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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유

04유

05순

06유

07순

08순

09순

10유

11유

12유

13②, ⑤

06. 유한소수가되게한느미지

수의값(본문14쪽)

01 11, 3, 3

02 9

03 21

04 11

05 21

06 63

07 21

07. 순환소수를분수로나타내는

방법⑴(본문15쪽)

01 100, 99, 12, ;3¢3;

02 1000, 999, 456, ;3!3%3@;

03 :¡9¢:

04 ;3̂3&;

05 ;9%9#9̂;

08. 순환소수를분수로나타내는

방법⑵(본문16쪽)

01 10, 100, 100, 10, 90, ;9̂0&;

02 100, 10, 90, 90, ;1∞8;

03 ;3¡0;

04 ;3!0!;

05 ;4•5;

06 ;4^9!5!;

07 ;5!5#;

08 ;1¶1¡0;

09 ;9$9#0!;

10 ;1#6*5(;

11 ;4^9!5#;

12⑴㉡

⑵㉣

⑶㉠

⑷㉢

13④

09. 순환마디를이용하여분수로

나타내는방법(본문18쪽)

01 99, 99, 33

02 2, 255, 85

03 990, 990, 495

04 3, 345, 23

05 :§3¢:

06 ;3*3@;

07 ;3̂3@;

08 ;9#9%;

09 ;1!1#1&;

10 ;4!5(;

11 ;4@5̂;

12 ;9@0#;

13 ;4@9)5̂;

14 ;3¶0£0;

15 ;9$9#0!;

16 :¡4£9∞5¢:

22 정답및해설

Ⅰ. 유리수와순환소수

01. 유한소수와무한소수(본문8쪽)

01 1, 3

02-;3(;, -2

03 1, -;3(;, 0, -2, 3

04 3.2525, ;4#;, -2.4

05 p

06 0.6, 유한

07무한소수

08유한소수

09유한소수

10유한소수

11무한소수

02. 순환소수(본문9쪽)

01 523, 523

02 631

03 60

04 34

05 3

06 354

07 90

08 714285

09 6, H6

10 0.7H3

11 4.2H6H3

12 2.H04H2

13 1.H87H1

14②, ④

03. 소수점아래nn번째자리의

숫자(본문10쪽)

01 035, 3, 3, 2, 2, 3

02 6

03 3

04 4

05 0.181818y, 2, 2, 8

06 6

빠른정답

07 2

08④

04. 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는

분수(본문11쪽)

01 ;1£0;

02 ;1™0£0;

03 ;1¡0™0£0;

04 2, 2, 8, 0.8 

05 1.5

06 5, 5, 5¤ , 15, 0.15

07 0.225

08 ;1£0;

09 ;5!;

10 ;1£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⑤

05.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본문13쪽)

01유

02순

빠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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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6&5@;

18 ;1¶2;

19 ;33!0;

20 ;1!1#0&;

10. 유리수와소수의관계

(본문20쪽)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3개

02. 이차식의덧셈과뺄셈

(본문27쪽)

01×

02○

03○

04×

05○

06○

07 x¤ , x¤ , 1, 3x¤ +9x+1

08 4x¤ -x+2

09 x¤ +x-2

10-x¤ -3x+5

11-3x¤ -3x-1

12+, -, 2x, 1, x¤ -2

13-x¤ +x-5

14 3x¤ -2x-4

15 3x¤ +3x-7

16-3x¤ +8x+3

17+, -, +, 2x¤ +x+4,
2, 4, 7

18-16

19-4

20-13

21 4

03. 여러가지괄호가있는다항

식의덧셈과뺄셈 (본문29쪽)

01-, +, 7, -, 7y, x, 3, 8

02 7x-11y

03 1

04-7x+2y-3

05 2x, x, x, x, 3, 2, 3, -2

06 a=-4, b=5

07 a=6, b=-3

04. 다항식의덧셈과뺄셈응용

(본문30쪽)

01 3x-y, -4, 4

02-4x¤ +6x-6

03 5x+5y+1

04 4x¤ +x-2

05 5x-3y+3

06 7x¤ -3x+4

07 x¤ +2x-3, x¤ +2x-3,
x¤ -3x+4

08 3x¤ +x-2

09-x¤ +3x-4

10 2x¤ +13x-12

05. 덧셈, 뺄셈을거꾸로한식에

서바른답구하기(본문31쪽)

01 x-2y+3-A
=4x-3y+7

02-3x+y-4

03-2x-y-1

04 5x-3y+1-A
=x-5y+3

05 4x+2y-2

06 9x-y-1

07 A+(-x¤ -4x+1)
=3x¤ +6x-2

08 4x¤ +10x-3

09 5x¤ +14x-4

10 A+(3x¤ +6x-1)
=-x¤ -3x+1

11-4x¤ -9x+2

12-7x¤ -15x+3

06. 지수법칙⑴- 거듭제곱의

곱셈(본문32쪽)

01 a°

02 x°

03 5°

04 afl

05 x⁄ ¤

06 a¤ , b‹ , 2, 3, a‹ b‡

07 2° _3°

08 2· _5‡

09 afl b⁄ ‚

10 x‡ y‡

11 3

12 5

13 4

14 6

15 9

16 4

17⑤

07. 지수법칙⑵-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본문33쪽)

01 a¤ ⁄

02 x⁄ ‚

03 7⁄ fi

04 a⁄ ⁄

05 x‹ y⁄ °

06 5

07 4

08 2

09 2› , 2, 2¤ , 2, 2x, 8

10 4

11 10

12 3

13 5

14③

08. 지수법칙⑶- 거듭제곱의

나눗셈(본문34쪽)

01 a¤

02 x›

03 5·

04 1

05 1

06

07

08

09 a9

10 x7

11 a3

12

13 a4

14 x9

15⑤

09. 지수법칙⑷- 곱또는몫의

거듭제곱(본문35쪽)

01 a4b12

02 x28y21

03 a4b8c12

1
x¤

1
3·

1
x‹

1
a›

Ⅱ. 식의계산

01. 문자가 22개인일차식의덧셈

과뺄셈(본문26쪽)

01 3a, 3a, 4

02 3a+2b

03 3x-4y

04 7a+b-2

05 x+y+2

06-, +, 6a, 4b, -3, 2

07 2a+4b

08-3x+4y+5

0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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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x15y5z10

05 16x4

06-27x3

07 4x2y6

08-8x6y3

09 3a, b, 15, 5, 6

10 a=3, b=15

11 a=5, b=3

12 a=1, b=5

13 a=3, b=27

14①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a, 10, 4, 10

24 a=6, b=6

25 a=1, b=5

26 a=3, b=27

27 a=5, b=4

28③

10. 단항식끼리의곱셈(본문37쪽)

01 6ab

02 20x‹

03-10afi b¤

04-6xy‡

05 40a‹ b‹

06-30x‹ y›

07-12a› b·

08 2x‡ yfi

09 4ax‹ , 4a, 3, 3, 3

x5a

y10

8x6

27y9

9a2

4b4

8x6

27y12

4a10

b6

x8

y20

b9

a6

x40

y25

bfi
a⁄ fi

10 a=2, b=7

11 a=5, b=6

12 a=3, b=7

13 a=8, b=4

11. 단항식끼리의나눗셈

(본문38쪽)

01 12a° , 3a¤ , 4afl

02-2x‹

03-

04-;4#;xy

05

06-3x‹ y‹

07

08-;3@;x› y›

09 3a‹ b‡ , 

10-16xy‹

11-5a‹ b·

12⑤

12. 단항식의곱셈과나눗셈의

혼합계산(본문39쪽)

01 8ab‹

02 9xy›

03 4b‡

04-6x¤ yfi

05

06

07 ;3$;x‹ yfi

08 ;1ª6;x‡ y

13. 단항식과다항식의곱셈

(본문40쪽)

01 6a¤ +12ab

02 10x¤ +15xy

y‹
9x¤

15x
y¤

2a¤
b¤

a¤ b
2

3a
b

3b
4a‡

03-10a¤ +6ab

04-15x¤ +20xy

05-6a¤ -2ab+10a

06-2xy-6y¤ +8y

07 3a¤ +6ab

08 5x¤ +5xy

09 ab+8a

10-10x¤ +10xy+x

11⑤

14. 다항식과단항식의나눗셈

(본문41쪽)

01 2a-4b

02 3x-2y

03 a-2b-;5!;

04-3x+2y-5

05 4a-3b

06 3x-2y

07 ;5!;a+2b-1

08-2x+y+5

09 2a¤ -2a

10-3xy+2

11 11x-15y

12 x¤ y-xy

13 2x, 2x, 3, 2, 3

14 a=-4, b=2, c=3

15 a=3, b=6, c=-9

16 a=-8, b=18, c=-6

15. 다항식과다항식의곱셈

(본문43쪽)

01 b, -2, 1, 1, ab, 2

02 xy+2x-y-2

03 2a¤ +5a-12

04 2x¤ -5x-12

05-3a¤ -23ab-14b¤

06 17

07 1

08-1

09-11

16. 곱셈공식⑴- 합의제곱,

차의제곱(본문44쪽)

01 4, 9

02 36, 1

03 2, 12

04 3x, y, 6

05 a¤ +8a+16

06 x¤ +4x+4

07 a¤ +6ab+9b¤

08 x¤ +4xy+4y¤

09 16a¤ +8ab+b¤

10 49x¤ +14xy+y¤

11 16a¤ +24ab+9b¤

12 4x¤ +20xy+25y¤

13 9a¤ +30ab+25b¤

14 36x¤ +24xy+4y¤

15 4, 9

16 9, 1

17 2, 16

18 3x, 5y, 30

19 a¤ -8a+16

20 x¤ -4x+4

21 a¤ -6ab+9b¤

22 x¤ -4xy+4y¤

23 16a¤ -8ab+b¤

24 49x¤ -14xy+y¤

25 16a¤ -24ab+9b¤

26 4x¤ -20xy+25y¤

27 a¤ -4ab+4b¤

28 9x¤ -6xy+y¤

29 9a¤ -12ab+4b¤

30 4x¤ -16xy+16y¤

31③

17. 곱셈공식⑵- 합과차의곱

(본문46쪽)

01 a¤ -4

02 x¤ -9

03 a¤ -4b¤

04 x¤ -16y¤

05 25a¤ -9b¤

06 4x¤ -25y¤

07 a¤ -25b¤

08 4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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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x¤ -25

10 a¤ -4b¤

11 16x¤ -y¤

12 4a¤ -1

13 9x¤ -4

14 ;4!;a¤ -;9!;b¤

18. 곱셈공식⑶- xx의계수가

11인두일차식의곱(본문47쪽)

01 3, 2, 3, 2, 5, 6

02-2, 5, -2, 5, 3, 10

03 3, 2

04 2, 15

05 2, 15

06 7, 10

07 4, 3

08 10, 10

09 a¤ +7a+12

10 x¤ -x-12

11 a¤ +7a+10

12 x¤ +6x-7

13 a¤ +3ab-18b¤

14 x¤ -9xy+20y¤

15 5, 5, 8, 15, 8, 15

16 a=6, b=-7

17 a=-8, b=12

18 a=2, b=-15

19 2, 15, -2, -15, 30

20 30

21-6

22 54

23-180

19. 곱셈공식⑷- xx의계수가

11인아닌두일차식의곱

(본문49쪽)

01 5, 4, 5, 4, 10, 12

02 4, 5, 3, 3, 4, 15

03 4, 15

04 17, 5

05 13, 3

06 13, 3

07 2, 9

08 4, 18

09 15a¤ +a-2

10 6x¤ -x-12

11 6a¤ +23a+20

12 4x¤ +17x-15

13 42a¤ -17ab-15b¤

14 5x¤ -27xy+10y¤

15 5, 1, 5, 8, 14, 5, 8, 14, 5

16 a=6, b=10, c=-4

17 a=2, b=-13, c=6

18 a=10, b=-13, c=-3

19 7, 5, -7, -5, 35

20 65

21 39

22 48

23-112

20. 곱셈공식을이용한수의계

산(본문51쪽)

01 1, 50, 1, 2601

02 10609

03 1, 100, 1, 9801

04 9604

05 70, 4, 4884

06 2496

07 9996

08 999991

09 1, 3, 3, 1, 10403

10 10608

11 91203

12 9603

13 247008

14㉠

15㉣

16㉡

17㉢

18㉠

21. 식의대입(본문53쪽)

01-3x+1, 6, 2, -3x+2

02-5x+7

03-4x-2

04 7x+2

05-7x-2

06 x-2y, 5x-4y, 2, 5, 4,
-3x

07 16x-14y

08-9x+6y

09 17x-10y

10 10x-2y

11 3, 4x+2y, 4, 2, 4, 2, 4,
2, 0

12 8

13 32

14 5

15-11

16-9

17 6

18 33

22. 등식의변형(본문55쪽)

01 3y, 5x, 4, 7, ;4&;, ;4%;

02 y=-4x+4

03 y=x+2

04 y=;3!;x-1

05 x, y, 2, 2, 4, 2, 1

06 x=y+2

07 x=2y+3

08 x=3y-2

09 2M, 2M, 2M-b

10 t=;vS;

11 t=

12

13 h=

14 a=;2L;-b

15 n=

16 h=

17 C=;9%;F-

18 a= bc
b+c

160
9

3V
pr¤

S-a
ar

V
pr¤

2S
r

s-c
v

19⑴ a= -b

⑵ h=

20⑴V=pr¤ h

⑵ h=

21 13 æ

22 x=10y-110

23 40년후

24 55년후

V
pr¤

2S
a+b

2S
h

Ⅲ. 연립방정식

01. 미지수가 22개인일차방정식

(본문62쪽)

01 500x+600y=3300

02 5x+7y=81

03 4x+5y=6500

04 200x+90y=580

05 400x+900y=5000

06×

07◯

08×

09×

10◯

11◯

12×

13×

02. 미지수가 22개인일차방정식

의해(본문63쪽)

01×, 1, 2, 2, 3, 해가아니다

02◯

03×

04◯

05×

06 7, 4, 1, -2, 4, 1

07 3, 2, 1, 0, (1, 3), (2, 2),
(3, 1)

08 6, 4, 2, 0, (1, 6), (2, 4),
(3, 2)

09 2, 3,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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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11 2

12 5

13-1

14 3, a, 3, a, 2

15 5

16 4

17 6

18 7

03. 미지수가2개인연립일차방

정식(본문65쪽)

01 15, 500, 300, 6500

02 [

03 [

04 [

05 [

06×

07×

08◯

09◯

10◯

11⑴ 6, 5, 4, 3, 2, 1
⑵ 6, 4, 2
⑶ (1, 6)

12⑴ 5, 4, 3, 2, 1
⑵ 8, 6, 4, 2
⑶ (4, 2)

13 1, 1, 5, 3, 3, 4, 9

14 18

15 12

16 14

04. 연립일차방정식의풀이⑴

- 가감법(본문67쪽)

01 4, 2, 2, 2, 4, 2, 4

02 x=3, y=7

03 x=2, y=-4

04 2, 4, 4, 4, 2, 2, 4

05 x=-1, y=2

06 x=2, y=-1

x+y=7
2x+3y=16

x+y=6
4x+2y=20

x+y=8
100x+50y=600

x+y=12
300x+500y=4000

07 2, 2, 3, 3, 3, 12, -1,
3, -1

08 x=10, y=3

09 x=2, y=1

10 x=3, y=2

11 2, 6, 9, 6, 14, -5, -1,
-1, -1, 3, 3, -1

12 x=2, y=-3

13 x=-1, y=-1

05. 연립일차방정식의풀이⑵

- 대입법(본문69쪽)

01-x+7, 2, 2, 5, 2, 5

02 x=1, y=-3

03 x=1, y=7

04 x=-3, y=-7

05 x=2, y=1

06 x=-3, y=-7

07 x=2, y=2

08 x=4, y=-1

09 x=1, y=0

10 x=17, y=-13

11 x=9, y=6

12 x=4, y=-1

13 x=6, y=5

14 x=-1, y=-;2!;

06. 괄호가있는연립방정식의

풀이(본문71쪽)

01 7, 13, 1, 1, 3, -3, 1, -3

02 x=3, y=5

03 x=3, y=-1

04 x=0, y=5

05 x=-3, y=2

06 x=-2, y=4

07 2, 4, -5, -1, -1, 1,
1, 1, -1, 0

08 1

09 2

10 3

11-4

12 2

07. 계수가분수인연립방정식

의풀이(본문73쪽)

01 3, 5, 14, 2, 5, 1, 2, 1

02 x=5, y=-3

03 x=2, y=3

04 x=2, y=-3

05 36, 31, 5, 5, 20, 11, 5,
11, 16

06 7

07 13

08 7

09 5

10 3

08. 계수가소수인연립방정식의

풀이(본문75쪽)

01 5, 15, 19, 28, 2, 2, 10,
5, 5, 2

02 x=4, y=2

03 x=-1, y=1

04 x=4, y=2

05 17, 12, 3, 3, 3, 4, 3, 4, 7

06 6

07 2

08 0

09 5

10 2

09. 계수가소수, 분수인연립방

정식의풀이(본문77쪽)

01 3, 18, 13, 2, 2, 20, -6,
-6, 2

02 x=3, y=-2

03 x=2, y=-2

04 x=-2, y=2

05 3, 3, 2, -2, -2, 2, 2,
2, -2, 0

06 3

07 10

08 9

09-1

10 2

10. 해가같은두연립방정식

(본문79쪽)

01-1, 7, 3, -3, -3, -3,
1, -3, 1, 2, 10

02 a=4, b=-5

03 a=-2, b=-1

04 a=3, b=3

05-15, -3, -3, 2, 2, 2,
2, 3, 2, 3, 5

06 1

07 12

08 1

09 9

10⑤

11. AA==BB==CC꼴의연립방정식

의풀이(본문81쪽)

01 2, 2, 6, -2, -2, 4, -2,
-2, -2

02 x=8, y=10

03 x=0, y=-2

04 x=1, y=-6

05 x=2, y=2

06 x=3, y=;;¡5™;;

07 3, 4, -6, 2, 2, 2, 2, 2,
2, 4

08 3

09 3

10 0

11 3

12 1

13 6

14-;2%;

12. 해가특수한연립방정식

(본문83쪽)

01=, =, 0

02해가무수히많다.

03해가무수히많다.

04해가무수히많다.

05 4, 3, 4, 4, 2, 3, 6

06 a=4, b=-9

07 a=3,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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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5

09해가없다.

10해가없다.

11해가없다.

12해가없다.

13해가없다.

14 a+2, b=-12

15 a=-2, b+12

16 a+-10, b=-2

17③

13. 연립방정식의활용문제풀이

(본문85쪽)

01 64, x, y

02 4y+4, 12, 12, 52

03큰수 52, 작은수 12

04 52, 12, 52, 12, 52, 12

05 8, 8, -24

06 x=24, y=12

07삼촌 24살, 준수 12살

08 24, 12, 24, 16, 12, 4

14. 자연수의활용문제(본문86쪽)

01 12, 4, y+4, 4, 4, 8, 8, 4

02큰수 42, 작은수 8

03큰수 55, 작은수 9

04 y, x, x, y, -2, 6, 8, 68

05 75

06 59

15. 나이의활용문제(본문87쪽)

01 7, 21, 28, 14, 14, 7, 14, 7

02경수 16살, 여동생 11살

03이모 26살, 준수 15살

04 50, 2y+2, 2y+2, 16,
16, 34, 34, 16

05아버지 38살, 딸 8살

06규태 19살, 보라 12살

16. 가격, 개수의활용문제

(본문88쪽)

01 15, 1000, 15, 20, 5, 10,
10, 5

02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8
개

03 14개

04사과 6개, 귤 5개

05 3y, 850, 9y, 100, 300,
150, 150, 100

06연필 300원, 지우개 250원

07볼펜 500원, 공책 800원

08사과 480원, 귤 160원

09 400, 400, 10400, 800,
800, 1200, 800, 1200,
8400

10 5100원

11 7, 800, 7, 2, 4, 3, 4, 3

12어른 150명, 청소년 100명

13 6000원

17. 도형의활용문제(본문91쪽)

01 20, 20, 240, 60, 200, 200

02 235 cm

03 46, 23, 3, 23, 20, 10,
13, 13, 130

04 400 cm¤

18. 거리, 속력, 시간의활용문제

⑴(본문92쪽)

01 x+y=6

02 4, 4, 2

03 x=4, y=2

04 4 km

05 12, 4, 12, 5, 10, 2, 10

06 3 km

07 [

08 x=6, y=4

09 6km

10올라간거리 4 km, 내려온
거리 6 km

11갈 때의 거리 9 km, 올 때
의거리 12 km

x+y=10

;2{;+;4};=4

19. 거리, 속력, 시간의활용문제

⑵(본문94쪽)

01 [

02 x=100, y=1400

03 100 m

04 300m

05 120 m

06 [

07 x=400, y=50

08초속 50 m

09초속 40 m

10초속 15 m

11초속 30 m

20. 증가와감소의활용문제

(본문96쪽)

01 x+y=450

02 ;1™0º0;x-;1∞0º0;y=-50

03 x=250, y=200

04남학생 수 300명, 여학생
수 100명

05 [

06사과 190상자, 배 330상자

x+y=500

-;10%0;x+;1¡0º0;y=20

600+x=20y
1600+x=40y

1300+x=y

2000+x=;2#;y

Ⅳ. 일차부등식과연립일차부등식

01. 부등식과그해(본문102쪽)

01 x-2>3

02 2xæ36

03 ;10{0;…2

04 0.8x+0.6<7

05 400x…6000

06 200y+500…3000

07 4x-7<13

08 2x+3…5x

09 5+4xæ20

10 0.4+10x>7

11<, 참, >, 거짓, -2

12-2

13-1, 0, 1, 2

14×, -1, -2

15×

16×

17○

18○

19○

20②

02. 부등식의기본성질

(본문104쪽)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æ

18 a<b

19 a…b

20 a…b

21 a<b

22④

23 x+1…7

24 x-3…3

25 2x…12

26 ;3{;…2

27-3xæ-18

28 2x-1…11

29-2x+1æ-11

30-3, 9, 2, -5, 2, 7

31-5…2x-3<3

32-3<-2x+3…5

3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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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차부등식(본문107쪽)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⑤

04. 일차부등식의풀이(본문108쪽)

01 4x>1+3

02 4x>4

03 4x÷4>4÷4

04 x>1

05 20, 21, 7

06 x<3

07 x<2

08①

09 1개

10 2개

11 1개

12 x=1, 2, 3, 4

13 x=1

14 x=1, 2, 3, 4

15③

05. 부등식의해와수직선

(본문110쪽)

01 x>-2

02 x>4

03 x<-3

04 xæ-3

-3-4 -2

-3-4 -2

43 5

-2-3 -1

10. 계수가소수또는분수인연

립부등식의풀이(본문117쪽)

01 x<-;2%;

02 x<-6

03 x>:¡3¢:

04 x…:£9•:

05 5<x<8

06-5<x<2

07 x…-4

08 x>5

09 xæ-:¡5™:

10-;5̂;, 7, -;5̂;, 7, 6, -1, 7

11 1

12 5

11. 해가하나뿐이거나해가없는

연립부등식(본문119쪽)

01 1, 1, -3, 1, 1, 1

02 x=2

03 x=1

04 2, -9, -3, -3, 2

05해가없다.

06해가없다.

07 a<-1

08 a>-4

09 a…-7

10 aæ-3

11 a=-4

12-;2&;…a<-3

12. AA<<BB<<CC꼴의연립부등식

의풀이(본문121쪽)

01 2x, -3x, ;3!;, 5x, ;3!;

02-3<x…4

03-1<x<2

04-2<x…3

05-1…x…1

06 3<x…7

07 2<x…3

05 xæ8

06 x>3

07 x<9

08 xæ5

09②

06. 괄호가있는일차부등식의

풀이(본문111쪽)

01 5, 5, -2, ;2!;

02 x<1

03 x<5

04 x<3

05 xæ-;2!;

06 xæ;3!;

07 xæ0

08③

07. 계수가소수또는분수인

일차부등식의풀이(본문112쪽)

01 10, 2x, 15, 3

02 xæ-1

03 x>2

04 xæ3

05 3, 5, 8, -2

06 x…-2

07 x<1

08 x>12

09 4, 4, 12, 42, 6

10 x<-4

11 x…;5$;

12 x…1

13 2, 6, :¡5¡:, 2

54 6

98 10

32 4

87 9

14 0

15-3

08. 연립일차부등식의뜻과그

해(본문114쪽)

01 4, 8, 4, 8

02

∴-2<x…3

03

∴ xæ-2

04

∴-3…x…1

05

∴-4…x…1

06

∴ x<2

09. 연립부등식의풀이(본문115쪽)

01-6, -3, -4, -1, -3,
-1, -3, -1

02 x…1

03-2<x…1

04-2…x…1

05 x>5

06 x<-2

07-4<x…-2

08 xæ2

09-1…x…2

10 x<-3

11 4

12-12

13 7

2 5

-4 1

-3 1

-4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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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x<1

09-2…x<4

10-5…x<9

11-1…x<1

12-8…x<6

13 3개

14 7개

15 3개

13. 일차부등식의활용문제풀

이순서(본문123쪽)

01 900x+2000(원)

02 900x+2000…10000

03 x…:•9º:

04 8송이

05 20x+60(kg)

06 20x+60…450

07 x…19.5

08 19개

09 700x, 500x, 35, 36

10 7개월후

11 5000x, 3000x, 7.5, 8

12 31개월후

14. 일차부등식의활용⑴- 수

(본문125쪽)

01 4

02 1, 2, 3

03 3, 4

04 7, 8, 9

05 8, 9, 10

06 10, 11, 12

07 20-x, 20-x

08 5개

09 3자루

10 10개

11 5송이

12 11권

15. 일차부등식의활용⑵- 거

리, 속력, 시간(본문127쪽)

01 ;2{;, ;3{;

02 ;2{;+;3{;…2

03 x…2.4

04 2.4 km

05 6 km

06 3.75 km

07 20, ;3!;, ;6%;, ;6%;

08 ;3%; km이내

09 5 km

10시속 4.8 km

16. 연립부등식의활용문제풀

이순서(본문129쪽)

01 (12-x)개

02 [

03 6<x…7

04 7개

05 100-x

06 100000…10000x+5000(100-x)
-6000_100<200000

07 40…x<60

08 40장이상 59장이하

17. 연립부등식의활용⑴- 수

(본문130쪽)

01 28, 20, 10, 10, 11

02 8

03 2, 2, 2, 2, 3, 11, 9, 7,
9, 11, 11

04 19, 21, 23

05 28

18. 연립부등식의활용⑵- 

가격, 개수(본문131쪽)

01 25, 25, 25, 1500, 15,
15, 15

02 8권

03 11개

04 4장

500x+300(12-x)…5000
x>12-x

19. 연립부등식의활용⑶- 

도형(본문132쪽)

01 5, 2, 0, 4, 2, 4

02 x>5

03 x>8

04 15 m

05 100 m

20. 연립부등식의활용⑷- 

의자, 과부족(본문133쪽)

01 7, 7, 34, 7, 30, 41, 37,
37, 41, 37, 41

02 12개이상 15개이하

03 12개

04 12대

05 480명

06 27개

07 60, 60, :¡2∞:, :™3º:, :™3º:, :¡2∞:

08 8명

09 8개

04 y=;2!;x+4

05 y=-;4!;x-;3!;

06 2

07-5

08 5, 1, -1, -1

09 a=-;2#;, b=6

10○, 7, 7, 7, -5

11×

12○

13 3, 3, -7

14 4

15 a=-;3!;, b=4 

03. xx절편, yy절편(본문143쪽)

01⑴ x절편-2, y절편 2
⑵ x절편 3, y절편 4
⑶ x절편 0, y절편 0
⑷ x절편-1, y절편-1

02

03 0, x, -;2%;, 0, 5, 5, -;2%;, 5

04 x절편 3, y절편 3

05 x절편 ;2!;, y절편-1

06 x절편-4, y절편-2

07 x절편-9, y절편 6

08 ;2%;, 0, 0, ;2%;, 5

09 6

10 (0, -2)

11 0, x, -16, 20, 16, 160,
20, -16

12 8

13 40

04. 일차함수의그래프의기울기

(본문145쪽)

01기울기-4, 절편 5

O-2 4 62

2

4

x

y

-2

Ⅴ. 일차함수와그래프

01. 일차함수의뜻(본문140쪽)

01×

02○

03○

04×

05○

06×

07×

08○

09 7

10 9

11 16

12-6

02. 일차함수의그래프와평행

이동(본문141쪽)

01 y=x+3

02 y=-2x+7

03 y=3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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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기울기 7, 절편 3

03기울기 ;2!;, 절편-4

04기울기-;3@;, 절편 2

05기울기, x, 1

06-4

07-;2!;

08-;3%;

09 2, ;3@;, 2

10-5

11②

12 ;2#;

13 ;3@;

14 ;2#;

15 4, 1, 1

16-;3!;

17-;4!;

18-3, -5, 2, -3, -;2#;, 

2, -;2#;, -3, 10

19 k=0

20 k=1

05. 기울기 yy절편으로그래프그

리기(본문148쪽)

01 9

02기울기 3, y절편-5

03

04

O-2-4 42 x

y

2

4

-2

-4

3 감소 

2증가 

O-2 42 x

y

-2

-4

-6

3 증가 

1 증가 

05

06

07

06. 일차함수의그래프의성질

(본문149쪽)

01↗

02↘

03↗

04↘

05↘

06↗

07↗

08㉠, ㉢, ㉤

09㉡, ㉣, ㉥

10㉡, ㉢, ㉥

11㉠, ㉣

12㉤

13㉠, ㉢, ㉤

14㉡, ㉣, ㉥

15 a<0, b>0

16 a>0, b<0

17 a>0, b>0

18>, <, <, >, 1, 2, 4

19제3̀사분면

07. 일차함수의그래프의평행과

일치(본문151쪽)

01㉡, ㉢

+1
-2

O-2-4 42 x

y

-2

2

4

-4

O-2-4 42 x

y

-2

2

4

-4

O-2-4 42 x

y

2

4

-2

-4

3 증가 
1 증가 

02㉣

03㉠

04 ;2!;, -;2!;, ;2!;

05 k=4

06③

07 a, 6, ;3@;, -3

08 a=-;2!;, b=-;3$;

09 a=-;3!;, b=-1

10㉢과㉤

11 a=-2, k=-4

12⑴㉢

⑵㉠

08. 기울기와한점을알때일차

함수의식구하기(본문153쪽)

01 y=-x+;3!;

02 y=;5@;x-1

03 y=2x+3

04 y=3x-5

05-2, -3, ;5&;, ;5&;, -1, 

;5&;x-1

06 y=2x-8

07 2, 3, 3, -2, 5, 5

08 y=;2!;x+7

09 y=3x-5

10 y=;4#;x-4

11 y=-2x+6

09. 두점을알때일차함수의

식구하기(본문155쪽)

01 1, 2, 2, b, -1, 2x-1

02 y=-;3!;x-;3$;

03 y=-;2!;x+2

04 y=-4x+8

05-2, 5, -3, -1, -3x-1

06 y=2x+5

07 y=-2x+4

08 y=2x+3

09 y=-2x+5

10⑤

10. xx절편, yy절편을알때일차

함수의식구하기(본문157쪽)

01 y=;2!;x-3

02 y=-;3@;x+2

03 y=2x-2

04 y=-2x+4

05 y=;5#;x-3

11. 일차함수의활용(본문158쪽)

01⑴ y=30-2x
⑵ 6 cm
⑶ 8분후

02 b-;2!;x, b-3, 20, 

20-;2!;x, 40, 40

03 25분후

04⑴ y=;5#;x+331

⑵초속 349 m
⑶ 초속 352 m

05 31 cm

06 24 cm

07⑴ y=149-40x
⑵ 3시간

08 750 m

09 1250 km

10 11분후

11⑴ y=2x
⑵ 15초후

12 8초후

13 13 cm

12. 일차방정식과일차함수의관

계(본문162쪽)

01 y=-;2!;x+1

02 y=;3!;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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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2, 3, ㉤

04 ;2!;x-1, ;2!;x-1

05⑴~⑷그래프참조

06기울기 ;3@;, y절편－2

07 x절편 ;7*;, y절편－2

08③

09-3

10-2

11-9

12 1

13 10

14-1

15-1

16-;3%;

17제3̀사분면

18제3̀사분면

19㉣

20㉠, ㉤

13. 일차방정식xx==pp, yy==qq의

그래프(pp, qq는상수) 

(본문166쪽)

01

02

03 y=-1

04 x=3

05 y=7

06 x=0

07 2

O-2-4 42 x

y

-2

2

4

-4(1)

(2)

(1)

(2)

2

2

4

-2
-2

-4

-4 4O

y

x

2

2

4

-2
-2

-4

-4 4O

y

x
(4)

(1)

(2)

(3)

08 2

09 4

10 y, -3, -3, -;3!;

11 a=0, b=-1

12 a=-;2!;, b=0

13 4, 4, 8, 4, -2

14 24

15 12

16 2

14. 일차함수의그래프와연립일

차방정식의해(본문169쪽)

01 x=0, y=-1

02 x=2, y=1

03 (3, 3)

04 (2, -2)

05 (1, -8)

06 2, 3, 3, 3, 3, -1

07 2

08 a=;2#;, b=2

09 a=2, b=3

10 1, -3, 1, -3, 1

11 x=-;3&;

12 y=;2%;

13-3, -2, -3, -2, -3,
-2, -9, 22, -11

14 3

15 6

15. 연립방정식의해와그래프의

위치관계(본문172쪽)

01해가없다. 

02해가없다. 

03해가무수히많다.

04해가무수히많다.

05 8, 24, -6, 8, -4, 

-;2!;, -;;¡2£;;

06 5

07 2

08-3

09 2

1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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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해설

Ⅰ. 유리수와순환소수

01. 유한소수와무한소수(본문8쪽)

02-;3(;=-3이므로음의정수이다.

07-;3%;=-1.666y :무한소수

08 ;4&;=1.75 :유한소수

09-;1£2;=-;4!;=-0.25 :유한소수

10 ;1∞6;=0.3125 :유한소수

11 ;1¶2;=0.58333y :무한소수

02. 순환소수(본문9쪽)

10순환마디는 3이므로 0.7333y=0.7H3

11순환마디는 63이므로
4.263636y=4.2H6H3

12순환마디는 042이므로
2.042042042y=2.H04H2

13순환마디는 871이므로
1.871871y=1.H87H1

14② 1.313131y=1.H3H1
④ 4.162162162y=4.H16H2

03. 소수점아래nn번째자리의숫자

(본문10쪽)

02순환마디는 36으로 2개의 숫자가 반
복된다. 

40=2_20이므로 소수점 아래 40번
째자리의숫자는소수점아래 2번째
자리의숫자와같은 6이다.

03순환마디는 135로 3개의숫자가반복
된다. 

50=3_16+2이므로소수점아래 50
번째자리의숫자는소수점아래 2번
째자리의숫자와같은 3이다.

04순환마디는 538461로 6개의 숫자가
반복된다. 

70=6_11+4이므로소수점아래 70
번째자리의숫자는소수점아래 4번
째자리의숫자와같은 4이다.

06 ;1!2!;=0.91666y이므로 소수점 아래

45번째자리의숫자는 6이다.

07 ;3!7);=0.270270y, 100=3_33+1

이므로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는 2이다.

08 0.120120y에서 29=3_9+2이므
로 a=2
0.H620H5에서 100=4_25이므로 b=5
∴ a_b=2_5=10

04. 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는분수

(본문11쪽)

05 ;2#;= =;1!0%;=1.5

07 ;4ª0;= =

;4ª0;= =0.225

11분모의소인수가 2와 5뿐이므로 10의
거듭제곱으로나타낼수있다.

12분모의소인수에 3이있어 10의거듭
제곱으로나타낼수없다.

13 ;6¢0;=;1¡5;= , 분모의 소인수에

3이 있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없다.

14 ;7§5;=;2™5;= , 분모의소인수가 5뿐

이므로 10의거듭제곱으로나타낼수
있다.

15분모의소인수가 2와 5뿐이므로유한
소수로나타낼수있다.

16 = , 분모의 소인수

가 2와 5뿐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
수있다.

17분모의 소인수에 7이 있어 유한소수
로나타낼수없다.

18 = , 분모의 소인수가 5뿐

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다.

19 = ,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
있다.

20 =;1¡1;, 분모의소인수에 11

이있어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21 ;2!0!;= , 분모의소인수가 2와 511
2¤ _5

12
2¤ _3_11

7
2_5

49
2_5_7

1
5

21
3_5_7

1
2¤ _5

26
2‹ _5_13

2
5¤

1
3_5

225
1000

9_5¤
2‹ _5‹

9
2‹ _5

3_5
2_5

뿐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다.

22 ;2∞4;= , 분모의 소인수에 3이

있어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23 ;6•0;=;1™5;= , 분모의 소인수에

3이있어유한소수로나타낼수없다.

24 ;7@0!;=;1£0;= ,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
있다.

25 ;7ª5;=;2£5;= , 분모의 소인수가 5

뿐이므로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다.

26① ;1¢5;= ② ;1¶2;=

③ :¡9£:= ④

⑤ = : 유한소수

05. 순환소수로나타낼수있는분수

(본문13쪽)

01 =;2#; : 유한소수

02 =;7%; : 순환소수

03 =;5@; : 유한소수

04 =;5!; : 유한소수

05 =;3!; : 순환소수

06 = : 유한소수

07 = : 순환소수

08 ;1¶2;= : 순환소수

09 ;1∞8;= : 순환소수

10 ;4$0%;= : 유한소수

11 ;5!0%;= = : 유한소수

12 ;6@0!;= : 유한소수

13① ;4@0%;= 5
2‹

7
2¤ _5

3
2_5

3
10

9
2‹

5
2_3¤

7
2¤ _3

1
3_5

12
2¤ _3¤ _5

1
2_5

22
2¤ _5_11

52
2¤ _3_13

18
2_3¤ _5

22
5_11

25
5_7

27
2_3¤

3
2¤ _5

9
2¤ _3_5

5
3¤ _7

13
3¤

7
2¤ _3

2¤
3_5

3
5¤

3
2_5

2
3_5

5
2‹ 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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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 : 순환소수

③ ;2§4;=

④ =

⑤ = : 순환소수

06. 유한소수가되게하는미지수의값

(본문14쪽)

02 ;3¶6;= 이므로곱해야할가장

작은자연수 a는 3¤ =9이다. 

03 ;1¡2∞6;=;4∞2;=

따라서구하는수는 21의배수중가
장작은자연수인 21이다. 

04 = =

따라서구하는수는 11의배수중가
장작은자연수인 11이다. 

05분모의 3과 7이분자 a와약분되어야
유한소수로나타낼수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3과 7
의최소공배수인 21이다.

06 ;3∞6;= , ;1!4#;=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3¤과 7
의최소공배수인 63이다.

07 ;9§0;=;1¡5;= , ;2¡8¡0;=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3과 7
의최소공배수인 21이다.

07. 순환소수를분수로나타내는방법⑴

(본문15쪽)

03 x=1.H5=1.555y라고하면
-110x=15.555y
->≤ x=≤ 1.555y
-1 9x=14

∴ x=:¡9¢:

04 x=2.H0H3=2.030303y이라고하면
-1100x=203.030303y
->≤ x=≤ 2.030303y
-1 99x=201

∴ x=:™9º9¡:=;3̂3&;

05 x=0. H53 H6=0.536536536y이라고
하면

11
2‹ _5_7

1
3_5

13
2_7

5
2¤ _3¤

3
2_5_11

3
110

9
330

5
2_3_7

7
2¤ _3¤

1
2_7

3_7
2_3_7¤

3
2_5

45
2_3_5¤

1
2¤

7
3_5

-11000x=536.536536536y
->≤ x=≤ 0.536536536y
-1 999x=536

∴ x=;9%9#9̂;

08. 순환소수를분수로나타내는방법⑵

(본문16쪽)

03 x=0.0333y이라고하면
-1100x=3.333y
->≤ 10x=≤0.333y
-190x=3

∴ x=;9£0;=;3¡0;

04 x=0.3666y이라고하면
-1100x=36.666y
->≤ 10x= ≤3.666y
-190x=33

∴ x=;9#0#;=;3!0!;

05 x=0.1777y이라고하면
-1100x=17.777y
->≤ 10x= ≤1.777y
-1 90x=16

∴ x=;9!0̂;=;4•5;

06 x=1.2343434y라고하면
-11000x=1234.343434y
->≤ 10x=  12.≤343434y
-1990x=1222

∴ x=:¡9™9™0™:=;4̂9!5!;

07 x=0.2363636y이라고하면
-11000x=236.363636y
->≤ 10x=  2.≤363636y
-1 990x=234

∴ x=;9@9#0$;=;4!9!5&;=;5!5#;

08 x=0.6454545y라고하면
-11000x=645.454545y
->≤ 10x=  6.≤454545y
-1 990x=639

∴ x=;9^9#0(;=;1¶1¡0;

09 x=0.4353535y라고하면
-11000x=435.353535y
->≤ 10x=  4.≤353535y
-1 990x=431

∴ x=;9$9#0!;

10 x=2.3H5H7=2.3575757y라고하면
-11000x=2357.5757y
->≤ 10x=  23.≤5757y
-1 990x=2334

∴ x=:™9£9£0¢:=;1#6*5(;

11 x=1.2383838y이라고하면
-11000x=1238.383838y
->≤ 10x=  12.≤383838y
-1 990x=1226

∴ x=:¡9™9™0§:=;4̂9!5#;

13 x=1.3575757y이라고하면
1000x=1357.575757y ……㉠

10x=  13.575757y ……㉡

㉠-㉡을하면
1000x-10x=1344
따라서필요한식은1000x-10x이다.

09. 순환마디를이용하여분수로나타내는

방법(본문18쪽)

05 21.H3= =;;¡;9(;™;;=:§3¢:

06 2.H4H8= =:™9¢9§:=;3*3@;

07 1.H8H7= =:¡9•9§:=;3̂3@;

08 0.H3H5=;9#9%;

09 1.H23H4= =:¡9™9£9£:=;1!1#1&;

10 0.4H2= =;9#0*;=;4!5(;

11 0.5H7= =;9%0@;=;4@5̂;

12 0.2H5= =;9@0#;

13 0.4H1H6= =;9$9!0@;=;4@9)5̂;

14 0.24H3= =;9@0!0(;=;3¶0£0;

15 0.4H3H5= =;9$9#0!;

16 2.7H3H5= =:™9¶9º0•:=:¡4£9∞5¢:

17 1.0H4H2= =:¡9º9£0™:=;1!6&5@;

18 0.58H3= =;9%0@0%;=;1¶2;

19 0.0H0H3=;99#0;=;33!0;

20 1.2H4H5= =:¡9™9£0£:=;1!1#0&;
1245-12

990

583-58
900

1042-10
990

2735-27
990

435-4
990

243-24
900

416-4
990

25-2
90

57-5
90

42-4
90

1234-1
999

187-1
99

248-2
99

213-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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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리수와소수의관계(본문20쪽)

01 0 이외의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나순환소수가된다.

02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05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

나순환소수가된다.

07무한소수중에는순환하지않는무한

소수도있다.

08순환소수는분수로나타낼수있다.

09순환소수는모두분수로나타낼수있

다.

10순환소수는분수로나타낼수있으므

로유리수이다.

11무한소수중순환하지않는무한소수

를분수로나타낼수없으므로유리수

가아니다.

12순환하지않는무한소수는분수로나

타낼수없으므로유리수가아니다.

13무한소수중순환소수는분수로나타

낼수있으므로유리수이다.

14분수 ;aB;의꼴로나타낼수있는수는

유리수이다. 따라서유리수가아닌수

는순환하지않는무한소수이다.   

15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16 , l.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므로,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모

두해당된다.

따라서 :¡5¡:, 0.H1H2, ;2!;로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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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3a+2b)-(a-2b)
=3a+2b-a+2b
=3a-a+2b+2b
=2a+4b

08 (-x+3y+4)-(2x-y-1)
=-x+3y+4-2x+y+1
=-x-2x+3y+y+4+1
=-3x+4y+5

09 (3a-2b+1)-(2a+4b-3)
=3a-2b+1-2a-4b+3
=3a-2a-2b-4b+1+3
=a-6b+4
따라서 a의계수는 1, b의계수는-6
이므로 a와 b의계수의합은
1+(-6)=-5이다.

02. 이차식의덧셈과뺄셈

(본문27쪽)

01차수가 가장 높은 항 2x의 차수가 1
이므로일차식이다.

02차수가가장높은항 x¤의차수가 2이
므로이차식이다.

03차수가 가장 높은 항 의 차수가 2

이므로이차식이다.

04다항식이아니다.

05차수가 가장 높은 항 3x¤의 차수가 2
이므로이차식이다.

06차수가가장높은항-;5!;x¤의차수가

2이므로이차식이다.

08 (3x¤ +2x+1)+(x¤ -3x+1)
=3x¤ +2x+1+x¤ -3x+1
=3x¤ +x¤ +2x-3x+1+1
=4x¤ -x+2

09 (-x¤ +2x+1)+(2x¤ -x-3)
=-x¤ +2x+1+2x¤ -x-3
=-x¤ +2x¤ +2x-x+1-3
=x¤ +x-2

10 (2x¤ -4x+6)+(-3x¤ +x-1)
=2x¤ -4x+6-3x¤ +x-1
=2x¤ -3x¤ -4x+x+6-1
=-x¤ -3x+5

11 (2x¤ -6x+3)+(-5x¤ +3x-4)
=2x¤ -6x+3-5x¤ +3x-4
=2x¤ -5x¤ -6x+3x+3-4

x¤
3

Ⅱ. 식의계산

01. 문자가 22개인일차식의덧셈과뺄셈(본

문26쪽)

02 (2a-b)+(a+3b)
=2a-b+a+3b
=2a+a-b+3b
=3a+2b

03 (2x+4y)+(x-8y)
=2x+4y+x-8y
=2x+x+4y-8y
=3x-4y

04 (4a+3b-3)+(3a-2b+1)
=4a+3b-3+3a-2b+1
=4a+3a+3b-2b-3+1
=7a+b-2

=-3x¤ -3x-1

13 (4x¤ -2x-3)-(5x¤ -3x+2)
=4x¤ -2x-3-5x¤ +3x-2
=4x¤ -5x¤ -2x+3x-3-2
=-x¤ +x-5

14 (6x¤ -5x-2)-(3x¤ -3x+2)
=6x¤ -5x-2-3x¤ +3x-2
=6x¤ -3x¤ -5x+3x-2-2
=3x¤ -2x-4

15 (5x¤ -3x-4)-(2x¤ -6x+3)
=5x¤ -3x-4-2x¤ +6x-3
=5x¤ -2x¤ -3x+6x-4-3
=3x¤ +3x-7

16 (-4x¤ -x+8)-(-x¤ -9x+5)
=-4x¤ -x+8+x¤ +9x-5
=-4x¤ +x¤ -x+9x+8-5
=-3x¤ +8x+3

18 (-7x¤ -5x+1)+(x¤ -6x)
=-7x¤ -5x+1+x¤ -6x
=-6x¤ -11x+1
따라서각항의계수와상수항의합은

-6-11+1=-16

19 (5x¤ -6x)-(-3x¤ +8x-2)
=5x¤ -6x+3x¤ -8x+2
=8x¤ -14x+2
따라서각항의계수와상수항의합은

8-14+2=-4

20 (3x¤ -2x-1)+(-9x¤ -7x+3)
=3x¤ -2x-1-9x¤ -7x+3
=-6x¤ -9x+2
따라서각항의계수와상수항의합은

-6-9+2=-13

21 (2x¤ -5x+4)-(x¤ -3x-1)
=2x¤ -5x+4-x¤ +3x+1
=x¤ -2x+5
따라서각항의계수와상수항의합은

1-2+5=4

03. 여러가지괄호가있는다항식의덧셈

과뺄셈 (본문29쪽)

02 4x-{6y-(3x-5y)}
=4x-(-3x+11y)
=4x+3x-11y
=7x-11y

03 x-〔x-{x-(x-1)}〕
=x-{x-(x-x+1)}
=x-(x-1)
=x-x+1
=1

04 2x-{3x-2y-(5-6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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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x=10

12 8fi =32≈
8fi =(2‹ )fi =2⁄ fi , 
32≈ =(2fi )≈ =2fi ≈이므로
2⁄ fi =2fi ≈    ∴ x=3

13 32› =16≈
32› =(2fi )› =2¤ ‚ , 
16≈ =(2› )≈ =2› ≈이므로
2¤ ‚ =2› ≈    ∴ x=5

14 27=3‹이므로
27≈ =(3‹ )≈ =(3≈ )‹ =A‹

08. 지수법칙⑶- 거듭제곱의나눗셈

(본문34쪽)

06 a4÷a8= =

07 x5÷x8= =

08 33÷312= =

09 (a2)6÷a3=a12÷a3=a9

10 (x3)5÷(x4)2=x15÷x8=x7

11 (a3)3÷a4÷a2

=(a9÷a4)÷a2

=a5÷a2=a3

12 (x7)3÷(x3)5÷x8

=x21÷x15÷x8

=x6÷x8

= =

13 a5_a3÷a4

=a5+3÷a4

=a8÷a4

=a8-4=a4

14 (x3)2_(x4)3÷x9

=x6+12÷x9

=x18÷x9

=x18-9=x9

15 x4÷x = 이므로

-4=5   ∴ =9

09. 지수법칙⑷- 곱또는몫의거듭제곱

(본문35쪽)

05 (2x)› =24_x4=16x4

06 (-3x)‹ =(-3)3_x3=-27x3

07 (2xy‹ )¤ =22_x2_y6=4x2y6

1
xfi

1
x¤

1
x8-6

1
3·

1
3⁄ ¤ —‹

1
x‹

1
x° —fi

1
a›

1
a° —›

=2x-(3x-2y-5+6x+8)
=2x-(9x-2y+3)
=2x-9x+2y-3
=-7x+2y-3

06 3x+2y-{(x-2y)+(6x-y)}
=ax+by

(좌변)=3x+2y-(x-2y+6x-y)
=3x+2y-(7x-3y)
=3x+2y-7x+3y
=-4x+5y

∴ a=-4, b=5

07 5x¤ -〔2x-{3x+(x¤ -4x)}〕
=ax¤ +bx

(좌변)=5x¤ -{2x-(3x+x¤ -4x)}
=5x¤ -(2x-3x-x¤ +4x)
=5x¤ -(3x-x¤ )
=5x¤ -3x+x¤
=6x¤ -3x

∴ a=6, b=-3

04. 다항식의덧셈과뺄셈응용(본문30쪽)

02 =-3x¤ +4x-5-(x¤ -2x+1)
=-4x¤ +6x-6

03 =3x+y-2-(-2x-4y-3)
=5x+5y+1

04 =3x¤ -x+1-(-x¤ -2x+3)
=4x¤ +x-2

05 =x-y+2-(-4x+2y-1)
=5x-3y+3

06 =2x¤ -x+3-(-5x¤ +2x-1)
=7x¤ -3x+4

08 A-(x¤ +2x-3)=2x¤ -x+1
A=2x¤ -x+1+(x¤ +2x-3)
=3x¤ +x-2

09 (x¤ +2x-3)-A=2x¤ -x+1
A=x¤ +2x-3-(2x¤ -x+1)
=-x¤ +3x-4

10 3x¤ -5x+2+A=2x¤ +4x-5이므로
A=(2x¤ +4x-5)-(3x¤ -5x+2)
=-x¤ +9x-7

5x¤ -x-8-B=2x¤ -5x-3이므로
B=(5x¤ -x-8)-(2x¤ -5x-3)
=3x¤ +4x-5
∴A+B

=(-x¤ +9x-7)+(3x¤ +4x-5)
=2x¤ +13x-12

05. 덧셈, 뺄셈을거꾸로한식에서바른답

구하기(본문31쪽)

02 A=x-2y+3-(4x-3y+7)
=-3x+y-4

03 (x-2y+3)+(-3x+y-4)
=-2x-y-1

05 A=5x-3y+1-(x-5y+3)
=4x+2y-2

06 5x-3y+1+(4x+2y-2)
=9x-y-1

08 A=3x¤ +6x-2-(-x¤ -4x+1)
=4x¤ +10x-3

09 4x¤ +10x-3-(-x¤ -4x+1)
=5x¤ +14x-4

11 A=-x¤ -3x+1-(3x¤ +6x-1)
=-4x¤ -9x+2

12-4x¤ -9x+2-(3x¤ +6x-1)
=-7x¤ -15x+3

06. 지수법칙⑴- 거듭제곱의곱셈

(본문32쪽)

14 3¤ _81=3¤ _3› =32+4=3

15 2› _32=2› _2fi =24+5=2

16 2_3_4_5_6
=2_3_2¤ _5_2_3
=21+2+1_31+1_5
=2 _3¤ _5

17 2x+4=2x_24= _2x

07. 지수법칙⑵- 거듭제곱의거듭제곱

(본문33쪽)

04 (a‹ )‹ _a¤ =a· _a¤ =a⁄ ⁄

05 x‹ _(y‹ )¤ _(y› )‹ =x‹ _yfl _y⁄ ¤ =x‹ y⁄ °

06 (a› ) =a¤ ‚
a4_ =a20이므로

4_ =20   ∴ =5

07 xfi _(x¤ ) =x⁄ ‹
x5+2_ =x13이므로

5+2_ =13   ∴ =4

08 (23)4_(2 )3=218

23_4+ _3=218이므로

12+ _3=18   ∴ =2

10 4° =16≈
4° =(2¤ )° =2⁄ fl , 
16≈ =(2› )≈ =2› ≈이므로
2⁄ fl =2› ≈    ∴ x=4

11 32fl =8≈
32fl =(2fi )fl =2‹ ‚ , 
8≈ =(2‹ )≈ =2‹ ≈이므로

16

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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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x¤ y)‹ =(-2)3_(x2)3_y3

=(-8)_x6_y3=-8x6y3

10 x5ay15=x15yb이므로

5a=15, 15=b
∴ a=3, b=15

11 xaby3b=x15y9이므로

ab=15, 3b=9   ∴ b=3
b=3을 ab=15에대입하면 a=5

12 x2byab=x10y5이므로

2b=10, ab=5   ∴ b=5
b=5를 ab=5에대입하면 a=1

13 27x3ay6=bx9y6이므로

27=b, 3a=9
∴ a=3, b=27

14② (x¤ )‹ =xfl
③ (2a¤ b› )¤ =4a› b°
④ 2x¤ _3x‹ =6xfi
⑤ (-x‹ y¤ )¤ =xfl y›

27 = 이므로

ab=20, 3b=12   ∴ b=4
b=4를 ab=20에대입하면 a=5

28① a› _afl =a› ±fl =a⁄ ‚
② (afi )› =a5_4=a¤ ‚
④ a‹ +a¤ +afi

⑤ { }3=

10. 단항식끼리의곱셈(본문37쪽)

10 (xy‹ )¤ _2x¤ y=2x› y‡
2x› y‡ =ax› y∫    ∴ a=2, b=7

11 ax› _(-2xy¤ )¤ =4axfl y›
4axfl y› =20x∫ y›    ∴ a=5, b=6

12 xå y_(x‹ y¤ )‹ =xå ±· y‡
xå ±· y‡ =x⁄ ¤ y∫    ∴ a=3, b=7

13 ax¤ y‹ _(-xy¤ )¤ =ax› y‡
ax› y‡ =8x∫ y‡    ∴ a=8, b=4

11. 단항식끼리의나눗셈(본문38쪽)

03 6a‹ b÷(-8a⁄ ‚ )

= =-

04-9xy‹ ÷12y¤

= =-;4#;xy

05 9a› bfi ÷3a‹ bfl

= =
3a
b

9a› bfi
3a‹ bfl

-9xy‹
12y¤

3b
4a‡

6a‹ b
-8a⁄ ‚

b⁄ ¤
a‹

b›
a

x20

y12

xab

y3b

06-18xfi y° ÷6x¤ yfi

= =-3x‹ y‹

07 4a° b› ÷(2a¤ b)‹

= =

08 (-2x¤ y‹ )‹ ÷12x¤ yfi

= =-;3@;x› y›

10 12x¤ y› ÷{-;4#;xy}

=12x¤ y› _{- }

=-16xy‹

11 (-5a¤ bfi )¤ ÷{- }÷a‹ b‡

=25a› b⁄ ‚ _{- }_

=-5a‹ b·

12 (5ab≈ )¤ ÷a⁄ ¤ bfl

=25a¤ b¤ ≈ _ =

= 이므로

2x-6=2, y=10
즉, x=4, y=10이므로
x+y=4+10=14

12. 단항식의곱셈과나눗셈의혼합계산

(본문39쪽)

01 12a‹ b¤ _2b÷3a¤

=12a‹ b¤ _2b_

=8ab‹

02 6xy¤ ÷2x¤ y_3x¤ y‹

=6xy¤ _ _3x¤ y‹

=

=9xy›

03 8ab› ÷4a¤ b_2ab›

=8ab› _ _2ab›

=

=

=4b‡

04 x¤ yfi ÷3x¤ y_(-18x¤ y)

=x¤ yfi _ _(-18x¤ y)

=-6x¤ yfi

1
3x¤ y

16a¤ b°
4a¤ b

8ab› _2ab›
4a¤ b

1
4a¤ b

18x‹ yfi
2x¤ y

1
2x¤ y

1
3a¤

25b¤
a¥

25b¤ ≈ —fl
a⁄ ‚

25b¤ ≈ —fl
a⁄ ‚

1
a⁄ ¤ bfl

1
a‹ b‡

a¤ bfl
5

5
a¤ bfl

4
3xy

-8xfl y·
12x¤ yfi

a¤ b
2

4a° b›
8afl b‹

-18xfi y°
6x¤ yfi

05 5xy_(3xy)¤ ÷3x¤ yfi

=5xy_9x¤ y¤ _

=

06 (xy)‹ _xy¤ ÷(-3x‹ y)¤
=x‹ y‹ _xy¤ ÷9xfl y¤

=

=

07 (-2xy)‹ ÷(-4x)_;3@;xy¤

=(-8x‹ y‹ )_{ }_

=;3$;x‹ yfi

08 {-;2#;xy¤ }3_{ }4÷(-6x› y)

={-:™8¶:x‹ yfl }_ _{ }

=;1ª6;x‡ y

13. 단항식과다항식의곱셈(본문40쪽)

01 3a(2a+4b)
=3a_2a+3a_4b
=6a¤ +12ab

02 5x(2x+3y)
=5x_2x+5x_3y
=10x¤ +15xy

03-2a(5a-3b)
=(-2a)_5a+(-2a)_(-3b)
=-10a¤ +6ab

04-5x(3x-4y)
=(-5x)_3x+(-5x)_(-4y)
=-15x¤ +20xy

05-2a(3a+b-5)
=(-2a)_3a+(-2a)_b

+(-2a)_(-5)
=-6a¤ -2ab+10a

06 (x+3y-4)_(-2y)
=x_(-2y)+3y_(-2y)

+(-4)_(-2y)
=-2xy-6y¤ +8y

07 2a(a+4b)+a(a-2b)
=2a¤ +8ab+a¤ -2ab
=3a¤ +6ab

08 x(2x-y)+3x(x+2y)
=2x¤ -xy+3x¤ +6xy
=5x¤ +5xy

09 2a(3a+5b+1)-3a(2a+3b-2)

1
-6x› y

x°
y›

x¤
y

2xy¤
3

1
-4x

y‹
9x¤

x‹ y‹ _xy¤
9xfl y¤

15x
y¤

1
3x¤ y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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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8a-3a-12
=2a¤ +5a-12

04 (2x+3)(x-4)
=2x_x+2x_(-4)

+3_x+3_(-4)
=2x¤ -8x+3x-12
=2x¤ -5x-12

05 (a+7b)(-3a-2b)
=a_(-3a)+a_(-2b)

+7b_(-3a)+7b_(-2b)
=-3a¤ -2ab-21ab-14b¤
=-3a¤ -23ab-14b¤

06 (-x+4y)(3x-5y)
=-3x¤ +5xy+12xy-20y¤
=-3x¤ +17xy-20y¤
따라서 xy의계수는 17이다.

07 (x+2y)(2x-3y)
=2x¤ -3xy+4xy-6y¤
=2x¤ +xy-6y¤
따라서 xy의계수는 1이다.

08 (x+2y)(-x+y)
=-x¤ +xy-2xy+2y¤
=-x¤ -xy+2y¤
따라서 xy의계수는-1이다.

09 (3x-2y)(4x-y)
=12x¤ -3xy-8xy+2y¤
=12x¤ -11xy+2y¤
따라서 xy의계수는-11이다.

16. 곱셈공식⑴- 합의제곱, 차의제곱

(본문44쪽)

13 (-3a-5b)¤

={-(3a+5b)}¤
=(3a+5b)¤
=9a¤ +30ab+25b¤
|다른풀이|

(-3a-5b)¤
=(-3a)¤ +2_(-3a)

_(-5b)+(-5b)¤
=9a¤ +30ab+25b¤

27 (-a+2b)¤
={-(a-2b)}¤
=(a-2b)¤
=a¤ -4ab+4b¤
|다른풀이|

(-a+2b)¤
=(-a)¤ +2_(-a)_2b+(2b)¤
=a¤ -4ab+4b¤

31 (-2x+5)¤ ={-(2x-5)}¤
=(2x-5)¤

=6a¤ +10ab+2a-6a¤ -9ab+6a
=ab+8a

10 4x(-x+y+1)-3x(2x-2y+1)
=-4x¤ +4xy+4x-6x¤ +6xy-3x
=-10x¤ +10xy+x

11-2x(x¤ +3x-1)
=-2x‹ -6x¤ +2x이므로
a=-2, b=-6, c=2
∴ abc=24

14. 다항식과단항식의나눗셈(본문41쪽)

01 (4a¤ -8ab)÷2a

=(4a¤ -8ab)_;2¡a;

=4a¤ _;2¡a;-8ab_;2¡a;

=2a-4b

02 (9x¤ -6xy)÷3x

=(9x¤ -6xy)_;3¡[;

=9x¤ _;3¡[;-6xy_;3¡[;

=3x-2y

03 (5a¤ -10ab-a)÷5a

=(5a¤ -10ab-a)_;5¡a;

=5a¤ _;5¡a;-10ab_;5¡a;-a_;5¡a;

=a-2b-;5!;

04 (9x¤ -6xy+15x)÷(-3x)

=(9x¤ -6xy+15x)_{-;3¡[;}

=9x¤ _{-;3¡[;}-6xy

_{-;3¡[;}+15x_{-;3¡[;}

=-3x+2y-5

05 (8a¤ -6ab)÷2a

=

= -

=4a-3b

06 (6x¤ -4xy)÷2x

=

= -

=3x-2y

07 (a¤ +10ab-5a)÷5a

= a¤ +10ab-5a
5a

4xy
2x

6x¤
2x

6x¤ -4xy
2x

6ab
2a

8a¤
2a

8a¤ -6ab
2a

= + -

= a+2b-1

08 (4x¤ -2xy-10x)÷(-2x)

=

=- + +

=-2x+y+5

09 2a(a+b+1)+(-6a¤ b-12a¤ )÷3a
=2a¤ +2ab+2a

+(-6a¤ b-12a¤ )_;3¡a;

=2a¤ +2ab+2a-2ab-4a
=2a¤ -2a

10 (12xy-9xy¤ )÷3y-

= -

=4x-3xy-4x+2
=-3xy+2

11 (10x¤ -6xy)÷2x

+(4xy-8y¤ )÷;3@;y

= +(4xy-8y¤ )_

=5x-3y+6x-12y
=11x-15y

12 (x‹ y¤ -3x¤ y¤ )÷(-xy)+2xy(x-2)

= +2x¤ y-4xy

=-x¤ y+3xy+2x¤ y-4xy
=x¤ y-xy

14 (좌변)=

(좌변)=-4x+2y+3
∴ a=-4, b=2, c=3

15 (좌변)=(7x¤ +14xy-21x)_

(좌변)=3x+6y-9
∴ a=3, b=6, c=-9

16 (좌변)=(4x¤ -9xy+3x)_{-;[@;}

(좌변)=-8x+18y-6
∴ a=-8, b=18, c=-6

15. 다항식과다항식의곱셈(본문43쪽)

02 (x-1)(y+2)
x_y+x_2+(-1)_y+(-1)_2
=xy+2x-y-2

03 (2a-3)(a+4)
=2a_a+2a_4-3_a-3_4

3
7x

12x¤ -6xy-9x
-3x

x‹ y¤ -3x¤ y¤
-xy

3
2y

10x¤ -6xy
2x

16x¤ -8x
4x

12xy-9xy¤
3y

16x¤ -8x
4x

10x
2x

2xy
2x

4x¤
2x

4x¤ -2xy-10x
-2x

1
5

5a
5a

10ab
5a

a¤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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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곱셈공식⑵- 합과차의곱(본문46쪽)

01 (a+2)(a-2)
=a¤ -2¤ =a¤ -4

02 (x-3)(x+3)
=x¤ -3¤ =x¤ -9

03 (a+2b)(a-2b)
=a¤ -(2b)¤ =a¤ -4b¤

04 (x-4y)(x+4y)
=x¤ -(4y)¤ =x¤ -16y¤

05 (5a+3b)(5a-3b)
=(5a)¤ -(3b)¤ =25a¤ -9b¤

06 (2x+5y)(2x-5y)
=(2x)¤ -(5y)¤ =4x¤ -25y¤

07 (-a+5b)(-a-5b)
=(-a)¤ -(5b)¤ =a¤ -25b¤

08 (-2a+3)(-2a-3)
=(-2a)¤ -3¤ =4a¤ -9

09 (-3x+5)(-3x-5)
=(-3x)¤ -5¤ =9x¤ -25

10 (-a+2b)(-a-2b)
=(-a)¤ -(2b)¤ =a¤ -4b¤

11 (-4x+y)(-4x-y)
=(-4x)¤ -y¤ =16x¤ -y¤

12 (-1+2a)(1+2a)
=(2a-1)(2a+1)
=(2a)¤ -1¤ =4a¤ -1

13 (-2-3x)(2-3x)
=(-3x-2)(-3x+2)
=(-3x)¤ -2¤ =9x¤ -4

14 {;2!;a+;3!;b}{;2!;a-;3!;b}

={;2!;a}2-{;3!;b} 2=;4!;a¤ -;9!;b¤

18. 곱셈공식⑶- xx의계수가 11인두일

차식의곱(본문47쪽)

09 (a+3)(a+4)
=a¤ +(3+4)a+3_4
=a¤ +7a+12

10 (x-4)(x+3)
=x¤ +{(-4)+3}x+(-4)_3
=x¤ -x-12

11 (a+2)(a+5)
=a¤ +(2+5)a+2_5
=a¤ +7a+10

12 (x-1)(x+7)
=x¤ +{(-1)+7}x+(-1)_7
=x¤ +6x-7

13 (a+6b)(a-3b)

=a¤ +{6+(-3)}ab+6b_(-3b)
=a¤ +3ab-18b¤

14 (x-4y)(x-5y)
=x¤ +{(-4)+(-5)}xy

+(-4y)_(-5y)
=x¤ -9xy+20y¤

16 (x-1)(x+7)=x¤ +ax+b
(좌변)=x¤ +6x-7
(우변)=x¤ +ax+b
좌변과우변의계수를각각비교하면

a=6, b=-7

17 (x-2y)(x-6y)=x¤ +axy+by¤
(좌변)=x¤ -8xy+12y¤
(우변)=x¤ +axy+by¤
좌변과우변의계수를각각비교하면

a=-8, b=12

18 (x+5y)(x-3y)=x¤ +axy+by¤
(좌변)=x¤ +2xy-15y¤
(우변)=x¤ +axy+by¤
좌변과우변의계수를각각비교하면

a=2, b=-15

20 (x+1)(x-6)=x¤ -5x-6이므로
a=-5, b=-6
∴ a_b=30

21 (x-2)(x+3)=x¤ +x-6이므로
a=1, b=-6
∴ a_b=-6

22 (x+3)(x-6)=x¤ -3x-18이므로
a=-3, b=-18
∴ a_b=54

23 (x-4)(x-5)=x¤ -9x+20이므로
a=-9, b=20
∴ a_b=-180

19. 곱셈공식⑷- xx의계수가 11인아닌

두일차식의곱(본문49쪽)

09 (3a-1)(5a+2)
=(3_5)a¤ +{3_2+(-1)_5}a

+(-1)_2
=15a¤ +a-2

10 (3x+4)(2x-3)
=(3_2)x¤ +{3_(-3)+4_2}x

+4_(-3)
=6x¤ -x-12

11 (2a+5)(3a+4)
=(2_3)a¤ +(2_4+5_3)a+5_4
=6a¤ +23a+20

12 (4x-3)(x+5)
=(4_1)x¤ +{4_5+(-3)_1}x

+(-3)_5

=4x¤ +17x-15

13 (6a-5b)(7a+3b)
=(6_7)a¤ +{6_3+(-5)_7}ab

+{(-5)_3}b¤
=42a¤ -17ab-15b¤

14 (5x-2y)(x-5y)
=(5_1)x¤ +{5_(-5)
+(-2)_1}xy+{(-2)_(-5)}y¤
=5x¤ -27xy+10y¤

16 (좌변)=6x¤ +10x-4
(우변)=ax¤ +bx+c
좌변과우변의계수를각각비교하면

a=6, b=10, c=-4

17 (좌변)=2x¤ -13xy+6y¤
(우변)=ax¤ +bx+cy¤
좌변과우변의계수를각각비교하면

a=2, b=-13, c=6

18 (좌변)=10x¤ -13xy-3y¤
(우변)=ax¤ +bx+cy¤
좌변과우변의계수를각각비교하면

a=10, b=-13, c=-3

20 (3x+1)(2x-5)=6x¤ -13x-5
이므로

a=-13, b=-5
∴ a_b=65

21 (2x-3)(5x+1)=10x¤ -13x-3
이므로

a=-13, b=-3
∴ a_b=39

22 (6x+1)(2x-3)=12x¤ -16x-3
이므로

a=-16, b=-3
∴ a_b=48

23 (5x-4)(x-2)=5x¤ -14x+8
이므로

a=-14, b=8
∴ a_b=-112

20. 곱셈공식을이용한수의계산(본문51쪽)

02 103¤
=(100+3)¤
=10000+600+9
=10609

04 98¤
=(100-2)¤
=100¤ -2_100_2+2¤
=9604

06 48_52
=(50-2)(50+2)
=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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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6x¤ y-4xy‹ )÷{-;3@;xy}

=(6x¤ y-4xy‹ )_{- }

=6x¤ y_{- }-4xy‹ _{- }

=-9x+6y¤
=-9_(-1)+6_2¤
=9+24
=33

22. 등식의변형(본문55쪽)

02 3y+x=-7x+y+8에서
3y-y=-7x-x+8
2y=-8x+8
∴ y=-4x+4

03 2y-4x=x-3y+10에서
2y+3y=x+4x+10
5y=5x+10
∴ y=x+2

04 3x-y-3=2x+2y에서
-y-2y=2x-3x+3
-3y=-x+3

∴ y=;3!;x-1

06 2x+y-6=-x+4y에서
2x+x=4y-y+6
3x=3y+6
∴ x=y+2

07-2x+4y+3=x-2y-6에서
-2x-x=-2y-4y-6-3
-3x=-6y-9
∴ x=2y+3

08 3x+4y-3=5x-2y+1에서
3x-5x=-2y-4y+1+3
-2x=-6y+4
∴ x=3y-2

10 s=vt에서
vt=s

∴ t=;vS;

11 s=vt+c에서
vt+c=s
vt=s-c

∴ t=

12 S=;2!;rl에서

l=S_;r@;=

13 V=pr¤ h에서

2S
r

s-c
v

3
2xy

3
2xy

3
2xy

=2496

07 98_102
=(100-2)(100+2)
=10000-4
=9996

08 1003_997
=(1000+3)(1000-3)
=1000000-9
=999991

10 102_104
=(100+2)(100+4)
=100¤ +(2+4)_100+2_4
=10608

11 301_303
=(300+1)(300+3)
=300¤ +(1+3)_300+1_3
=91203

12 99_97
=(100-1)(100-3)
=100¤ +(-1-3)_100

+(-1)_(-3)
=9603

13 498_496
=(500-2)(500-4)
=500¤ +(-2-4)_500

+(-2)_(-4)
=247008

14 502¤ =(500+2)¤    ∴㉠

15 1001_1004=(1000+1)(1000+4)  
∴㉣

16 997¤ =(1000-3)¤    ∴㉡

17 295_305=(300-5)(300+5)   
∴㉢

18 102¤ =(100+2)¤    ∴㉠

21. 식의대입(본문53쪽)

02 x+2y+5
=x+2(-3x+1)+5
=x-6x+2+5
=-5x+7

03-x+y-3
=-x+(-3x+1)-3
=-x-3x+1-3
=-4x-2

04 x-2y+4
=x-2(-3x+1)+4
=x+6x-2+4
=7x+2

05 2x+3y-5
=2x+3(-3x+1)-5

=2x-9x+3-5
=-7x-2

07 A+3B
=(x-2y)+3(5x-4y)
=x-2y+15x-12y
=16x-14y

08 A-2B
=(x-2y)-2(5x-4y)
=x-2y-10x+8y
=-9x+6y

09-3A+4B
=-3(x-2y)+4(5x-4y)
=-3x+6y+20x-16y
=17x-10y

10-5A+3B
=-5(x-2y)+3(5x-4y)
=-5x+10y+15x-12y
=10x-2y

12 xy(x-y)-y(xy+x¤ )
=x¤ y-xy¤ -xy¤ -x¤ y
=-2xy¤
=-2_(-1)_2¤
=8

13 _(-4xy)

=-4(2x-3y)
=-8x+12y
=-8_(-1)+12_2
=32

14

=3x-2+5y
=3_(-1)-2+5_2
=5

15 -

=5x-y-(2x+3y)
=5x-y-2x-3y
=3x-4y
=3_(-1)-4_2
=-11

16 (x¤ y-2xy)÷xy+

=x-2+2xy-2x¤
=(-1)-2+2_(-1)_2

-2_(-1)¤
=-1-2-4-2
=-9

17 (9xy-6xy¤ )÷3y-

=3x-2xy-(3x-2)
=-2xy+2
=-2_(-1)_2+2

12x¤ -8x
4x

2x¤ y-2x‹
x

8xy+12y¤
4y

15x¤ -3xy
3x

3x¤ y-2xy+5xy¤
xy

2xy-3y¤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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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_ =

14 l=2(a+b)에서
l=2a+2b
2a=l-2b

∴ a=;2L;-b

15 S=a(1+rn)에서
S=a+arn
arn=S-a

∴ n=

16 V=;3!;pr¤ h에서

h=V_ =

17 F=;5(;C+32에서

;5(;C=F-32

∴C=;9%;(F-32)=;9%;F-

18 ;a!;-;b!;=;c!;에서

;a!;=;b!;+;c!;

;a!;=

∴ a=

19⑴S=;2!;(a+b)h에서

⑴ 2S=(a+b)h

⑴ a+b=

⑴∴ a= -b

⑵S=;2!;(a+b)h에서

⑴ h=S_ =

20⑴회전체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인원기둥이므로
V=pr¤ h

⑵V=pr¤ h에서

⑴ h=V_ =

21주어진식에 x=20을대입하면
y=0.1_20+11=13
따라서20년후의연평균기온은13æ
이다.

22 y=0.1x+11, 0.1x=y-11
∴ x=10y-110

23 x=10y-110에 y=15를대입하면
x=10_15-110=40

V
pr¤

1
pr¤

2S
a+b

2
a+b

2S
h

2S
h

bc
b+c

b+c
bc

160
9

3V
pr¤

3
pr¤

S-a
ar

V
pr¤

1
pr¤

Ⅲ. 연립방정식

01. 미지수가 22개인일차방정식(본문62쪽)

06등식이아니다.

07미지수가 2개이고차수가모두 1이므
로미지수가 2개인일차방정식이다.

08 x¤항이있으므로일차식이아니다.

09분모에 x, y가있으므로다항식이아
니다.

10미지수가 2개이고차수가모두 1이므
로미지수가 2개인일차방정식이다.

11 x¤ -y=x¤ -2x에서 2x-y=0이므
로미지수가 2개인일차방정식이다.

12 xy항이있으므로 x, y에관한일차식
이아니다.

13 3x-4y=2x-4y+3에서 x-3=0
이므로미지수가 1개인일차방정식이
다.

02. 미지수가 22개인일차방정식의해

(본문63쪽)

02주어진 방정식에 x=4, y=1을 대입
하면

(좌변)=8-1=7, (우변)=7
(좌변)=(우변)이므로 (4, 1)은 주어
진일차방정식의해이다.

03주어진 방정식에 x=4, y=1을 대입
하면

(좌변)=12+2=14, (우변)=10
(좌변)+(우변)이므로 (4, 1)은 주어
진일차방정식의해가아니다.

04주어진 방정식에 x=4, y=1을 대입
하면

(좌변)=4-4=0, (우변)=0
(좌변)=(우변)이므로 (4, 1)은 주어
진일차방정식의해이다.

05주어진 방정식에 x=4, y=1을 대입
하면

(좌변)=8+4=12, (우변)=14
(좌변)+(우변)이므로 (4, 1)은 주어

따라서 연평균 기온이 15 æ가 되는
해는 40년후이다.

24 x=10y-110에 y=16.5를대입하면
x=10_16.5-110=55
따라서연평균기온이 16.5 æ가되는
해는 55년후이다.

진일차방정식의해가아니다.

10주어진 방정식에 x=2, y=3을 대입
하면

2-3a=-10, 3a=12
∴ a=4

11주어진 방정식에 x=2, y=3을 대입
하면

2a+6=10, 2a=4
∴ a=2

12주어진 방정식에 x=2, y=3을 대입
하면

-4+3a=11, 3a=15
∴ a=5

13주어진 방정식에 x=2, y=3을 대입
하면

2a-2+12=8, 2a=-2
∴ a=-1

15주어진방정식에 x=3, y=a를대입
하면

15-2a=5, 2a=10
∴ a=5

16주어진방정식에 x=3, y=a를대입
하면

21-3a=9, 3a=12
∴ a=4

17주어진방정식에 x=3, y=a를대입
하면

-6+4a=18, 4a=24
∴ a=6

18주어진방정식에 x=3, y=a를대입
하면

-12+6a=30, 6a=42
∴ a=7

03. 미지수가2개인연립일차방정식

(본문65쪽)

06 [

07 [

08 [

09 [

10 [

11⑴ y=7-x에 x=1, 2, 3, 4, 5, 6의
값을대입한다.

⑵ y=8-2x에 x=1, 2, 3의 값을
대입한다.

3-2=1
9-5=4

3+4=7
6-3=3

9+1=10
6+3=9

6+1=7
3-3=0+-1

3-1=2+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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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⑴ y=6-x에 x=1, 2, 3, 4, 5의값
을대입한다.

⑵ y=10-2x에 x=1, 2, 3, 4의값
을대입한다.

14 x=1, y=3을ax+y=10에대입하면
a+3=10 ∴ a=7
x=1, y=3을 2x+3y=b에대입하면
2_1+3_3=b ∴ b=11
∴ a+b=7+11=18

15 x=1, y=3을 x+2y=a에대입하면
1+2_3=a ∴ a=7
x=1, y=3을 2x+y=b에대입하면
2_1+3=b ∴ b=5
∴ a+b=7+5=12

16 x=1, y=3을 4x+2y=a에대입하면
4_1+2_3=a ∴ a=10
x=1, y=3을x+by=13에대입하면
1+b_3=13 ∴ b=4
∴ a+b=10+4=14

04. 연립일차방정식의풀이⑴- 가감법

(본문67쪽)

02 [ 에서

㉠+㉡을하면
5x=15 ∴ x=3
x=3을㉠에대입하면
3+y=10 ∴ y=7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7

03 [ 에서

㉠+㉡을하면
4x=8 ∴ x=2
x=2을㉠에대입하면
2-2y=10 ∴ y=-4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4

05 [ 에서

㉠-㉡을하면
4y=8 ∴ y=2
y=2을㉡에대입하면
3x+2=-1 ∴ x=-1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2

06 [ 에서

㉠-㉡을하면
3y=-3 ∴ y=-1
y=-1을㉠에대입하면
3x+2=8 ∴ x=2

3x-2y=8 yy㉠
3x-5y=11 yy㉡

3x+5y=7 yy㉠
3x+y=-1 yy㉡

x-2y=10 yy㉠
3x+2y=-2 yy㉡

x+y=10 yy㉠
4x-y=5 yy㉡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1

08 [ 에서

㉠_2-㉡을하면
-3y=-9 ∴ y=3
y=3을㉠에대입하면
x-15=-5 ∴ x=10
따라서구하는해는

x=10, y=3

09 [ 에서

㉠-㉡_2를하면
-3y=-3 ∴ y=1
y=1을㉡에대입하면
x+4=6 ∴ x=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1

10 [ 에서

㉠_3-㉡을하면
-13y=-26 ∴ y=2
y=2를㉠에대입하면
x-8=-5 ∴ x=3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2

12 [ 에서

㉠_5, ㉡_4를하면

[

두방정식을변끼리빼면

27y=-81 ∴ y=-3
y=-3을㉡에대입하면
5x-6=4 ∴ x=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3

13 [ 에서

㉠_4, ㉡_3을하면

[

두방정식을변끼리더하면

19y=-19 ∴ y=-1
y=-1을㉡에대입하면
4x+3=-1 ∴ x=-1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1

05. 연립일차방정식의풀이⑵- 대입법

(본문69쪽)

02 [ 에서
y=-5x+2 yy㉠
2x+y=-1 yy㉡

-12x+28y=-16
12x-9y=-3

-3x+7y=-4 yy㉠
4x-3y=-1 yy㉡

20x+35y=-65
20x+8y=16

4x+7y=-13 yy㉠
5x+2y=4 yy㉡

x-4y=-5 yy㉠

3x+y=11 yy㉡

2x+5y=9 yy㉠
x+4y=6 yy㉡

x-5y=-5 yy㉠
2x-7y=-1 yy㉡

㉠을㉡에대입하면

2x+(-5x+2)=-1 ∴ x=1
x=1을㉠에대입하면
y=-3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3

03 [ 에서

㉠을㉡에대입하면

3x-(2x+5)=-4 ∴ x=1
x=1을㉠에대입하면
y=7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7

04 [ 에서

㉠을㉡에대입하면

5x-3(2x-1)=6 ∴ x=-3
x=-3을㉠에대입하면
y=-7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7

05 [ 에서

㉠을㉡에대입하면

2x-5(4x-7)=-1 ∴ x=2
x=2를㉠에대입하면
y=1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1

06 [ 에서

㉡을㉠에대입하면

3x-2(2x-1)=5 ∴ x=-3
x=-3을㉡에대입하면
y=-7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7

07 [ 에서

㉠을㉡에대입하면

5x-3(4-x)=4 ∴ x=2
x=2를㉠에대입하면
y=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2

08 [ 에서

㉠을㉡에대입하면

2(y+5)+y=7 ∴ y=-1
y=-1을㉠에대입하면
x=4
따라서구하는해는

x=4, y=-1

x=y+5 yy㉠
2x+y=7 yy㉡

y=4-x yy㉠
5x-3y=4 yy㉡

3x-2y=5 yy㉠
y=2x-1 yy㉡

y=4x-7 yy㉠
2x-5y=-1 yy㉡

y=2x-1 yy㉠
5x-3y=6 yy㉡

y=2x+5 yy㉠
3x-y=-4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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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에서

㉠을㉡에대입하면

2y+1-4y=1 ∴ y=0
y=0을㉠에대입하면
x=1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0

10 [ 에서

㉡을㉠에대입하면

4(-2y-9)+5y=3   ∴ y=-13
y=-13을㉡에대입하면
따라서구하는해는

x=17, y=-13

11 [ 에서

㉡을㉠에대입하면

2(y+3)-5y=-12 ∴ y=6
y=6을㉡에대입하면
x=9
따라서구하는해는

x=9, y=6

12 [ 에서

㉠을㉡에대입하면

2(y+5)+y=7 ∴ y=-1
y=-1을㉠에대입하면
x=4
따라서구하는해는

x=4, y=-1

13 [ 에서

㉠을㉡에대입하면

2y+8-4y=-2 ∴ y=5
y=5를㉠에대입하면
3x=18 ∴ x=6
따라서구하는해는

x=6, y=5

14 [ 에서

㉠을㉡에대입하면

3x+2=-2x-3 ∴ x=-1
x=-1을㉠에대입하면

2y=-3+2 ∴ y=-;2!;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2!;

06. 괄호가있는연립방정식의풀이

(본문71쪽)

02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2y=3x+2 yy㉠
2y=-2x-3 yy㉡

3x=2y+8 yy㉠
3x-4y=-2 yy㉡

x=y+5 yy㉠
2x+y=7 yy㉡

2x-5y=-12 yy㉠
x=y+3 yy㉡

4x+5y=3 yy㉠
x=-2y-9 yy㉡

x=2y+1 yy㉠
x-4y=1 yy㉡

㉠_2+㉡을하면
7x=-21 ∴ x=-3
x=-3을㉡에대입하면
-3+2y=7 ∴ y=5
∴ p+q=(-3)+5=2

10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을하면
5y=10 ∴ y=2
y=2를㉠에대입하면
3x-2=1 ∴ x=1
∴ p+q=1+2=3

11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을하면 6x=-6
∴ x=-1
x=-1을㉠에대입하면
-4+y=-7 ∴ y=-3
∴ p+q=(-1)+(-3)=-4

12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_2+㉡을하면
-13y=13 ∴ y=-1
y=-1을㉠에대입하면
-x+8=5 ∴ x=3
∴ p+q=3+(-1)=2

07. 계수가분수인연립방정식의풀이

(본문73쪽)

02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_3-㉡을하면
16y=-48 ∴ y=-3
y=-3을㉠에대입하면
x-6=-1 ∴ x=5
따라서구하는해는

x=5, y=-3

03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_3을하면
8y=24 ∴ y=3
y=3을㉠에대입하면
6x-3=9 ∴ x=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3

6x-y=9 yy㉠

2x-3y=-5 yy㉡

x+2y=-1 yy㉠

3x-10y=45 yy㉡

-x-8y=5 yy㉠

2x+3y=3 yy㉡

4x+y=-7 yy㉠

2x-y=1 yy㉡

3x-y=1 yy㉠

3x-6y=-9 yy㉡

[ 에서

㉠-㉡을하면
2x=6 ∴ x=3
x=3을㉡에대입하면
3-y=-2 ∴ y=5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5

03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_2+㉡을하면
5x=15 ∴ x=3
x=3을㉠에대입하면
3+2y=1 ∴ y=-1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1

04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_2을하면
7x=0 ∴ x=0
x=0을㉠에대입하면
4y=20 ∴ y=5
따라서구하는해는

x=0, y=5

05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_2를하면
-3y=-6 ∴ y=2
y=2을㉡에대입하면
x+8=5 ∴ x=-3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2

06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_2를하면 y=4
y=4을㉡에대입하면
3x+8=2 ∴ x=-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4

08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을하면
-4x=-8 ∴ x=2
x=2를㉠에대입하면
2-2y=4 ∴ y=-1
∴ p+q=2+(-1)=1

09주어진연립방정식을정리하면

[ 에서
3x-y=-14 yy㉠

x+2y=7 yy㉡

x-2y=4 yy㉠

5x-2y=12 yy㉡

6x+5y=8 yy㉠

3x+2y=2 yy㉡

2x+5y=4 yy㉠

x+4y=5 yy㉡

x+4y=20 yy㉠

3x-2y=-10 yy㉡

x+2y=1 yy㉠

3x-4y=13 yy㉡

3x-y=4 yy㉠

x-y=-2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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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_2를하면
-7y=21 ∴ y=-3
y=-3을㉡에대입하면
2x-3=1 ∴ x=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3

06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_3-㉡을하면
-4x=-24 ∴ x=6
x=6을㉠에대입하면
12-y=11 ∴ y=1
∴ p+q=6+1=7

07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_2-㉡을하면
-y=-5 ∴ y=5
y=5를㉠에대입하면
x-10=-2 ∴ x=8
∴ p+q=8+5=13

08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_2를하면
3y=6 ∴ y=2
y=2를㉡에대입하면
x=5
∴ p+q=5+2=7

09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을하면
10x=30 ∴ x=3
x=3을㉡에대입하면
y=2
∴ p+q=3+2=5

10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분모의최소

공배수를곱하여정리하면

[ 에서

㉠_4-㉡을하면
-x=-2 ∴ x=2
x=2를㉠에대입하면
2-3y=-1 ∴ y=1
∴ p+q=2+1=3

x-3y=-1 yy㉠

5x-12y=-2 yy㉡

2x+3y=12 yy㉠

8x-3y=18 yy㉡

2x-y=8 yy㉠

x-2y=1 yy㉡

x-2y=-2 yy㉠

2x-3y=1 yy㉡

2x-y=11 yy㉠

10x-3y=57 yy㉡

-4x-9y=19 yy㉠

2x+y=1 yy㉡

08. 계수가소수인연립방정식의풀이

(본문75쪽)

02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를하면
-9y=-18 ∴ y=2
y=2를㉡에대입하면
x+4=8 ∴ x=4
따라서구하는해는

x=4, y=2

03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을하면
3y=3 ∴ y=1
y=1을㉠에대입하면
3x+4=1 ∴ x=-1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1

04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4+㉡을하면
9x=36 ∴ x=4
x=4를㉠에대입하면
4+3y=10 ∴ y=2
따라서구하는해는

x=4, y=2

06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를하면
8y=24 ∴ y=3
y=3을㉡에대입하면
x-6=-3 ∴ x=3
∴ p+q=3+3=6

07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을하면
7x=-21 ∴ x=-3
x=-3을㉡에대입하면
-3+2y=7 ∴ y=5
∴ p+q=(-3)+5=2

08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2x+3y=2 yy㉠

2x+10y=16 yy㉡

3x-y=-14 yy㉠

x+2y=7 yy㉡

2x+4y=18 yy㉠

x-2y=-3 yy㉡

x+3y=10 yy㉠

5x-12y=-4 yy㉡

3x+4y=1 yy㉠

6x+5y=-1 yy㉡

2x-5y=-2 yy㉠

x+2y=8 yy㉡

㉠-㉡을하면
-7y=-14 ∴ y=2
y=2를㉠에대입하면
2x+6=2 ∴ x=-2
∴ p+q=(-2)+2=0

09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을하면
7x=0 ∴ x=0
x=0을㉠에대입하면
4y=20 ∴ y=5
∴ p+q=0+5=5

10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 10의거듭제
곱을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를하면 y=4
y=4를㉡에대입하면
3x+8=2 ∴ x=-2
∴ p+q=(-2)+4=2

09. 계수가소수, 분수인연립방정식의풀

이(본문77쪽)

02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을하면
-7y=14 ∴ y=-2
y=-2를㉡에대입하면
3x-4=5 ∴ x=3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2

03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을하면
7x=14 ∴ x=2
x=2를㉠에대입하면
10+3y=4 ∴ y=-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2

04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을하면
-7y=-14 ∴ y=2
y=2를㉠에대입하면

2x+3y=2 yy㉠

2x+10y=16 yy㉡

5x+3y=4 yy㉠

2x-3y=10 yy㉡

3x-5y=19 yy㉠

3x+2y=5 yy㉡

6x+5y=8 yy㉠

3x+2y=2 yy㉡

x+4y=20 yy㉠

3x-2y=-10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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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6=2 ∴ x=-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2

06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을하면
10y=20 ∴ y=2
y=2를㉡에대입하면
2x-6=-4 ∴ x=1
∴ p+q=1+2=3

07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을하면
8x=48 ∴ x=6
x=6을㉠에대입하면
24+3y=36 ∴ y=4
∴ p+q=6+4=10

08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를하면
21x=84 ∴ x=4
x=4를㉡에대입하면
∴ y=5
∴ p+q=4+5=9

09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을하면
-3x=6 ∴ x=-2
x=-2를㉠에대입하면
-6+10y=4 ∴ y=1
∴ p+q=(-2)+1=-1

10각일차방정식의양변에적당한수를

곱하여계수를정수로고치면

[ 에서

㉠-㉡_2를하면 y=4
y=4를㉡에대입하면
3x+8=2 ∴ x=-2
∴ p+q=(-2)+4=2

10. 해가같은두연립방정식(본문79쪽)

02두연립방정식의해는연립방정식

[ 의해와같다.

㉠_4-㉡_5를하면

5x+3y=7 yy㉠

4x-7y=15 yy㉡

6x+5y=8 yy㉠

3x+2y=2 yy㉡

3x+10y=4 yy㉠

9x+20y=2 yy㉡

15x-8y=20 yy㉠

3x+4y=32 yy㉡

4x+3y=36 yy㉠

4x-3y=12 yy㉡

2x+7y=16 yy㉠

2x-3y=-4 yy㉡

47y=-47 ∴ y=-1
y=-1을㉠에대입하면
5x-3=7 ∴ x=2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x=2,
y=-1이므로
ax-5y=13에대입하면
2a+5=13 ∴ a=4
2x-by=-1에대입하면
4+b=-1 ∴ b=-5

03두연립방정식의해는연립방정식

[ 의해와같다.

㉠-㉡_2를하면
13y=52 ∴ y=4
y=4를㉡에대입하면
x-12=-9 ∴ x=3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x=3,
y=4이므로
6x+ay=10에대입하면
18+4a=10 ∴ a=-2
ax-by=-2에대입하면
-6-4b=-2 ∴ b=-1

04두연립방정식의해는연립방정식

[ 의해와같다.

㉠-㉡을하면
-2x=-4 ∴ x=2
x=2를㉠에대입하면
2+y=3 ∴ y=1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x=2,
y=1이므로
2x-y=a에대입하면
4-1=a ∴ a=3
x+by=5에대입하면
2+b=5 ∴ b=3

06 [

㉠-㉡을하면
-3x=9 ∴ x=-3
x=-3을㉠에대입하면
3+y=4 ∴ y=1
x=-3, y=1을 x+3y=b+4에 대
입하면

-3+3=b+4 ∴ b=-4
b=-4, x=-3, y=1을
3x+ay=b에대입하면
-9+a=-4 ∴ a=5
∴ a+b=5+(-4)=1

07 [

㉠+㉡_2를하면
7x=7 ∴ x=1
x=1을㉡에대입하면
3+y=4 ∴ y=1

x-2y=-1 yy㉠

3x+y=4 yy㉡

-x+y=4 yy㉠

2x+y=-5 yy㉡

x+y=3 yy㉠

3x+y=7 yy㉡

2x+7y=34 yy㉠

x-3y=-9 yy㉡

x=1, y=1을 ax-y=4, 
2x+by=9에대입하면
a-1=4, 2+b=9 ∴ a=5, b=7
∴ a+b=5+7=12

08 [

㉡을㉠에대입하면

5x+(3x-4)=12 ∴ x=2
x=2를㉡에대입하면
y=6-4=2
x=2, y=2를 ax-y=6, 
2x+by=-2에각각대입하면
2a-2=6, 4+2b=-2
∴ a=4, b=-3
∴ a+b=4+(-3)=1

09 [

㉡을㉠에대입하면

3x+(-4x+1)=-1 ∴ x=2
x=2를㉡에대입하면
y=-8+1=-7
x=2, y=-7을 ax+2y=2, 
3x-by=13에각각대입하면
2a-14=2, 6+7b=13
∴ a=8, b=1
∴ a+b=8+1=9

10 [ 에서

[

㉠+㉡을하면
3x=12 ∴ x=4
x=4를㉡에대입하면
2_4+y=9 ∴ y=1
x=4, y=1을 x-2y=a,
3x+2y=b에각각대입하면 a=2,
b=14 ∴ a+b=16

11. AA==BB==CC꼴의연립방정식의풀이

(본문81쪽)

02 [ 에서

[

㉠-㉡을하면 x=8
x=8을㉡에대입하면
16-y=6 ∴ y=10
따라서구하는해는

x=8, y=10

03 [ 에서
3x-y=2-x
2-x=4+y

3x-y=14 yy㉠

2x-y=6 yy㉡

3x-y-8=6
2x-y=6

x-y=3 yy㉠

2x+y=9 yy㉡

x-y=3
0.2x+0.1y=0.9

3x+y=-1 yy㉠

y=-4x+1 yy㉡

5x+y=12 yy㉠

y=3x-4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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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하면 5x=0 ∴ x=0
x=0을㉡에대입하면 y=-2
따라서구하는해는

x=0, y=-2

04 [ 에서

[

㉠-㉡을하면 x=1
x=1을㉠에대입하면
3+y=-3 ∴ y=-6
따라서구하는해는

x=1, y=-6

05 [ 에서

[

㉡을㉠에대입하면

-8x+2(7x-12)=-12
6x=12 ∴ x=2
x=2를㉡에대입하면 y=2
따라서구하는해는

x=2, y=2

06 에서

[

㉡을㉠에대입하면

x-5_;5$;x=-9

x-4x=-9, -3x=-9 ∴ x=3

x=3을㉡에대입하면 y=;;¡5™;;

따라서구하는해는

x=3, y=;;¡5™;;

08 에서

[

㉠-㉡을하면
-x=-7 ∴ x=7
x=7을㉠에대입하면
7+y=3 ∴ y=-4
∴ a+b=7+(-4)=3

09 [

㉠+㉡을하면

x+2y=9 yy㉠

-x+y=9 yy㉡

x+y=3 yy㉠

2x+y=10 yy㉡

(
{
9

x-5y=-9 yy㉠

y=;5$;x yy㉡

(
{
9

-8x+2y=-12 yy㉠

y=7x-12 yy㉡

-8x+2y=-12
-7x+y=-12

3x+y=-3 yy㉠

2x+y=-4 yy㉡

x+y-2=4x+2y+1
x+y-2=3x+2y+2

4x-y=2 yy㉠

x+y=-2 yy㉡

3y=18 ∴ y=6
y=6을㉡에대입하면
-x+6=9 ∴ x=-3
∴ a+b=(-3)+6=3

10 [ 에서

[

㉠을㉡에대입하면

3x-5_(-x)=-4 ∴ x=-;2!;

x=-;2!;을㉠에대입하면 y=;2!;

∴ a+b={-;2!;}+;2!;=0

11 [ 에서

[

㉠을㉡에대입하면

4x-5(2x-3)=3,
4x-10x+15=3
-6x=-12 ∴ x=2
x=2를㉠에대입하면 y=1
∴ a+b=2+1=3

12 [ 에서

[

㉠_2-㉡_3을하면 x=-1
x=-1을㉡에대입하면
3+2y=7 ∴ y=2
∴ a+b=(-1)+2=1

13 [ 에서

[

㉠-㉡_3을하면
-8y=-8 ∴ y=1
y=1을㉡에대입하면
x+1=6 ∴ x=5
∴ a+b=5+1=6

14 에서

[

㉠-㉡을하면

-12y=-6 ∴ y=;2!;

y=;2!;을㉡에대입하면

9x-2=-29 ∴ x=-3

∴ a+b=(-3)+;2!;=-;2%;

9x-16y=-35 yy㉠

9x-4y=-29 yy㉡

(
{
9

3x-5y=10 yy㉠

x+y=6 yy㉡

5x-4y-10=2x+y
3(x-2)+2y=2x+y

-4x+3y=10 yy㉠

-3x+2y=7 yy㉡

-x+y-3=3x-2y+7
-x+y-3=2x-y+4

y=2x-3 yy㉠

4x-5y=3 yy㉡

2x-y=3
4x-5y=3

y=-x yy㉠

3x-5y=-4 yy㉡

2x+y=x
x=4x-5y+4

12. 해가특수한연립방정식(본문83쪽)

02 ;2$;= =;4*;

이므로 해가무수히많다.

03 = =

이므로해가무수히많다.

04 = =

이므로해가무수히많다.

06 =;b#;= 이이어야하므로

-;3!;= 에서 3a=12 ∴ a=4

-;3!;=;b#;에서 b=-9

07 ;b#;= = 이이어야하므로

=-;2!;에서 2a=6 ∴ a=3

;b#;=-;2!;에서 b=-6

09 ;1¢2;= +;4@;이므로해가없다.

10 ;2̂;= +

이므로해가없다.

11 = +

이므로해가없다.

12 = +

이므로해가없다.

13 = +

이므로해가없다.

14 ;4!;= +;8A;이어야하므로

;4!;=-;;b#;에서 b=-12

;4!;+;8A;에서 4a+8 ∴ a+2

15 ;1∞5;= +;b$;이어야하므로

;3!;= 에서 3a=-6 ∴ a=-2

;3!;+;b$;에서 b+12

16 ;;¡bº;;= +;2A;이어야하므로

;;¡bº;;=-5에서 b=-2

-5+;2A;에서 a+-10

17해가존재하지않으려면

-514441

a1444-6

a1444-6

-3144444b

-1014445415
914444-6

-3144442

914444-2
-24144444

614444-1

-3144446
114444-3

214444-6

-151444445
-12144444-4

-5144444-15

-a14446

21443-4
-a14446

a144433-12

a144433-12
21444-6

41444-8
-314446

11444-2

5145544-10
21444-4

11444-2

-21444-1

=

=x-;2};x+y
3

x+y
3

2x+3
5

=1

=1
2x+y
10

x+y
3

=

=
3x+2y-2

5
2y-7
3

3x-4y+7
2

2y-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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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방정식을풀면 x=16, y=11
따라서경수의나이는 16살이고여동
생의나이는 11살이다.

03이모의나이를 x살, 준수의 나이를 y
살이라고하면

[

연립방정식을풀면 x=26, y=15
따라서이모의나이는 26살이고준수
의나이는 15살이다.

05아버지의나이를 x살, 딸의 나이를 y
살이라고하면

[

㉡을㉠에대입하면

(5y-2)+y=46 ∴ y=8
을㉡에대입하면

따라서 아버지의 나이는 38살, 딸의
나이는 8살이다.

06규태의나이를 x살, 보라의 나이를 y
살이라고하면

[

㉠을㉡에대입하면

3y=2(y+7)-2 ∴ y=12
y=12를㉠에대입하면 x=19
따라서 규태의 나이는 19살, 보라의
나이는 12살이다.

16. 가격, 개수의활용문제(본문88쪽)

02 50원짜리 동전을 x개, 100원짜리 동
전을 y개라고하면

[ 에서

[

㉠, ㉡을연립하여풀면 x=2, y=8
따라서 50원짜리동전의개수는 2개,
100원짜리동전의개수는 8개이다.

03 5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x개, 100원
짜리동전의개수를 y개라고하면

[ 에서

[

㉠, ㉡을연립하여풀면 x=6, y=14
따라서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14
개이다.

04사과와귤의개수를각각 x개, y개라
고하면

[ 에서
x+y=11
200x+120y=1800

x+y=20 yy㉠

x+2y=34 yy㉡

x+y=20
50x+100y=1700

x+y=10 yy㉠

x+2y=18 yy㉡

x+y=10
50x+100y=900

x=y+7 yy㉠

3y=2x-2 yy㉡

x+y=46 yy㉠

x=5y-2 yy㉡

x-y=11
x+y=41

;2@;= + 이어야하므로

4a+2 ∴ a+;2!;

13. 연립방정식의활용문제풀이(본문85쪽)

06㉠을㉡에대입하면

2y-4y=-24 ∴ y=12
y=12를㉠에대입하면 x=24

14. 자연수의활용문제(본문86쪽)

02큰수를 x, 작은수를 y라고하면

[

㉡을㉠에대입하면

(5y+2)+y=50 ∴ y=8
y=8을㉡에대입하면 x=42
따라서큰수는 42, 작은수는 8이다.

03큰수를 x, 작은수를 y라고하면

[

㉡을㉠에대입하면

(6y+1)-5y=10 ∴ y=9
y=9를㉡에대입하면 x=55
따라서큰수는 55, 작은수는 9이다.

05처음두자리의자연수의십의자리의

숫자를 x, 일의 자리의숫자를 y라고
하면

[ 에서

[

연립방정식을풀면 x=7, y=5
따라서처음자연수는 75이다.

06처음두자리의자연수의십의자리의

숫자를 x, 일의 자리의숫자를 y라고
하면

[ 에서

[

연립방정식을풀면 x=5, y=9
따라서처음자연수는 59이다.

15. 나이의활용문제(본문87쪽)

02경수의나이를 x살, 여동생의나이를
y살이라고하면

[
x-y=5
x+y=27

x+y=14
x-y=-4

x+y=14
10y+x=10x+y+36

x+y=12
x-y=2

x+y=12
10y+x=(10x+y)-18

x-5y=10 yy㉠

x=6y+1 yy㉡

x+y=50 yy㉠

x=5y+2 yy㉡

4a1442-11444-1 [

㉠, ㉡을연립하여풀면

x=6, y=5
따라서사과의개수는 6개, 귤의개수
는 5개이다.

06연필 한자루의값을 x원, 지우개 한
개의값을 y원이라고하면

[

㉠_2를하면

[

㉣-㉢을하면 y=250
이값을㉠에대입하면

3x+500=1400 ∴ x=300
따라서 연필 한 자루의 값은 300원,
지우개한개의값은 250원이다.

07볼펜한자루의값을 x원, 공책한권
의값을 y원이라고하면

[

㉠_2를하면

[

㉢-㉣을하면
7x=3500 ∴ x=500
이값을㉠에대입하면

2500+2y=4100 ∴ y=800
따라서 볼펜 한 자루의 값은 500원,
공책한권의값은 800원이다.

08사과한개의값을 x원, 귤한개의값
을 y원이라고하면

[

㉠_2, ㉡_3을하면

[

㉣-㉢을하면
10x=4800 ∴ x=480
이값을㉠에대입하면

1920+3y=2400
3y=480 ∴ y=160
따라서 사과한 개의 값은 480원, 귤
한개의값은 160원이다.

10장미한송이의값을 x원, 튤립한송
이의값을 y원이라고하면

[ 에서

[

㉡을㉠에대입하면

3x+2(x+300)=5100
5x=4500 ∴ x=900

3x+2y=5100 yy㉠

y=x+300 yy㉡

6x+4y=10200
y=x+300

8x+6y=4800 yy㉢

18x+6y=9600 yy㉣

4x+3y=2400 yy㉠

6x+2y=3200 yy㉡

10x+4y=8200 yy㉢

3x+4y=4700 yy㉣

5x+2y=4100 yy㉠

3x+4y=4700 yy㉡

6x+4y=2800 yy㉢

6x+5y=3050 yy㉣

3x+2y=1400 yy㉠

6x+5y=3050 yy㉡

x+y=11 yy㉠

5x+3y=45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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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값을㉡에대입하면 y=1200
따라서 장미 한 송이의 값은 900원,
튤립한송이의값은 1200원이고, 장
미 3송이와 튤립 2송이를 샀을 때의
값은

3_900+2_1200=5100(원)

12어른의수와청소년의수를각각 x, y
라고하면

[

[

㉡-㉠_4를하면
6x=900 ∴ x=150
이값을㉠에대입하면 y=100
따라서 어른은 150명, 청소년은 100
명이다.

13어른의입장료를 x원, 어린이의입장
료를 y원이라고하면

[

㉠, ㉡을연립하여풀면

x=1500, y=750
따라서어린이의입장료의합계는

750_8=6000(원)

17. 도형의활용문제(본문91쪽)

02긴 끈의 길이를 x cm, 짧은 끈의 길
이를 y cm라고하면

[

㉡을㉠에대입하면

(3y-20)+y=320
4y=340 ∴ y=85
이값을㉡에대입하면

x=3_85-20=235
따라서긴끈의길이는 235 cm이다.

04가로의 길이를 x cm, 세로의 길이를
y cm라고하면

[ 에서

[

㉠을㉡에대입하면 x+(x+9)=41
2x=32 ∴ x=16
이값을㉠에대입하면 y=25
따라서직사각형의넓이는

16_25=400(cm¤ )

y=x+9 yy㉠

x+y=41 yy㉡

y=x+9
2(x+y)=82

x+y=320 yy㉠

x=3y-20 yy㉡

2x+8y=9000 yy㉠

x=2y yy㉡

x+y=250 yy㉠

10x+4y=1900 yy㉡

x+y=250
1000x+400y=190000

18. 거리, 속력, 시간의활용문제⑴

(본문92쪽)

03 [ 에서

[

연립하여풀면 x=4, y=2

06보라가걸어간거리를 x km, 뛰어간
거리를 y km라고하면

[ 에서

[

㉠, ㉡을연립하여풀면 x=2, y=3
따라서뛰어간거리는 3 km이다.

08 [ 에서

[

㉠, ㉡을연립하여풀면 x=6, y=4

10올라간거리를 x km, 내려온거리를
y km라고하면

[ 에서

[

㉠, ㉡을연립하여풀면 x=4, y=6
따라서 올라간 거리는 4 km, 내려온
거리는 6 km이다.

11갈 때의 거리를 x km, 올 때의 거리
를 y km라고하면

[ 에서

[

㉠, ㉡을연립하여풀면 x=9, y=12
따라서 갈 때의 거리는 9 km, 올 때
의거리는 12 km이다.

19. 거리, 속력, 시간의활용문제⑵

(본문94쪽)

01다리를완전히통과하기위해기차가

움직이는거리는각각 (1300+x) m,
(2000+x) m이므로

[

02 [
1300+x=y yy㉠

2000+x=;2#;y yy㉡

1300+x=y

2000+x=;2#;y

x+y=21 yy㉠

4x+3y=72 yy㉡

x+y=21

;6{;+;8};=3

y=x+2 yy㉠

3x+2y=24 yy㉡

y=x+2

;2{;+;3};=4

x+y=10 yy㉠

2x+y=16 yy㉡

x+y=10

;2{;+;4};=4

x+y=5 yy㉠

3x+y=9 yy㉡

x+y=5

;3{;+;9};=1

x+y=6 yy㉠

x+2y=8 yy㉡

x+y=6

;4{;+;2};=2

㉡-㉠을하면

700=;2!;y ∴ y=1400

이값을㉠에대입하면 x=100

04전철의 길이를 x m, 전철의 속력을
분속 ym라고하면

[

㉠-㉡을하면 y=1400
이값을㉡에대입하면 x=300
따라서전철의길이는 300 m이다.

05기차의 길이를 x m, 기차의 속력을
초속 ym라고하면

[

㉠-㉡을하면 y=40
이값을㉡에대입하면

400+x=520 ∴ x=120
따라서기차의길이는 120 m이다.

06기차의길이를 xm, 기차의속력을초
속 ym라고하면다리와터널을완전
히통과하기위해기차가움직이는거

리는각각 (600+x) m, 
(1600+x) m이므로

[

07 [

㉡-㉠을하면
1000=20y ∴ y=50
이값을㉠에대입하면 x=400

09기차의 길이를 x m, 기차의 속력을
초속 ym라고하면

[

㉡-㉠을하면
400=10y ∴ y=40
따라서기차의속력은초속 40 m이다.

10기차의 길이를 x m, 기차의 속력을
초속 ym라고하면

[

㉠-㉡을하면
900=60y ∴ y=15
따라서기차의속력은초속 15 m이다.

11기차의 길이를 x m, 기차의 속력을
초속 ym라고하면

[

㉡-㉠을하면
900=30y ∴ y=30
따라서기차의속력은초속 30 m이다.

700+x=30y yy㉠

1600+x=60y yy㉡

1700+x=120y yy㉠

800+x=60y yy㉡

400+x=15y yy㉠

800+x=25y yy㉡

600+x=20y
1600+x=40y

600+x=20y
1600+x=40y

800+x=23y yy㉠

400+x=13y yy㉡

2500+x=2y yy㉠

1100+x=y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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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가와감소의활용문제(본문96쪽)

03 [ 에서

[

㉠_2-㉡을하면
7y=1400 ∴ y=200
이값을㉠에대입하면 x=250

04올해의남학생수는

250+250_0.2=250+50=300(명)
올해의여학생수는

200-200_0.5=200-100=100(명)

05작년의수확량은사과와배를합하여

500상자이므로
x+y=500
올해는작년에비해사과는 5 % 감소
하고 배는 10 % 증가하여 전체적으

로 4 %가늘었으므로

-;10%0;x+;1¡0º0;y=500_;10$0;

즉, 미지수가 2개인연립방정식을얻
는다.

[

06 [ 에서

[

㉠+㉡을하면
3y=900 ∴ y=300
이값을㉠에대입하면 x=200
따라서 작년의 사과 수확량은 200상
자이고, 배수확량은 300상자이다.
올해의사과수확량은

200-200_0.05=190(상자)
올해의배수확량은

300+300_0.1=330(상자)

x+y=500 yy㉠

-x+2y=400 yy㉡

x+y=500

-;10%0;y+;1¡0º0;y=20

x+y=500

-;10%0;x+;1¡0º0;y=20

x+y=450 yy㉠

2x-5y=-500 yy㉡

x+y=450

;1™0º0;x-;1∞0º0;y=-50

13

따라서구하는해는-1, 0, 1, 2이다.

15 x=-1일때, 1-2_(-1)=3>0

16 x=-1일때, 2_(-1)-2=-4<0

17 x=-1일때, 3-(-1)=4<5

18 x=-1일때, 
-(-1)-2=-1>-2

19 x=-1일때, <0

20② x=1일때, 2_1-3=-1<3

02. 부등식의기본성질(본문104쪽)

22④ a-1>b-1
⇒ a>b
⇒-2a<-2b
⇒ 1-2a<1-2b 

28 x…6, 2x…12, 2x-1…11

29 x…6, -2xæ-12, -2x+1æ-11

31-1…x<3의각변에 2를곱하면
-2…2x<6
각변에서 3을빼면
-5…2x-3<3

32 2æ-2x>-6, 5æ-2x+3>-3
∴-3<-2x+3…5

33-3<x<2에서
-2<-x<3, 5<-x+7<10
따라서 a=5, b=10이므로
a+b=15

03. 일차부등식(본문107쪽)

01 2x-13æ0 (일차부등식)

02 5x+3<0 (일차부등식)

03 4(x-1)>x+3, 4x-4>x+3
3x-7>0 (일차부등식)

04 x¤ -x+1…0의좌변이이차식이다.

05 2>0이므로일차부등식이아니다.

06-3x<0 (일차부등식)

07 2-;[!;-3x…0에서좌변의분모에 x

가있으므로일차식이아니다.

08-x¤ +2x>0의좌변이이차식이다.

09 2-xæ0

10① 4x+3<0 (일차부등식)

(-1)-1
4

x의값
부등식 x-3…4x

참/ 거짓
좌변의값 부등호 우변의값

-2 (-2)-3=-5 > -8 거짓

-1 (-1)-3=-4 = -4 참

0 0-3=-3 < 0 참

1 1-3=-2 < 4 참

2 2-3=-1 < 8 참

Ⅳ. 일차부등식과연립일차부등식

01. 부등식과그해(본문102쪽)

12

따라서구하는해는-2이다.

x의값
부등식 3x-2<-5

참/ 거짓
좌변의값 부등호 우변의값

-2 3_(-2)-2=-8 < -5 참

-1 3_(-1)-2=-5 = -5 거짓

0 3_(-0)-2=-2 > -5 거짓

1 3_1-2=1 > -5 거짓

2 3_2-2=4 > -5 거짓

②-5x+25<0 (일차부등식)
③ 5x-3<0 (일차부등식)
④-6x+7æ0 (일차부등식)
⑤ 19…0 (일차부등식이아니다)

04. 일차부등식의풀이(본문108쪽)

06 3x-x<8-2, 2x<6
∴ x<3

07-2x-6x>-4-12, -8x>-16
∴ x<2

08-3x-2æ7에서-3xæ9
∴ x…-3

09㉠ x<-3 ㉡ x>3 ㉢ x<-3 
㉣ x<-3 ㉤ x>-3 

10㉠ x…3 ㉡ xæ-3 ㉢ x…4 
㉣ x…3 ㉤ x<3 

11㉠ x>-2 ㉡ x>-2 ㉢ x>-2 
㉣ x>-2 ㉤ x>2

12-3x+1æ-11, -3xæ-12
∴ x…4
x는자연수이므로 x=1, 2, 3, 4

13 1+4x…7-2x, 6x…6
∴ x…1
x는자연수이므로 x=1

14 x+8>3x-1, -2x>-9

∴ x<;2(;

x는자연수이므로 x=1, 2, 3, 4

15양변에 4를곱하면
2(x-5)<x+2
2x-10<x+2
∴ x<12
따라서자연수 x는 1, 2, 3, y, 11의
11개이다.

05. 부등식의해와수직선(본문110쪽)

09-3x+2…-1, -3x…-3
∴ xæ1

06. 괄호가있는일차부등식의풀이

(본문111쪽)

02 5x-7<2(x-2), 5x-7<2x-4
3x<3   ∴ x<1

03 5x-9<2(x+3), 5x-9<2x+6
3x<15   ∴ x<5

04-(x-6)>3(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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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3x-6, 
-4x>-12   ∴ x<3

05 8-2(5x+7)…2x
8-10x-14…2x

-12x…6   ∴ xæ-;2!;

06 1-(x+2)…4(2x-1)
1-x-2…8x-4

-9x…-3   ∴ xæ;3!;

07 x-(3-x)æ1-4(x+1)
x-3+xæ1-4x-4
6xæ0   ∴ xæ0

08-3(x-1)>-x+7에서
-3x+3>-x+7, -2x>4
∴ x<-2

07. 계수가소수또는분수인일차부등식의

풀이(본문112쪽)

02 0.5x-1…1.5x, 5x-10…15x
-10x…10   ∴ xæ-1

03 0.5x+0.6>0.3x+1
5x+6>3x+10
2x>4   ∴ x>2

04 1-0.7x…0.3x-2
10-7x…3x-20
-10x…-30   ∴ xæ3

06 ;2#;+;4!;x…-;2!;x, 6+x…-2x

3x…-6   ∴ x…-2

07 - <0

2(3x+1)-(x+7)<0
6x+2-x-7<0, 5x<5
∴ x<1

08 ;3@;x-3<;4#;x-4, 8x-36<9x-48

-x<-12   ∴ x>12

10 >2+0.6x

4(x+3)>20+6x
4x+12>20+6x, -2x>8
∴ x<-4

11 1.2x-;5@;…0.7x

12x-4…7x

5x…4 ∴ x…;5$;

12 0.6x-0.2æ-

6x-2æ-4(1-2x)
6x-2æ-4+8x

2(1-2x)
5

2(x+3)
5

x+7
4

3x+1
2

-2xæ-2 ∴ x…1

14 ;2{;-0.3(x-1)>x의양변에 10을

곱하면

5x-3(x-1)>10x, 5x-3x+3>10x

-8x>-3   ∴ x<;8#;

따라서주어진부등식을만족하는가

장큰정수는 0이다.

15 0.5x+3…1- 의양변에 6을

곱하면

3x+18…6-2(2x+4), 
3x+18…6-4x-8

7x…-20   ∴ x…-:™7º:

따라서주어진부등식을만족하는가

장큰정수는-3이다.

09. 연립부등식의풀이(본문115쪽)

02 5x-3<4x에서
5x-4x<3 ∴ x<3 yy㉠

4-xæ5x-2에서
-6xæ-6 ∴ x…1 yy㉡

㉠, ㉡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같다. 

따라서구하는해는 x…1이다. 

03 2x>-4에서 x>-2 yy㉠

x+2…3에서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1

04 x-4…3x에서-2x…4
∴ xæ-2 yy㉠

4x+1…5에서 4x…4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1

05 x+5<2x에서-x<-5
∴ x>5 yy㉠

4-5xæ2-7x에서 2xæ-2
∴ xæ-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5

06-x>3x+8에서-4x>8
∴ x<-2 yy㉠

6x-1…7+2x에서 4x…8
∴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2

07-2(x-3)æ10에서

1 3

2x+4
3

-2x+6æ10, -2xæ4
∴ x…-2 yy㉠

3x+7>x-1에서
2x>-8 ∴ x>-4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4<x…-2

08 2(x+3)<4(x+2)에서
2x+6<4x+8, -2x<2
∴ x>-1 yy㉠

3(x-1)æ8-(2x+1)에서
3x-3æ8-2x-1, 5xæ10
∴ xæ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æ2

09 x+2æ2x에서
-xæ-2 ∴ x…2 yy㉠

3(2-x)…x+10에서
6-3x…x+10 ∴ xæ-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1…x…2

10 2x+1<-5에서
2x<-6 ∴ x<-3 yy㉠

5(x+1)<3x+7에서
5x+5<3x+7, 2x<2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3

11 4x<6+x에서
3x<6 ∴ x<2 yy㉠

x-5<2x-3에서
-x<2 ∴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2이므로 a=-2, b=2
∴ b-a=2-(-2)=4

12 1-3(2+x)<2x에서
1-6-3x<2x, -5x<5
∴ x>-1 yy㉠

3x-4<2(x+4)에서
3x-4<2x+8 ∴ x<1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1<x<12이므로
a=-1, b=12
∴ ab=(-1)_12=-12

13 3x<6+5x에서
-2x<6 ∴ x>-3 yy㉠

x-4…12-2x에서

3x…16 ∴ x…:¡3§: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3<x…:¡3§:이고, 

이를만족하는가장큰정수는 5, 
가장작은정수는-2이므로그차는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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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수가소수또는분수인연립부등식의

풀이(본문117쪽)

01 1.1+0.5xæ1+0.7x에서
11+5xæ10+7x, -2xæ-1

∴ x…;2!; yy㉠

0.2x-1<-1.5에서
2x-10<-15, 2x<-5

∴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2%;

02 0.3(2x-1)æ1.5x+1에서
3(2x-1)æ15x+10,
6x-3æ15x+10

-9xæ13 ∴ x…-:¡9£: yy㉠

0.4x+1.2<0.2x에서
4x+12<2x, 2x<-12
∴ x<-6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6

03-2(x-5)<x-4에서
-2x+10<x-4, -3x<-14

∴ x>:¡3¢: yy㉠

0.8x+0.3>1.1에서
8x+3>11, 8x>8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3¢:

04 x-;3!;…6-;2{;에서

6x-2…36-3x, 9x…38

∴ x…:£9•: yy㉠

2x+1æ3x-5에서
-xæ-6 ∴ x…6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9•:

05 4+3x<5x-6에서
-2x<-10 ∴ x>5 yy㉠

> 에서

3(x-1)>7(x-5), 
3x-3>7x-35 ∴ x<8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5<x<8

06 5(x+1)>2(x-5)에서
5x+5>2x-10, 3x>-15
∴ x>-5 yy㉠

;4#;x>x-;2!;에서

3x>4x-2, -x>-2

x-5
3

x-1
7

∴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5<x<2

07 1.6x+1.2…0.8x-2에서
16x+12…8x-20
8x…-32 ∴ x…-4 yy㉠

1- > 에서

4-2(2x-1)>x+1
4-4x+2>x+1, -5x>-5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4

08 <2x+1에서 x-4<4x+2

-3x<6 ∴ x>-2 yy㉠

0.5x-0.7>0.3(x+1)에서
5x-7>3x+3
2x>10 ∴ x>5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5

09 0.5(x+4)æ0.1x에서
5(x+4)æx, 5x+20æx
4xæ-20 ∴ xæ-5 yy㉠

;3@;x+1æ;4{;에서 8x+12æ3x

5xæ-12 ∴ xæ-:¡5™: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æ-:¡5™:

11 0.2x+1…0.7x에서
2x+10…7x ∴ xæ2 yy㉠

;2{;-1<;6{;+;3!;에서

3x-6<x+2 ∴ x<4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4이므로
A=3, B=2
∴A-B=3-2=1

12 ;5!;x- >1에서

4x-5(x-5)>20 ∴ x<5
0.2(x-2)…0.3(x-1)에서
2(x-2)…3(x-1) ∴ xæ-1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1…x<5이므로
A=4, B=-1
∴A-B=4-(-1)=5

11. 해가하나뿐이거나해가없는연립부등

식(본문119쪽)

02 x+5…4x-1에서
-3x…-6 ∴ xæ2 yy㉠

x-5
4

x-4
2

x+1
4

2x-1
2

2x-3…1에서 2x…4
∴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2

03 2x+3æx+4에서
xæ1 yy㉠

4x+5…2x+7에서
2x…2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1

05 x-1<-3에서 x<-2 yy㉠

4x-2>-10에서 x>-2 yy㉡

㉠, ㉡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같다. 

따라서연립부등식의해는없다.

06 3x-7>2에서 x>3 yy㉠

-2xæ-6에서 x…3 yy㉡

㉠, ㉡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같다. 

따라서연립부등식의해는없다.

07 …1에서

3-2x…5 ∴ xæ-1
3x+2<2x-a에서 x<-a-2
주어진 연립부등식이 해를 가지려면

다음그림과같아야하므로

-a-2>-1 ∴ a<-1

08 3{;>x에서

x>3x, -2x>0 ∴ x<0
x-4…4x+a에서

-3x…a+4 ∴ xæ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다음

그림과같아야하므로

<0, -4-a<0

∴ a>-4

0-4
3
-a

-4-a
3

-4-a
3

-1 -a-2

3-2x
5

3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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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x-4<7x+2에서
-2x<6 ∴ x>-3
2x+aæ3x-4에서
-xæ-4-a ∴ x…a+4
연립부등식의해가없으려면 다음그

림과같아야하므로

a+4…-3 ∴ a…-7

10 3x-11æ7x-3에서
-4xæ8 ∴ x…-2
x+a<2x-1에서
-x<-a-1 ∴ x>a+1
연립부등식의해가없으려면 다음그

림과같아야하므로

a+1æ-2 ∴ aæ-3

11 3x+1æx-1에서
2xæ-2 ∴ xæ-1
a-xæ3x에서

-4xæ-a ∴ x…;4A;

연립부등식의해가 1개이려면다음그
림과같아야하므로

;4A;=-1 ∴ a=-4

12 x-2æ3x에서
-2xæ2 ∴ x…-1
2(x-a)>x+4에서
2x-2a>x+4 ∴ x>2a+4
연립부등식을만족하는정수가 2개이
려면다음그림과같아야한다.

즉, -3…2a+4<-2
-7…2a<-6

∴-;2&;…a<-3

12. A<B<C꼴의연립부등식의풀이

(본문121쪽)

02 3x<5x+6에서-2x<6
∴ x>-3 yy㉠

5x+6…-2x+34에서
7x…28 ∴ x…4 yy㉡

-3 -2
2a+4

-1

-1

-2 a+1

a+4 -3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3<x…4

03-x<x+2에서-2x<2
∴ x>-1 yy㉠

x+2<4에서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1<x<2

04 x-5<4x+1에서
-3x<6 ∴ x>-2 yy㉠

4x+1…2x+7에서
2x…6 ∴ x…3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3

05 2(x-2)…5x-1에서
2x-4…5x-1
-3x…3 ∴ xæ-1 yy㉠

5x-1…6-2x에서
7x…7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1…x…1

06 2(x-1)…x+5에서
2x-2…x+5 ∴ x…7 yy㉠

x+5<4(x-1)에서 x+5<4x-4
-3x<-9 ∴ x>3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3<x…7

07 4(x-1)…3x-1에서
4x-4…3x-1 ∴ x…3 yy㉠

3x-1<-5(1-x)에서
3x-1<-5+5x
-2x<-4 ∴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3

08 4(x-1)…3x-2에서
4x-4…3x-2 ∴ x…2 yy㉠

3x-2<x-5(x-1)에서
3x-2<x-5x+5
7x<7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x<1

09 1-2x…3-x에서
-x…2 ∴ xæ-2 yy㉠

3-x<7-2x에서
x<4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4

10 3x-2…5x+8에서
-2x…10 ∴ xæ-5 yy㉠

5x+8<4x+17에서
x<9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5…x<9

11 2(x-1)…5x+1에서
2x-5x…1+2

-3x…3 ∴ xæ-1 yy㉠

5x+1<3(x+1)에서
5x-3x<3-1
2x<2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1…x<1

12 3x-2<2x+4에서
x<6 yy㉠

2x+4…4(5+x)에서
2x+4…20+4x
-2x…16 ∴ xæ-8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8…x<6

13 x+3<3x-7에서
-2x<-10 ∴ x>5 yy㉠

3x-7<x+11에서
2x<18 ∴ x<9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5<x<9
따라서정수는 6, 7, 8의 3개이다.

14 ;3{;-1… 에서

2x-6…x-1 ∴ x…5 yy㉠

<x+;2#;에서 x-1<6x+9

-5x<10 ∴ x>-2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2<x…5
따라서정수는-1, 0, 1, 2, 3, 4, 5의
7개이다.

15 <-x+4에서

3-x<-2x+8 ∴ x<5 yy㉠

-x+4< 에서

-3x+12<7+2x
-5x<-5 ∴ x>1 yy㉡

㉠, ㉡에서연립부등식의해는

1<x<5
따라서정수는 2, 3, 4의 3개이다.

13. 일차부등식의활용문제풀이순서

(본문123쪽)

01카네이션 x송이의값: 900x(원)
안개꽃한다발의값: 2000(원)
따라서꽃다발전체금액은

900x+2000(원)

02 (카네이션 x송이의 값)+(안개꽃 한
다발의값)은 10000원이하이어야하
므로부등식을세우면

900x+2000…10000

03 900x+2000…10000에서

7+2x
3

3-x
2

x-1
6

x-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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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차부등식의활용⑵- 거리, 속력, 시

간(본문127쪽)

03 ;2{;+;3{;…2, 3x+2x…12

∴ x…2.4

04최대 2.4 km까지 오르고 내려오면
된다.

05 (시간)= 이므로 x km까지 올

라갔다내려온다고하면올라갈때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각각 ;3{;시간, 

;4{;시간이므로

;3{;+;4{;…;2&;, 7x…42 ∴ x…6

따라서 6 km까지올라갈수있다.

06 x km까지올라갔다내려온다고하면
올라갈때와내려올때걸린시간은각

각 ;3{;시간, ;5{;시간이므로

;3{;+;5{;…2, 5x+3x…30

8x…30 ∴ x…3.75
따라서 3.75 km까지올라갈수있다.

08기차역에서상점까지의거리를 x km
라고하면

;4{;+;6!0);+;4{;…1

;2{;…;6%; ∴ x…;3%;

따라서기차역에서 ;3%; km이내의상

점을이용해야한다.

09시속 5 km로걸은거리를 x km라고
하면 시속 5 km, 시속 4 km로 걸은

시간은각각 ;5{;, 이다. 

전체걸리는시간은 3시간이내이므로

;5{;+ …3

이부등식을풀면 xæ5
따라서 시속 5 km로 걸은 거리는
5 km이상이어야한다.

10준수가 시속 x km의 속력으로 걷는
다고하면, 25분이내에 2 km를가야
하므로

(시간)= 에서 ;[@;…;6@0%;

∴ xæ:™5¢:=4.8

따라서 적어도 시속 4.8 km로 걸어
야한다.

(거리)
(속력)

13-x
4

13-x
4

(거리)
(속력)

900x…8000

∴ x…:•9º:

04이때, x는 자연수이므로 최대 8송이
까지살수있다.

05상자의총무게: 20x(kg)
사람의몸무게: 60(kg)
따라서 상자와 사람의 총 무게는

20x+60(kg)

06 (상자의 무게)+(사람의 몸무게)는
450 kg 이하이어야 하므로 부등식을
세우면

20x+60…450

07 20x+60…450에서 20x…390
∴ x…19.5

08이때 x는자연수이므로엘리베이터에
상자를 최대 19개까지 실어 운반할
수있다.

10 x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많아진다고하면

7000+1500x>13000+500x
1000x>6000 ∴ x>6
따라서동생의저축액이형의저축액

보다 많아지는 것은 7개월 후부터이
다.

12 x개월 후부터 형의 저축액이 동생의
저축액의 2배보다많아진다고하면
2000+1400x>2(4000+600x)
2000+1400x>8000+1200x, 
200x>6000
∴ x>30
따라서형의저축액이동생의저축액

의 2배보다많아지는것은 31개월후
부터이다.

14. 일차부등식의활용⑴- 수(본문125쪽)

01 x+9>3x, 2x<9 ∴ x<;2(;

따라서이를만족하는가장큰자연수

는 4이다.

02어떤자연수를 x라고하면
5x+1<21 ∴ x<4
따라서이를만족하는자연수 x는 1,
2, 3이다.

03어떤자연수를 x라고하면
5<4x-3…15, 8<4x…18, 

2<x…;2(;

따라서이를만족하는자연수 x는 3,
4이다.

04연속한세자연수를 x-1, x, x+1이

라고하면

21<(x-1)+x+(x+1)<27
21<3x<27 ∴ 7<x<9
따라서이를만족하는자연수 x는 8이
므로연속한세자연수는 7, 8, 9이다.

05연속한세자연수를 x-1, x, x+1이
라고하면

24<(x-1)+x+(x+1)<30
24<3x<30 ∴ 8<x<10
따라서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는 9
이므로 연속한 세 자연수는 8, 9, 10
이다.

06연속한세자연수를 x-1, x, x+1이
라고하면

(x-1)+x+(x+1)>30
3x>30 ∴ x>10
따라서이를만족하는자연수 x는 11
이므로 합이 가장 작은 세 자연수는

10, 11, 12이다.

08 700x+500(20-x)…11000
700x+10000-500x…11000
200x…1000 ∴ x…5
따라서음료수는최대 5개까지살수
있다.

09 700원짜리 펜을 x자루 산다고 하면
500원짜리펜은
(8-x)자루살수있으므로
700x+500(8-x)<4800
∴ x<4
따라서 700원짜리펜은최대 3자루까
지살수있다.

10사과를 x개산다고하면귤은
(20-x)개살수있으므로
500x+200(20-x)…7000
300x…3000 ∴ x…10
따라서 사과는 최대 10개까지 살 수
있다.

11 1000원짜리꽃을 x송이산다고하면
800원짜리 꽃은 (20-x)송이 살 수
있으므로

1000x+800(20-x)…17000
200x…1000 ∴ x…5
따라서 1000원하는꽃은최대 5송이
까지살수있다.

12 200원짜리 공책을 x권 산다고 하면
100원짜리공책은 20-x권살수있
으므로

200x+100(20-x)…3100
200x+2000-100x…3100
100x…1100 ∴ x…11
따라서 200원짜리 공책은 최대 11권
까지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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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립부등식의활용문제풀이순서

(본문129쪽)

03 500x+300(12-x)…5000에서
양변을 100으로나누면
5x+3(12-x)…50
5x+36-3x…50, 2x…14
∴ x…7 yy㉠

x>12-x에서 2x>12
∴ x>6 yy㉡

㉠, ㉡에서 6<x…7

04 6<x…7에서 x는자연수이다.

07 100000…10000x+5000(100-x)
-6000_100<200000

각변을 1000으로나누면
100…10x+5(100-x)-600<200
100…5x-100<200
∴ 40…x<60

08 40…x<60에서 x는 자연수이다. 따
라서 행사가 끝나기 전에 40장에서
59장을팔아야한다.

17. 연립부등식의활용⑴- 수(본문130쪽)

02 [

㉠에서 x<9
㉡에서 x>7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7<x<9
이고, x는자연수이므로 x는 8이다.

04연속한세홀수를 x-2, x, x+2라고
하면

60<(x-2)+x+(x+2)<69
60<3x<69 ∴ 20<x<23
그런데 x는 홀수이어야 하므로 21이
다. 따라서세홀수는 19, 21, 23이다.

05연속한세짝수를 x-2, x, x+2라고
하면

75…(x-2)+x+(x+2)<80
75…3x<80 ∴ 25…x<26.666y
그런데 x는짝수이어야하므로
x=26
따라서세 짝수는 24, 26, 28이고 가
장큰짝수는 28이다.

18. 연립부등식의활용⑵- 가격, 개수

(본문131쪽)

02 600원짜리공책의권수를 x라고하면
400원짜리공책의권수는 (15-x)권
이므로

[

이것을풀면 :¡2∞:<x<9

400(15-x)+600x<7800
x>15-x

2x-8<10 yy㉠

3x-7>14 yy㉡

여기서 x는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구
하는값은 8이다.
따라서 600원짜리 공책은 8권 살 수
있다.

03 400원짜리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300원짜리의 개수는 (20-x)개이므
로

[

이것을풀면 10<x…11
여기서는자연수이어야하므로구하

는값은 11이다.
따라서 400원짜리과자는 11개살수
있다.

04 150원짜리우표의수를 x장이라고하
면 200원짜리우표의수는 (8-x)장
이므로

1400…150x+200(8-x)<1500
∴ 2<x…4
따라서최대 4장까지살수있다. 

19. 연립부등식의활용⑶- 도형(본문132쪽)

02 x+4<(x-3)+(x+2) yy㉠

또, 변의길이는양수이므로

x-3>0 yy㉡

㉠에서 x>5
㉡에서 x>3 
따라서 x의값의범위는 x>5이다. 

03 x+3<x+x-5, -x<-8
∴ x>8
또한, 모든 변의 길이는 양수이어야

하므로

x-5>0 ∴ x>5
따라서 x의값의범위는 x>8이다.

04세로의길이를 xm라하면둘레의길
이는 2(x+5)m이므로
40…2(x+5)…60
20…x+5…30
∴ 15…x…25
따라서세로의길이의최솟값은 15 m
이다.

05가로의길이를 xm라고하면세로의
길이는 (x-25)m이므로
200…2{x+(x-25)}…350
200…4x-50…350, 250…4x…400
∴ 62.5…x…100
따라서가로의최대길이는 100 m이
다.

300(20-x)+400x…7100
x>20-x

20. 연립부등식의활용⑷- 의자, 과부족

(본문133쪽)

02의자의수를 x개라고하면학생수는
(3x+4)명이고, 남는 의자 2개를뺀
마지막의자에는최소 1명에서최대 4
명까지앉을수있으므로

4(x-3)+1…3x+4…4(x-3)+4

즉, [

⇨ [

연립하여풀면 12…x…15 
따라서 가능한 의자의 수는 12개 이
상 15개이하이다.

03의자의수를 x개라고하면학생수는
(3x+4)명이고, 남는 의자 2개를뺀
마지막의자에는최소 1명에서최대 4
명까지앉을수있으므로

4(x-3)+1…3x+4…4(x-3)+4

즉, [

⇨ [

연립하여풀면 12…x…15 
따라서의자의최소 12개가필요하다.

04승합차가 x대있다고하면사람수는
(7x+6)명이고, 남는 승합차 2대를
뺀 마지막 승합차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까지탈수있으므로
9(x-3)+1…7x+6…9(x-3)+9

[

⇨ [

연립하여풀면 12…x…16
따라서승합차는최소 12대있다.

05방의개수를 x개라고하면학생수는
(10x+50)명이므로
12(x-4)+1…10x+50

…12(x-4)+12
12(x-4)+1…10x+50에서
12x-48+1…10x+50

2x…97 ∴ x…:ª2¶:=48.5

10x+50…12(x-4)+12에서
10x+50…12x-48+12
-2x…-86 ∴ xæ43
연립부등식의해는 43…x…48.5
따라서 방의 최소 개수는 43개이고
이때의학생수는

10_43+50=480(명)이다. 

06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사과의
개수는

(5x+4)개이므로

9x-26…7x+6
7x+6…9x-18

9(x-3)+1…7x+6
7x+6…9(x-3)+9

4x-11…3x+4
3x+4…4x-8

4(x-3)+1…3x+4
3x+4…4(x-3)+4

4x-11…3x+4
3x+4…4x-8

4(x-3)+1…3x+4
3x+4…4(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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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차함수와그래프

01. 일차함수의뜻(본문140쪽)

01 x항이없다.

04 x가분모에있다.

05정리하면 y=-5x+5

06 x에관한이차식이다.

07정리하면 y=-1이므로 x항이없다.

08정리하면 y=-x+4

09 f(2)=2_2+3=7

10 f(3)=2_3+3=9

11 f(2)=7, f(3)=9이므로
f(2)+f(3)=7+9=16

12 f(1)=2_1+3=5, 
f(4)=2_4+3=11
f(1)-f(4)=5-11=-6

02. 일차함수의그래프와평행이동

(본문141쪽)

09일차함수 y=-;2#;x+b의 그래프는

y=-;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

로 b만큼평행이동한것이다.

6(x-4)+1…5x+4…6(x-4)+6
6(x-4)+1…5x+4에서
6x-23…5x+4 ∴ x…27
5x+4…6(x-4)+6에서
5x+4…6x-18 ∴ xæ22
따라서 22…x…27이므로 상자의 최
대개수는 27개이다.

08학생수를 x명이라고하면

[

㉠을풀면 x<:¢5™:=8.4

㉡을풀면 x>7
㉠, ㉡의 공통범위는 7<x<8.4이므
로구하는학생수는 8명이다.

09상자의수를 x개라고하면

[

㉠을풀면 x<9

㉡을풀면 x> =7.2

㉠, ㉡의 공통범위는 7.2<x<9이므
로구하는상자의개수는 8개이다.

180
25

180>20x yy㉠

180<25x yy㉡

5x<42 yy㉠

6x>42 yy㉡

∴ a=-;2#;, b=6

11 y=-;4!;x-7에서x=2일때y의값은

y=-;4!;_2-7=-;;¡2∞;;+-8

따라서 (2, -8)은 이 그래프 위에
있지않다.

12 y=-;4!;x-7에서 x=8일때 y의값

은 y=-;4!;_8-7=-9

따라서 (8, -9)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

14 y=ax+1에 x=-2, y=3을대입하
면 3=-2a+1 ∴ a=-1
일차함수 y=ax+1, 즉 y=-x+1
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y=-x+6
이그래프가점 (2, b)를지나므로
b=-2+6=4

15일차함수 y=ax+b의 그래프를 y축
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ax+b-2
이그래프가두점 (3, 1), (-6, 4)
를지나므로

1=3a+b-2 ∴ 3a+b=3……㉠
4=-6a+b-2
∴ 6a-b=-6 ……㉡

㉠, ㉡을연립하여풀면

a=-;3!;, b=4 

03. xx절편, yy절편(본문143쪽)

09 x절편이-3이므로 0=2_(-3)+b
∴ b=6
따라서일차함수 y=2x+6의그래프
에서절편은 6이다.

10 y=;2!;x+b에 (4, 0)을대입하면

0=;2!;_4+b ∴ b=-2

12 x절편: -4, 절편 : 4
그래프는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구하는넓이는

;2!;+4_4=8

13 x절편: 0=-5x+20 ∴ x=4
y절편: y=-5_0+20 ∴ y=20

O x

y

4

-4

그래프는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구하는넓이는

;2!;+4_20=40

04. 일차함수의그래프의기울기(본문145쪽)

10 a=(기울기)=

a= =-5

11 (기울기)=

(기울기)= =-4

12 (기울기)= =;2#;

13 (기울기)= =;3@;

14두점 (0, -5), (2, -2)를지나므로

(기울기)= =;2#;

16 (기울기)= = =-;3!;

17 (기울기)= = =-;4!;

19 =

-2=

-2k-2=k-2, 3k=0
∴ k=0

20 =

= , -12=-9-3k

∴ k=1

05. 기울기와 yy절편으로그래프그리기

(본문148쪽)

01 x=1일때, y=-2이고, 
x=4일때, y=7이므로
y값의증가량은 7-(-2)=9이다.

06. 일차함수의그래프의성질(본문149쪽)

15오른쪽아래로향하므로 a<0

-3-k
6

-2
3

-3-k
-2-(-8)

-5-(-3)
1-(-2)

k-2
k+1

(k-1)-1
k-(-1)

3-1
-2-(-1)

-2
8

2-4
5-(-3)

-2
6

2-4
4-(-2)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8
2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15
3

(y의값의증가량)
(x의값의증가량)

O 4

20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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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과양의부분에서만나므로 b>0

16오른쪽위로향하므로 a>0, 
y축과음의부분에서만나므로 b<0

17 y=-ax-b의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
로향하므로

-a<0 ∴ a>0
y축과음의부분에서만나므로
-b<0 ∴ b>0

19 y=ax+b의그래프가오른쪽아래로
향하므로 a<0, 
y축과음의부분에서만나므로 b<0
따라서 y=bx-a에서 기울기 b<0,
y절편-a>0
따라서 y=bx-a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같으므로제3̀사분면을지나지
않는다.

07. 일차함수의그래프의평행과일치

(본문151쪽)

01기울기가 5로같고, y절편은서로다
른㉡, ㉢이다.

02기울기가-2로같고, y절편은서로다
른㉣이다.

03기울기가 ;3!;로같고, y절편은서로다른

㉠이다.

05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두 직선의 기울

기가같아야하므로 k=4

06③ y=-;2!;(3-4x)=2x-;2#;

따라서그래프가 y=2x+3의그래프
와평행하므로만나지않는다.

08 2a=-1, -4=3b에서

a=-;2!;, b=-;3$;

09-a=;3!;, -2=2b에서

a=-;3!;, b=-1

11 y=2ax-1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
로 k만큼평행이동하면
y=2ax-1+k
이 그래프가 y=-4x-5의 그래프와
일치하므로

2a=-4, -1+k=-5
∴ a=-2, k=-4

12⑴ y=ax+b에서기울기는

y=bx-a

x

y

O

⑵ a= =-3이고, y절편은 b=6

⑵이다. 즉, y=-3x+6의 그래프이
다. 기울기가-3이고, y절편이 6이
아닌것을찾으면㉢이다.

⑵기울기가-3이고, y절편이 6인 것
을찾으면㉠이다.

08. 기울기와한점을알때일차함수의식

구하기(본문153쪽)

03점 (0, 3)을지나므로 y절편이 3이다.
∴ y=2x+3

04점 (0, -5)를지나므로 y절편이-5
이다.

∴ y=3x-5

06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8이므로
y=2x-8

08 y=;2!;x+b로놓으면점 (-4, 5)를

지나므로

5=-2+b ∴ b=7

∴ y=;2!;x+7

09 y=3x+b로 놓으면 점 (1, -2)를
지나므로

-2=3+b ∴ b=-5
∴ y=3x-5

10일차함수 y=;4#;x-1의 그래프와 평

행하면기울기가 ;4#;이므로

y=;4#;x+b로 놓고 x=4, y=-1을

대입하면

-1=3+b ∴ b=-4

∴ y=;4#;x-4

11기울기가 -2이므로 y=-2x+b로

놓으면 일차함수 y=;3!;x-1의 그래

프의 x절편이 3이므로 y=-2x+b
의그래프의 x절편도 3이어야한다.
y=-2x+b에 x=3, y=0을대입하
면 0=-6+b ∴ b=6
∴ y=-2x+6

09. 두점을알때일차함수의식구하기

(본문155쪽)

02 (기울기)= =-;3!;

y=-;3!;x+b로놓으면

점 (-1, -1)을지나므로

-1=;3!;+b ∴ b=-;3$;

-1-(-2)3333553333355555534-1-2

-63333342
∴ y=-;3!;x-;3$;

03 (기울기)= =-;2!;

y=-;2!;x+b로놓으면점 (2, -1)

을지나므로

-1=-1+b ∴ b=0

따라서 y=-;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만큼평행이동하면

y=-;2!;x+2

04두점 (-1, 10), (2, -2)를지나는

직선의기울기는 =-4

y=-4x+b의그래프가점 (2, -2)
를지나므로

-2=-8+b ∴ b=6
∴ y=-4x+6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4x+8

06구하는식을 y=ax+b라고하면
점 (-2, 1)을지나므로
-2a+b=1 yy㉠

또, 점 (3, 11)을지나므로
3a+b=11 yy㉡

㉠, ㉡을연립하여풀면 a=2, b=5
따라서구하는일차함수의식은

y=2x+5

07구하는식을 y=ax+b라고하면
점 (1, 2)을지나므로
a+b=2 yy㉠

또, 점 (3, -2)을지나므로
3a+b=-2 yy㉡

㉠, ㉡을연립하여풀면

a=-2, b=4
따라서구하는일차함수의식은

y=-2x+4

08구하는식을 y=ax+b라고하면
점 (-1, 1)을지나므로
1=a_(-1)+b
∴-a+b=1 yy㉠

또, 점 (1, 5)을지나므로
5=a_1+b
∴ a+b=5 yy㉡

㉠, ㉡을연립하여풀면

a=2, b=3
따라서구하는일차함수의식은

y=2x+3

09구하는식을 y=ax+b라고하면
점 (2, 1)을지나므로
1=2a+b yy㉠

또, 점 (3, -1)을지나므로

-2-1033335533333555552-(-1)

1-(-1)3333553333355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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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b yy㉡

㉠, ㉡을연립하여풀면

a=-2, b=5
따라서구하는일차함수의식은

y=-2x+5

10점 (-1, 4)을지나므로
-a+b=4 yy㉠

또, 점 (2, 1)을지나므로
2a+b=1 yy㉡

㉠, ㉡을연립하여풀면

a=-1, b=3
a+b=2

10. xx절편, yy절편을알때일차함수의식

구하기(본문157쪽)

01기울기는 =;2!;, 

y절편은-3이므로

y=;2!;x-3

02두점 (3, 0), (0, 2)를지나므로

기울기는 =-;3@;

또, y절편은 2이므로 y=-;3@;x+2

03두점 (1, 0), (0, -2)를지나므로

기울기는 =2

또, y절편은-2이므로 y=2x-2

04 (기울기)=-;2$;=-2, 

y절편이 4인직선 y=-2x+4
|`다른풀이`|

공식 ;a{;+;b};=1에대입하면

;2{;+;4};=1

이것을정리하면 y=-2x+4

05기울기는 =;5#;, 

y절편은-3이므로 y=;5#;x-3

|`다른풀이`|

공식 ;a{;+;b};=1에대입하면

;5{;+ =1

이것을정리하면 y=;5#;x-3

11. 일차함수의활용(본문158쪽)

01⑴ 1분마다 2 cm씩 짧아지므로 x와
y사이의관계식은 y=30-2x

y3333553-3

-3-0333355333330-5

-2-03333553220-1

2-03333553340-3

-3-0333355333330-6

⑵ y=30-2x에 x=12를대입하면
y=30-2_12=6
따라서불을붙인지 12분후의남
은양초의길이는 6 cm이다.

⑶ y=30-2x에 y=14를대입하면
14=30-2x, 2x=16 ∴ x=8
따라서남은양초의길이가 14 cm
가되는것은불을붙인지 8분후
이다.

03비커를실온에놓은 x지분후의물의
온도를yæ라고하자.
물의 온도가 2분에 4æ가 내려가므
로 1분에 2æ씩 내려간다. 즉, x, y
사이의관계식은 y=100-2x
위의식에 y=50을대입하면
50=100-2x ∴ x=25
따라서물의온도가 50æ가되는것
은비커를실온에놓은지 25분후이
다.

04⑴기온이 x æ일 때의 소리의 속력
을 초속 y m라고 하면 기온이

5æ씩 올라갈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 m씩 증가하므로 기온이
1æ올라갈때마다소리의속력은

⑴초속 ;5#; m씩증가한다. 즉, x, y

⑴사이의관계식은 y=;5#;x+331

⑵위의식에 x=30을대입하면
y=349

⑴따라서 기온이 30æ인 날의 소리
의속력은초속 349 m이다.

⑶ 위의식에 x=35를대입하면
y=352

⑴따라서 기온이 35æ인 날의 소리
의속력은초속 352 m이다.

05추의 무게가 20-10=10(g)늘어날
때용수철의길이가 29-27=2(cm)
늘어났으므로 추의 무게가 1 g 늘어

날때용수철의길이는 ;5!; cm씩늘어

난다.

처음 용수철의 길이를 b cm라고 하

면 x, y사이의관계식은 y=b+;5!;x, 

x=10, y=27을대입하면 27=b+2
∴ b=25

따라서구하는관계식은 y=;5!;x+25

위의식에 x=30을대입하면 y=31
따라서 30 g의추를달았을때용수철
의길이는 31 cm이다.

06물을채우기시작한지 15-10=5(분)
동안 물의 높이가 33-30=3(cm)`
늘어났으므로물의높이는 1분에

;5#; cm씩늘어난다.

처음에들어있던물의높이를 b cm,
물을채우기시작한지 x분후의물의
높이를 y cm라고 하면 x, y 사이의

관계식은 y=b+;5#;x

x=10, y=30을대입하면
30=b+6 ∴ b=24
따라서처음에들어있던물의높이는

24 cm이다.

07⑴ x시간 동안 40x km만큼 가므로
x와 y사이의관계식은
y=149-40x

⑵ y=29를대입하면
29=149-40x, 40x=120
∴ x=3
따라서 이어도까지 남은 거리가

29 km라면 마라도에서 배로 3시
간동안간것이다.

08출발한지 x분후의남은거리가 ym
이므로 x, y사이의관계식은
y=2000-50x
x=25를대입하면
y=2000-50_25=750
따라서출발한지 25분후의남은거
리는 750 m이다.

09 x km를달린후남아있는휘발유의
양을 y L라고하면 1 km를달리는데

필요한휘발유의양은 ;2¡5;L이므로

y=70-;2¡5;x

위의식에 y=20을대입하면

20=70-;2¡5;x, ;2¡5;x=50

∴ x=1250
따라서 휘발유가 20 L 남았을 때 자
동차가달린거리는 1250 km이다.

10 4 km=4000 m, 분속 200 m로달리
고, 출발한 지 x분 후에 결승점까지
남은 거리가 ym이므로 x, y 사이의
관계식은

y=4000-200x
y=1800을대입하면
18000=4000-200x, 200x=2200
∴ x=11
따라서 결승점까지 1800 m 남은 지

점을 통과하는 것은 출발한 지 11분
후이다.

11⑴ x초후BP”=;2!;x cm이므로

⑴ y=;2!;_;2!;x_8 ∴ y=2x

⑵ y=2x에 y=30을대입하면
⑴ 30=2x ∴ 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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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따라서 △ABP의 넓이가 30 cm¤
가되는것은출발한지 15초후이
다.

12 x초후BP”=2x cm이므로
PC”=(14-2x)cm
점 P가 출발한 지 x초 후 사다리꼴
APCD의넓이가 2 cm¤이므로
x, y사이의관계식은

y=;2!;_{14+(14-2x)}_8

∴ y=112-8x
위의식에 y=48을대입하면
48=112-8x, 8x=64
∴ x=8
따라서 사다리꼴 APCD의 넓이가
48 cm¤가 되는 것은 출발한 지 8초
후이다.

13 BP”=x cm일때, 
PC”=(18-x)cm이므로

△ABP=;2!;_x_10=5x

△ABP=;2!;_(18-x)_6=54-3x

즉, x, y사이의관계식은

y=5x+(54-3x) ∴ y=2x+54

y=2x+54에 y=80을대입하면

80=2x+54, 2x=26 ∴ x=13

따라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80 cm¤일 때의 BP”의 길이는 13 cm
이다.

12. 일차방정식과일차함수의관계

(본문162쪽)

01 x+2y-2=0, 2y=-x+2

∴ y=-;2!;x+1

02 x-3y+6=0, 3y=x+6

∴ y=;3!;x+2

06 2x-3y-6=0을 y에관한식으로나
타내면

-3y=-2x+6 ∴ y=;3@;x-2

따라서기울기는 ;3@;, y절편은－2이다.

07 7x-4y=8에서-4y=-7x+8

∴ y=;4&;x-2

x절편을구하면 ;4&;x-2=0, x=;7*;

y절편은 y=-2

08① y에관하여풀면 y=;2%;x-10이므

로직선이다.

② 0=;2%;x-10 ∴ x=4

③ y절편은-10이다.
④ x=2를대입하면

y=;2%;_2-10=-5

⑤ y=;2%;x와기울기가같으므로평행

하다.

09 ax+2y-12=0을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2y=-ax+12, y=-;2A;x+6

-;2A;=;2 #; ∴ a=-3

10 ax+by+6=0에서

y=-;bA;x-;b̂;이므로

기울기-2=-;bA;, y절편 3=-;b̂;

즉, 3=-;b̂;에서 b=-2

-2=-;bA;=- 에서 a=-4

∴ a-b=-4-(-2)=-2

11주어진 식을 일차함수 y=ax+b의
꼴로고치면,   

x-2y+6=0, 2y=x+6

따라서 y=;2!;x+3이므로

a=;2!;, b=3

y=0일때, x+6=0, x=-6
∴ c=-6

∴ abc=;2!;_3_(-6)=-9

12 3x-y-4=0에
x=a, y=-1을대입하면
3a+1-4=0, 3a=3
∴ a=1

13 10x-ay+b=0에서 y= ¡;a);x+;aB;

이그래프를 y축의방향으로-2만큼
평행이동하면

y=;;¡aº;;x+;aB;-2

따라서 ¡;a);=;4%;, ;aB;-2=-;4&;이므로

a=8, b=2
∴ a+b=8+2=10

14 x-2y+8=0에서
x=2a, y=1을대입하면
2a-2+8=0, 2a=-6
∴ a=-3
x=-4, y=b를대입하면
-4-2b+8=0, -2b=-4
∴ b=2

a333355-2

∴ a+b=(-3)+2=-1

15일차방정식 ax+by+6=0의그래프
가점 (-3, 0)을지나므로
x=-3, y=0을대입하면
-3a+6=0 ∴ a=2
또, 점 (0, 2)를지나므로
x=0, y=2를대입하면
2b+6=0 ∴ b=-3
∴ a+b=2+(-3)=-1

16일차방정식 ax+by-2=0에
x=-2, y=0을대입하면
-2a-2=0 ∴ a=-1
x=0, y=-3을대입하면

-3b-2=0 ∴ b=-;3@;

∴ a+b=-1+{-;3@; }=-;3%;

17 ax+by+c=0을 y에관하여풀면

y=-;bA;x-;bC;

(기울기)=-;bA;>0, (y절편)=-;bC;<0

또, cx+by+a=0을 y에관하여풀면

y=-;bC;x-;bA;

(기울기)=-;bC;<0,

(y절편)=-;bA;>0

이므로제3̀사분면을지나지않는다.

18 ax+by-c=0을 y에관하여풀면

y=-;bA;x+;bC;

그런데 ab>0에서-;bA;<0이고, 

bc>0에서 ;bC;>0이다.

따라서 기울기는 음수이고, y절편은
양수이므로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제3̀사분면을지나지않는다.

19일차방정식 ax-y+c=0을 y에 관
하여풀면 y=ax+c
그래프의 기울기가 2, 절편이 -6이
므로 a=2, c=-6

y=-b
a

b
cx+

O

y

x

y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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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x-6
㉣ x=2, y=2를 대입하면 2+4-6
이므로일차방정식의해가아니다.

20 ax+by+c=0에서

by=-ax-c ∴ y=-;bA;x-;bC;

기울기-;bA;<0이므로 ;bA;>0, 

y절편-;bC;<0이므로 ;bC;>0

따라서 a>0이면 b>0, c>0이고, 
a<0이면 b<0, c<0

13. 일차방정식xx==pp, yy==qq의그래프

(pp, qq는상수) (본문166쪽)

03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y=q
의꼴이다.

점 (3, -1)을지나므로
직선의방정식은 y=-1

04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p
의꼴이다.

점 {3, -;2&;}을지나므로

직선의방정식은 x=3

05두점의 y좌표가 7로같으므로
직선의방정식은 y=7

06두점의 x좌표가 0으로같으므로
직선의방정식은 x=0

07 x축에 평행한 직선 위의 점들은 y좌
표가일정하므로

a=-3a+8, 4a=8 ∴ a=2

08 y축에 평행한 직선 위의 점들은 x좌
표가일정하므로

5-a=2a-1, -3a=-6 ∴ a=2

09 x축에 평행한 직선 위의 점들은 y좌
표가일정하므로

a-4=-2a+8, 3a=12 ∴ a=4

11주어진그래프는 y=3이므로
a=0, b=-1

12주어진그래프는 x=-2이므로

a=-;2!;, b=0

14

네직선으로둘러싸인도형은위의그

림과같이가로의길이

4-(-2)=6,
세로의 길이 1-(-3)=4인 직사각

y

x

1

O-2

-3

4

형이다.

따라서구하는넓이는 6_4=24

15-x=0에서 x=0, 
x-3=0에서 x=3,
y+1=0에서 y=-1, 
3y-9=0에서 y=3
네직선 x=0, x=3, 
y=-1, y=3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

가 3, 4인직사각형이다.

따라서구하는넓이는 3_4=12

16 x-4=0에서 x=4
2x+6=0에서 x=-3
y+k=0에서 y=-k
y-2k=0에서 y=2k
즉, 네직선 x=4, x=-3, 
y=-k, y=2k로 둘러싸인 도형은
다음그림과같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7, 3k인 직사각
형이고넓이가 42이므로
7_3k=42
21k=42 ∴ k=2

14. 일차함수의그래프와연립일차방정식

의해(본문169쪽)

01두직선의교점이연립방정식의해이

므로, 구하는해는x=0, y=-1이다.

02두직선의교점이연립방정식의해이

므로, 구하는해는 x=2, y=1이다.

03두일차함수의그래프에서교점의좌

표는연립방정식 의해

와같다. 

연립방정식을풀면 x=3, y=3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3, 3)이다.

04연립방정식 을풀면[
x-y-4=0
2x+y-2=0

[
y=;2!;x+;2#;

y=-x+6

O

x=-3 x=4

-3 4

y

x

2k

-k

y=2k

y=-k

O 3

3 y=3

y=-1

x=3x=0
-1

x

y

x=2, y=-2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2, -2)이다.

05연립방정식 을풀면

x=1, y=-8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1, -8)이다.

07 의그래프의교점의 x좌

표가 3이므로 y=-3+5=2
즉, 교점의좌표는 (3, 2)이다.
따라서 x=3, y=2를 y=ax-4에
대입하면

2=3a-4 ∴ a=2

08두일차방정식에 x=-1, y=2를각
각대입하면

-1-2a=-4, 2a=3 ∴ a=;2#;

-1+2a=b

∴ b=2a-1=2_;2#;-1=2

09두 일차방정식에 x=3, y=1을 각각
대입하면

3a+1=7에서 3a=6 ∴ a=2
6-b=3에서 b=3

11 을풀면

x=-;3&;, y=-;3@;

점 {-;3&;, -;3@;}를지나고 y축에평행

한직선의방정식은

x=-;3&;

12 을풀면

1-3x=x+3 ∴ x=-;2!;

y=-;2!;+3=;2%;

점 {-;2!;, ;2%;}를지나고 y축에수직인

직선의방정식은

y=;2%;

14 을풀면

x=4, y=1
ax-y=11에x=4, y=1을대입하면
4a-1=11, 4a=12  ∴ a=3

15 을풀면

x=-2, y=-7
y=ax+5에 x=-2, y=-7을 대
입하면

-7=-2a+5  ∴ a=6

[
y=4x+1
y=3x-1

[
2x+y=9
-x+3y=-1

[
y=1-3x
y=x+3

[
x+y+3=0
2x-y+4=0

[
x+y=5
ax-y=4

[
5x+y+3=0
2x-y-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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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립방정식의해와그래프의위치관계

(본문172쪽)

01두일차방정식을각각 y에관하여풀
면 y=2x-2, y=2x+1이므로 두
일차함수의그래프는다음그림과같

다. 

이때, 두 직선이 평행하고 교점이 없

으므로연립방정식의해는없다. 

02두일차방정식을각각 y에관하여풀
면 y=-2x+4, y=-2x+2이므로
두일차함수의그래프는다음그림과

같다. 

이때, 두 직선이 평행하고 교점이 없

으므로연립방정식의해는없다.

03두일차방정식을각각y에관하여풀면

y=-;2!;x+1, y=-;2!;x+1이므로

두일차함수의그래프는다음그림과

같다. 

이때, 두 직선이 일치하여 직선 위의

모든 점이 교점이므로 연립방정식의

해는무수히많다.

04두일차방정식을각각 y에관하여풀
면 y=x-2, y=x-2이므로두일차
함수의그래프는다음그림과같다. 

이때, 두 직선이 일치하여 직선 위의

모든 점이 교점이므로 연립방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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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무수히많다.

06두일차방정식의그래프가일치하므로

;6#;=;2A;=;b@;

;6#;=;2A;에서 6a=6 ∴ a=1

;6#;=;b@;에서 3b=12 ∴ b=4

∴ a+b=1+4=5

07두일차방정식의그래프가일치하므로

;4@;= =;1B;, ;4@;= 에서

-4a=-6 ∴ a=;2#;

;4@;=;1B;에서 4b=2 ∴ b=;2!;

∴ a+b=;2#;+;2!;=2

08두일차방정식 ax-y+1=0, 
3x+y-5=0의그래프가평행하므로

;3A;= + 에서 a=-3

09두일차방정식 x+y=2, 
ax+2y=8의그래프가평행하므로

;a!;=;2!;+;8@;에서 a=2

10②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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