm

O
A

B
H
4 cm

=2'6 (cm)
따라서 ABÓ=2AHÓ=2_2'6=4'6 (cm)

06 ① PBÓ=PAÓ=4'3`cm
② POÓ>PAÓ이므로 POÓ>4'3`cm
③ ∠AOB=360ù-(90ù+90ù+40ù)=140ù
④ ∠PAO=∠PBO=90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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Ó 그으면 µADB에 대한 원주
13 다음 그림과 같이 OAÓÓ, OBÓ를
각 ∠AQB=100ù이므로 중심각의 크기는 200ù이고,
∠AOB=360ù-200ù=160ù이다.

⑤△
 APO와 △BPO에서

∠PAO=∠PBO=90ù, POÓ는 공통, OAÓ=OBÓ
이므로 △APOª△BPO (RHS 합동)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P

07 CEÓ=ACÓ=15-10=5(cm)
PBÓ=PAÓ=15`cm이므로 EDÓ=BDÓ=15-12=3(cm)
따라서 CDÓ=CEÓ+EDÓ=5+3=8(cm)

AEÓ=AHÓ=6-2=4(cm)
BFÓ=BEÓ=8-4=4(cm)
따라서 CGÓ=CFÓ=10-4=6(cm)

Q

O

x

D
200ù

따라서 nemoAPBO에서 ∠PAO=∠PBO=90ù이므로
B

14 ∠ACB=90ù이고, ABÓ=2_4=8(cm)이므로 직각삼
각형 ABC에서
ACÓ=8`cos`30ù=8_

09 DHÓ=DGÓ=3`cm이므로

7 cm
H

A
11 cm

E
O

B

F
12 cm

D
3 cm
G
5 cm
C

'3
=4'3 (cm)
2

따라서 △ABC=;2!;_8_4'3_sin 30ù
=;2!;_8_4'3_;2!;=8'3 (cmÛ`)

15 △ACP에서 ∠CAP=80ù-16ù=64ù
따라서 µAD`:`20p=16ù`:`64ù이므로 µAD=5p`cm

OFÓ=CGÓ=5`cm
따라서 nemoABCD

16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Ó를 그으면 
µAB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의

=△OAB+△OBC+△OCD+△ODA		

;6!;이므로 중심각의 크기는

=;2!;_11_5+;2!;_12_5+;2!;_8_5
+;2!;_7_5


=95(cmÛ`)

D
A

60ù

30ù

P

360ù_;6!;=60ù

x

B

ADÓ=ABÓ-BDÓ=20-8=12(cm)
A
오른쪽 그림과 같이 ODÓ를 긋고
x cm
AGÓ=x`cm라고 하면 직각삼각
12 cm
5 cm
형 ADO에서
D
8 cm
B

G

8 cm E

∠OAB=;2!;_(180ù-112ù)=34ù
12 ∠ADB=;2!;∠AOB=;2!;_130ù=65ù
따라서 △APD에서 ∠x=65ù-40ù=25ù

F

O

11 ∠AOB=2_56ù=112ù이고, OAÓ=OBÓ이므로

즉, ∠ADB=;2!;_60ù=30ù

C

② nemoABCD

가 원에 내접하므로

17 ① ∠ABC=180ù-65ù=115ù

∠ADC=180ù-115ù=65ù
③ ∠BDC의 크기는 알 수 없다.
④ nemoABCD가 원에 내접하므로

∠BAD=180ù-90ù=90ù
⑤ ∠BCD=90ù이므로 ∠BOD=180ù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ACB=90ù이므로
18 ∠
∠ABC=180ù-(90ù+20ù)=70ù

nemoABCD가 원에 내접하므로
∠ADC=180ù-70ù=110ù
이때 µAD=µ CD이므로 ADÓ=DCÓ, 즉 △DAC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DAC=;2!;_(180ù-110ù)=35ù
V. 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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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때 µAB`:`µ CD=1 : 2이므로 ∠CAD=30ù_2=60ù
따라서 △APD에서 ∠x=30ù+60ù=90ù

10 BDÓ=BEÓ=8`cm이므로

(x+5)Û`=12Û`+5Û`
xÛ`+10x-144=0
(x+18)(x-8)=0
x=-18 또는 x=8
이때 x>0이므로 x=8
따라서 AGÓ=8`cm

A

∠x=360ù-(90ù+90ù+160ù)=20ù

08 DHÓ=DGÓ=2`cm이므로

AEÓ=AHÓ=7-3=4(cm)
BFÓ=BEÓ=11-4=7(cm)
CGÓ=CFÓ=12-7=5(cm)
이때 ∠C=90ù이고
nemoOFCG는 정사각형이므로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는

100ù

43

19. 11. 27. 오전 11:42


그림과 같이 BDÓ 를 그으면
19 오른쪽
∠ADB=∠x, ∠ABD=∠y
따라서 △ABD에서
∠x+∠y=180ù-70ù=110ù

A
x
B

따라서 ∠CPB=180ù-(55ù+90ù)=35ù이므로

70ù
Ox y
y

D

25 OMÓ=ONÓ이므로 ABÓ=CDÓ=8`cm

C

AMÓ=;2!; ABÓ=;2!;_8=4(cm)

20 ∠x=∠BAC=;2!;∠BOC=;2!;_150ù=75ù

AOÓ="Ã4Û`+4Û` =4'2 (cm)
yy Û
따라서 (△AMO의 둘레의 길이)=4+4+4'2

∠OBC=;2!;_(180ù-150ù)=15ù
한편 ∠ABC=80ù이므로

평가 기준

21 AMÓ=;2!; ABÓ=;2~!;_8=4(cm)
OAÓ를 그으면 직각삼각형 OAM에서
OAÓ="Ã4Û`+3Û` =5(cm)
따라서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는 5`cm이다.

B

APÓ=ASÓ, BPÓ=BQÓ, CQÓ=CRÓ, DRÓ=DSÓ이므로
ABÓ+CDÓ=APÓ+BPÓ+CRÓ+DRÓ
=ASÓ+BQÓ+CQÓ+DSÓ
=(ASÓ+DSÓ)+(BQÓ+CQÓ)
=ADÓ+BCÓ
즉, (x+7)+(x+2)=(x+1)+(2x+3)이므로
2x+9=3x+4, x=5

23 nemoABCD가 원 O에 내접하므로
∠ABC=180ù-120ù=60ù
∠BAC=90ù이므로 직각삼각형 ABC에서
'3
ACÓ
12
=6Ö =
=4'3 (cm)
BCÓ=
sin`60ù
2
'3

44

A

평가 기준

비율

 의 길이를 이용하여 ABÓ, ACÓ의 길이를 각각 나타
Ú ADÓ
낸 경우

40 %

Û AD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40 %

Ü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경우

20 %

∠ADB=∠x	
따라서 △ABD에서
∠x=180ù-(35ù+80ù)=65ù

P
55ù
55ù C

yy Ú

yy Ú

직선 BT는 원 O의 접선이므로

(원 O의 넓이)=p_(2'3 )Û`=12p(cmÛ`)

∠PCA=∠APQ=55ù
이때 ∠APC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APC=90ù

20 %

 ABCD가 원 O에 내접하므로
27 nemo
∠BAD=180ù-100ù=80ù

따라서 BOÓ=;2!;_4'3=2'3 (cm)이므로

으면

40 %

Ü △AM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 경우

(x+3)Û`+(x+2)Û`=5Û`
2xÛ`+10x-12=0, xÛ`+5x-6=0
(x+6)(x-1)=0, x=-6 또는 x=1
이때 x>0이므로 x=1
즉, ADÓ=1`cm이다.
yy Û
A
오른쪽 그림과 같이 ODÓ, OFÓ
D
F
를 그으면 nemoOFAD는 정사
각형이므로
O
B
C
OFÓ=ADÓ=1`cm
3 cm E 2 cm
따라서 원 O의 반지름의 길
이는 1`cm이다.
yy Ü

C

Q

Û AO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ABÓ=(x+3)`cm, ACÓ=(x+2)`cm
직각삼각형 ABC에서

R (x+2) cm

24 오른쪽 그림과 같이 PCÓ를 그

40 %

ADÓ=AFÓ=x`cm라고 하면

(x+1) cm
D
S

O
Q
(2x+3) cm

비율

Ú AMÓ의 길이를 구한 경우

26 BDÓ=BEÓ=3`cm, CFÓ=CEÓ=2`cm이므로

22 다음 그림과 같이 네 접점을 P, Q, R, S라고 하자.
P

=8+4'2 (cm)
yy Ü



∠y=80ù-15ù=65ù
따라서 ∠x+∠y=75ù+65ù=140ù

(x+7) cm

yy Ú

직각삼각형 AMO에서

이때 △OBC는 OBÓ=OCÓ인 이등변삼각형이므로

A

△PCB에서
∠x=55ù-35ù=20ù

평가 기준

x

B

yy Û
yy Ü
비율

Ú ∠BAD의 크기를 구한 경우

40 %

Û ∠x와 크기가 같은 ∠ADB를 찾은 경우

40 %

Ü ∠x의 크기를 구한 경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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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른쪽 그림과 같이 8점을 나타

 선 BT는 원 O의 접선이므로
28 직
∠CAB=∠CBT

yy Ú
5
이때 ∠CAB=180ù_
=60ù이므로 yy Û
4+5+6
yy Ü
∠CBT=60ù
평가 기준

비율

Ú ∠CBT와 크기가 같은 ∠CAB를 찾은 경우

40 %

Û ∠CAB의 크기를 구한 경우

40 %

Ü ∠CBT의 크기를 구한 경우

20 %

창의·융합 문제 해결하기
1 50`cm

2 400p`cmÛ`

86 쪽

3 100`m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바퀴의 중심을 O, 반지름의 길
이를 r`cm라고 하면 원에서 현
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
심을 지나므로 직각삼각형

O
r cm
A
30 cm

OAM에서
rÛ`=(r-10)Û`+30Û`
20r=1000, r=50
따라서 바퀴의 반지름의 길이는 50`cm이다.

내는 구간만 생각해 보자.
원 모양의 과녁의 중심을 O라
하고, 중심 O에서 ABÓ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8점
O

R cm
A
20 cm

H

B
r cm

AHÓ=;2!;ABÓ=;2!;_40=20(cm)
위의 그림에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OAH에서
RÛ`=rÛ`+20Û`, RÛ`-rÛ`=400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것과 같으므로
pRÛ`-prÛ`=p(RÛ`-rÛ`)=400p(cmÛ`)
따라서 8점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의 넓이는 400p`cmÛ`이다.

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공연

A

장의 중심을 O라 하고, OAÓ, OBÓ를
그으면

(r-10) cm
M
B

∠AOB=2∠APB=2_30ù=60ù
이때 △OAB는 OAÓ=OBÓ인 이등변

10 cm

삼각형이므로

50 m
무대

30ù

B

O

P

∠OAB=∠OBA=;2!;_(180ù-60ù)=60ù
즉, △OAB는 정삼각형이므로
OAÓ=OBÓ=50`m
따라서 공연장의 지름의 길이는 2_50=100(m)이다.

여행에서 만
시원한 물 한난
잔!

V. 원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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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통계
따라서 9점인 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으므로 최빈값은 9
점이다.

대푯값과 산포도

07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01 10

유형별 핵심 문제

02 11000원

89~92쪽

03 15권

04 평균: 15시간, 중앙값: 8시간,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05 130

06 9점

07 ③

08 평균: 7개, 중앙값: 8개, 최빈값: 8개

09 9

10 ②

11 ④

12 ⑤

14 ④

15 5

16 ②, ③

17 ㄱ, ㄷ, ㄹ

18 6

19 ③

20 9분

21 81점

22 ④

23 ⑤

24 ②

25 '7

26 ⑤

27 ②

28 ③

29 ②

13 4

30 선수 A

01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7, 8, 10, 11, 19
이므로 중앙값은 10이다.

02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3000, 5000, 7000, 15000, 18000, 56000
7000+15000
이므로 중앙값은
=11000(원)
2

8, 11, 11, 11, 13, 15, 16, 16, 19, 20
이므로 중앙값은
13+15
=14(회)
2
11이 세 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최빈값은
a=

b=11
따라서 a+b=14+11=25
2_1+4_3+6_5+8_7+10_4
08 (평균)=
20
=;;Á2¢0¼;;=7(개)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10번째와 11
번째 자료의 값이 각각 8개이므로
8+8
=8(개)
2
8개의 도수가 7명으로 가장 크므로 (최빈값)=8(개)
(중앙값)=

09 중앙값이 10이므로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
하면 4, 6, x, 11, 12, 16이어야 한다.
x+11
=10이므로
2
x+11=20, x=9

따라서

03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5번째와 6번
째 자료의 값이 각각 14, 16이므로 중앙값은
14+16
=15(권)
2
12+72+6+1+3+7+10+9
04 (평균)=
8
=:;!8@;¼:=15(시간)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1, 3, 6, 7, 9, 10, 12, 72
7+9
이므로 중앙값은
=8(시간)
2
이때 72가 다른 자료의 값에 비해 매우 크므로 중앙값이
이 자료의 대푯값으로 적절하다.

10 다섯 번째 자료의 값을 x`kg이라고 하면 8명의 몸무게의
중앙값이 53`kg이므로
50+x
=53, x=56
2
따라서 이 모둠에 몸무게가 56`kg보다 무거운 60`kg인
학생 한 명이 들어오면 학생 9명의 몸무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다섯 번째 자료의 값이 중앙값이
되므로 중앙값은 56`kg이다.

11 12와 14가 모두 각각 2번씩 나타나고 최빈값이 14이므로
x=14

12 x의 값에 관계없이 42`m가 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므

05 130이 세 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최빈값은 130이다.

로 최빈값은 42`m이다.
즉, 평균이 42`m이므로

06 지효네 반 학생은 15명이므로

42+43+44+x+40+38+42+42
=42
8
291+x=336, x=45

2+3+4+a+1=15, a=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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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균이 3이므로
(-1)+5+3+a+(-2)+(-6)+b+8
=3
8
7+a+b
=3, a+b=17
8
이때 최빈값이 5이므로 a=5 또는 b=5이어야 한다.
그런데 a>b이므로 a=12, b=5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6, -2, -1, 3, 5, 5, 8, 12
이므로 중앙값은

3+5
=4
2

14 평균이 10회이므로
21+x+13+5+8+10+6+9
=10
8
72+x
=10, x=8
8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5, 6, 8, 8, 9, 10, 13, 21
이므로 중앙값은
8+9
=8.5(회)
a=
2
또 8회인 학생이 2명으로 가장 많으므로 최빈값은
b=8(회)
따라서 a+b=8.5+8=16.5

15 5와 7이 각각 2번씩 나타나므로 x=5 또는 x=7
Ú x=5일 때, 주어진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2, 3, 4, 5, 5, 5, 6, 7, 7
이므로 중앙값은 5이고, 최빈값도 5이다.

때, 주어진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Û x=7일
나열하면
2, 3, 4, 5, 5, 6, 7, 7, 7
이므로 중앙값은 5이고, 최빈값은 7이다.
Ú, Û에서 x=5

16 ② 최빈값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③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
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두 자료의 값의 평균이므로
주어진 자료 중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 ③이다.

17 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은 대푯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18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x+y+5+(-12)+4+(-3)=0
x+y-6=0, x+y=6

21+14+18+15+17
=;;¥5°;;=17(점)
19 (평균)=
5
즉, 편차는 차례로 4점, -3점, 1점, -2점, 0점이다.
따라서 편차가 될 수 없는 것은 ③이다.

20 (편차)=(자료의 값)-(평균)이므로
-4=(정빈이의 통학 시간)-13
따라서 정빈이의 통학 시간은 9분이다.

21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8+(-5)+x+2+(-6)=0
x-1=0, x=1
(편차)=(자료의 값)-(평균)이므로
1=(학생 C의 수학 점수)-80
따라서 학생 C의 수학 점수는 81점이다.

22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2)+0+x+1+3+(-1)=0
x+1=0, x=-1
(편차)=(자료의 값)-(평균)이므로
-1=165-(평균)
따라서 학생 6명의 키의 평균은 166`cm이다.

23 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3)+2+(-4)+0+1+x=0
x-4=0, x=4
② (편차)=(자료의

값)-(평균)이므로
(자료의 값)=(편차)+(평균)
평균을 a점이라고 하면 학생 A의 점수는 (a-3)점,
학생 B의 점수는 (a+2)점이므로 학생 A와 학생 B
의 점수 차는
(a+2)-(a-3)=5(점)
③ 학생 D의 점수는 편차가 0점이므로 평균과 같다.
④ 학생 E의 점수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⑤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은 편차가 음수인 학생이므
로 학생 A, 학생 C의 2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8+7+8+10+7
=;;¢5¼;;=8(회)
24 (평균)=
5
(분산)=

0Û`+(-1)Û`+0Û`+2Û`+(-1)Û`
5

=;5^;=1.2
(표준편차)='¶1.2 (회)

25 평균이 8이므로
6+9+7+4+x+12
=8
6
38+x=48, 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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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면
(-2)Û`+1Û`+(-1)Û`+(-4)Û`+2Û`+4Û`
(분산)=
6
=;;¢6ª;;=7
(표준편차)='7

(B의 분산)
=

(-2)Û`+1Û`+1Û`+1Û`+(-2)Û`+0Û`+1Û`+1Û`+(-1)Û`
9

=;;Á9¢;;
따라서 선수 A의 분산이 선수 B의 분산보다 작으므로 선
수 A의 점수가 선수 B의 점수보다 더 고르다.

26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a+2a+(-5)+3+(-1)=0
3a=3, a=1
따라서 5개 자료의 편차가 각각 1, 2, -5, 3, -1이므로
(분산)=

1Û`+2Û`+(-5)Û`+3Û`+(-1)Û`
=;;¢5¼;;=8
5

27 중앙값이 22이므로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
열하면 19, x, 23, 25이어야 한다.
x+23
즉,
=22이므로
2
x+23=44, x=21
19+21+23+25
따라서 (평균)=
=;;¥4¥;;=22이므로
4
(-3)Û`+(-1)Û`+1Û`+3Û`
(분산)=
=;;ª4¼;;=5
4

28 평균이 5이므로
4+7+a+b
=5
4
11+a+b=20, a+b=9    yy ㉠
분산이 1.5이므로
(-1)Û`+2Û`+(a-5)Û`+(b-5)Û`
=1.5
4
5+(a-5)Û`+(b-5)Û`=6
(a-5)Û`+(b-5)Û`=1
aÛ`+bÛ`-10(a+b)+50=1   yy ㉡
㉠을 ㉡에 대입하면
aÛ`+bÛ`-10_9+50=1, aÛ`+bÛ`=41

29 표준편차가 클수록 자료의 값이 고르지 않으므로 수면 시
간이 가장 불규칙한 학생은 학생 B이다.
9+10+9+10+8+9+9+9+8
30 (A의 평균)=
9
=;;¥9Á;;=9(점)
(A의 분산)
0Û`+1Û`+0Û`+1Û`+(-1)Û`+0Û`+0Û`+0Û`+(-1)Û`
=;9$;
9
7+10+10+10+7+9+10+10+8
(B의 평균)=
9
=

=;;¥9Á;;=9(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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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개

02 a=9, b=10 또는 a=11, b=9

03 19p

04 12

93 쪽

01 자료 A의 중앙값이 23이므로 a¾23
자료 B의 중앙값이 29이므로	  aÉ28
따라서 23ÉaÉ28이므로 자연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23, 24, 25, 26, 27, 28의 6개이다.

02 자료 A의 중앙값이 9이므로 a=9 또는 b=9이다.
a=9, b=9일 때, 전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5, 6, 8, 9, 9, 9, 10, 12, 12, 15이므로 중앙값이
9+9
=9가 되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2

때,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10이므로 자료를
Ú a=9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5, 6, 8, 9, 10, b, b,
12, 12, 15이어야 한다.
10+b
=10이므로 10+b=20, b=10
2

때,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10이므로 자료를
Û b=9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5, 6, 8, 9, 9, a,
a+1, 12, 12, 15이어야 한다.
9+a
=10이므로 a=11
2
따라서 a=9, b=10 또는 a=11, b=9이다.

03 반지름의 길이의 평균이 4이므로
a+b+c
=4, a+b+c=12	   yy ㉠
3
반지름의 길이의 표준편차가 '3, 즉 분산이 3이므로

(a-4)Û`+(b-4)Û`+(c-4)Û`
=3   yy ㉡
3
aÛ`+bÛ`+cÛ`-8(a+b+c)+48=9
㉠을 ㉡에 대입하면
aÛ`+bÛ`+cÛ`-8_12+48=9, aÛ`+bÛ`+cÛ`=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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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 원의 넓이는 각각 aÛ`p, bÛ`p, cÛ`p이므로

02 ⑴ 과학 성적이 낮은 것에 비해 중간고사 전체 평균 점수
가 높은 학생은 학생 E이다.
⑵ 과학 성적이 높은 것에 비해 중간고사 전체 평균 점수
가 낮은 학생은 학생 B이다.

aÛ`p+bÛ`p+cÛ`p
3
(aÛ`+bÛ`+cÛ`)p
=
3
57p
=19p
=
3

(세 원의 넓이의 평균)=

03 주어진 산점도는 x와 y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므
로 상관관계가 주어진 그림과 같은 것은 ②이다.

 어 점수가 65점인 학생의 편차는 0점이므로 나머지 학
04 국
생 5명의 점수의 편차를 각각 a점, b점, c점, d점, e점이
라고 하면 분산이 10이므로
aÛ`+bÛ`+cÛ`+dÛ`+eÛ`
=10
6
aÛ`+bÛ`+cÛ`+dÛ`+eÛ`=60   yy ㉠
이때 학생 6명의 국어 점수의 평균이 65점이므로 국어 점
수가 65점인 학생을 제외하여도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즉, 나머지 5명의 국어 점수의 분산은
aÛ`+bÛ`+cÛ`+dÛ`+eÛ`
  	
5
따라서 ㉠을 ㉡에 대입하면

yy ㉡

상관관계
유형별 핵심 문제

95~98 쪽

01 ⑴ 70분  ⑵ 10분  ⑶ 풀이 참고  ⑷ 양의 상관관계
02 ⑴ 학생 E  ⑵ 학생 B

03 ②

04 ③, ④

05 ㄱ, ㄹ

07 ⑤

08 ①, ③

06 ⑴ ㄱ  ⑵ ㄴ  ⑶ ㄷ

09 ⑴ 6`¾  ⑵ 60잔

⑤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이다.
따라서 두 변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③, ④이다.

05 주어진 산점도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대체
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두 변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06 ⑴ 자동차 수가 증가할수록 대기 오염도가 높아지므로 두

(나머지 5명의 국어 점수의 분산)=;5!;_60=12

시험에 꼭 나오는

04 ①, ②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는 산점도이다.

10 ⑴ 30`%  ⑵ 9명

변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점도는
ㄱ이다.
⑵ 겨울철 기온이 내려갈수록 장갑 판매량이 늘어나므로
두 변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점도는
ㄴ이다.
⑶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늘
어나다가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
들므로 두 변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점도는
ㄷ이다.

07 ⑤ 도로 B에서의 주행 속도가 도로 C에서의 주행 속도보
다 느리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11 ⑴ 3명        ⑵ 2명        ⑶ 40`%
12 ⑴ 양의 상관관계  ⑵ 상관관계가 없다.  ⑶ 음의 상관관계

01 ⑴ 오래 매달리기 기록이 가장 높은 학생의 하루 평균 운
동 시간은 70분이다.
⑵ 오래

매달리기 기록이 가장 낮은 학생의 하루 평균 운
동 시간은 10분이다.
⑶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래 매달리기 기록도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⑷ 하루 평균 운동 시간과 오래 매달리기 기록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08 ② 당근 B는 당근 D보다 가볍다.
④ 당근 E는 다른 당근에 비해 길이가 짧다.
⑤ 당근의 무게와 길이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 ③이다.

09 ⑴ 음료 판매량이 가장 많은 날의 최고 기온은 31`¾이
고, 가장 적은 날의 최고 기온은 25`¾이므로 구하는
기온의 차는
31-25=6(¾)
⑵ 최고 기온이 30`¾ 이하인 날 중에서 음료 판매량이 가
장 많은 날의 판매량은 60잔이다.
VI.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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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⑴ 영어 말하기 평가와 듣기 평가 점수가 같은 학생은
6명이므로 전체의 ;2¤0;_100=30(%)이다.

⑶ 주어진 산점도에 8개의 자료를 추가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y
300

⑵ 영어 듣기 평가 점수가 말하기 평가 점수보다 높은 학
생은 9명이다.

200

11 ⑴ 두 차례의 사격 점수가 모두 9점 이상인 선수를 나타

O

100

200

300

400

x

	따라서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대체로 감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 변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
가 있다.

2차

내는 점은 (9, 9), (9, 10), (10, 9)의 3개이므로 두
차례의 사격 점수가 모두 9점 이상인 선수는 3명이다.
⑵ 두 차례의 사격 점수의 평균이 8점이므로 두 차례의
사격 점수의 합은 8_2=16(점)이다.
따라서 이를 나타내는 점은 (7, 9), (8, 8)의 2개이므로
두 차례의 사격 점수의 평균이 8점인 선수는 2명이다.
y
⑶ 두 차례의 사격 점수에
10
서 1차와 2차의 점수의 (점)
9
차가 2점 이상인 선수
8
는 오른쪽 그림에서 색
7
6
칠한 부분에 속하는 8
5
명이다.
O 5 6 7 8 9 10 x
따라서 전체의

100

1차(점)

;2¥0;_100=40(%)이다.

12 ⑴ 주어진 산점도에 8개의 자료를 추가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y
300
200
교과서 속

100
O

100

200

300

400

x

	따라서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대체로 증가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 변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다.
⑵ 주어진 산점도에 8개의 자료를 추가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99쪽

01 188점     02 풀이 참고

01 전체 학생 수가 25명이므로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은
25_;1ª0¼0;=5(명)이다.

y
300

이때 상위 5명의 학생을 나타내는 점은
(100, 100), (90, 100), (100, 90), (80, 100), (90, 90)
따라서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두 과목의 성적의
합의 평균은

200

(평균)=

O

200_1+190_2+180_2
5

=:;(5$;¼:=188(점)

100
100

200

300

400

x

	따라서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대체로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므로 두 변량 사이에
는 상관관계가 없다.

50

도전 문제

02  •가격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판
매량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판매
량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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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마무리 평가

100~103 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5 ④

06 ④

07 ②, ⑤

08 ③

0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③

20 4.5

21 154회

22 ⑴ 모둠 A: 8점, 모둠 B: 8점  ⑵ 모둠 A

23 양의 상관관계
25

'14
2

26 6

24 (중앙값)<(평균)<(최빈값)
27 음의 상관관계

01 3, 6, a의 중앙값이 6이므로 a¾6
12, 15, a의 중앙값이 12이므로 aÉ12
따라서 6ÉaÉ12이므로 자연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⑤이다.

06 ㄱ. 자료 A는 100이 다른 자료의 값에 비해 매우 크므로
평균은 대푯값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자료 B는 중앙값과 최빈값이 10으로 서로 같다.
ㄷ. 자료 C는 자료의 값이 모두 한 번씩 나타나고,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없으므로 평균이나 중앙값을 대푯
값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07 ① 평균은 대푯값이다.
②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두 자료의 값의 평
균이므로 자료에 없는 값일 수도 있다.
③ 편차의 제곱의 합은 자료마다 다르다.
④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 ⑤이다.

08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02 x의 값에 관계없이 18이 가장 많이 나오므로 최빈값은
18이다.
즉, 평균이 18이므로

09 (편차)=(자료의 값)-(평균)이므로

18+18+14+10+x+17+18
=18
7
95+x=126, x=31
따라서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10, 14, 17, 18, 18, 18, 31
이므로 중앙값은 18이다.

03 3+6+a+8+b=30이므로 a+b=13   yy ㉠
평균이 8점이므로
6_3+7_6+8_a+9_8+10_b
=8
30
132+8a+10b=240, 4a+5b=54
㉠, ㉡을 연립하여 풀면 a=11, b=2

yy ㉡

04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15번째와 16
번째 자료의 값이 각각 8점이므로 중앙값은

(-25)+14+15+x+(-18)=0, x=14

8+8
=8(점)
2

이다.
8점인 학생이 11명으로 가장 많으므로 최빈값은 8점이다.
따라서 중앙값과 최빈값의 합은
8+8=16(점)

-18=(금요일에 대여된 책의 수)-55
따라서 금요일에 대여된 책의 수는 37권이다.

10 ㄱ.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4+5+x+(-7)+2=0, x=-4
따라서 학생 C와 E의 점수의 차는 6점이다.
ㄴ. 학생 B의 편차가 5점이므로 학생 B의 점수는 평균과
같지 않다.
4Û`+5Û`+(-4)Û`+(-7)Û`+2Û`
ㄷ. (분산)=
=:;!5!;¼:=22
5
(표준편차)='22 (점)
ㄹ.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은 편차가 가장 작은 학생 D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 ㄹ이다.
 12가 각각 2번씩 나오므로 최빈값은 9, 12로 2개
11 ① 9와
이다.
18+4+6+10+12+9+9+12
=;;¥8¼;;=10
8
③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② (평균)=

4, 6, 9, 9, 10, 12, 12, 18
9+10
=9.5
2
④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⑤ (분산)
이므로 중앙값은

05 25와 33이 모두 각각 2번씩 나타나고 최빈값이 33이므로
y=33
6번째와 7번째의 자료의 값이 각각 x와 33이고 중앙값이
31이므로
x+33
=31, x=29
2
따라서 y-x=33-29=4

=

8Û`+(-6)Û`+(-4)Û`+0Û`+2Û`+(-1)Û`+(-1)Û`+2Û`
8

=:;!8@:^;=15.75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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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86+74+81+80+77+85
12 (평균)=
8
=:;^8$;¼:=80(g)
(분산)=

(-5)Û`+2Û`+6Û`+(-6)Û`+1Û`+0Û`+(-3)Û`+5Û`
8

=:;!8#;¤:=17

13 평균이 4이므로
1+3+a+b
=4, a+b=12   yy ㉠
4
분산이 6.5이므로

aÛ`+bÛ`-8_12=-16, aÛ`+bÛ`=80

5+9+5+9+7+7
=7
6
(-2)Û`+2Û`+(-2)Û`+2Û`+0Û`+0Û`
(분산)=
6

14 ① (평균)=

=;;Á6¤;;=;3*;
2'6
(표준편차)=®;3*; =
3
5+9+5+9+5+9
② (평균)=
=7
6
(-2)Û`+2Û`+(-2)Û`+2Û`+(-2)Û`+2Û`
(분산)=
6
=;;ª6¢;;=4
(표준편차)='4=2
6+7+7+6+8+8
③ (평균)=
=7
6
(-1)Û`+0Û`+0Û`+(-1)Û`+1Û`+1Û`
(분산)=
6

16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것에 비해 독서 시간도 긴 학생은
학생 E이다.

17 인터넷 사용 시간이 짧은 것에 비해 독서 시간도 짧은 학
생은 학생 B이다.

18 인터넷 사용 시간이 독서
시간보다 짧은 학생은 오
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점
이므로 8명이다.
따라서 전체의

y
3

(시간) 2

;2¥0;_100=40(%)이다.

1
O

1

2

19 독서 시간이 가장 긴 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2!;시간
이고, 독서 시간이 가장 짧은 학생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2시간이므로 구하는 시간의 차는 2-;2!;=;2#; (시간)

20 평균이 5이므로
4+3+2+5+6+a+b+9
=5
8
29+a+b=40, a+b=11
이때 최빈값이 4이므로 a=4 또는 b=4이어야 한다.
그런데 a>b이므로 a=7, b=4
따라서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2, 3, 4, 4, 5, 6, 7, 9
4+5
이므로 중앙값은
=4.5
2

21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6^;=1

7_2+8_5+9_2
=;;¦9ª;;=8(점)
22 ⑴ (A의 평균)=
9

(표준편차)='1=1
⑤ 모든 자료의 값이 같으므로 (표준편차)=0
따라서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은 ②이다.

3 x

인터넷 사용 시간(시간)

=;6$;=;3@;

'6
(표준편차)=®;3@; =
3
6+8+6+8+6+8
④ (평균)=
=7
6
(-1)Û`+1Û`+(-1)Û`+1Û`+(-1)Û`+1Û`
(분산)=
6

52

(x-6)Û`+(-1)Û`+(2-x)Û`+1Û`+4Û`
=6.8
5
2xÛ`-16x+58=34, xÛ`-8x+12=0
(x-2)(x-6)=0, x=2 또는 x=6
이때 x>4이므로 x=6

독서 시간

(-3)Û`+(-1)Û`+(a-4)Û`+(b-4)Û`
=6.5
4
aÛ`+bÛ`-8(a+b)+42=26
aÛ`+bÛ`-8(a+b)=-16	   yy ㉡
㉠을 ㉡에 대입하면

x+5+(8-x)+7+10
=;;£5¼;;=6
5
분산이 6.8이므로

15 (평균)=

6+(-10)+7+x+(-5)=0
-2+x=0, x=2
(편차)=(자료의 값)-(평균)이므로
2=(D의 줄넘기 횟수)-152
따라서 학생 D가 줄넘기를 한 횟수는 154회이다.

( B   의 평균)=

6_2+7_2+8_1+9_2+10_2
9

=;;¦9ª;;=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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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A의 분산)=

5+(a+5)+(2a+5)
3
3a+15
=
=a+5
3
분산이 24이므로

(-1)Û`_2+0Û`_5+1Û`_2
=;9$;
9

26 (평균)=

(A의 표준편차)=®;9$; =;3@;(점)
(B의 분산)
(-2)Û`_2+(-1)Û`_2+0Û`_1+1Û`_2+2Û`_2
=
9
=;;ª9¼;;
2'5
(B의 표준편차)=®Â;;ª9¼;; =
(점)
3
	따라서 모둠 A의 점수의 표준편차가 모둠 B의 점수
의 표준편차보다 작으므로 점수를 더 고르게 받은 모
둠은 모둠 A이다.

23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두 변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1_1+2_3+3_4+4_6+5_1
24 (평균)=
15
=;1$5*;=;;Á5¤;;(회)

yy Ú

(-a)Û`+0Û`+aÛ`
=24
3
2aÛ`=72, aÛ`=36
이때 a>0이므로 a=6

…… Û
…… Ü

평가 기준

비율

Ú 평균을 구한 경우

40 %

Û 분산을 구하는 식을 세운 경우

40 %

Ü a의 값을 구한 경우

20 %

27 지하철역과 매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1일 방문 손
님 수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Ú
따라서 두 변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 Û
평가 기준

…… Ú

비율

Ú 두 변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경우

50 %

Û 상관관계를 설명한 경우

50 %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8번째 자료의
값이 중앙값이므로 (중앙값)=3(회)
…… Û
4회가 6명으로 가장 많으므로
(최빈값)=4(회)	
…… Ü
따라서 (중앙값)<(평균)<(최빈값)
…… Ý
평가 기준

비율

Ú 평균을 구한 경우

30 %

Û 중앙값을 구한 경우

40 %

Ü 최빈값을 구한 경우

20 %

Ý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크기를 비교한 경우

10 %

7+4+a+10+8+b+6+5
=7
8
40+a+b=56, a+b=16
yy Ú
이때 최빈값이 7이므로 a=7 또는 b=7이어야 한다.
그런데 a>b이므로 a=9, b=7
…… Û
따라서 표준편차를 구하면
(분산)
0Û`+(-3)Û`+2Û`+3Û`+1Û`+0Û`+(-1)Û`+(-2)Û`
8

=;;ª8¥;;=;2&;
(표준편차)=®;2&;=

1 최빈값

104 쪽

          2 선수 C

3 ⑴ 음의 상관관계     ⑵ 양의 상관관계

1 직원들이 지하철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대

25 평균이 7이므로

=

창의·융합 문제 해결하기

'14

2
평가 기준

에 셔틀버스를 배치하는 것이 좋으므로 중앙값보다 최빈
값이 적당하다.

2 세 선수의 평균을 각각 구하면
(A의 평균)
8+9+10+8+9+7+9+10+9+7
=
10
=;1*0^;=8.6(점)
(B의 평균)
=

…… Ü
비율

Ú a+b의 값을 구한 경우

30 %

Û a, b의 값을 각각 구한 경우

30 %

Ü 표준편차를 구한 경우

40 %

10+9+10+10+5+9+7+10+10+10
10

=;1(0);=9(점)
(C의 평균)
=

10+9+8+8+10+9+8+10+9+9
10

=;1(0);=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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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 선수 중에서 평균이 높은 두 선수 B, C의 표준편
차를 각각 구하면
(B의 분산)
=

따라서 세 선수 중에서 평균이 높으면서 표준편차가 작은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선발하므로 선수 C를 선발하는 것이
적당하다.

1Û`+0Û`+1Û`+1Û`+(-4)Û`+0Û`+(-2)Û`+1Û`+1Û`+1Û`
10

=;1@0^;=2.6
(B의 표준편차)='¶2.6
(C의 분산)
1Û`+0Û`+(-1)Û`+(-1)Û`+1Û`+0Û`+(-1)Û`+1Û`+0Û`+0Û`
=
10
=;1¤0;=0.6
(C의 표준편차)='¶0.6

3 ⑴ 대체재인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어느 한쪽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의 판매량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⑵ 보완재인 펜과 잉크는 펜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잉크의
판매량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

마음의
길을
따라
날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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