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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탕식2.1 연산 
MAPL;YOURMASTERPL 1, 

0001 
다음 물음에 답「하여2.r. 

( 1) 두 다항식 A二 2x2 -X+1， B=x2 -2x-1에 대하여 2A-B를 

간단히하면? 

G) 3x2+3 (2) 5x2 - 4x 

@3x2- 4x+3 @3X2+X+3 

다항식의 덧셈과 밸셉 구하기 

2A-B二 2(2x2 -x十 1)-(x2 -2x-1) 

=4x2 -2χ+2-x2+2x+1 

=3x2十3

@x2+x+2 

(2) 두 다항식 A=상+xν+y2， B，=-상 +2xy어| 대하여 

(3A + B)-(A +2B)를 간단히 하면? 

@삼+xy (2) 3상+2y2 @x2-2xy 

@x2+2Xν+2y2 @ -x2 +3xy+ν2 

식을 먼저 정리한후， 다항식의 덧셈과 밸셈 구하기 

(3A+B)-(A+2B)二3A+B-A-2B=2A-B

二 2(x2 +때+y2)←(-x2 +2xy) 

= 3x2+2y2 

000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만족시킨다. 

(가) OC+CD二x+ν+3

(Lf) DA+AB+BO=3χ+ν+5 

/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x， y의 식으로 나타내면? 

G) (X-1) (y+2) (2) (x+ 1) (ν+2) 

@2(X-1)(ν+2) 

@2(X+1)(ν+2) 

@2(x+1)(y-2) 

OC二P， CD=Q로 놀고 다항식의 연~떨 이용하여 P, Q 

구하기 

OC二P， CD=Q라고 하먼 

DA=2P, AB=Q, BO二P이고 

OC+CD=x+ν+3에서 

P+Q=x十ν+3 ...... Gl 

DA十AB+BO二 3x+y+5어|서 

3P+Q=3x+ν+5 ...... (Q 

@→@에서 2P二 2x+2

P=x+1 
@을@에매입하면 

Q二ν十2

@ 

2 

A/r굶깐::-、、D 

쩨 ， ---P 처1\ 

직사Z병 ABCD의 넓이 구하기 

따라서 직사각형 ABCD의 넓이 S를 구하면 

S=DAxAB二 2P x Q=2(x+1)(y+2) 

0003 
가로 세 칸， 서|로 세 칸으로 이루어진 표에 세 다항식 2x-2, 2상 +4x， 

-x2 +x-3을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칸에 하나씩 써 넣었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각각의 세 다항식의 합이 6x2 +12χ와 같도록 나머지 

a뻐| 써 넣으려 할 때， (가)의 위치에 알맞은 다항식은 /(x)이다. 

이[[H /(10)의 값을 구하여라. 

2x'+4χ、

-x2_• x-3 

표의 왼쪽 윗 효뻐| 들어갈 다항식 A 구하기 

그림과 같이 주어진 표의 왼쪽 윗 Z뻐| 들어갈 다항식을 A라 하자 

대각선드로 배열된 세 다항식의 합이 6x2 +12，χ01므로 

A+(2，짚 +4x)+(-상 +x-3)=6x2+12x 

A+x2+5x • 3=6x2+12x 

'.A二 6x2 +12x-x2 -5x+3

二 5x2 +7x+3

/(x) 구하기 

2x'+4x 

-x2+x-3 

세로로 배열된 세 다항식의 합이 6x2 +12xOI므로 

(5상+7x+3)+(2χ-2)+/(x)=6x2 +12x 

5x2 十9x+1十j(χ)=6X2 十 12x

'. /(x)=6x'+12x-5x2-9x-1 

=x'+3x-1 

/(10)의 값을 구하기 

따라서 /(10)= 102 +3 '10-1 二 100+30← 1=129

표를 완성하면 다음과 같다. 

-2x2• 4 1 3x2 +5x十 1

2x2 十4x 1 4x'+6x+2 

6x2+8x+4 1 -x'+x-3 



Z으|계수를구하기 

(x2 +8x+5) (X2 -2x+5)의 전개식에서 

8x' 5+5'( -2x)=40x-10x=30x 

따라서 z의계수는 30 

0004 
다항식 (x2+2x+3) (x2+x+5)의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1) 상의계수 

(2) x3 으| 겨|수 

(3) 모든계수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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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다항식 (1十x+x 2 + X3)2 -(1 + X+X2 + x 3 + x 4+ ... + X100)2에서 x3의 

계수를구하여라 

(1+χ+상 +X3)2으| 전개식에서 녔으| 계수와 

(1 +X+X2十x3 +성十…+X100)2 으| 전개식에서 x3으| 계수가 

같음을이해하기 

(1 +x+x2+x3)2-(1 +X+X2十x3 +χ4+"'+Xl00)2에서 

녔의 계수는 (l+x+상+X3)2으1 x3의 계수에서 

(1+X+X2+녔+성+"'+X100)2으1 x3 으| 계수를 빼면 된다. 

이때 (l+x+녕+녔+성+"'+X100)2 어| 포함되어 있는 

성， x 5, "', x100은성의 계수에 영흥k을 미치지 않는다. 

즉었， x 5, "', x100에 어떤 항을곱해도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녔의 계수를구할 [[H ， 

x\ x 5, "', x100 으| 항이 없는것처럼 생각해도무농팅f다. 

다항식 (x2+2x+3)(X2+X+5)이므로 

( 1) 녔의 계수는 

(상수향)x(OI차항)+(일차항)X(일차항)+(상수항)X(이차항) 

3 'x2+2x.x+x2. 5二(3+2+5)X2二 lOx 2 

따라서상의계수는 10 

전개식에서 특정한 항의 계수 구하기 

(2) 성의 계수는 (이차항)X(일차항)+(일차항)x(OI차항) 

x 2 'x+ 2x .x2=(1 +2)x3=3x3 

따라서녔의계수는 3 

(3) (녔+2x十3)(x2 +x+5)의 모든 계수의 합은 주어진 식에 

x=l을 대입하면 (1十2十3)(1+I +5)=6' 7=42 

x3으|계수를구하기 

(1+x十x2 十X3)2 ， (l+x十X2 +X3十X4 +"'+X1ω)2 으1 x3 으| 계수가 

같으므로 주어진 식으1 x3 으| 계수는 0이다. 

@흩뀔I 필요한항들만 전개뼈 풀이해1 
(1 +X+X2+X3+X4+"'+Xl00)2에서 

(1 +X+X2+X3+X4+"'+Xl00)(1 +x十X2 +X3 +X4 + "'+x100 ) 

의전개식에서삼치식은 

l'x3+x.x2+x2 'X+X3 '1=4χ 

즉녕의 계수는 401다. 

또한， (1 +X+X2+X3)2 으| 전개식에서 녔의 계수는 4이다. 

따라서 (1 +X+x2+x3)2-(1 +x+χ2+X3+X4+"'+Xl00)2의 

성의계수는 4←4二O 

0005 
다음 물음에 듭땀f여라. 

(1) 다항식 (x+a)(x2 -3x+2)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4일 때， 

삼의 계수는? (단， a는 상수) 
(j) -5 (2) -3 
@ 1 @ 2 

@-1 

주어진 다항식을 전개하여 상수항이 4임을 이용하여 Q으| 값 

구하기 

(x十 a)(x2 -3x+2)=성 3x2 +2x十ax2←3ax+2a

=x3 +(a-3)x2 +(2-3a)χ+2a 

상수항이 2aOl므로 2a二 -4 :. a=-2 

x2의계수를구하기 

(1+x+상+X3 +X4)3 으| 전개식에서 x4항은 전개식에서는 

4차식 01상01 나오게 되므로성의 계수오는관계가없다. 

즉 (l+X+싱+X3)3의 전개식에서 념의 계수 o와 

(1+x+x2+녔+x4)' 으| 전개식에서 x3의 계수 b는 서로 같으므로 
a-b=O 

3 

[7w싣염/겨V문제/ 
두다항식 

(1十X+X2+X3)3， (1 +X+X2+X3+X4)' 

의 x3의 계수를 각각 a, b라 할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에서 상의 계수가 a-301므로삼의 계수는 -2-3=-5 

멸률웰 필요한항들만전개뼈 풀이하기 

(x+a)(x2 -3x+2)에서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는 

Q오f2를 곱하는 경우이므로 2a二 • 4 :. a=-2 

f의 항은 (일차항)X(일차항)+(상수항)x(OI차항)이므로 

(-3상)+ax2 =(←3+a)x2=-5x2 

따라서잠의계수는 5 

(2) 다항식 (x2 +8x+k)(x2 -2x+5)의 전개식에서 싱의 계수가 -6일 

[대， x으| 계수는? (단， k는상수) 
(j) 15 (2) 20 
@30 @35 

다항식 전체를 전개해서 x2으| 계수를 구히는 방법보다는 필요한 

항들만 전개하여 상의 계수 구하기 

@25 

A=χ2+8x十k， B=x2→2χ+5라 놀으면 

(x2十8x+k)(x2 -2x+5)=AB의 전개식에서 이차항은 

(A의 이차항)X(B의 상수항)+(A의 일차항)X(B의 일차항) 

+(A으| 상수항)X(B으101차항) 

=x2 '5十8x'(-2)x+k'x2 =( -11 +k)x2 

이때 성의 계수가 6이므로 • 11+k=-6 
:. k二5



4 

0007 
x2 +3x+b 

오른쪽은 다항식 녔+4상-2x+3을 
χ+a로 나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상수 a， b, c, d, e의 합 
Q十b十c+d+e의 값을 구하여라. 

x+a)x3+ 4x2- 2x+3 

X3 +X2 

3x2-2x+3 

3x2+3x 
-5x+3 

cx+d 

e 

x+α와 x 2, 3x, b를 각각곱했을 때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하기 

(x+a)x2二 x3 +χ2 0 1므로 x 3+ax2=x3+X2 

:. a=l 

즉 녔+4x2 -2x+3을 x+1로 직접 나늦셈을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χ2+3.χ 5 

X十 1)χ3+4x2 - 2x+3

X3+X2 

3x2 ←→2χ +3 

3x2 +3.υC 

5“c+3 
5χ 5 

8 

ι b= •• 5, c=-5, d= • 5, e=8 

따라서 a+b+c十d+e= 1+( -5)+( -5)十(-5)十8=-6

0008 
다항식 x4- 2.χ3+ 3성+x+5를 x2-2x+4로 나눈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할 [대， Q(2)+R(1)의 값은? 

<D 6 Ø8 @10 
@ll @15 

다항식 x4 -2성+3상+x+5를 x2→2x+4로직접 나누기 

다항식 x4←2X3+3x2+X+5를 x2-2x+4로 직접 나누면 다음과 같다. 

Jc2 - 1 ‘몫 

x2→2χ+4)x4 -2x3 +3.χ2+x+5 

x 4 -2x3+4x2 

-x2+x+5 

-x2+2x-4 

x+9 ‘-나머지 

Q(2)+ R(l)의 값 구하기 

따라서 Q(x)=x2-1, R(x)=-x+901므로 Q(2)+R(1)=3+8=1l 

0009 
다항식 j(x)를 다항식 녔+2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X • 1, 
나머지가 2x-1일 [[H, j(x)를녔-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의 

합을구하여라 

다항식 j(x) 구하기 

j(x)=(χ2+2X+3)(X-1)+2x-1 

=X3 -x2 +2x2 - 2x+3χ 3+2x •• 1 

=x3十x2十3χ 4 

j(x)를짚-x-1로직접 나부기 

이 식을 x2 -x-l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Z十2 ‘몫 

X2 -X-1)χ3+X2+3κ 4 
3 __ 2 x- -x-- x 

2x2 +4x-4 

2x'-2x-2 
6x • 2 ‘l 나머지 

따라서 몫은 x+2이고 나머지는 6x←201므로 합을 구하먼 

x+2十(6x-2)=7x

001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1+ 2)( 1+22)( 1+24)( 1+28)의 값을 구하여라 

(2) 녔二 50일 때， (X-1)(x+1)(x2 +1)(x4+1)의 값을구하여라. 

(a-b)(a+b)二 a2 -b2임을 이용하여 간단히 하기 

(1) P=(l +2)(1十22)(1+ 24)( 1+ 28)이라 하면 

(1-2)P=(1-2)(1 +2)(1 +22)(1十24) (1 +28) 

=(1-22) (1 +22) (1 +24) (1 +28) 

=(1-24)(1 +24)(1 +28) 

=(1-28)(1+28) 

={1 _(28)2}= 1-216 

따라서 -P=1-216이므로 P二 216 -1

(2) (x← 1)(x+1)(χ2+1)(x4十 1)二(x2 -1) (x2 + 1) (x4 + 1) 

=(X4 -1)(x4 +1) 

二x8 -1

二 50-1二 49

0011 
다음식을전개하여라. 

(1) (a-b+c)(a+b-c) 

(2) (x+2) (x2 -2χ+4) (x-2) (x2 +2x十4)

(a-b)(a十b)=a2 -b2임을 이용하여 전개하기 

(1) (a-b+c)(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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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二 a2 -(b-c}"

=a2-(b2• 2bc+c2) 

二 a'-b2 -c'+2bc

(2) (x+2) (x2 -2x+4) (x-2) (x2 +2x+4) 

二{(x+2)(x2 -2x+22)}{(x-2) (χ2+2x+22)} 

=(χ3+23)(χ3 • 23) 

=(X3)2 _(23)2 

=x6 -64 

0012 
다음식을전개하여라. 

(1) (x2+x-2)(X2-x-2) 

(2) (x • 1)(x+2)(x-2)(x+3) 



STEPÐ 공통부분을 치환하여 다항식을 전개하기 

( 1) 삼-2=X로놀으면 

(x2+x-2)(x2-x-2)=(X+i)(X-x) 

=X2_X2 

=(x2-2)2_X2 

=x4- 4x2+4-x2 

=x4 - 5x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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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x)-2} {(x2+x)-6} 

=(x2+x)2-8(x2+X)+12 

=x4+2x3+x2- 8x2- 8x+12 

=x4+2x3 -7.χ2-8x+12 

0013 
x+y=3, xy=2일 [[H, 다음식의 값을구하여라 (단， x>y) 

(1) X2+y2 

(4) X 3 _ y 3 

(2) x-y 

(5) x 4 +y' 

(3) X3+y3 

(6) X5+y5 

STEPÐ 문I까2개인곱셈공식의변형해| 

(1) 삼+y2=(X+y)2_강y=32 -2.2=5 

(2) (x-y)2=(x+y)2-4xy=32-4.2=1 

이[Q! x>y에서 x-y>O이므로 x-y=l 

(3) 녔+y3=(X+y)3 _앓y(x+y)=33 -3.2.3=9 

(4) x3 -ν3=(X_y)3+3때(x-y)=13 +3.2.1=7 

(5) X4+y4=(X2 +ν2)" -2x2y2=52-2. 22 = 17 

(6) (X2+y2)(X3+y3)=X5+y5+X3y2+X2y3어|서 

X5+y5=(X2+y2)(X3+y3)_x2y2(x+y)= 5 . 9-22.3=33 

0014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1) a+b=l, a3 +b3=10일 때， a2 +b2의 값은? 

(1) 6 CZ; 7 @8 
@9 @10 

(2) a+b=2, a2+b2=8일 때， a3+b3의 값은? 

(1) 18 cz; 20 @24 

@26 @30 

(3) a=2+패， b=2- {3일 때， a3+b3-a2b-ab2으| 값은? 

(1) 32 CZ; 42 @48 

@52 @56 

STEPÐ 문I까 2개인 곱셈공식의 변형해| 

(1) 념+b3=(a+b)3 -3ab(a+b)에서 10=13-3ab, 3ab=-9 

:. ab=-3 

따라서 a2 +b2=(a+b)2 -2ab = 12 -2. (-3)= 7 

(2) a2 +b2=(a+b)2 -2ab에서 8=22-2ab 

:. ab=-2 

따라서 a3十b3=(a+b)3-3ab(a+b)=23_3.(-2).2=20 

(3) a=2+패， b=2- 댐에서 

a+b=4, ab=(2+돼)(2- 돼)=22 -(파)2=4-3=1 

이때 a3+b3=(a+b)3-3ab(a+b)=43-3.1.4=52 

a3+b3-a2 b-ab2=as+b3-ab(a+b)=52-1.4=48 

001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실수 x， y에 대하여 x+ν=3， X2+~ν+y2=10일 때， X3 +y3으l 

값을구하여라 

(2) 실수 x， y어| 대하여 x+y=2, x3 +y3=14일 때， x2 -xy+y2의 

값을구하며라 

STEPÐ 문자가 2개인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1) χ2+xy+y2=(X+y)2-XY=10， 32-xy= lO 

:. xy=-l 

따라서 성+y3=(X+y)3 -3xy(x+y)=36 

(2) 녔+yS=(X+y)3 -3xy(x+y)에서 14=23- 3xy.2 

:. xy=-l 

따라서 삼+y2-xY=(X+y)2_3xy=22-3( -1)=7 

@훌펠 a3+b3=(a+b)(a'-ab+b')을 이용E뼈 풀이하기 

i 3+yS=(x+y) (x2 -xy+y2)어|서 x+y=2，x3 +y3=140!므로 

X2+y2_xy=7 

n
}맨
i
E
 때
{
바
 

0016 
a+b+c=2, a2+b2+c2=6, abc=-3일때，다음식의값을구하여라 
(1) ab+bc+ca 
(2) a2b2+b2c2+c2a2 

(3) a3+b3+c3 

(4) (a+b)(b+c)(c+a) 

STEPÐ 문I까 3개인 곱셈혐의 변형해| 

(1) a2 +b2 +c2=(a+b+c)2-2(ab+bc+ca)에서 

6=22-2(ab+bc+ca), 2(ab+bc+ca)=-2 

:. ab+bc+ca=-l 

(2) a2 b2 +b2 C2+C2 a2=(ab)2 +(bC)2 +(ca)2 

=(ab+bc+ca)2 -2(ab2 c+bc2 a+ca2 b) 

=(ab+bc十ca)2 -2abc(a+b+c) 

.. a2b2+b2C2+C2 a2=( -1)"-2.( -3).2= 1 +12= 13 

(3) aS+b3+c3=(a+b+c)(a2+b2+c2-ab-bc-ca)+3abc 

=2.{6-( -1)}+3.( -3) 

=14-9=5 

(4) a+b+c=2에서 a+b=2-c, b+c=2-a, c+a=2-b 

(a+b) (b+c) (c+ a)=(2-c) (2-a) (2-b) 

={22-2(c+a)+ac}(2-b) 

= 23 -22 (a+b+c)+2. (ab+bc+ca)-abc 

=8-4. 2+2.(-1)-(-3) 

001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a+b+c=3, ab+bc+ca=2일 때， (a-b)2 +(b-C)2 +(c-a)"의 

값은? 

(1) 6 
@9 

CZ; 7 
@lO 

@8 

5 



6 

STEPÐ 문자가 3개인곱셈공식의변형하기 

a2 +b2 +c2=(a+b十c)2- 2(ab+bc十ca)=32 -2'2=5

:. (a-b)2+(b-c)2+(c-a)2 

=(a2 -2ab+b2)+(b2 -2bc+c2)+(C2 -2ca+ a2) 

=2a2+2b2+2c2-2ab-2bc-2ca 

= 2(a2+b2 +c2)-2(ab+bc+ca) 
=2 , 5-2 , 2=6 

(2) a+b+c=2, a2+b2+c2=8, abc=2일 때， 웅+움+웅의 값은? 
(1) -1 ØO @1 

@ 2 @3 

STEPÐ 문자가 3개인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a2 +b2 +c2=(a+b+c)2-2(ab+bc+ca)에서 

8=22-2(ab+bc+ca) 

'. ab+bc+ca=-2 
1 , 1 , 1_ ab+bc+ca _ -2 .-=:-+ 十 ~V' -:;:_' V~ ~- -1 

c abc 2 

(3)a+b+c느;0， a3+ l:?+c3~9일 때， (aH)(b+c)(c+d)의 값은? 

(1) -3 Ø-2 @-1 

@ 1 @ 2 

STEPÐ 문자가3개인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a3 +b3 +c3 -3abc =(a+b+c) (a2 +b2 +c2 - ab-bc一ca)에서 

Q十b+c=O， a3 +b3 +c3=901므로 9-3abc=0 

'. abc=3 
이때 a+b+c=O에서 a+b=-c, b十c=-a， c+a=-b 

'. (a+b)(b+c)(c+a)=(一c).(-a}-( -b)=-abc=-3 

0018 
사면체 O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세 선분 OA， OB， OC는 점 0에서 서로 수직이다. 

I뭘.삼각형 OAB， OBC， OCA는모두 직각삼각형이다. 

(나) OA+OB+OC=901다. 
(다) 세 삼각형 ,ð.OAB, ,ð.OBC, ，ð.OCA의 넓이의 합은 13이다 

이때 OA2+0당+OC2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조건율 만족흘}는곱셈공식을유도해| 

C 

세 선분 OA， OB， OC의 길이를 C 
각각 a， b， c라하면 

조건(나)에서 

OA+OB+OC=9에서 a+b+c=9 
조건(다)에서 

세 삼각형 ,ð.OAB, ,ð.OBC, ，ð.OCA의 
넓이의합은 13에서 

1 __ ,_, 1L_' 1 *ab+*bc+ •• ca=13 2 ~V , 2 vv' 2 

'. ab+bc十ca=26

STEP암 a2+b2 +c2=(a+b+c)2-2(ab+bc+ca)암을 이용하여 
구하기 

:. OA2 +OB2 +OC2=a2+b2+c2 

=(a+b+c)"-2(ab+bc+ca) 

=81-52 
=29 

0019 
x2 -4x+1=0일 때， 다음식의 값을구하여라. (단， O<x< 1) 

(1) 싱+윷 

(2) 녔+윷 

(3) x-￡ 

STEPÐ 분수식의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x2-4x+1=0에서 X 추 0이므로 양변을 x로 나누면 

x-4+￡=o . z+￡=4 
2 , 1 I , 1 \2 ~ .2 

(1) x"+조2=(X+ 죠 1 -2=4"-2= 14 

(2) 성+윷=(x+tr -3(X+t)=43-3'4=52 

(3) (1)에서 상+ 용=1401므로 
x 

(X-t)"=X2+ 윷-2=14-2=12 

이때 O<x< 1, x-한 001므로$ ￡= 2패 

002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삼+χ+1=0일 때• x3十X2+X+속+ 1. +-:능의 값은? 
’ • x- x 

(1) -2 Ø-1 @O 
@ 1 @ 3 

(2) x2 -2x-1=0일 때‘ 3x2 +2x-1-쯤+휴의 값은? 
x X 

(1) 15 Ø16 @18 
@20 @21 

STEPÐ 분수식의 곱셈공식의 변형해| 

(1) 잠十x+1=0에서 X 수 001므로양변을 x로나누면 

x+1十￡=0

z+￡=-1 
1. 1 , 1 +X2+X+ τ+-'τ+-'τr 
ι x- x 

=(x3+ 뭘)+(X2+ 윷)+(x+t) 

={(x+ tr -3(X+ t)}+{(X+ t)" -2}+X+ t 

(2) 싱 2x-1=0에서 X 추 001므로양변을z로나누면 

x-2-￡=o 

z-￡=2 



앓2+앓-1 꽃+ 흉=3(X2 + 윷)+2(X-t)-1 

=3{(X- t)" +2}+2(X- t )-1 
=3'6+2 , 2-1 
=21 

0021 
디음 물음어| 답하여라. 

(1) 상+ 1. =7일 때‘ X3+ 곰의 값을 구하여2.f. (단， x>O) 
X~ 

(2) 상+앓+1=0일 때， x5+술의 값을구뼈라 

STEPÐ 분수식의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1) (X+t)"=X2+윷+2·x· ￡=%=9 

•·. x+￡=3( • z>0) 

'. x3+윷=(X+-}r -3(X+t) 

=33-3'3 
=18 

(2) 상+3x+1=0에서 Z 수 0이므로 양변을 x로 나누먼 

I+3+￡=o .· χ+￡=-3 

X2+융=(z+￡)2-2=(-3)2-2=7 

X3+뭘=(X+ t)" -3(X+ t)=( -3)3_3 '(-3)=-18 

이때 (X2+ 윌)(X3 + 윌)=X5+t+X+ 윷01므로 

X5 + 윷=(X2+ 윷)(X"+ 윌)-(X+ 초) 
=7'(-18)+3 

=-123 

0022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41이고 L'o.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60일 때， 이 직육먼체의 모든 모서리 

의길이의합을구하여라 

STEPÐ 조건을 만족하는 곱셈공식 유도하기 

세 모서리의 길이를 각각 a, b, C라 하면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41이므로 

2(ab+bc+ca)=41 ...... Ô) 

L'o.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저I곱의 합이 

16001므로 BD2 +BG2 +DG2=160 
(a2+b2)+(a2+c2)+(C2+b2)= 160 

:. a2+b2+c2=80 ...... (Q 

A 

F 

STEP밍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모든 모서리의 길이 구하기 

Ô)，(Q에서 

(a+b+c )2= a2 +b2 +C2 +2(ab+bc+ca) 

=80+41=121 

:. a+b+c= 11(': a+b+c > 0) 

따라서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a+b+c)=44 

r;:w젠띔겨V문저V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ABCD-EFGH 

에서 선분 AG의 길이가 돼001고 모든 모서리 
의 길이의 합이 32일 때，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 A 
를구하여라. 

C 

h
}에r
i
E
 
때
t
 

F 

----~---~~-----~------

직육먼체의 가로의 길이， 서|로의 길이，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G는 직육면체의 대각선01므로 

AG2=a2+b2+c2=30 ...... 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2이므로 

4(a+b+c)=32 :. a+b+c=8 ...... 。

직육먼체의 겉넓이는 2(ab+bc+ca)이므로 

(a+b+c)2=a2+b2+c2+2(ab+bc+ca) 

Ô)，(Q에의하여 

2(ab+bc+ca)=(a+b+c)2-(a2+b2+c2)=82-30=34 

002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하여 선분 A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선분 BC를 한모서리 

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든다.AB=8이 

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일 

때，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은? 

(단， 두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에서만 

만난다.) 
G) 100 <2) 120 
@224 @240 

@180 

D 

STEPO 두정육면체의 한모서리의 길이룰 각각 a， b로놓고 Q와 bOlI 

대한관계식구하기 

AC=a, BC=b라 하면 
AB=a+b=8 ...... 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01므로 a3+b3=224 

STEP@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두 정육면체의 곁넓이의 합구해l 

(a+b )"= a3 +b3+3ab(a+b)에서 

512=224+3ab'8=224+24ab, 24ab = 288 

:. ab=12 ...... (Q 

Ô)，(Q을 (a+b)2= a2 +2ab+b2어| 대입하면 

64=24+a2+b2 :. a2+b2=40 

한 모서리의 길이가 a C[j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6a2， 한 모서리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6b2이므로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은 

6(a2+b2)=6'40=240 

멀홉웰 01빵정식을유도뼈풀이해| 

STEP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방정식 구하기 

AC=x라 하면 CB=8-xOI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이므로 

X"+(8-X)3=224 

X3_X3+24x2 -192x+512=224이므로 24x2-192x+288=0 

x2-8x+12=001므로 (x-6)(x-2)=0 :. x=6 또는 x=2 

STEP@ 두정육면체의곁넓이의합구해| 

따라서 두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는 각각 6과 2이므로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6'62+6'22=240 

tP 

7 



0024 
오른쪽그림과같이 AB=2， BC=4 

인 직사Z볍과선분BC를 지름으로 

하는반원이있다. 

호 BC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선분AD 

에 내린 수선의 발을 R라고 할 때， 

직시Z병 AQPR의 둘레의 길이는 

1001다. 

직사각형 AQPR의 넓이를 구하여라. 

STEPÐ 직사Z뺑 AQPR으| 툴레의 길이가 10임률 이용하여 X， Y의 

관겨|식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Z병 AQPR A 
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 Y라 

하면 
직사각형 AQPR의 둘레의 길이가 10 

이므로 

2(x+y)=10 

:. x+ν=5 
@ 

B 

STEP잉 직각썰뺑 PMH어써 효|타과}스 정리롤 이용하여 넓이 

구흥}기 

점 P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H,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 하면 
MH=\x-2\, PH=2-y, PM=2 

직각삼각형 PM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의해 

(2-ν)2+(x-2)2=4 

X2 +y2 -4(x+y )+4 = 0 

(X+y)2_ZXy-4(X+y)十4=0 ...... CQ 

@을。에대입하면 

25-ZXy-20+4=0 

ZXy=9 

.. 때=3 

따a써 직A싹헝 AQPR의 넓이는때=용 

8 

l 단뭔종합문제 다항식의연산 

릎훨톰톰픔톨훌훌 
002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다항식 A=ZX2- 4x-2, B=3x+3어| 대하여 X-A=B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는? 

CD ZX2-x+1 ~ ZX2+x+1 
@-2x2-x+1 @-ZX2+x+1 

@ZX2+X-1 

C 

STEPÐ 다항식의 연t펠 이용하여 계~해l 

X-A=B에서 X=A+B 

:. X=(ZX2 -4x-2)+(3x+3)=ZX2 -x十 1

(2) 두 다항식 A=ZX3+싱-4x+1， B=상-4x+3에 대하여 

-A__:':2X'=B를만족시키는 다항식 X는? 

CDx2+1 
@x3 -2 

~x2+2 

@x"+3 

@x3 -1 

STEPÐ X롤 A， B를 이용하여 나타내기 

A-2X=B에서 2X=A-B 

.. X=웅(A-B) 

STEP밍 다항식의 연t를 이용하여 X툴 구홉}기 

A-B=ZX3 +x2- 4x+1-x2+4x-3=ZX3 -2 

.. X=융(A-B)=x3-1 

(3) 세 다항식 A=x2-xY+2y2, B=잠+xy+y2， C=x2-ν2어| 

대하여 (A +2B)-(B+C)를 간단히 한 것은? 
CDx2+y2 ~x2_2y2 @X2+4y2 

@ZX2-2y2 @ZX2+4y2 

I뭘.주어진 식을간댄| 정리한후， 대입한다 

STEPÐ 주어진 식을 ζ받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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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굉 디황식의 연t를 01용하여 A+B-C률 구하기 

A+B-C=x2-xY+2ν2+X2+xy+ν2_X2 +y2=x2 +4y2 

002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B=x2+3χ+4， A-B=x2-x+2일 때， 다항식 B는? 

CDx+1 ~x十2 @ZX 
@ZX+1 @ZX+2 

STEP밍 연립방정식을푸는과정에서 다항식의 덧셀과밸셈하기 

A+B=x2+3x+4 ...... ô) 

A-B=x2-x+2 ...... CQ 
êj)-CQ에서 2B= 4x+2 
따라서 B=ZX+1 



(2) 두 다향식 A， B에 대하여 

A+B= 5x2 +2xy-2，ν2， A-B=x2+4xy-6y2일 때， 

A-3B=ax2 +bxy+cy2 0I다. 상수 a， b， c어| 대하여 abc으| 값은? 

G) 100 (g) 120 @ 150 
@160 @180 

STEPÐ 연립방정식을 후는 과정어|서 다향식의 덧셈과 밸셈하기 

A+B=5잠+2xy-2y2 ...... G> 

A-B=x2+4xy-6y2 ...... Q 

G>+<9을하면 
2A =(5x2 +2xy-2y2)+(X2 +4xy-6ν2)= 6x2 +6xy-8y2 

:. A= 3x2+3xy_4y 2 ...... @ 

@을@에대입하면 
(3x2+앓y_4y2)+ B = 5x2 + 2xy- 2y2 

:. B= 5x2+2xy-2y2_(3x2+3xy-4y2) 

=2x2-xY+2y2 

STEP밍 A-3B의 값구하기 

A -3B = 3x2 +3xy_4y2 -3(2x2 _XY+2y2) 

= 3x2 +3xy_4y2-6x2+3xy-6y2 

= -3x2 +6xy-10y2 

따라서 a=-3, b=6, c=-1001므로 abc=( -3)' 6'( -10)= 180 

0027 
한모서리의 길이가 x-1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A, 한 모서리의 길이가 
x+1인 정육면체의 부띠를 B라 할 때， 두 부피의 합 A+B를 E딴념| 

하면? 
I뭘aA와B를Z어l 대한식으로 L빠내기 

G) 2x3+6x 

도궁독 1 ------

(g) 2x3 - 6x 

@ 2x3+ 6x2+6x+2 @2x3 

@2x3 -6상+6x-2 

STEPÐ A, B를각각구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가 x-1인 정육면체의 부II.IA는 A=(X-1)3 

한 모서리의 길이가 x+1인 정육면체의 부피 B는 B=(x+1)S 

STEP밍 곱셈공식을 이혈뼈 두 부피의 합A+B를 ξ띈h히 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A+B는 

A + B =(x-1)3 +(X+ 1)3 

=(녔-3x2 +3x-1)+(x3 +3x2 +3x+1) 

=2x3+6x 

멀훌켈• a3+b3=(a+b)(a2 -ab+b2)을 이용하여 풀01하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방법 

a3+b3=(a+b) (a2-ab+b2)0 1므로 

A + B =(x-1)3 +(X+ 1)3 

={(X-1)+(X+ 1)} {(x-1)2 -(x-1) (x+ l)+(X+ 1)2} 

=2x(x2- 2x+1-x2+1 +상+2x+1) 

=2x(x2 +3) 

=2x3+6x 

0028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k는 상수) 

(1) 다항식 (2x2 +x+3)(x2 +2x-k)의 전개식에서 싱의 겨|수가 3일 때， 

상수 k으|값은? 

G) O (g) 1 @2 
@3 @,5 

STEPÐ 상의 항의 겨|수가 3임을 이용하여 k의 값 구하기 

다항식 (2성+x+3)(x2 +2x-k)를 전개할 [[H, 
이차항은 
(상수항)x(이차항)+(일차항)x(일차항)+(01차항)x(상수항) 

이므로 3'앙+x '(2x)+2x2 ,( -k)=(3+2-2k)x2 

이차항의 계수가 3이므로 -2k+5=3 

:. k=l 

n
}뺑
i
p
-때
t
 

(2) 다항식 (x4 - 3x3+X2_X+k) (2x2+4x-2)를 전개한 식에서 

x2의 항의 계수가 8일 때， x으| 계수는? 

G) 14 (g) 28 @ 30 
@38 @42 

STEPÐ 삼의항의겨|수가 8임을이용하여 k으|값구하기 

다항식 (x4-3x3 +X2 _X+k)(2x2+4x-2)를 전개할 때， 

이차항은 

(상수항)x(OI차항)+(일차항)x(일차항)+(01차항)x(상수항) 

이므로 k' 2x2 +(-x)' 4x+쉰，( -2)=(2k-4-2)x2 

2k-4-2=8 
:, k=7 

STEP411 x의 계수 구하기 

일차항의 계수는 (상수항)x(일차항)+(일차항)x(상수항) 

이므로 k' 4x+( -xH -2)=(4k+2)x 

따라서 k=7이므로 4k+2=4'7+2=30 

0029 
(x2 +ax+3)(x2+bx+5)의 전개식에서 성의 계수가 101고짚의 

계수가 0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3 +b3 -a2b-ab2의 값은? 

G) W (g)~ @28 
@30 @33 

STEPÐ x 3, x2항의계수구흩}기 

(x2+ax+3)(x2 +bx+5)의 전개식에서 

( i ) 녔항이 나오는 경우는 

삼 'bx+ax'x2=bx3 +ax3=(a+b)χ3 

성의 계수가 1이므로 a+b=l 

(ii) x2항이 나오는 경우는 

짚 '5+ax'bx+상 '3= 5x2+abx2+3x2=(8+ab)x2 

x2의 계수가 0이므로 8+ab=0 
:, ab=-8 

STEP4]) 곱셈램을이혈뼈구흘.71 

a3 +b3 -a2 b-ab2=(a+b)3 -3ab(a+b)-ab(a+b) 

= 13 -3' H -8)-( -8)'1 

=1+24十8

=33 

9 



10 

0030 
오른쪽 그림은 다항식 x2 -4x+2를 

다항식 x+1로 나누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口 안에 알맞은 수 a, b, c, d에 
대하여 a+b+c+d의 값은? 

<D -3 ~-1 

@ 0 @ 1 

@ 3 

χ+li김 

x+1많=꿇수ε 
x 2 + x 
다닌x+되 
-5.χ 5 

며 

STEP(l 다항식의 나늦셈 계산고}점을 이용하여 a, b, c, d의 값을 구하기 

t+드힘 
X十 1)X2 -4x+ 2 

x2十 x 
E힐Z十다건 

5x • 5 

딘〕 
따라서 a=-5, b 二 5, c 二 2， d二 7이므로 

Q十b+c+d=(-5)十(-5)+2+7=-1

031 
오른쪽그림은다항식 

ax+1 3녕 2x2 +3x+7을 상 x+2로 
나누는 과정이다‘ a+b의 값은? 

x2 -x+2많3_2x2+3x+7 

(단" a, b는 상수이다.) 
<D 2 ~4 

@6 @8 
@10 

STEP(l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구하기 

다뀐x+1 
x 2 χ+2많E옳2+3x+ 7 

3x 3-3x2+6x 

x 2-3x+ 7 
x 2- x+ 2 

-2x+ 다김 

따라서 Q 二 3， b=5이므로 a+b=8 

003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3x 3- 3x2+6x 

x 2-3x+7 
Jr2 - x+2 

2χ +b 

(1) 다항식 4x3 -2x2 +3，χ+1을상←x+1로나눈몫을 Q(x)라할때， 

Q(l)의값은? 

<D 2 ~3 @4 

@5 @6 
뭘피. 직접 L뷰어 몫과 나머지를구한다. 

STEP(l 다항식으IL받셈을 이용하여 Q(x)를 구하기 

다항식 4x3 -2x2 +3x+1을 x2 -x+1로 직접 나누면 다음과같다. 

4x+2 
짚 x+l~뇨삶2+3x+1 

4x 3 - 4x2+4x 

2x2 - x+1 

2x2一2x+2

I • 1 

STEP@ Q(l)의 값을 구하기 

:. Q(X)二4χ+2

따라서 Q(1)=4' 1+2二 6

(2) 두 다항식이 P(x)二 3x3 +χ+11 ， Q(X)=χ2-x+ 1 0I고， 

다항식 P(x)+4x를 다항식 Q(x)로 나눈 나머지가 5x+a일 [대， 

상수 Q으|값은? 

<D 5 
@8 

~6 

@9 

@7 

STEP(l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Q의 값을 구하기 

P(x)+4x二 3X3+X+11+4x=3x3 +5χ+1101므로 

P(x)+4x를 다항식 Q(x)=성 x+1로 직접 나누면 다음과 같다 

3x+3 
녔 χ+1많3 +않+11 

3x 3-3x2+3x 

3x2 十 2x十 11

3x2-3x+3 
5χ+8 

따라서 나머지는 5χ+801므로 α=8 

。033
1 , n__ , 3 x+콧=7일 [[H ‘ 장+~장+3x+τ으| 값을구하여라. 

ι ‘ x • 

STEP(l 분수식의곱셈공식의 변형하기 

x3十융+3x+ 좋=(x3 + 뭘)+3(X+~) 

={(x+~r→3(X+~)}+3(X+ 조) 
二(73 -3' 7)+3' 7=73=343 

멀훌훌 a3+3a2b+3ab2+b3=(a+b )3을 야용뼈 풀이하기 
3 3 , n 2 1 , n ( 1 \2 , ( 1 \3 x3 +곰十3x+뭉=x3 +3.x2 . 초+3'x'녔) +녕) 

X ,J; .L \.J., j \.L I 

=(x+ ~ )'=73=343 

003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01 아닌 두실수 a， b에 대하여 웅+웅=μb=2일 때 

a3 +b3 으의| 값을 구하여E라 h 

STEP(l 문자가 2개인 곱셀공식의 변형하기 
1 , l_a+b_a+b_ 。
•••• r 

a 'b ab • 2 ι 

즉 a+b=4 

:. a3 +b3二(a十b)3-3ab (a+b)二 40

(2) a二 2+ 피， b=-2+ 피일 때， a 3 -b3 으| 값을구하여라 

@피.주어진조건의 합과곱을 이용빼 곱셈공식을 이용해l 

STEP(l 문자가 2개인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a-b=4, ab=(2+ 피)(-2+피)=→201므로 

a3 -b3=(a-b)3 +3ab(a • b) 

=64+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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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i)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기 

따라서 구하는 직육먼체의 겉넓이는 

2(ab+bc+ca)二(a+b+c)" -(a2 +b2 +c2)=25-13二 12 

임 

003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어| 대한 다항식 (ax← 1)3 으|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이 

64일 때， 실수 Q의 값은? 

(Î) 2 CZl 3 

@5 @6 
뭘피. 직접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해| 

STEPÐ 주어진 다항식을 전개해| 

(ax-1)3= a3x 3-3a2x 2+3ax-1 

@4 

STEP (i)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이 64임을 이용하여 Q으| 값 구하기 

STEPÐ 조건을 만족하는 곱셈공식 유도하기 

OP=x， OR=ν이2.f 응}면 

직사각형 OPQR의 넓이가 22이므로 1ν二 22

또한， 굶二OQ二굶二 1001므로 OQ=과뮤강=10 
:. X2+y2= 100 

x3의 계수는 Q3， 상의 계수는 3a2, x으| 계수는 3a， 

XO 으| 계수는 1이므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은 

a3 -3a2 +3a← 1 二 64， (a-1)3=43 

따라서 a-1=4이므로 a=5 

STEP (i)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돼+범+굶 구해| 

AP= lO• x, RB 二 10 →Y， PR二 OQ二 10이묘로 

'. AP+PR+RB=( lO• x)+OQ+(10 ν) 
二 30-(x+y)

이때 zν二 22， X2 +y2二 100에서 

(X+y)2二X2 +y2+2xy= 102+2' 22= 144 

'. x十ν=12(': x+ν > 0) 

따라서 AP+PR+RB二 30-(x+y)= 30-12二 18 

038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ν =6， x2 +ν2=8일 [대 ， x3 _ν3의 값을 구하여라 

.뭘.성→ν3二(X-y)3+3xν (X ν)임을이용하기 

STEPÐ 곱셈공식을변형하기 
x2+ν2=(X-ν)2+2xy어|서 8二 36+2.χν

:. xν= ←→ 14 

따라서 x3 -ν3=(X-ν)3 +3xy(x-y)=63+3'( -14)' 6二←36

멀률휠t a3→b3=(a→b)(a2 +ab+b2)임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x 3 ν3=(X←y)(x2 十xy十ν2)=6 '(8-14)=-36 

(2) χ에 대한 다항식 (ax+2)3 +(x-1)"의 전개한 식에서 I의 계수가 
34일 [[H, 상수 Q의 값은? 
(Î) 1 CZl 3 
@7 @9 

I웹직접 곱셈공식을 O용뼈 전개해| 

@5 

STEPÐ 다항식을 전개하기 
(ax+2)3+(X← 1)2二(a3녔十6a2x2 +12αx+8)+(x2 -2x+ 1) 

= a3 x 3 +(6a2 + 1)x2 +(12a-2)x+9 

STEP (i) a으| 값을구하기 

x의 계수가 34이므로 12a-2=34, 12a=36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사분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OPQR의 

넓이가 22일 [대， AP+PR+RB의 값은? 
(Î) 16 CZl 17 
@18 @19 
@20 

I뭘8RP=OQ와 OQ=펴갚=10임을이용 

:. a=3 

C 

A 

0036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20 

인 직육면체 ABCD-EFGH가 있다. 

AG={i3일 때， 직육면체 
ABCD-EFGH의 겉넓이는? 

(Î) 10 CZl 12 
@14 @16 

@18 

(2) a+b=2, a2 +b2=6일 [매， a5 +b5 으| 값을 구하여라 

:. ab=-l 

STEP (D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a3 +b3의 값 구하기 

a3+b3=(a+b)3 -3ab(a+b)=23-3'( -1)' 2= 14 

STEPÐ 곱셈공식을변형하여 ab의값구하기 
Q十b=2， a2 +b2=601므로 

(a+b)2=a2十b2 +2ab어|서 22二 6+2ab

STEPα 조건을 만족하는 곱셈공식 유도하기 

11 

STEP@ a 5 +b5 으| 값구하기 

따라서 (a2 十b2) (a3 +b3)= a5 十b5+a2b3+a3b201므로 

a5 +b5二(a2 +b2)(a 3 ←1- b3)-( ab)2 (α十 b)

=6'14-(-1)"'2=82 

직육먼체의 세 모서리의 길이를 각각 

a, b, c라하자-
직각삼각형 EFG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굶=펴감합=ι팎 
이때 직각삼각형 AEG에서 

AG=닮감람=김감핍={i응 
이므로 a2+b2+c2= 13 

이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2001므로 4(a+b+c)=20 

:. a+b十c=5

양변을제곱하면 

(a+b十c)2=25



003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연산 (A， B)를 (A， B)二 A2+AB+B2으로 

정으|할 때， 다항식 〈삼+x+1， X2 +X)으1 전개식에서 X의 계순? 
CD3 ~5 @7 
@9 @11 

STEP f.) 언산 (A， B)의 규칙에 따라 다항식 전개하기 

〈χ2+X+1， X2 十X)=(X2 +X+ 1)2 +(X2 + x+ 1) (X2 + X)+(χ2+X)2 

=3X4+6χ3+6x2+3x+1 

따라서 x의계수는 3 

멀흩펠 01차흔엔 x'은 의미가 없음을 01용때 풀Olõf기 

다항식 (x2+x+1, x2 +x)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를 구할 때， 

이차항인 상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뾰 (X2+X+1 ， 상+x)의 전개식에서 Z으| 계수와〈χ+1， x)의 

전개식에서 z의 계수는 같다. 

(x+1 , x)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를 구하면 
(X+1 , x)二(x+ 1)'十(x+1)x+x2

=3x2+3x+1 
따라서 z의계수는 3 

(2) 두 다힐식 A二x3 +x+4， B=x+4에 대하여 A3-B3의 전개식에서 

x3 으| 계수를 구하여라. 

STEPÐ 다항식 A, B 사이의 관계를 A3_B3의 전개식에서 녔의 계수를 

구하기 

A=x3+χ+4， B=χ+401므로 

A=x3+B 
.. A3+B3=(χ3+B)3_B3 

=x9 +3x6B十3x3 B' 十B3 _B3

=x9 +3，χ6B+3χ3B2 

=x9 +3x6 (x+4)+3x3 (χ+4)2 

=x9 +3χ7十 12x6 +3x3 (X2十8x+16)

=x9 +3x7 + 12x6 +3x5 + 24x4+48x3 

따라서 x3의 계수는 48 

멀률켈’ 랩광l의 변형을 이용뼈 풀이해l 

STEPÐ A3_B3=(A-B)3+3AB(A-B)임을 이용하여 구하기 

A-B二(x3 + x+4)-(x+4)二성이므로 
A3-B3二(A-B)3 +3AB(A - B)에서 

A"-B3=(χ3)3+ 3 (x3 +χ+4)(x十4)x3

따라서 3(x3 +x+4)(x+4)χ3에서 x3 으| 계수는 3.4.4=48 

0040 
세 수 x , y, z에 대하며 x+y+z=O, X2 +y2+Z2=6일 때， 

x 2y2 +y2z2 + Z2 x2 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곱셈공식을이용하여때+νz+zx의값구하기 

(X+y+Z)2=X2+y2+Z2+2(xν+yz+zx) ...... Gl 

x+ν+z=O， 상+ν2+Z2二 601므로 

6 에 각식의값을매입하면 

02二6+2(xy+ν'z+zx)

즉 xν+yz+zx 二 3 。

12 

STEP0 x2y2+ν2Z2+Z2X2 으| 값 구하기 

ρ으1 앙변을 각각 제곱하면 (χν+YZ+ZX)2=( -3)'=9 

χ2y2+ν2Z2+Z2X2二(xν十YZ+ZX)2_2xνz(x+y+z)

二(_3)2 -2. xyz. 0=9-0=9 

0041 
2 , n ~~， 3 , 2 , 1 

삼 3χ+1 二 0일 때‘ 녔+2x"+3x十τ+τ+날의 값은? 
. • x- x 

CD23 ~27 @34 
@36 @41 

STEPÐ 조건에서 X十￡二3을구하기 

x2-3x+1=0어|서 1 수 0이므로 양변을 z로 나누면 

x-3+조=001므로 x+한3 

STEP0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 구하기 
3 , 2 , 1 3+2x2+3x+~+ _J_τ，+ ←τr 
ι x- x 

=(x3+ 출)+2(X2十 출)十3(χ十 ~) 

={(x+ 죠)" -3(X十 ~)}十2{(X+~)'←2}+3(X十 ~) 

二(x+ 조)"+2(X+~)'-4 

0042 
세 실수 x， ν， z에 대하여 <x, ν， z>=xy+ν'z+zx라고 정의하자 

<x, x , x> 十 <y， ν， y> + <z, z, z>=9001고 
<x, 1, 1>+<ν， 1 ， l>+<z, 1, 1>=19일 [[H , 

<x, y, z>의 값을 구하여라 

STEPα 정의를 이용하여 X2+y2+Z2, x+ν+z 구하기 

<x, x , x>+<ν， y , ν> + <z, z, z>=90어|서 
3x2+3y2+3z2 二 90 

:. x2 +ν2+Z2=30 ...... Gl 

<x, 1, l>+<y, 1, l>+<z, 1, 1>二 19에서 

(2x+l)+(2ν+ 1)+(2z+ 1)= 19 
.. x十y+z二 8 ...... (l;) 

STEP0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x, ν， z> 구하기 

Gl，(l;)에서 (χ+y+Z)2=X2+y2+Z2+2(χg十yz+zx)이므로 

xν+ν'z+zx=17 

따라서 <x, ν， z>=xy+ν'z+χ=17 

0043 
다음물음에답하여랴 

(1) a+b+c=2, α2+b2 +c2=6， abc=-2일 때， 

a3 +b3 +c3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a2 +b2 +c2=(a+b+c)' -2(ab+bc+ca)를 이용하여 구하기 

a2 +b2 +c2=(a+b+c)2 -2(ab+bc+cα) 

6 二 22 -2(ab+bc十ca)， 2(ab+bc+ca)=-2

αb+bc+ca=-l 



STEP밍 곱셈공식을 01용훌뼈 a3+b3+c3 구해l 

따라서 암+b"+c"=(a+b+c)(a2 +b2 +c2 _ab-bc-ca)+3abc 

=2.{6-( -1)}+3.( -2) 

=14-6=8 

(2) a+b+c=l, ab+bc+ca=-5, a3 +b"+c3=25일 때， 

abc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a2 +b2 +c2=(a+b+c)2-2(ab+bc+ca)률 이용하여 구하기 

a+b+c=l, ab+bc+ca=-5에서 
a2+b2+c2=(a+b+c)2 -2(ab+bc+ca)= 1 +10= 11 

STEP굉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abc 구하기 

a3+b3+c3=(a+b+c)(a2+b2+c2-ab-bc-ca)+3abc에 대입하면 

25= 1 {11-( -5)}+3abc 

따라서 abc=3 

(3) a+b+c=6, a2+b2+c2=18, 웅+움+농=용일 때， 
a3 +b3 +c3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a2 +b2 +c2=(a+b+c)2-2(ab+bc+ca)를 이용하여 구하키 

a2+b2 +c2=(a+b+c)"-2(ab+bc+ca)에서 

18= 62 -2(ab+bc+ca) 

:. ab+bc+ca=9 
@ 

STEP딩 곱셈공식 a3+b3 +c3을 이용하여 구하기 
1 , 1 , 1_ 9 nJl U ab+bc+ca _ 9 -=-+++-"-=-';-에서 -←一←b ' c - 4 V""I abc 4 

.. 9abc=4(ab+bc+ca) 
@을대입하면 

9abc=4.9 :. abc=4 
따라서 a3+b3+c3=(a+b+c)(a2+b2+c2-ab-bc-ca)+3abc 

=6(18-9)+3.4=66 

00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y+z=l, xy+yz+zx=2, xyz=5일 때， 
(x十y)(y+z) (z+x)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문자가 3개인곱셈공식의변형하기 

x+y+z=l에서 X十y=l-z， y+z=l-X, z+x=l-yOI므로 
:. (x+y)(y+z)(z+x)=(1 -z) (1 -x)(l-y) 

= 13-(x+y+z)12+(xy+yz+zx)1-xyz 

=1-1+2-5 
=-3 

톨률! (x+y) (y+z)(z+ x)=(x+y+z) (xy+yz+zx)-xyz 
=1.2-5=-3 

(2) a+b+c=3, a2+b2+c2=5, abc=l일 때， 
(a+b) (b+c) (c+a)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문자가 3개인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ab+bc+ca=융{(a+b+c)2 -(a2 +b2+C2)}= 2 

a+b+c=3에서 

a+b=3-c, b+c=3-a, c+a=3-bOI므로 

:. (a+b)(b+c)(c+a)=(3-c)(3-a)(3-b) 

=(9-3a-3c+ac)(3-b) 

= 27-9b-9a+3ab-9c+3bc+3ac-abc 
=27-9(a+b+c)+3(ab+bc+ca)-abc 
=27-27+6-1=5 

(3) a+b+c=2, a2+b2+c2=10, a3 +b3+c3=4일 때， 

ab(a+b)+bc(b+c)+ca(c+a)의 값을 구하여라. 
n
}맹
‘-
-
E
 
대
{
냐
 

STEPÐ 문자가3개인 곱셈공식의 변형하기 

(a+b+c)2=a2+b2 +c2 +2(ab+bc+ca)에서 

4=10+2(ab+bc+ca) :. ab+bc+ca=-3 

a3+b3+c3=(a+b+c)(a2+b2+c2-ab-bc-ca)+3abc에서 

4=2.(10+3)+3abc :.3abc=-22 

a+b+c=201므로 a+b=2-c， b+c=2-a, c+a=2-b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ab(a+b)+bc(b+c)+ca(c+a)=ab(2-c)+bc(2-a)+ca(2-b) 

= 2ab-abc+2bc-abc+2ca-abc 
= 2Cab+bc+ca)-3abc 
=-6+22=16 

0045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a+b=3+ {2, b+c=3- {2일 때. 

a2 +b2+c2+ab+bc-ca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a-c으| 값구둥}기 

a-c=a+b-(b+c)=(3+ {2)-(3-피)=2겹 

STEP텅 곱셈공식의 변혈을 이용하여 구하기 

a2+b2+c2+ab+bc-ca 

=융(2a2 +앓2+2c2+2ab+2bc-2ca) 

=융{(a2 +2ab+b2)+W+앓C+C2)+(C2 -2ca+a2)} 

=융{(a+b)" +(b+c)"+(c-a)"} 

=융{(3+ {2)2 +(3-피)"+(-2퍼)"} 

=웅(11 +6 {2 + 11-6피+8) 

=융 .30=15 

(2) a-b=5, b-c=4일 때， a2 +b2 +c2 -ab-bc-ca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c-a의 값구하기 

a-b=5, b-c=401므로 
c-a =(c-b)+(b-a)= -4+( -5)=-9 

STEP밍 곱셈램으l 변혈을 미활뼈 구해l 

a2+b2+c2-ab-bc-ca 

=융(2a2+2b2 +2c2-2ab-2bc-2ca) 

=융{(a2 -2ab+b2)+W -2bc+c2)+(C2 -2ca+a2)} 

=융{(a-앙+(b-C)2+(c-a)2} 

=융{52 +42 +(_9)2}=원=6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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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GG@) 
다항식 j(x)를장-x+1로나누었을때의몫은2x-1이고， 나머지는 

2x-1이다. 다항식 j(x)를 x2-3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Q(씨 R(x)라 할 때， Q(3)+R(2)의 값즐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 

로서술하여라. 

[1단계 다항식의 나늦셈의 성질을 이용하여 j(x)를 구한다 

[2단계]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Q(x), R(x)를 각각 구한다. 
[3단겨1] Q(3)+R(2)의 값즐 구효H二~. 

디탠「기 다항식의 LI늦셉의 성질을 O몽뼈 j(x)를구효빠. ‘ 30% 

다항식 j(x)를성 x+1로나누었을때의몫은2x-1이고 

나머지는 2x-101므로 

j(x)=(x2-x+ 1) (2x-1)+2x-1= 2x" -3x2 +5x-2 

대맨「기 다향식으I L.뱀을 01용승뼈 Q씨 R(x)를각각구흔빠 ‘ 50"'{' 

j(x)를 앙-3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x+3 

x2 -3x+2많"-3x2+5x-2 
2x"-6x2+4x 

3x2 + x-2 

3x 2-9x+6 

1o.x-8 

:. Q(x)= 2x+3, R(x)=1o.X-8 

여맨[기 Q(3)+R(2)의 값즐 구흔빠 
Q(3)+ R(2)=(2' 3+3)+(10.' 2-8)= 9+ 12= 21 

0047 
오른쪽그림과 같은 직육먼체의 겉넓이가 

94이고， 삼킥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

저|곱의 합이 10.0.일 때， 이 직육면체의 모든 u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1단계] 직육면페의 가로 세로 높01메 π 

‘ 20% 

φG@) 

관하여 겉넓이를 구효h각 r G 

[2단계]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저|곱의 합이 100임을 이용하여 

관계식을구효따. 

[3단겨1]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모든모서리의 길씨의 합을구한다. 

디맨η 직육면체의 7f.로 서람높이에 관승뼈 겉넓01를구한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의 길이와높이를 A 

각각 a， b, c라땐 nι직 
직육먼체의 겉넓이가 94이므로 

2(ab+bc+ca)=94 ...... G> 

F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힘이 100임을 이용하여 

관계ι!을구한다. 

L'>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므로 

Rb2+R강2 +Dd=1o.o. 

(a2+b2)+(a2+c2)+(C2+b2)= 10.0. 

:. a2+b2+c2=5o. ...... (Ç) 

괴괜il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모서리으| 길01의 힘을구흔봐 
G>，(Ç)에서 

(a+b+c?= a2+b2 +c2 +2(ab+bc+ca) 

=50.+94=144 
이때 a+b+c> o.이므로 a+b+c=12 

따라서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a+b+c)=48 

‘ 30% 

G 

... 30% 

‘ 4α% 

li，ill~“ ” ’ 끼| k 끼 νν끼 ν ι ιψ γγι ι ~ 

0048 
x+Y=2, 상+y2=6을 만족하는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7 +y7의 값 

은? 
<D 34 (2) 82 @ 198 
@478 @1054 
.뭘.X7+ν7=(X3 +y3)(X4 +y4)_x'y'(X+Y)이므로 

x'+y', X4+y4, xy의 값구하기 

STEP밍 곱셈공식을이용허여 xy， 성+y"， 장+y4의값구하기 

섬+y2=(X+ν?-양yOI므로 6=22 -2xy :. xy=-1 

x" +y"=(x+y)'-앓y(X+y)=2"-3'( -1)' 2= 14 

X4+y4=(X2+y2? _2x2y2=62 -2 , (_1)2= 34 

STEP밍 구한값을너l탕으로 X7 +y7의값구하기 

이[대 (x"+y") (X4+y4)=X7 +y7 +X"y4+X4y" 

=X7+y7+X"ν"(x+y) 

이므로 

x 7 +y7=(X"+Y") (X4+y4)_X"y3 (X+y) 

= 14' 34-( _1)3. 2=478 

0049 
세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 y , 2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I뭘.x=3 또는y=3 또는 2z=3임을 이용하여 식 세우기 

(내 3(x+y+2z)=찌+2yz+2zx 

10xyz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조건 (개를 01혈뼈 x , ν， z에 대한 식을 서l우기 

조건 (가)에서 x, y, 2z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므로 

(x-3) (y-3) (2z-3)= o.이 성립한다. 

(x-3)(ν-3) (2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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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xyz-3xy-6xz+9x-6yz+9y+ 18z-27 

=2때'z-3(xy十2yz+2zx)+9(x+y+2z)-27= o. ...... G> 

STEP밍 조건 (내를 이용하여 xyz의 값구하기 

조건 (나)의 3(x+y+ 2z)=xy+2yz+강Z를 @에 대입하면 

2xyz-3(xy+2yz+2zx)+9(x+y+2z)-27= o. 
2xν'z-3{3(x+ν+2z)}+9(x+y+2z)-27= o. 

2xyz-9(x+y+2z)+9(x+y+2z)-27= o. 
2xyz-27 = 0. 

_27 f'\ 1r-1:::1 1 1"\_ •• __ 'n. 27 
따라서 xyz=z 이므로 1o.xyz=1o.' τ=135 

얻홉필 x=3을대입뼈 풀OI"Õf기 

조건 (가)에서 x， ν，2z 중에서 적어도하나가 3이므로 x=301라하면 

조건 (나)에서 3(x+y+2z)=xν+2yz+2zx 01므로 x=3을 

조건 (내에 대입하면 3(3+y+2z)=3y+2yz+6z 

2yz=9 :. yz=용 

따라서 10.때'z=1o. '3' 용=135 



멀훌웰 삼:xf방정식을작성승뼈 풀이해| 

x , y , 2z을 세 근으로 갖는 심차방정식 
X3-(x+y+2z)X2+(xy+2yz+~)X -강yz=O 

@에 X=3을대입하면 

27-9(x+y+2z)+3(찌+2yz+~)-짧:z=0 

조건 (내에 의해서 27-9(x+y+2z)+9(x+y+2z)-2xyz=0 

_27 XYZ=-i :.1뼈:z= 10. 3' 2= 135 

.. Gl 

0050 
선분AB를 지름으로 하는 브뭔이 있다. 그림과 같이 호AB 위의 점 P에 

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국 선분AQ와 선분 QB를 지름 

으로 하는 료뭔을 각각그린다. 

호 AB， 호 AQ 및 호 QB로 둘러씨인 f、 모양 도형의 넓이를 S1,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E뭔의 넓이를 S2라 하자 

AQ-굶=8댐01고 S1-S，=2π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라 

B 
Q 

@톨S"S2의넓01를구a뼈 S1-S，=2π임을 Of용등뼈선분AB의길이댐f71 

STEPÐ 호AB， 호 AQ 및호QB로둘러씨인도형의넓이구흥}기 

B 

AQ=x, QB=y라 하먼 

S1=윷(쁨lL)'_ 융(중)'- 융(옹)"=환g 

STEP밍 선분PQ를지름으로하는E벤의넓이 S2 구하기 

A B Q 

-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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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S1-S，=2π일때， 션분 AB룰곱셈광!을 01용승뼈구해| 

S1-S2=융xy=2π 

:. xy=16 

이때 때-굶=8댐에서 x-y=8패01므로 

굶2=(뼈+굶)2=(X+y)2 

=(X_y)2+4xy 

=192+64=256 

따라서 AB=16 

훌EpQ2으| 길이 구하기 
ιAPB=900 01므로 

-‘’ _-_ 

APι+BP‘=(x+y)" ...... Gl 

ιAQP=900 ， ιPQB=90。이므로 

따2=AP2 -x2=굶2-g2 

@을@에대입하면 

2Bp2 =(X+y)2 +y2 - X2= 2xy+2y2 0 1므로 

Bp2=xy+y2 

@을@에대입하면 

PQ2=xg 

•• (Q 

@ 

n
}뺑
쇼
E
 대
A냐
 I 매신엉겨V문저V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b， a+b 

a+2b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떼를 그림과 같이 각모서리의 길이가 

Q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 분끈R딘웬임 

직육먼체는 5개이다.a+2b의 값을 구하여라 

I뭘.나놔{진 직육먼체줄같은것이 5개인 직육면체의부피를구한다 

-“---.훌빼.---“…---…-
STEPÐ 주해g어i진큰작육뿔면체빼의부파햄피|를밝E댐방밝식의맨연t뿔를 01懷용활훌뼈 z간뾰!뿐E핸끊폐 | 

나타내기 

a+2b 

! .. 

~순kζ~(l+b -
a+b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V라 하면 

V=(a+b)2(a+ 2b) 

=(a2+2ab+b2)(a+2b) 

=a3+2a2b+2a2b+4ab2+ab2+2bS 

=a3+4a2b+5ab2+2b3 

이 전개식은 다음과 같-0 112개로 나누어진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더한 것과 

같다.즉 

부피가 aS인 직육면체 : 1개 

부피가 a2b인 직육면체 : 4개 

부요|가 abε인 직육면체 : 5개 

부피가 b3인 직육면체 : 2개 

STEP딩 부피가 150인칙육면체가5개임올이용하여 a+2b의값구하기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5개이므로 

ab2=150=6X52 또는 ab2= 150= 150 X 12 

두자연수 a， b가서로소01므로 

a=6, b=5 또는 a=150， b=1 

따라서 a+2b =6+10=16 또는 a+2b= 150+2= 152 

훌훌I복수정답 
많은 학샘들이 150을 6X52이라고만 생ζk해서 답이 16이라고 했지만， 

150은 150 X 12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1과 150 또한서로소01므로 a=150， b=1이 되어 

a+2b=152 또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6， 152로 복수정답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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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다른 세 종류의 

직사각형 종이 네 장을 이용하여 

(a+b)"= a2 +2ab+b2임을 보일 수 있다 
이와유사한 농법으로부피가 다른 몇 종류 
의 직육면체 나무토막을 이용하여 

(a+b).=a.+3앙b+3ab2 +b.임을 보이 

고자 한다. 최소로 필요한 나무토막의 종류 

의 수와 전체의 개수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CD 3, 4 <2l 3, 6 @ 3, 8 

@4, 6 @4, 8 

.뭘.가로서|로의 길이가 a+b가 되고 높이가 a+b가 되도록 나무토막을쌓는다. 

STEPÐ 부피가 (a+b).OI려면 한 변의 길이가 a+b인 정육면체 임률 
이해하기 

가로서|로의 길이가 a+b가 되도록 밑면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하고 높이가 a+b가 

되도록 나무토막을쌓을 때， 

각각에 대한높이가 a, b인 나무토막을 쌓은 
것과같다. 

STEP딩 최소로 필요한 나무토막의 종류의 수와 전체의 개수 구하기 

(a+b ).= a. +3a2 b+3ab2十b.OI므로 

( i ) 부피가 a.인 나무토막이 1개 

( ii) 부피가 a2 b인 나무토막이 3개 

( iii) 부피가 ab2인 나무토막이 3개 

( iv) 부피가 b.인 나무토막이 1개 

따라서 최소로 필요한 나무토막의 종류의 

수는 4개이고 전체의 개수는 8개 

0052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 

0의 내부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η， r2, r3 

인 세 원 0 1, O2, 0.01 있다. 

네 원 0 , 0 1, O2, O.의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원 0 1, O.은 각각 원 O와 내접하며 원 
O2는 원 0 1, O.과 동시에 외접한다. 원 01, 
O2, O.의 넓이의 합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 
와같을 때， r1 r2 +r2r.+r.η의 값을구하 

여2.f. {단， 원 0 1, O2, O.의 중심의 위치는 
서로다르다) .. ’ 어두운부분의 넓O[는큰원의 넓이에서 작은원의 넓이를 빼면 된다 

STEPÐ 원 0 1, O2, O.의 반자름의 길01 η， η， r.을 이혈뼈 조건을 

만족하는식세우기 

원 0의 반지름의 길이는 η+η+r.=801므로 

원 0의 넓이는 64π이다. 

또， 서| 원 0 1, O2, O.의 넓이의 합은 π{r/+r;+r;)OI므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어두운 부분과 원 0 1, O2, O.의 넓이의 합이 같으므로 

원 0 1, O2, O.의 넓이의 합은 원 0의 넓이의 융 

즉 함+π22十η32=융 X64π 

:. r/+r."+r;=32 

STEP밍 곱셈공식 (a+b+c)2=a2 +b2 +C2 +2{ab+bc+ca)를이용 
하여구흡}기 

(η+η+r.}"=r12+r."+상+2{ηη+r2r.+r•r1) 

이므로 

r1r2+r2r.+r.r1=융{(r1 +r2+r.}"-{상+상+상)} 

=융(없-32) 
=16 

005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정사각형 

OABC, ODEF, OGHI와 
세 삼킥형 OÇD， OfG， OIA는 

한점 0에서만나고 

ιCOD= ιFOG= ιIOA=30。

01다. 

세 삼ζ뺑 넓이의 힘이 2601고 

세 정사각형 둘레 길이의 합이 

72일 때，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E 
합을구하여라. 

@를두번 a， b와쩌각8가주어진삼각형의넓OIS는S=함sinB 

STEPÐ 조건을만족하는식세우기 

세 정사Z팽의 한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 하면 
세 삼각형 넓이의 합이 26이므로 

융ab sin 30 0 +융bcsin30 0 +융ca sin 30 0 =26 

ab+bc+ca=I04 ...... Gl 
세 정사Z병 둘레 길이의 합이 7201므로 

4a+4b+4c=72 
a+b+c=18 ...... (Q 

STEP밍 곱‘끊식 (a+b+c}"=a2 +b2 +c2+2{ab+bc+ca)를 
이용하여구하기 

@과@에서 

a2 +b2 +c2={a+b+c)" -2{ab+bc+ca) 

=182 -2.104 

=116 

간단한삼각비의값 

8 30。

sinB 1 
2 

cosB i흥 
2 

tanB 
I흉 

45。 60。

f2 J5 
2 2 

f2 1 
2 2 

1 {흔 

H 



0056 
모든 실수 X어| 대하여 등식 

x'-x2 -5x+a二(x-2)(x2 +x十b)

가 성립할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b는 상수이다) 

넨g 항턴과 나머지정리 

에
싸
매i
부
 두
모
써
-
생
믿
 

우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x'-x2 -5x+a=(x-2)(x2 +x+b)어|서 

우변을 전개한 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2)(x2 +x+b)=x'-x2 +(b-2)x-2bOI므로 

x'-x2-5x+a=x'-x2+(b-2)x-2b 

0054 
다음 등식이 x어|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1) 2χ2+X+ 1 = a(x-1)(x+1)+b(χ-1)+C(X+1) 

STEP당 투식의계똘비교하여 a， b의값구하기 

이 등식이 Z에 대항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5二 b-2， a=-2b에서 b=-3, a=6 

따라서 a+b二 6+(-3)=3 

STEP f} 우변을 전개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여 계수 비교하기 

주어진 등식의 우변을 전개한 후 χ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X2+X+ 1 = ax2+(b+c)x+( -a-b+c)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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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연립하여 풀면 a=2, b二 1, c=2 

멀흩웰} 수치대입법을 이용뼈 풀이해| 

STEPÐ 주어진등식에 x=2를대입하여 Q의값구하기 

x'-x2 -5x+a=(x-2)(x2 十x+b)의 앙변에 x=2를 대입하면 

8-4- 1O+a=(2-2)(4+ 2+b), -6+a二 o :. a=6 

멀훌홉I 수치대입법을 01용뼈 풀이하기 

주어진 등식이 X어| 대항 항등식이므로 Z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힘한다. 

양변에 χ=0을 대입하면 l=-a-b+c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4=2c :. c=2 
양변에 x=-l을 대입하먼 2=-2b ζ • b=-l 
세 식을 연립하면 a=2, b=-l, c=2 

STEPα 주어진등식에 x=l을대입하여 b으|값구하기 

x'-x2 -5x+6=(X-2)(x2 +x+b)의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1-1-5+6=(1 • 2)(1+1+b) 

1 二 -2-b :. b=-3 

따라서 a+b=6+(-3)=3 

(2) x2 +x+3=ax(x-1)+bχ(x-2)+c(X-1) (x-2) 

멀률켈， 조립제법을이용빼풀이해| 

STEPÐ x-2로 나눈 조립제법 구하기 

주어진 등식이 x'-x2 -5x+a=(x-2)(x2 +x+b)01묘로 

x'-x2 -5x+a를 x-2로 나누면 몫이 x2+x+bOI고 나머지가 0이다. 

즉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Q 

-6 2 

-5 
1 

「
2 

1 2 

나머지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 a, b으| 값구하기 

이때 몫은 x2 +x-3이고 나머지는 a-6이므로 a-6=0 
:. a=6 

또한， 몫은삼+χ-3=성+x十bOI므로 b=-3 

따라서 a+b=6+(-3)=3 

1 1 

STEPÐ 우변을 전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계수 비교하기 

주어진 등식의 우변을 전개한 후 x어|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x2十x+3二(a+b+c )x2 +( -a-2b-3c )x+2c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a+b十c=l， -a • 2b-3c=1, 3=2c 

이를 연립하여 풀면 a=용， b=-5, c=3 

멀훌펠 수치대입법을 이용5때 풀이해| 

주어진 등식이 z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Z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 

x2 +x+3=ax(x-1)十bx(x←2)+c(x-1) (x-2) 

양변어I x=O을 대입하면 3=c'(-1)'(-2) :. C=t 
양변에 χ=1을대입하면 5=b. 1-( -1) :. b=-5 

양변에 x=2를 대입하먼 9=a'2'1 :. a二용 

íWf싣힘겨V문저V 
모든 실수 I에 대하여 등식 

x'+aχ2-7x+ 12=(x-3)(x2 +bχ 4) 

가 성립할 [대， 상수 a, b으| 합 a+b의 값은? 
CD • 4 (2) -2 @-1 

@ 4 @ 6 

0055 
등식 x4-aχ2-x+b=(x+ 1) (x-2)/(x)가 Z에 대한 항등식일 [대， 

/(3)의 값은? 

CD7 
@13 

@11 (2) 9 

@15 

STEPÐ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x4-ax2 ←x+b二(x+1)(x-2)/(x)가 X에 대한항등식이므로 

x=-l을 대입하면 1-a十 l+b=O， -a+b=-2 ...... (5) 

x=2를 대입하면 16←4a-2+b 二 0， -4a+b二 14 ...... (Ç) 

(5), 。을 연립하면 Q二4， b=2 

17 

x'+ax2 -7x+12=(x-3)(x2 +bx-4)에서 

우변을 전개한 후 χ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3) (x2+bx-4)=X' +(b-3)x2 -(3b+4)x+ 120 I므로 

x' +ax2 -7x+ 12=x' +(b-3)x2 -(3b+4)x+ 12 

STEP@ /(3)의 값구하기 

:. x 4 - 4x2-x+2=(x+1)(X-2)/(X) 

따라서 z二3을 대입하면 /(3)=11 



18 

두 식의 계수를 비교하여 a, b으| 값구하기 

이 등식이 χ에 대항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b-3二 a， 3b+4=7어|서 a=-2, b=l 

따라서 a+b二-2+1=-1

멸흩좁I 수치대입법을 이용뼈 풀이해| 

주어진 등식에 x=3을 대입하여 Q으| 값 구하기 

x3 +ax2 -7x十 12=(x-3)(x2 +bx-4)의 양변에 x=3을 대입하면 

27+9a • 21 +12二(3-3)(9+3b-4)

9a+18=0 :. a=-2 

주어진 등식에 x=l을 대입하여 b의 값구하기 

X3 _ZX2←7x+12=(χ一3)(x2 +bx-4)의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1-2-7+ 12=(1-3)(1 +b-4) 

4=6-2b :. b=l 
따라서 a+b二 2+1=-1 

@훌줍메 조립제법을 이용i5f여 풀이하기 

주어진 등식이 성+a녔 7x+12=(χ 3) (x2 +bx-4)이므로 

x3 +ax2 →7x+12를 x-3으로 나누면 몫0) x2 +bx-40)고 

나머지가 0이다. 

즉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계~하면 

3 1 a -7 12 

3 3a+9 9a+6 

몫프또쪽굉 나머지 

이때 몫은 x2 +(a+3)x+(3a+2)이고 나머지는 9a+18이므로 

9a+18二 o :. a=-2 

또한， 몫은 x2十(a+3)χ+(3a+2)=x2十χ-40)므로 b=l 

따라서 a+b=←1 

0057 
다음각물음에 듭h하여라. 

(1) 등식 (k+ 3)x-(3k+4)y+5k=00)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H , x+y의 값을 구하여라. 

주어진 등식을 k에 대한 내림치순으로 정리하기 

(k+3)x-(3k十4)ν+5k=0을 k에 대하여 정리하면 

(x-3ν+5)k十(3x→4ν)=0

k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 , ν21 값구하기 

이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므로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x-3ν+5二 o ...... GJ 

3x-4y二 o ...... (Ç) 

3XGJ• C 에서 3(x-3y+5)-(3x-4ν)二 O

5ν+15=0 :. ν=3 

g으| 값을 ρ에 대입하먼 3x-12=0 :. x二 4

따라서 x=4, ν=30)므로 1十y=7

멀률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k+3)x-(3k+4)ν+5k=0은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k=O을 대입하먼 3x→4y二 o ...... GJ 

k=-l을 대입하면 2χ -y-5=0 ...... (Ç) 

GJ-4x(Ç에서 (3x-4y)-4(2x-y-5)二 0， -5x+20=0 

:. x=4 
Z으|값을@에 대입하먼 12-4.ν=0 :. ν二 3

따라서 x=4, ν二 30)므로 x+y二 7 

(2) 등식 a(2χ+ν)十b(x-2y)-5(χ→ l)+c=OO) x , ν으|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할 [[H , 상수 a, b, c의 합 a+b+c으| 값을 구하여라. 

주어진 등식을 x， y어l 대하여 정리하기 

a(ZX十ν)十b(x-2，ν)-5(x← l)+C二 O

좌변을전개하여 x， y에 대하여 정리하면 

(2a+b-5)x+(a-2b)y+5+c=0 

x， y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a， b으| 값구하기 

이 식은 x， y 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2a+b-5=0 ...... GJ 
a-2b=0 ...... (Ç) 

5+c=0 ...... @ 

GJ，(Ç)，~을 연립하면 a=2, b=l, c= • 5 

따라서 a+b+c二 2+1-5= 2 

0058 
x+ν=1을 만족하는 임의의 두실수 x， ν에 대하여 등식 

ax2 +bxν+cy2二 2 

가 성립할 때， 상수 a, b, c의 곱 abc의 값은? 
mw ~~ @U 

@16 @20 

ν =l-x를주어진 등식에 대입하여 Z어| 관한 내림치순으로 

정리하기 

ν=l-x를 주어진 등식에 대입하면 

ax2 +bx(1-X)十c(l-χ)2=2

(a-b十C )x2 +(b-2c )x+(c-2)= 0 

x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a, b, c의 값 구하기 

이 등식은 z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a-b+c=O ...... GJ 
b-2c 二 o ...... ρ 
c-2二 o ...... @ 
GJ，(Ç)，~을 연립하면 a=2, b二 4， c 二 2

따라서 abc=16 

x+ν=1을만족하는 (x二 0， y二 1)， (x= 1, ν二 0)， (x 二 1, ν=2) 

을 대입하는 수치대입법에 의하여 a, b, c를 구할 수 있다 

0059 
Q“C十by+1

x， y의 값에 관계없이 ←←←→←→의 값이 일정할 [대， 상수 a, b으| 합 x+2y-3 

a+b으| 값을 구하여라. (단， x+2y 수 3) 

ax十by+1
x+2y • 3 

z十by+1
=k룰풀고 x， y떼표k하여정리하기 

z十2y-3

=k(k는 상수)로 놓으면 

ax+bν +l =k(x+2y→3) 

(a-k)x+(b-2k)y+ 1 +3k二O

x , ν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a, b으| 값구하기 

이 식이 x , ν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a-k二 0， b-2k=0, 1+3k二 O

'. k=--!-. a=--!-. b=-~ • Q二 b=-
3 ’ 3 ’ 3 

1 , f 2 \ 
따랴서 a+b= 十)-*1二-3 '\ 3/ 



0060 
등식 (x2+2x-1)3=a6x6+a5x5+a4x4+"'+a,x+aoOI x에 대한 

항등식일 [[H , 다음을구하여라 (단.， ao, a1, a2, a3, "', a 6은상수이다.) 

(1) aO+a,+a2+"'+a5+a6 
(2) ao-a， 十 a2-"'- a5+ a 6

(3) aO+a2+a4+a6 

(4) a, +a3十 a5

x어Ix二 1， x 二 1을대입한투식을이용하여구하기 

(1) (x2+2x-1)3=a6X6+a5x5+"'+a,x+ao 

의 양변어Ix二 1을 대입하먼 

a6 +a5+…十a， +ao=(12+2-1)3=8 

(2) (x2 +2π_1)3= a6X6+a5x 5+ "'+a,x+ao 
의 양변어Ix二←1을 대입하면 

a6 -a5 +"'-a， 十 ao=(1-2→ 1)3=-8

(3) ao+a， 十 a2 +'" 十 a5十a6=8 ...... Gl 

Q。 이 +a2 -"'-a5十 a6二 8 ...... (Ç) 

Gl+(Ç)에서 2ao+2a2+2a4+2a6=0 

:. aO +a2 +a4十 a6=0

(4) ao+a， 十 a2+'" 十 a5 +a6=8

ao-a, +a2 -"'-a5 +a6二←8

@←C에서 2a ， +2a3 +2a5二 16

:. a, +a3+a5=8 

...... Gl 

.. (Ç) 

0061 
임의의실수 z에대하여 

(x2+x-1)5= ao+a,x+a2x2+ ... +a9성+alOx，oOI 항상 성립할 [대， 

ao+a2 +"'+a8+alO의 값은? (단.， ao, a1, a2, "', a9, alO은상수이다.) 
000 ~ffi @~ 

@64 @128 

주어진 식에 x=l , x=-l을 대입하여 정리하기 

주어진 식은 z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앙번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1 二 ao+a ， +a2 +a3 +".+a9 +alO •••••• Gl 

주어진 등식의 앙변에 x=-l을 대입하면 

-1=ao-a,+a2-a3+… • a9+a lO 

@ 

a O +a2十…十aS +alO으l 값구하기 

Gl+(Ç)을 하면 0=2(ao+a2 +…十a8十alO)

:. aO+a2+"'+ a8+ a lO=0 

0062 
모든실수 z어|대하여 

x，o+l 二 ao十a ， (x+1)十 a2 (x十 1)2+ …十alO (x十 1)'0

이 항상 성립할 [[H , aO+a2+a4+a6+a8+alO의 값을 구하여라. 

주어진식에 x=O， x=-2를대입하여정리하기 

x'o十 1 =ao+a, (x+ 1)+a2 (X+ 1)2 +"'+a lO (x+ 1)'0 

양번에 x=O을 대입하면 

1 二 ao+a， 十a2+"'+ alQ

양변어Ix二 -2를 매입하먼 

(_2)'0 + 1 = ao-a, +a2 -"'+a lQ 

.. Gl 

.. (Ç) 

a O +a2十 a4十 a6十 a 8+alQ 으| 값 구하기 

Gl+CS을계~하면 

2+2'0= 2(ao +a2 +a4 + a6 +a8 +a lQ) 

:. aO +a2 +a4十a6 +a8十 a lQ=513

ICW싣힘겨V문저V 
모든실수 X어l 대하여 

x'o十 1 =a, +a2(x • 1)+a3(x • 1)2 + ... +a11 (X • 1)'0 

이 항상 성립할 [[H , a ， +a2+a3+"'+a11으l 값을 구하여랴-

떼
애
쇼
핀
 「
}
모
보
없m
-

양변어Ix=2를 대입하면 

2'0 十 l=a， 十 a2 (2-1)+a 3 (2-1)+"'+a 11 (2-1) 

ω+ι+α3+…+a11=2，o+1 

χ에 대한 다항식 x3 +ax+b어|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a, b으| 값을 
각각구하여라. 

(1) 삼-3x十2로 나눌 때， 나머지가 2x+1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이 X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으| 양변에 X二 1을 대입하면 

1十a+b=3 :. a+b=2 ...... (Ç) 

@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8+2a十b二 5 :.2a+b=-3 ...... @ 

따라서 Gl，(Ç)을 연립하여 풀면 a=-5, b二 7

(2) x2 -x+1로 나누어떨어진다. 

직접 나누어 나머지 구하기 

x3 +ax十b를 x2←X十 1로 나부먼 다음과 같다. 
1十 1

x 2-X+1)x3+ ax+b 
Z 3_X2+ x 

x 2 十(a-1)x+b
x2 • z十 l

ax+(b • 1) 

항등식의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나누어떨어지기 위해서는 나머지가 0이어야 효H二h 

ax+(b-1)=0 

이등식이 x에 대한항등식이므로 a=O， b-1 二 O

ζ • a=O, b=l 

멸률펠 q늦셈의 관겨씩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식 구듭}기 

x3十ax+b를 x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일반적으로 

ax+bOI지만녔의 계수가 101므로 Q二 1 

즉 몫을 x+q로 놀을 수 있다. 

x3十Qχ+b=(x2-X+ 1) (X+q)=x3+(q-1)x2+(1-q)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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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등식의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이 등식이 z어| 관한 항등식이므로 계수비교법에 의해 

q-1二 O， l-q二 a， b 二 q

따라서 연립하여 풀면 q二 1이므로 a=O， b=l 

0064 
다음 물음에 듭「하여라. 

(1) x에 대한다항식녔+x2-ax-b를 x2 -x로나눈나머지가 x+2일 

때， 2a+b으| 값은? 

(j) -2 (2) -1 @ 0 

@ 1 @ 2 

다항식으| 나늦셈을 이용하여 식 구하기 

성+x2 -ax-b를 x2-χ로 나누었을 [대， 

몫을 Q(x)로놀으면 

X3+X2←ax-b二(x2 -x)Q(x)+x+2

=x(x-1)Q(x)+x+2 ...... (5)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이 x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의 양변에 x二0을 대입하면 b=2 :. b= • 2 

@으| 양변에 X二 1을 대입하먼 2-a • b=3 :. a=l 

따라서 2a+b=2' 1+(-2)=0 

활펠 L댐의관계식을이용뼈풀이해1 

직접 나누어 나머지 구하기 

X3 +X2 ←ax-b를 x2-x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z+2 
X2_X)x3+x2-ax-b 

3 __2 
x~-x 

2x2 -ax • b 

2x2 -2x 

(-a+2)x-b 

나머지를 항등식의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이때 나머지가 x+201므로 (-a+2)x-b二x+2 

이 등식이 z어| 대한 항등식01므로 앙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a+2=1, -b=2 

따라서 Q二 1 ， b 二 2이므로 2a+b二 2'1-2=0 

(2) x에 대한 다항식 3x3 +ax+b를삼+1로 나눈 나머지가 z十 1일 때， 

a+b으|값은? 

(j) 2 (2) 3 @5 

@6 @8 

몫을 3x+q로 놓고 LI늦셉의 관계식 구하기 

3x3 +ax+b를 삼+1로 나눈 몫을 3χ+q로 를으얻 

나머지가 x+101므로 

3x3 +ax+b=(x2 +1)(3x+q)+x十 1

=3x3 +qx2+4x+q+1 

항등식의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이 등식이 z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계수비교법에 의해 

q二 0， a 二 4， b 二 q+1=1

따라서 a=4, b=l이므로 a+b=5 

멀률렐W 직접 바어 풀이하기 

직절 나누어 나머지 구하기 

20 

3x3 +ax+b를 x2 +1로 나누먼 다음과 같다. 

3“r 
x 2+1)3x3 +ax+b 

3x 3 +3κ 
(a-3)χ十b

나머지를 향등식의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이때 나머지가 χ+101므로 x+1=(a-3)x+b 

이등식이 Z어| 대한항등식이므로 1=a-3， 1=b 

따라서 a=4, b= 1이므로 a+b=5 

0065 
다항식 /(x)를 (x-1)(x-2)(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x2 +x+101다. 다항식 /(6x)를 6x2 -5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할 때， R(l)의 값을 구하여라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으로 식 구하기 

/(x)를 (X-1)(x-2)(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X)로 놀으면 

/(x)二(X-1)(x-2)(x-3)Q， (X)+X2+X+ 1 

이 등식이 z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에 X二 1을 대입하면 /(1)=3 

양변에 x二2를 대입하면 /(2)=7 

양변에 x=3을 대입하면 /(3)=13 

나누는 식이 01차식이므로 나머지는 일차 01하의 다항식임을 이용 

하여나머지구하기 

/(6x)를 6x2 -5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X) 

나머지를 R(x)=ax+b (단， a， b는상수)라하면 

/(6x)=(2x -1) (3x-1)Q2 (x)+ax+b 

이 등식이 χ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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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6 
X에 대한 다항식 상 (x2 +aχ+b)를 (X-3)2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가 3η+1(χ 3)이다. 이때 상수 a, b의 합 Q十b값을 구하여라-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식 작성하기 

xn(X2十ax+b)를 (x-3)"으로 나누었을 패의 몫을 Q(x)로 놀으면 

xn(x2+ax+b) 

=(X-3)2Q(X)+3η+1 (x-3) ...... (5)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a, b의 관계식 구하기 

이 등식이 χ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의 앙변에 x=3을 대입하면 

3n(9+3a+b)=0 :. b二 -3a-9 ...... φ 

@을@에대입하면 

상 (χ-3)(x+3十a)=(x-3)2Q(X)+3η+1(x-3)

앙변을 x-3로나누면 

Zη (x+3+a)=(x-3)Q(x)+3η+1 ...... ê 



STEPG 항탐띤l 수치대입법률 이용뼈 a， b으| 값구해| 

@의 양변어Ix=3을 대입하면 

3n (6+a)=3n+ 1 어|서 6+a=3 
:. a=-3 
따라서 。에서 b=oOI므로 a+b=-3 

0067 
다항식 x3-2x2 +ax+b가 (X-l)'으로 나누어떨어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O ~1 @2 
@3 @4 

STEPÐ 계수비과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x3-2x2 +ax+b를 (X-l)'으로 나눌 [대， 몫을 x+p라 하면 

x 3 - 2x2+ax+b=(X-l)' (X+p) 

=(x2- 2x+l)(x+p) 

=x3 +(p-2)x2 +(-쟁+1)x+p 

이 등식이 t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2=P-2, a=-2p+l, b=p 

즉 p=OOI므로 a=l， b=O 

따라서 a-b=1 

멀률펄 수치대입법을이용빼풀이해| 

STEPÐ 다황식의 나늦셈율 이용하여 식 작성하기 

x3-2x2 +ax+b를 (X-l)'으로 니눌 때， 몫을 Q(x)라 하면 

x 3 - 2x2+ax+b=(x-l)'Q(X) ...... G> 

STEPG) 황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a， b의 관계식 구하기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01므로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l+a+b=O 
:. b=-a+l ...... (Q 

@을@에대입하면 

x 3 - 2x2+ax-a+l=(x-l)2Q(X) 

이때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 3 - 2x2+ax-a+ 1 =(X-l) (x2 -x+a-l)01므로 

(x-l) (X2 - x+a-l)=(x-l)2Q(x) 

양변을 x-l로나누면 

x 2-x+a-l=(x-l)Q(x) ...... @ 

STEPG 황를식의수치대입법을이용하여 a， b21 값구하기 

@에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1-I+a-l=O :. a=1 
이것을@에 대입하면 b=O 

따라서 a=l, b=O이므로 a-b=1 

멀훌펠 조랍제법을 이용뼈 풀이해| 

x3 -2x2 +ax+b가 (x-l)2으로 나누어떨어지므로 

x-l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하먼 나머지가 001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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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8 
다음물음어|답하여라 

(1) 성+1을 (X-l)2으로 나눈 나머지를구하여라 

곱셈공식의변형 

(j) (x-l)(x+l)=x'-l 

ø (x-l)(x'+x+1 )=x3 -1 

@(X-l)(X'+X'+X+l)=x'-l 

@(x-l)(Xn-1+x'-'+…+x+l)=xn-l 

빠
때
싸
꾀
}
 
「
}
모
써
끊
믿
 STEPÐ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식 작성해l 

다항식 x6+1을 (x-l)2으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ax+b라 하면 

담+1=(X-l)2Q(x)+ax+b ...... G> 

STEPG)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01용하여 a, b의 관겨웨 구하기 

이 등식은 z에 관한항등식01므로 

양변어Ix=1을 대입하면 

2=a+b :. b=-a+2 ...... (Q 

Q을@에대입하면 

짚+1 =(x-l)'Q(x)+ax-a+2 

녔+1-2=(X-l)2Q(x)+ax-a 

X6 -1=(X-l)2Q(x)+a(x-l) +o x'-1=(x')'-1 
=(x' -1) (x' +1) 

(x-l) (X2 + x+ 1) (X3 + 1)=(X-l)2 Q (X )+a(x-l) 

STEPe 항휠의 수치대입법을 01，용흥뼈 나머지 협.71 

이 등식은 Z어| 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을 x-l로나누면 

(X2+X+l)(x3 +1)=(x-l)Q(x)+a ...... @ 
또，@으|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3'2=a :. a=6 
a=6을 @에 대입하면 b=-4 
따라서 나머지는 6x-4 

(2) x2012-:1을 (X-l)2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다항식의 나늦셈을 이용하여 식 작성하기 

x2012 _1을 (X-1)'으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ax+b라하면 

X2012 -1=(x-l)2Q(x)+ax+b ...... G> 

STEP웬 황탕’의 수치대입법을 O땀흘뼈 a, b의 관껴l식 구해| 

이 등식은 X어l 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어Ix=1을 대입하면 

O=a+b :. b=-a ...... (Q 

Q을@에 대입하면 

x 2012 _1 =(x-l)2Q(x)+α-a 

x 2012 -1 =(x-l) (싼11+ X2010+X2009 + ••• + x+ 1)01므로 

STEPe 항험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협찌 

양변을 x-l로나누면 

X2011 +X찌10+x2009+"'+x+ 1=(x-l)Q(x)+a 

양변에 다시 x=1을 대입하면 

2012=a 
@에서 b=-2012 

따라서 나머지는 2012x-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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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향식 j(χ)=녔+3i;2+ax+3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9일 때， j(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단" a는 상수) 

STEPÐ 나머지정리률 이용하여 Q의 값구해| 

다항식 j(x)=녔+3x2+ax+3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901므로 

나머지정리에의하여 

j(-2)=-8+12-2a+3=9 

:. a=-l 

STEP@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훌까 

j(x)=성+3x2 -x+3을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j(-3)=-27+ 27+3+3=6 

(2) x에 대한 다항식 x4-3x2 +ax+4를 x一 1로 나눌 때의 나머지와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j(x)=장-3x2 +ax+4로 놓으면 x-1과 x-2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의해 

j(l)= 1-3+a+4=2+a 

j(2)= 16-12+2a+4=8+2a 

STEP@ 나머지가서로 갈을 때， 상수 Q의 값 구하기 

j(1)=j(2)이므로 2+a=8+2a 

:. a=-6 

0070 
다향식 j(x)=녕+ax2+bx+2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x-2로 

나눈 나머지는 2일 때， 다항식 j(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는?(단" a, b는 상수) 
G) 7 
@11 

~9 
@13 

@10 

STEPÐ 나머지정리툴 이용하여 a， b의 값구해l 

다항식 j(x)=성+ax2 +bx+2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x-2로 나눈 나머지는 2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해 

j( 1)=l에서 1+a+b+2=1 
:. a+b=-2 ...... Gl 

j(2)=2에서 8+4a+2b+2=2 

:.2a+b=-4 … ... (Ç) 

Gl，(Ç)을연립하여풀면 a=-2， b=O 

:. j(x)=x3 - 2x2+2 

STEP@ x-3으로 나부었을 때으l 나머지 협~71 

따라서 j(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j(3)=27-18+2= 11 

0071 
다항식 j(x)=심+상+2x+1어| 대하여 j(x)를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 j(x)를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R，+R2=6일 때， j(x)를 x-a2으로 LI눈 나머지를구하여라 

STEPÐ 나머지정리를 이혈뼈 R" R.의 값구하기 

j(x)를 x-a,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R" R2이므로 

나머지정리에의하여 
j(a)= a3 +a2 +2a+ 1 = R, 
j( -a)= -a3 +a2-2a+1 =R2 

STEP@ R， +R.=6임을이용하여 Q의값구하기 

R，+R2=6이므로 

j(a)+j( -a)=(a3 +a' +2a+ 1)+( -a3 +a2 -2a+ 1)= 2a' +2 

즉 2a2 +2=601므로 a2=2 

STEP8 j(x)롤 x-a2으로나눈나머지구해l 

따라서 j(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j(2)=8+4+4十 1=17

0072 
다항식 j(x)를 x-1로 니눈 나머지가 3이고 x-2로 나눈 나머지가 4이 

다. j(x)를 (X-1)(x-2)로 나누었을 때， 다음에 답하여라 

(1)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j(x)툴 (x-1)(x-2)로 나눈 나늦셈 관계식 구하기 

다항식 j(x)를 (X-1)(X-2)로 나눌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ax+b라 하면 다음이 성립효빠， 

j(x)=(x-1)(x-2)Q(x)+ax+b ...... Gl 

STEP@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다항식 j(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x-2로 나눈 나머지가 

4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j(1)=3, j(2)=4 

@의양변에 x=l， x=2를각각대입하면 

j(1)=3에서 a+b=3 ...... (Ç) 

j(2)=4에서 2a+b=4 ...... @ 

(Ç)，@을연랍하여풀면 a=l， b=2 

따라서 구하는 나머지는 x+2 

(2) 몫이 상-2x일 때， j(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나늦셈 관계식 구하기 

몫이 x2-2x 01고 나머지가 x+201므로 

j(X)=(X-1) (x-2) (x2- 2x)+x+2 

STEP밍 나머지정리롤 이용하여 j(-l) 구하기 

따라서 j(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j(-1)=-2'(-3). (1十2)十 1=19

007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향식 P(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10이고，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P(x)를앙-2x-15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l)의 값은? 

G) -2 ~O @2 
@ 4 @6 

STEPÐ 몫과 나머지툴 이용하여 P(x)의 식 구하기 

다항식 P(x)를 녔-2x-15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ax+b(a, b는 상쉬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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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D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x)를 잠+x-6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ax+b(단， a， b는상수)라고하면 

/(x)=(장+x-6)Q"(x)+ax+b 

=(x+3)(x-2)Q’ (x)+ax+b ...... @ 

@의 양변어1 x=-3, x=2를 각각 대입하면 
/(-3)=-3a+b=-1 

/(2)=2a+b=4 

@，@을연립하여풀면 

a=l, b=2 

:. R(J;)=x+2 

따라서 R(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R(3)=3+2=5 

P(x)=(삼 2x-15)Q(x)+ax+b 

=(x-5)(x+3)Q(x)+ax+b 

@ 

@ 

..... (5) 

STEP@ L뻐지정리률 이용하여 R(l) 구하기 

P(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1001고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P(5)= 10, P( -3)=-6 
@의 양변에 x=5, x=-3을 각각 대입하면 
P(5)=5a+b= 10 

P(-3)=-3a+b=-6 

(Ç)，@을 연립하여 풀먼 a=2, b=O 

따라서 나머지는 R(x)= 2x OI므로 R(1)=2'1=2 

@ 

@ 

0075 

(2) 다항식 /(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 x+2로 나부었 

을 때의 나머지가 -7이다. /(x)를 성+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할 때， R(2)의 값은? 

G) 1 (g) 2 @3 
@5 @6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향식 /(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01고 다힘식 
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일 때， 다함식 

3/(x)-4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L뻐지정리를 01，혈뼈 /(2), g(2)의 값 구해| 

/(x), 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3, -1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2)=3, g(2)=-1 

STEPÐ 홈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x)의 식 구하기 

/(x)를 싱+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x)=ax+b라하면 

/(x)=(삼+x-2)Q(x)+ax+b 

=(X-1)(x+2)Q(x)+ax+b 

STEP젠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기 

한편 3/(X)-4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하면 

3/(x )-4g(x )=(x-2)Q (x)+ R 

@의 앙변에 x=2를 대입하면 

3/(2)-4g(2)=(2-2)Q (2)+ R 
R = 3/(2)-4g(2)= 3' 3-4' ( -1)= 13 
따라서 구하는 나머지는 13이다 

@ 

.. (5) 

STEP밍 나머지정리률 이용하여 R(2) 구하기 

/(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 x+2로 나눈 나머지가 7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1)=-1, /(-2)=-7 
@으| 양변에 x=l, x=-2를 각각 대입하면 
/(l)=a+b=-l 

/(-2)=-2a+b=-7 

(Ç)，@을 연립하여 풀면 a=2, b=-3 

따라서 구히는 나머지는 R(x)= 2x-301므로 R(2)= 1 

.... (Ç) 

...... @ 

(2) x에 대한 다항식 /(x)를 01치식 x2 -7x+1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4x+5이다. 

이때 다항식 /(2x-1)을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x)의 식 구하기 

/(x)를 상-7x+1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로 놓으면 

/(x )=(x2 -7x+ 12)Q (x )+4x+5 

=(x-3)(x-4)Q(X)+4χ+5 

0074 
다항식 /(x)를 녔+2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x+5이고 

x2-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x-2일 때， /(x)를 성+x-6 

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할 때， R(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구하여라 

.. (5) 

STEP(J) 나머지정리률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다항식 /(2x-1)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해 

/(2'2-1)=/(3) 
이므로 @의 양변에 x=3을 대입하면 

/(3)=(3-3) (3-4)Q(3)+4' 3+5= 17 
따라서 /(2x-1)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17이다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x)의 식을 각각구하기 

/(x)를 상+2x-3， x2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각각 Q(x)， Q' (x)라고하면 

/(x)=(잠+2x-3)Q(x)+2x+5 

=(x+3)(X-1)Q(x)+2x+5 

/(x)=(x2 -x-2)Q' (x)+ 3x-2 

=(X+1)(x-2)Q' (x)+ 3x-2 

@ 

23 

@흩켈’ $대신 2x-1을 대입뼈 풀이하기 
/(x)=(x-3)(x-4)Q(x)+4x+5 

Q에 z대신 2x-1을 대입하면 

/(2x -1)={(2x-1)-3}{(2x-1)-4}Q(2x-1)+4(2x-1)+5 

= 2(x-2) (2x -5)Q(2x-1)+8x+ 1 

=(x-2) {2(2x-5)Q(2x-1)+8}+ 17 
따라서 /(2x-1)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17이다. 

@ 

@ 

STEP웬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3), /(2)의 값 구하기 

@으| 양변에 x=-3을 대입하면 

/( -3)=( -3+3)( -3-1)Q( -3)+2'( -3)+5 
:. /(-3)=-1 
@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2)=(2+1)(2-2)Q' (2)+3.2-2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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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6 
다음몰음에답하여라 

(1) 다항l/(x)를 01써 x2-4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x-1일 때， 다항식 x2/(x-1)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j) -2 ~4 @6 
@ 8 @10 

STEPÐ 몫과 나머지률 이용흩뼈 /(x)의 식 구하기 

다항식 /(x)를 x2-4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나머지가3x-1이므로 

/(x)=(삼 4x+3 )Q(x)+3x-1 

=(χ-1)(x-3)Q(x)+3x-1 ...... éj) 

STEP@ 나머지정리톨 01，혈뼈 나머지 협}기 

이때 @으|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1)=(1-1)(1-3)Q(1)+3.1-1=2 

다항식 X2/(x-1)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22/(2-1)= 4/(1)=4.2=8 

따라서 zγ(x-1)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8이다. 

(2) 다향식 /(x)를 상+x-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5x-1일 때， 

다항식 /(2x+3)을 2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j) 1 
@7 

~3 

@9 
@5 

STEPÐ 몫과 나머자툴 이용하여 /(x)의 식 구하기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x)의 식 구하기 

다항식 /(x)를 상+x一6으로 나눈 몫을 Q(x)라 하면 

/(x)=(성+x-6)Q(x)+5x-1 

=(X-2)(x+3)Q(x)+5x-1 ...... éj) 

STEP@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이때 @의 양변어Ix=2를 대입하면 

/(2)=(2-2)(2+3)Q(2)+5.2-1=9 

다향식 /(2x+3)을 2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2.( -융)+3)=/(2)=9 
따라서 /(2x+3)을 2x+1로 나눈 나머지는 9이다 

멀훌웰 z대신 ZX+3을 대입빼 풀이등}기 

다항식 /(x)를 상+x-6으로 니눈 몫을 Q(x)라 하면 

/(x)=(x2 +x-6)Q(x)+5x-1 

=(x-2) (x+3)Q(x)+ 5x-1 ...... (Ç) 

Q에 x대신 2x+3을 대입하면 

/(2x+3)=(2x+ 1) (2x+6)Q (2x+3)+ 5(2x+3)-1 

=(2x+1)(2x+6)Q(2x+3)+5(2x+1)+ 1O-1 

=(2x+1){(2x+6)Q(2x+3)+5}+9 

따라서 /(2x+3)을 2x+1로 나눈 나머지는 9이다. 

0077 
다항식 /(x)에 대하여 (x+2)/(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2x~3)/(2x-5)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01다. 

/(x)를 (x+1)(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할 때， 

R(2)를구하여라. 

STEPÐ 나머지정리륨 이용하여 나머지 구흘t기 

(x+2)/(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므로 

냐머지정리에 의하여 (1 +2)/(1)=3 :. /(1)= 1 

(2x-3)/(2x-5)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2.2-3ν(2.2-5)=-7 

:. /(-1)=-7 

STEP@ 몫과 나머지룰 이용하여 /(x)의 식 구하기 

이때 /(x)를 (X+1)(X-1)로 나눈 나머지를 

R(x)=ax+b(단， a， b는상수)라하면 

/(x )=(X+ 1) (x-1)Q (X)+αx+b ...... éj) 

@의 양변에 x=-l, x=l을각각 대입하면 
/(l)=a+b=l ...... 。

/(一1)=-a+b=-7 ...... @ 
(Ç)，@을 연립하여 풀면 a=4, b=-3 

따라서 구하는 나머지는 R(x)= 4x-301므로 R(2)=4.2-3=5 

0078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항식 /(x)를 x+2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1이고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 

여라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흘뼈 /(x)의 식 구하기 

다항식 /(x)를 x+2로 나눈 몫이 Q(x)OI고 나머지가 1이므로 

/(x)=(x+2)Q(x)+1 ..•... éj) 

STEP@ /(x)를 x-1로나눈나머지협}기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Q(1)=2 

/(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1) 
따라서 @에 x=l을 대입하면 /(1)=(1 +2)Q(1)+1=3. 2+1=7 

(2) 다항식 /(x)를 (x-1)(x-2)로 나누먼 몫이 Q(x)OI고 나머지가 

x+1이다. /(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2일 때，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몫과 나머지률 이용승|여 /(x)의 식 구하기 

다항식 /(x)를 (X-1)(x-2)로 나누면 몫이 Q(x)OI고 

나머지가 x+101므로 

/(X)=(x-1)(x-2)Q(x)+x+1 •••..• éj) 

/(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201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3)=12 

STEP@ Q(x)톨 x-3으로나눈나머지구하기 

@의 양변에 x=3을 대입하면 /(3)=(3-1) (3-2)Q(3)+4 

12=2Q(3)+4 :. Q(3)=4 

따라서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401다. 

007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항식 성-ax+9를 x-2로 나눈 몫은 Q(x)OI고 나머지가 

3일 때， Q(x)를 x-10으로 나눈 나머지는? 

(j) 108 ~ 110 @ 112 
@117 @124 



.. η=64+16+4+1=85 

STEP밍 η+3r2의값구하기 

X4=(X-l)Q (X)+ 1에서 x 4 -1 =(x-l) (X3 +X2 +x+ 1) 

그러므로 Q(x)=성+녔+χ+1 

Q(x)를 x-4로 나눈 몫을 Ql(X)라 하면 

x3+x 2+x+l =(X-4)Ql (X)+η 

이 식에 x=4를 대입하면 

43 +42 +4+ 1 =(4-4)Ql (4)+η 

따라서 η+3r2=1+3'85=256 

STEPÐ 나머지정리를이훨}여 Q의값구하기 

j(x)=x3 -ax+9라 하면 j(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해 

j(2)=8-2a+9=3 :.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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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로나눈나머지 

@률웰 조립제법율이용빼풀이하기 

다향식 장을 x-l로 나누고 그 몫을 다시 x-4로 나누면 

STEP밍 Q(10)의 값구동.'1 

x3-7x+9를 x-2로 나눈 몫은 Q(i:)OI고 나머지는 301므로 

x 3-7x+9=(x-2)Q(x)+3 ...... Ô) 

@의 양변에 x=10을 대입하면 

1000-70+9=(10-2)Q(10)+3, 8Q(10)=936 

따라서 Q(x)를 x-l0으로 나눈 나머지는 Q(10)=117 

0 

1 

1 
얻훌펠 조립제법을이용등뼈 풀이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3 -7x+9를 x-2로 나눌 때의 

몫 Q(x)를구하면 4 

Q(x)톨 x-4로 나눈 나머지 

X4=(X-l) (x' +X2+X+ 1)+ 1=(x-l){(x-4)(x2+SX+21)+85}+ 1 

그러므로 rl=101고 η=85 

따라서 η+3η= 1+3'85=256 

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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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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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w싣g겨V문저V 
다항식 j(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501고 
Q(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일 때， 다항식 xj(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x'-7x+9=(x-2)(x2+2x-3)+3 :. Q(x)=장+2x-3 

따라서 Q(x)를 x-l0으로 나눈 나머지는 Q(10)=102 +2'10-3=117 

(2) 다항식잠을 x-l로나눈몫을 Q(x)， 나머지를 η이라하고 

Q(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라할때， η+3η의 값은? 

<D 56 ~ 126 @ 256 
@334 @486 

......... tI펠 •............. 

j(x)=(x-3)Q(x)+5 ...... Ô) 

Q(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Q(x)=(x-2)Q' (x)+2 ...... Q 

@을 @에 대입하면 j(x)=(x-3){(X-2)Q' (x)+2}+5 

이 식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j(2)=(2-3)' 2+5=3 

따라서 깐(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장(2)=2'3=6 

STEPÐ 몫과 나머지률 이용하여 j(x)의 식 구훌}기 

성을 x-l로나눈몫이 Q(x)， 나머지가 r1 01므로 

x 4=(x-l)Q (x)+η ...... Ô) 

Q(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r2 0 1므로몫을 Ql(X)라하면 

Q(X)=(X-4)Ql (x)+r2 ...... Q 

0080 
다향식 j(x)를 x-l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5이고， Q(x) 

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0이다 

j(x)를 (x-l)(x-2)로 나눈 나머지가 ax+b라 할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3a+b의 값을 구하여라. 

@ 

멸홉렐l 나머지정리를 01용등뼈 풀이해| 

STEPÐ 몫과 나머지률 이용하여 j(x)의 식 구하기 

STEP4]) η+3r2의 값구하기 

@을@에 대입하면 

x 4=(X-l) {(X-4)Ql (x )+r2}+η 

@의 양변에 x=4를 대입하면 44=3'η +rl 

따라서 r1 +3r2= 256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흘뼈 j(x), Q(x)의 식 구률}기 

다향식 j(x)를 x-l로 나눈몫이 Q(x)OI고 나머지가 5이므로 

j(X)=(x-l)Q(x)+5 ...... Ô) 

또，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001므로 

이때의 몫을 Q'(x)라하면 

Q(x)=(x-2)Q ’ (x)+10 

.. Ô) 

x4을 x-l로나눈몫이 Q(x)， 나머지가 η01므로 

x 4=(x- l)Q (x )+r1 

@의 앙변에 x=1을 대입하면 η=1 

또한， Q(x)를 x-4로니눈나머지가 r2 01므로 

Q(4)=η 

25 

STEP4]) j(x)를 (x-l)(x-2)로나눈나머지구하기 

@을@에대입하면 

j(X)=(X-l) {(x-2)Q ’ (x)+10}+5 

=(x-l)(x-2)Q' (x)+10(x-l)+5 

=(X-l) (x-2)Q ’ (x)+10x-5 

이므로 j(x)를 (x-l)(x-2)로 나눈 나머지는 10x-5 

따라서 a=10, b=-501므로 3a+b=3'10+(-5)=25 

.. Q 
STEP밍 η+3r2의값구해| 

x4=(x-l)Q(x)+101므로 x=4를 대입하면 

44=(4-1)Q(4)+I, 3Q(4)=3η=255(': Q(4)=η) 

따라서 rl +3r2= 1 +255=256 

@ 

멀훌콸• x4-1=(x-l)(xs+삼+x+l)을이용하여풀이해|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흥뼈 j(x)의 식 구하기 

성을 x-l로 나눈몫이 Q(x)OI고 나머지가 η01므로 

x 4=(x-l)Q (x)+η 

이 식어Ix=1을 대입하면 η=1 



@률렐 수치대입법을 이용õf여 풀이하기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j(l), j(2)의 값 구하기 

다항식 j(x)를 x-1로 나눈몫이 Q(x)OI고 나머지가 5이므로 

j(x)=(x-1)Q (χ)+5 ...... Gl 

:. j(l)二 5

또， Q(x)를 x-2로 나둔 나머지가 1001므로 

이때의 몫을 Q'(x)라 하면 

Q(X)=(x-2)Q'(X)+10 :. Q(2)二 10 

@의 양변에 x=2를 매입하면 

j(2)=(2→ 1)Q(2)+5二 10十5二 15 

j(x)를 (x-1)(x-2)로 나둔 나머지 구하기 

j(x)를 (X-1)(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나머지가 Qχ+bOI므로 

j(X)=(X-1)(x-2)Q" (x)十 ax十b

j(l)二 a+b二 5 ...... (Ç) 

j(2)二 2a+b二 15 ...... @ 

(Ç)，@을 언립하여 풀먼 a=10, b=-5 

따라서 3a十b=3 '10+( -5)=25 

008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다항식 j(x)를 x2 +1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x+301고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2이다. 이때 다항식 j(x)를 (x2十 1)(χ 1)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j(x)의 식 구하기 

다항식 j(x)를 (X2 +1)(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ax2 +bχ+c(a， b, c는 상수)라 하면 
j(x)=(x2 十 1)(x-l)Q(x)+ax2 +bx+c ...... Gl 

j(x)를 (X2 +1)(X-1)로나눈나머지구하기 

이[[H j(x)를싱+1로 나눈 나머지가 x+301므로 

@에서 ax2 +bx+c를싱+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x+3 

즉 ax2 +bx+c二 a(x2 +1)+X十301므로 

j(x)二(X2 +1)(X-1)Q(x)+a(x2+1)+x+3 ...... (Ç) 

한편 j(x)를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2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j(1)=2 

@으| 앙변에 x=l을 대입하면 

j(l)二(1+l)(l-l)Q(l)+a(l + 1)+1十3

=2a+4 
즉 2a十4=2 :. a=-l 
이[대 a=-l을@에 대입하먼 

j(X)=(X2+1)(x-1)Q(x)-x2+x+2 

따라서 나머지는 x2+x+2 

(2) 다항식 j(x)를 (x+1?으로 나누면 나머지가강 1이고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이때 다항식 j(x)를 (x+1)2(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몫과 나머자를 이용하여 j(χ)의 식 구하기 

다항식 j(x)를 (x+ 1)2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ax2+bx+c(a, b, c는 상수)라 하면 
j(x)二(x+1)" (X+2)Q(x)+ax2+bx+c ...... Gl 

26 

j(x)를 (x十 1)2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이[대 j(x)를 (X+1j"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χ 1이므로 

@에서 ax2 十bx+c를 (χ十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2x-1 

즉 ax2 +bx+c二 a(x+1)2+ 2x← 101므로 

j(x)=(x+ 1)2 (x+2)Q(x)十 a(x十 1)2+2x← 1 ...... (Ç) 

한편 j(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j( • 2)=-3 

φ의 앙변에 x=→2를 대입하면 

j(-2)=( • 2+1)2 (-2+2)Q(2)+a( -2+1)2 十2'(→2)-1

=a-5 
즉 a-5=←3 :. a=2 
a=2를@에대입하면 

j(χ)=(x+ 1)2 (x+2)Q(x)+2(x+ 1)2十2x-1

=(x+1)2(χ+2)Q(x)+2x2 +6x十 1

따라서 나머지는 2x2十6x+1 

fWÿ첼햄겨V문처V 
z에 대한다항식 j(x)를상 1로나누었을때의 나머지는2x+401고 Z←2 

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501다. 이 다항식 j(x)를 (χ2- 1 )(x-2)로 나누 

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할 [[H, R(3)의 값을 구하여라. 

나머지를 Q상 +bx+c라하면 

j(X)=(X2-1)(x-2)Q(x)+ax2+bx+c 
@ 

j(χ)를 (x2 -1)(x-2)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그런데 j(x)를 상←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x+401므로 

@ 에서 ax2十bx十C를 녔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2χ+4 

즉 ax2十bx+c=a(x2 -1)十2x+4이므로 

j(x)二(χ2- 1)(x-2)Q(x)+a(x2 -1)+2x+4 ...... (Ç) 

한편 j(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5이므로 

j(2)二 3a+8=5 :. a= • 1 

구하는나머지는ρ에서 

ax2 +bx+c=-(x2 -1)+2x+4=-x2 +2x十5

따라서 R(3)=-9+6+ 5二 2

0082 
다항식 j(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대 ， j(O)의 값은? 

(가) j(X)를 성+1로 나눈 몫은 x+201다. 

(나) j(X)를 x2 -x+1로 나눈 나머지는 χ-6이다. 

(다) j(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2이다. 

G)一10

@• 7 
@• 9 
@• 6 

@-8 

조건 (깨에서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j(x)의 식 구하기 

조건 (개에서 j(x)를 x3 +1로 나눈몫은 x+201므로 

나머지를 ax2+bx+c(a, b, c는 상수)라 하면 

j(x)=(x3 十 1) (x+2)+ax2 +bx十C

二(X+1)(X2 -x+1)(x+2)+ax2 +bx+c .. Gl 



조건 (나)， (태를만족하는 j(χ) 구하기 

조건 (내에서 j(x)를앙←x+1로 나눈 나머지는 X←6이므로 

@에서 ax2 +bx+c를 X2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x-6 

즉 ax2 +bx+c= a(x2- x+ 1)+x-601므로 

j(x)二(x2→x+ 1) (x+ 1) (X十 2)+a(x2 -x+1)十x-6 ...... 。

조건 (다)에서 j(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j(1)=-2 

P으| 앙변에 x=l을 대입하면 

j(l)=(l-l + 1)(1 + 1) (1 +2)+a(1-1十 1)+1-6

=a+1 
즉 a+1=-2이므로 a=-3 

a=-3을 ρ에 대입하먼 

j(X)=(X2 -x+1)(X十 1)(x+2)-3(x2 -X+1)+x-6 

=(x2 -x+1)(x十 1)(x+2)-3x2 +4x-9

따라서 j(0)=2-9=-7 

0083 
다항식 j(x)를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3, x2+x+1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3α+4이다. j(x)를 (x- 2) (x2 + x+ 1)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R(x)라 할 [[H , R(3)의 값을 구하여라.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j(x)의 식 구하기 

j(x)를 (x-2)(x2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ax2 +bx+c(a， b, c는상수)라하면 

j(x)=(x-2) (X2+X+ l)Q(X)十 ax2 +bx+c
@ 

j(x)를 (x-2)(x2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이때 j(x)를싱+x十 l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x+401므로 

@에서 ax2 +bx+c를 심+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3x+4 

즉 ax2+bx+c= a(x2+x+ 1)+3，χ+401므로 

j(x)二(x-2)(x2 +X+1)Q(χ)十 a(x2 +x+1)+3χ+4

한편 j(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01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j(2)=3 

ρ으| 양변에 X二2를 대입하먼 

j(2)=(2-2)(4+2+ 1)Q(2)+a(4+2+ 1)+3.2+4 

9 

=7a十 10

즉 7a+ 1O二 3이므로 Q二←1 

따라서 나머지는 R(x)=←(x2+x+1)+3x+4=-x2+2x+3이므로 

R(3)=-9+6+3=0 

0084 
다음 물음에 듭h하여라. 

(1) x에 대한 다항식 j(x)=녔-x2 -kx-601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k으| 값 구하기 

다항식 j(X)=X3 _X2• kx-601 x十2로 나누어떨어지므로 

인수정리에 의하여 j( -2)=0 

j(-2)=→8-4+2k→6二 2k-18

따라서 2k-18二 001묘로 k二 9 

멀흩펠 조립제법을 이용뼈 풀이하기 

다항식 j(x)二녔-x2 -kx←601 x+2로 나누어떨어지므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계t념f면 

-2 k 

6 

-k+6 

1 」i
f 

-6 

2k-12 

1 • 3 

주어진 다항식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001므로 2k-18=0 :. k二 9

(2) x어| 대한다항식성+ax2 +bx+2가 x-1， x-2를인수로 

가질 [매， 상수 a， b 으| 값을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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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정리를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j(x)=녔+ax2 +bx+2라 하면 

j(x)가 x-1， x-2를인수로가지므로 

j(x)는 Z← 1과 x-2로 나누어떨어지므로 인수정리에 의하여 

j(l)二 1 +a+b+2=0 :. a+b=-3 ...... Gl 

j(2)二 8+4a+2b+2=0 :.2a+b=-5 ...... (Ç) 

Gl，(Ç)을 연립하여 풀면 a=-2, b二 1 

멀흩웰 조립제법을 이용뼈 풀이해| 

STEP(i.) 다항식으| 나늦셈의 관계식 구하기 

다항식 성+aχ2十bx十2는 X • 1, x-2를 인수로 가지므로 

(x-1)(x-2)=x2 -3x+2로 나누어떨어지므로 

다항식 x3十ax2 +bx+2를 x2←3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x3 +ax2 +bx+2=(x2 -3X+2)Q(X)二(x-1)(x-2)Q(x)

다항식을 x-1,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각각 0임을 

이용하여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다항식 j(x)를 X • 1, x→2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나타내면 

1 b 2 1 Q 

1 a+1 a十b+1

2 빠
 %

{
돼
 

1 

1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므로 

a+b+3二 o ...... Gl 

또， 몫을 다시 x-2로 나눈 나머지도 0이므로 

3a+b+7=0 ...... (Ç) 

따라서 Gl，(Ç)을 연립하여 물먼 Q二 2, b=-l 

008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다항식 (ax+3) (ax2 -4)-ax가 x+1로 나누어떨어지도 

록 하는 모든 실수 Q의 값의 합은? 

Q) 5 ~6 

@8 @9 

@7 

인수정리를이용하기 

j(x)=(ax+3) (ax2 -4)← ax라 하면 

다항식 j(x)가 x+1로 나누어떨어지려면 인수정리에 의하여 j(-l)=O 

01치방정식을 만족하는 Q으| 값의 합 구하기 

즉 j( -1)=( -a+3)(a-4)+a=0 

←a2 十8a-12=0， a2-8a+12=0 

(a-2) (a • 6)=0 :. a=2 또는 a=6 

따라서 모든실수 Q값으| 합은 8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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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에 대한 다항식 j(x)=x3 -2x2 -ax+3에 대하여 다항석 

j(3，χ-2)가 x-1로 나누어떨어질 때， 상수 Q의 값은? 

G) 2 ~3 @4 

@5 @6 

다항식 j(αx+b)가 일차식 x-k로 나누어떨어지면 

j(ak+b)二 O임을 이용하기 

다항식 j(3x-2)가 x-1로 나누어떨어지려면 

인수정리에 의하여 j(3'1-2)=j(1)=0 

상수 Q으|값구하기 

j(x)=x3 -2x2 -ax+3어|서 j(l)= 1-2-a+3=0 

따라서 a=2 

0086 
X에 대한 다항식 P(x)=6x3 -3x2十kχ一 1은 2χ -1로 나누어떨어진다 

p(χ)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할때， Q(2)의 값을구하여 

라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k의 값구하기 

다항식 P(x)가 2x-1 二 2(χ 융)로 나누어떨어지므로 

인수정리에 의해 p(웅)=0 
(1\3 0(1\2 , 1 

61-;;") -31-;;") +-;;..k-1=0 \2/ ~\2/ 2 

331 -';---';-+• k-1=0 :. k=2 44' 2 

P(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 Q(x) 구하기 

P(x)=6x3 -3x2 +2χ 1이므로 P(x)를 x+1로나누었을때， 

나머지는 p( -1)= -6-3-2-1 二 -12 

이때 몫이 Q(x)OI므로 

P(x)=6x3 -3x2 +2χ-l=(X十 1)Q(x)-12

@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먼 

6'23 -3'22 十 2' 2-1 =(2+ l)Q (2)-12 

따라서 39=3Q(2)-12에서 Q(2)二 17

얻률휠l 조립제법을 이용뼈 풀이해| 

.. Gl 

p(x)二 6x3 -3x2 + 2x-1이므로 

P(x)를 x+1로 나누는 
1 1 6 -3 2 -1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면 
• 6 9 • 11 

P(x)=(x+ 1) (6x2 -9x+ 11)-12 6 -9 11 

.. 몫 Q(x)=6，상-9x+11 

따라서 Q(2)=6'4-9' 2+11= 17 

008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χ어| 대한 다항식 녔+ax2 -4x+b가 x2 -x-6으로 나누어떨어질 

[대， 상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은? 

G) 3 ~6 @9 
@12 @15 

STEPÐ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a, b 구하기 

j(x)二녔十ax2 -4x+b로 놀으면 

다항식 j(x)가성-x-6=(x+2)(X一3)으로 나누어떨어지면 

j(x)는 각각 x+2와 x-3으로 나누어떨어진다. 

인수정리에 의하여 j(-2)=0, j(3)二O

j(-2)二 O어|서 8+4a十8+b=0 :.4α+b二 o ...... Gl 

j(3)=0에서 27+9a-12+b=0 :.9a+b=-15 ...... <Q 

Gl，<Q을 연립하여 물면 a= • 3, b=12 

따라서 Q十b=9 

@훌펠 조립제법을 이용뼈 풀이해1 

다항식으| 나늦셉의 관계식 구하기 

다항식 녔+ax2 -4x+b가 χ2←x-6으로 나누어떨어지므로 

다항식 성十ax2 ←4x+b를 x2-x-6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하면 

x 3+ax2- 4x+b=(x2-x-6)Q(x) 

=(X+2)(x-3)Q(x) 

다항식을 x+2,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각각 0임을 

이용하여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다항식 j(x)를 x+2, x←3으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나타내먼 

-2 l Q • 4 b 

-2 • 2a+4 4a 

3 l a-2 -2a 

3 3a+3 

1 a+l 

주어진 다항식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므로 

4a+b=0 ...... Gl 

또， 몫을 다시 Z→3으로 나눈 나머지도 0이므로 
Q十3二 o ...... <Q 

따라서 Gl， CS을 언립하여 물먼 a=-3, b=12 

(2) x에 대한 다항식 2x3+ax2 +bx十601 x2 -1로 나누어떨어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G) 6 ~8 @1O 
@12 @14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a, b 구하기 

j(x)=2χ3+ax2+bx+6으로 놓으면 

다항식 j(x)가 x2 -1 =(x+ 1) (x-1)로나누어떨어지므로 

j(x)는 각각 x+1과 x-1로 나누어떨어진다. 

인수정리에 의하여 j(-l)=O, j (1 )=O 

j(→1)=0에서 -2+a-b+6二0 ι a-b=-4 ...... Gl 

j(l)二0에서 2+a+b+6二 o :. a+b=-8 ...... <Q 

Gl， Q을 연립하여 풀면 Q二←6， b=-2 

따라서 ab 二 12 

멸흩펠 조립제법을이용뼈풀이해| 

다항식 2성+ax2 +bχ+601 x2 -1로 나누어떨어지므로 

2x3 十 ax2 +bx+6을 x2 -1르 나눈 몫을 Q(x)라 하면 

2χ3+ ax2+bx十6=(x-1)(X+1)Q(x)가 된다 

그러므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먼 

1 2 n b 6 

2 a+2 α+b+2 

-1 2 a+2 a+b+2 

2 0 

2 a 

a+b+8=0, b+2=0이므로 Q二 6, b二 2 

따라서 ab=12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Z에 대한삼차다항식 P(x)가 

P(융)=P(융)=p(i)=O을 만족할 때， 다향식 P(x)를 .11-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구하여라. 

@톨P(헤=p(융)=p않)=001므로 p(x)는 (x-융)(x-융)(x-i)을 
요바로갖는다. 

0090 0088 
다향식 /(x)+10 Ix2-2x-3으로 나누어딸어질 때， 다향식 /(.11-1)을 

x2-4.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인수정리를 이용흩|여 /(-3), /(1)의 값구하기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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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인수정리를 01용하여 /(.11)의 식 구하기 

삼차다항식 P(x)가 P(융)=P(융)=p(i)=O을 만족하므로 

다항식 /(x)+101 x2 -2x-3=(x-3)(x+1)로 나누어떨어지므로 

/(X)+1은 각각 x-3과 x+l로 나누어떨어진다. 

인수정리에의하여 

/(3)+1=0, /(-1)+1=0 
:. /(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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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Ë) 나머지정리를 01용하여 P(x)를 x-l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P(x)를 x-l로 나눈 나머지는 P(I)이므로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P(1)=( 1-융)(1-융)(I-i)=융· 중· 좋=i 

STEP웬 주어진 나늦셈을등식으로 나타내어 수치대입법을 이용하기 

다항식 /(x-l)을 잠-4.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ax+b(단" a, b는상쉬라하면 
/(X-l)=(X2 - 4.1;)Q(x)+ax+b 

=x(x-4)Q(x)+ax+b 
@의 양변에 x=O을 대입하면 

/(-I)=b=-I(.: (J)) 

@의 양변에 x=4를 대입하면 

/(3)=4a+b=-I(.: (J)) 

4a-l=-1 :. a=O 
따라서 구하는 나머지는 -1이다. 

. ..• (J) 

•• (Ç) 

0091 
다항식 /(x)=x3 -9x2+kx-15와서로 다른세자연수 a‘ b‘ c어| 

대하여 /(a)=/(b)=/(c)=O일 때， 상수 k의 값은? 

mlli ~æ @W 
@23 @28 

I뭘.서로다른서p:t연수 a， b, c의곱abc=돼01므로 a=l， b=3, c=5라고 
임의로풀고풀면쉽다 

0089 
z에 대한 다항식 녔+ax2 -x+b가 x2+x-2로 나누어떨어질 때， 

다향식 X3+ax2 +bx+3을 x2-3x+2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2)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b는 상수) 

STEPÐ 인수정리률 이용하여 /(.11)의 식 구하기 
/(a)=/(b)=/(c)=OOI므로 인수정리에 의해 

/(x)는 x-a, x-b, x-c를 인수로 가진다. 
이때 /(.11)는 삼차항의 계수가 1인 심차다향식이므로 

/(x)=(x-a)(x-b)(x-c) 

:. x'-9x2+kx-15=(x-a)(x-b)(x-c) 

STEPÐ 인수정리률 이용하며 a， b의 값구해| 

/(x)=성+ax2-x+b로 놓으면 

/(x)가 상+x-2=(x-l)(x+2)로 나누어떨어지므로 

/(x)는 각각 x-l과 x+2로 나누어딸어진다 

인수정리에 의하여 /(1)=0, /(-2)=0 
/(1)=0에서 l+a-l十b=O

:. a+b=O 
/(-2)=0에서 -8+4a+2+b=0 

:.4a+b=6 
(J)，<9을 연립하여 풀면 a=2, b=-2 

.. (J) 

29 

우변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x 3 -9x2 +kx-15=x'-(a+b+c)x2 +(ab+bc+ca)x-abc 
좌변과우변의 각 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a+b+c=9 ...... (J) 

ab+bc+ca=k ...... (Ç) 

abc=15 ...... @ 

(J)，@에서 합이 901고 곱이 15인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는 

각각 1， 3， 5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즉 a=l， b=3, c=5라할수있다 
따라서@에서 k= 1.3+3.5+5.1=23 

STEP (Ë) 자연수조건을만족하는 a， b, c 구하기 
@ 

STEP밍 몫과 나머자틀 이용승}여 나늦셈의 관계식 구하기 

g(x)=성+ax2 +bx+3으로 놀으면 g(x)가 x2-3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나머지 R(x)는 일차 이하의 다항식이므로 

R(x)=px+q (단， p， q는 상수) 

g(x)=녔+2x2-2x+3=(x2 -3x+2)Q'(x)+px+q 

=(x-l)(x-2)Q' (x)+px+q ...... @ 

STEP8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R(x) 구해|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g (1)= 1 +2-2+3=(I-I) (1-2)Q' (1)+p+q=p+q 
p+q=4 ...... @ 

@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g(2)=8+8-4+3=(2-1) (2-2)Q' (2)+2p+q= 2p+q 
쟁+q=15 ...... @ 

@，@을 연립하여 풀면 p= l1, q=-7 

따라서 R(x)= 11x-701므로 R(2)= 11. 2-7= 15 



009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삼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다항식 j(x)에 대하여 

j( -1)= j(1)=j(2)=3일 때， 다항식 j(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구하여라 
I뭘.f(칸)←3=f(1)←3=f(2)←3=001므로 f(x)→3=0은 

(x+ 1) (x-1)(x-2)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j(x)의 식 구하기 

j( -1)= j(l)= j(2)=3이므로 j(x)를 x+1, x-1,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모두 3이다. 

이때 g(x)二j(x)-3으로 놓으면 다항식 g(χ)는 삼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식01고 g( -l)=g(l)= g(2)=001므로 인수정리에 의하면 

g(x)는 x+1 , x-1 , x-2를 인수로 가진다 
g(x)二(χ十 1) (x-1) (x-2) 

j(x)→3=(X+1)(χ l)(X→ 2)이므로 

j(x)二(X+1)(X-1)(x-2)+3 ...... Gl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j(x)를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다항식 j(x)를 X十2로 나눈 나머지는 j(-2)이므로 @의 양변에 

1二 2를대입하면 j(-2)=-1-(-3)'(→4)+3二→9 

(2) 성의 계수가 1인 삼차다항식 p(x)에 대하여 

P(l)= 1, P(2)= 2, P(3)=3일 때， P(x)를 X→4로 나누었을때의 

나머지를구하여2.f. 
I뭘.P(l)← 1=P(2)-2=P(3)→301므로 p(x)-x는 (x-1) (x-2) (x←3)을 

인수로갖는다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p(x)식 구하기 

P(l)二 1， P(2)二 2， P(3)=3에서 

P(l)-l=O, P(2) • 2=0, P(3)←3二 001므로 

p(x)-x는 x-1， x • 2, χ←3으로나누어떨어진다. 

이때 P(x)는 녔의 계수가 l인 삼차다항식이므로 

p(x)-x=(x • 1)(x-2)(x-3) 
:. P(x)=(x • 1)(x-2)(x-3)+x .. Gl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P(χ)를 x-4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P(x)를 x-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P(4)이므로 

@으1 '2i뻔에 Z二4를 대입하면 P(4)二(4-1)(4-2)(4←3)+4二 10 

0093 
다항식 성 3x2 +2x+4를 x-2로 나눈 n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

과정이다. 상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을 

구하며라， 

조립제법의 과정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녔←3x2 +2x+4를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구하먼 

2 1 -3 2 4 

2 태 0 

1 -1 0 

따라서 a=-2， b二4이므로 a+b=-2十4=2 

30 

0094 
다항식 ax3 +bχ2十cx+d를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이다. 

b C d 2 Q 

口口 口
1 -1 0 

이때 ax3 +bx2 +cx+d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G) -2 (2) -1 @ 0 

@ 1 @ 2 

조립제법의 과정에서 a, b, c, d의 값 구하기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네모 안의 수를 채원보면 다음과 같다. 

b C d 2 I a 

다김 드휠 다口 

1 -1 0 

위에서 a=l , b+2二 1, c+(-2)=0, d+O二 -2이므로 

b= • 3, c=2, d二 2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주어진 다항식은 ax3 +bχ2十cx十d=x3 -3x2 +2x-2이므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χ3→3x2 +2x-2를 χ-1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다음과같다. 

」] 2 -2 1 I 1 

1 • 2 0 

-2 0 1 

이므로 녔-3.χ2+ 2x- 2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2이다. 

멀률펠 조립제법을이용뺨고R끊활용뼈 풀이하기 

조립쩌l법의 과정떼서 식을 나타내기 

j(χ)=ax3十bx2 +cx+d라 하면 조립제법의 과정에서 

j(x)=(x • 2)(x2-x)-2 ...... Gl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j(x)二 ax3 +bx2 +cx+d를 X← 1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j(l)이다 

6 에 x=l을대입하면 

j(1)=(1 -2)(1-1)-2二 2 

따라서 나머지는 2이다. 

멀흩휠I 나머지정리를 이용해 풀이해|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즉주어진다항식은 

ax3+bx2 +cx+d=x3→3x2十2x→2
다항식을 x-l로 나눈 나머지는 다항식에 x=l을 대입한 값이다 

따라서 13 -3'12 +2'1-2二 -2



0095 
[그림 1]의 연산gt치는 다항식 f(x)가 

입력되면 f(x)를 x-1로 나눈 

몫 Q(x)와 나머지 ROI 나오는 연산 

장치이다. 

예를 들어 다항식 f(x)=상+x+3을 

[그림 1]의 연산장치에 입력하면 

[그림 2]와같다 

다힐식성+x2-3x-2를[그림 1]의 

연산E닷|에 입력하여 나온 몫을 
다시 [그림 1]의 연산E탓|에 입력할 때， 

나오는 나머지를구하여라 

연+x+옥/ 

(:(X-1;-낀 
\._._/X+2 ←」、

STEPÐ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언산Ef치는 조립제법과 같은 원리이므로 다향식 X3+x2-3x-2를 
x-1로 두 번 연속하여 조립제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 -3 -2 

1 2 -1 

1 2 -1 

1 3 

1 

따라서 [그림 1]에서 나머지는 201다. 

0096 
다음은 조럽제법을 이용하여 다향식 

앓3_앓2-x+2를 I+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구하는 

것이다. 이 다향식을 ZX+3으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Q(l)+R의 값을 구하여라 

3 
2 

9 -12 

2 -6 

STEPÐ 다항식 f(x)를 일책 ax+b로 나눌 IIß는 x+웅로 LI누는 것 
으로생각하여 조립제법을 O몸하고구한몫을a로 니누기 

오른쪽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ZX3_3x2_X+2 

=(x+ 흉)(강2-6.1:+8)-10 

=(x+t)'2(상-앓+4)-10 
=(ZX+3) (x2 -3x+4)-10 

따라서 몫은 Q(x)=x2 -3x+401고 

나머지는 R=-10이므로 

Q(1)+R=(1-3+4)+( -10)=-8 

0097 

3 
2 

9 -12 

2 -6 

1 다항식 3x3+5x2 -11x+2를 x- 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3 

Ql(X), R101라 하고 앓-1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Q2(X), R2 

라 흔)L.t 이때 Ql (2)R2+Q2 (2)R1의 값은? 
CD -25 (6) -20 @ 0 
@ 10 @ 20 

STEP훌 3x"+5x2 -11x+2를 x-l3로 나눈 몫 Ql(X)과 나머지 Rl 

구률}기 

조립제법을이용하여 l_ I 3 5 -11 2 
1 3 

3x3+5x2 -11x+2를 x-효로 
1 2 -3 

나눈몫과 나머지를구하면 

Ql(x)= 3x2+ 6.1:-9, R1=-1 3 6 -9 

STEP(하 3x"+5x2-11x+2를 3x-1로나눈몫 Q2(X)과나머지 R2 
구흥}기 

싫3+5x2 -11x+2를 x-융로 L뷰면 

앓3+5x2 -11X+2=(X- 웅)(않2+6.1:-9)-1 

=(x-융)'3(X2+앓-3)-1 
=(3x-1) (x2+ZX-3)-1 

즉 3x3+5x2 -11x+2를 3x-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Q2(X)=장+ZX-3， R2=-1 

STEP8 Ql(x)R2+Q2(X)R1 구를.71 

Ql (x)R2+Q2 (x)R1 =(3x2 +6.1:-9) .( -1)+(x2+ZX-3)'( -1) 

=-4x2- 8x+12 
따라서 Ql (2)R2 +Q2 (2)R1 = -4' 4-8' 2+ 12=-20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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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8 

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항식야)를 x-중로 L뉴었을때의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f(x)를 3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나열한것은? 

CD Q(x), R (6) Q(x), 2R @ Q(찌 -2R 

@ 융Q(져 R @ 융Q(x)， 2R 

STEPÐ c.뺨식 f(x)툴일샘 ax+b로 L발때는 x+용로나누는것 
으로 생각하여 조립제법을 이용하고구한몫을 a로 나누기 

다항식 f(x)를 x-중로 나누었을 때의 몫뼈(x)， 나머지가 R이므로 

f(x)=(x- 중)Q(X)+R=(앓-2)' 융Q(x)+R 

따E써 야)를싫-2로 L뷰었을 때의 몫은 융Q(x)， 나머샌 R이다 
2 

(2) 다항식 f(x)를 Z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f(x)를 x-융로 나부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나열한것은? 

CDQ(꾀 2R (6) 2Q(x), -2R @Q(쳐 -2R 

@2Q(x), R @ 융Q(x)， R 

STEPÐ 다항석 f(x)륨 일차식 ax+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L뻐I흡R이라뺀 다향식 야)를x+옹로 L뷰었을 때의 
몫은 aQ(x)OI고 나머지는 R이다 

다항식 f(x)를 Z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Q(x), 나머지는 ROI므로 
f(x)=(ZX-1)Q(x)+R 

이때 f(x)=(x- 융)'2Q(X)+RO I므로 f(x)를 x-융로 L뷰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2Q(x), 나머지는 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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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9 
다항식 j(X)=X3 _ZX2_4χ+7을 

j(x)= a(x-2)3 +b(x-2)" +c(x-2)十d

의 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상수 a, b, c， d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STEPÐ X3 _ZX2-4x+7을Z←2로나누었을때의몫과나머지구하기 

다항식 x3 -2，χ2-4x+7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아래와 같아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몫이 x 2 -4, 나머지가 l이므로 

x 3-2x2• 4x+7=(x-2)(x2-4)-1 ...... <5) 

STεp(D 앙 4를 χ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 구등~71 

다항식 X2-4를 x一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아래의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몫이 $十2， 나머지가 0이므로 6 에서 

x 3• ZX2- 4x+7=(x-2)(x2-1)-1 

二(x-2){(χ-2)(x+2)+O}-1

=(x-2)" (x+2)+O(x-2) • 1 ...... <Q 

STEP용 x+2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 구해l 

다항식 x+2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아래의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몫이 1, 나머지가 4이므로 ￠에서 

x3 -2χ2 -4x+7=(x-2)2 (x+2)+O(x一2)→ 1

=(x-2)"{(χ 2)+4}+O(x-2)-1 

二(X-2)3+4(x-2)2 +O(x-2)-1 ...... @ 

<5) 2 
4 

26 
7 

0

개
 

1 
• 
0

←
A

『<Q 2 1 

2 4 

@ 2 

따라서 @의 결과와 주어진 식을 비교하면 a, b, c, d의 값이 각각 

Q二 1 ， b=4, c=O, d=-l 

@흩펠 수치대입법을이용뼈 풀이해| 

x 3 _ZX2 -4x+7= a(x-2)3 +b(x-2)" +c(x-2)+d 

우변을 x-2로 반복해서 묶으면 

(x-2){a(χ-2)2+b (X-2)+c}+d 
11 

(x-2){a(x-2)+b }+c 

11 2 1 2 4 

(x-2)a+b 2 0 
2 1 0 • 4 

그러므로 x-2로 반복해서 나누면 
2 4 

나머지가 차례로 d, c, b의 값이 
2 

되고 마지막의 몫이 Q으| 값이 2 
되므로 a, b, c， d의 값이 각각 

a=l, b=4, c=O, d=-l 

Q 

멀률켈’ x-2二 t로치환빼풀01하기 
X→2二 t로놓으면 Z二t+201므로주어진식에 대입하면 

j(x)=x3←2x2→4x十7二a(x-2)3+b(x • 2)" +c(x-2)+d 

(t+2)3 -2(t+ 2)2 -4(t+ 2)+7= at3 +bt2 +ct+ d 

좌변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t3 +6t2 + 12t+8)-2(t2 +4t+4)-4(t+2)+7= t3 +4t2-1 

즉 t3 +4t2 -1= at3+bt2+ct+d 
따라서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Q二 1 ， b 二 4， c=O,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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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모든실수$에대하여 

x 3 -3x2 +5x-4=(x-2)3 +a(x-2)2 +b(x-2)十C가 성립할 때， 

세 상수 a, b, c 의 곱 abc의 값은? 

æ~ ØW @~ 

@30 @35 

STEPO x3 -3，χ2+5x→4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 구하기 

다항식 x3 -3，χ2+5x-4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아래와 같이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몫이 녕 x+3, 나머지가 2이므로 
x3←3x2 +5x-4二(x-2)(x2 -x+3)+2 ...... <5) 

STεp(D χ2-x+3을 x-2로나누었을때의몫과나머지구하기 

다항식 x2→x+3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아래의 

조립제법에 의하면 몫이 x+1 , 나머지가 5이므로 @에서 

x3→3x2 +5x一4=(χ 2)(x2 χ+3)十2

=(x-2){(x-2) (χ+1)+5}+2 

二(χ_2)2 (x+l)+5(x-2)+2 ...... <Q 

sτεp8 x+1을 x-2로나누었을때의몫과나머지구하기 

다항식 x+1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아래의 

조립제법에 의하면 몫011， 나머지가 3이므로 @에서 

x3 -3x2 +5x-4二(x-2)2(x+1)+5(χ-2)+2

=(X-2)2{(X→2)十3}十5(x-2)+2

=(X-2)3 +3(x-2)2 +5(x一2)+2 ...... @ 

@ 2 1 -3 5 -4 

2 -2 6 

@ 2 1 • 1 3 

2 2 

@ 2 1 

2 

따라서 @의 결과와 주어진 식을 비교하면 a, b, C의 값이 각각 
a=3, b 二 5， c=201므로 abc=30 

벌흩펠 수치대입법을이용때풀이해| 

x 3 -3x2 +5x-4=(x-2)3 +a(x-2)2 +b(x-2)+c 

( i) x二 2를 대입하면 2=c 
(ii) x=O을 대입하면 -4二 -8+4a-2b+c

C으| 값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2a-b=1 ...... <5) 

(iii) x= 1을 대입하면 -1 二 -l+a-b+c
c의 값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a-b=-2 ...... <Q 

@←@에서 a=3 

Q의 값을 Q에 대입하면 b二 5

따라서 Q二 3， b=5, c=2이므로 abc二 30

멸흩펠 x-2=t로치환뼈풀이하기 

x-2=t로놀으면 

x二 t+ 2이므로주어진식에 대입하먼 

x 3• 3x2 +5x-4=(x-2)' +a(x-2)2 +b(x-2)+c 

(t+ 2)3 -3(t+ 2)2 +5(t+ 2)-4二 t3+at2+bt+c 

좌변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t3 +6t2 + 12t十8)-3(t2 +4t+4)+5(t+2)-4= t3 +3t2 +5t+ 2 

즉 t3 +3t2 +5t+2=t3 十at2十bt+cOI므로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a=3, b=5, c=2 

따라서 abc=3'5'2=30 



0101 
오른쪽은 삼차다항식 f(x)에 대 

하여 조립제법을 계속한 것이다 

이[[H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口口
口
-
口

口
口
며
 되
며
 口

口

며
 
며
 

STEPÐ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실닷}다항식 f(x) 구하기 

f(x)를 χ+1로 나눈 몫을 g(x)라 하면 

f(x)=(x+ 1)g(x)+5 ...... (J) 

g(x)를 x+1로 나눈 몫을 h(x)라 하면 

g(x)=(X+1)h(x)+2 ...... (Ç) 

이[[H h(x)를 x+1로 나눈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므로 

h (x )=(x+ 1)+ 3 

이를@에대입하면 

g(x)=(x+ l){(x+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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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에대입하면 

f(x)=(x+ 1) {(x+ 1)2 +3(x+ 1)+2}+5 

=(x+ 1)3 +3(x+ 1)2+2(x+ 1)+5 

STEPC)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기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f(l)이다. 

따라서 f(l)=(l +1)" +3(1 + 1)" +2 (1 + 1)+5 

=8+12+4+5=29 

f7ni침엉겨V문저V 
삼차다항식 f(x)에 대하여 조립제법을 계속한 것이다. 

이때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1 I 口 [그 口 [] 

2 

STEPÐ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실닷}다항식 f(x) 구하기 

f(x)를 x+1로 나눈 몫을 g(x)라 하면 

f(x)=(x+ 1)g(X)+5 ...... (J) 

g(x)를 x-2로나눈몫을 h(x)라하면 

g(x)=(x-2)h(x)-4 ...... (Ç) 

이때 h(x)를 x+2로 나눈 몫이 l이고 나머지가 301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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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C에 대입하면 
g(x)=(x-2)(x-1)-4=x2-3x-2 

이를@에대입하면 

f(x)=(x+ 1) (X2 -3x-2)+5 =x3 -2x2 -5x+3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f(2)=8-8-10+3=-7 

-a톨톨 -
다항식 ax'+bx'+cx+d를 x-p어|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조립제법을 반복하여 01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p 람 h c d 

e f g 

p 

Q 

즉 ax'十 bx' +cx+d= a(x-p)' + A(x-p)' + B(x-p )+C 

떼
싸
때
쇼
부
 
두
모
U〔
-
뾰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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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모든 실수 Z에 대하여 등식 녔+3x+2=(x-2)" +a(x-2)+b가 

성립할 때， a+b으| 값은? (단， a, b는 상수이다.) 
CD 17 
@20 

Ø18 
@21 

@19 

STEPÐ 주어진 등식의 앙번에 x=2, χ=0을 각각 대입하기 

x2十3x+2二(X-2)2十a(x-2)+b에서 우변이 x-2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으므로 x=2를 대입하면 

22 +3.2+2=(2-2)"十 a(2←2)+b
:. b=12 ...... él) 

좌변이 X어| 대하여 정리되어 있으므로 z二0을 대입하면 

2=(-2)2+ a(-2)+b， 2二 4-2a+b=16-2a(.: él)) 

.. α=7 

STEP@ a+b의값구하기 

따라서 a+b 二 7+12=19

얻흩헬 항탕j의 성질에서 계수를 비교때 풀이해| 

STEPÐ 주어진등식의우변을전개하기 

등식의우변을전개하면 

(x-2)" +a(x-2)+b二성 4x+4十ax-2a+b

二x2 +(a←4)X←2a+b十4

STEP@ 양변의계똘비교하여 a， b으|값구하기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χ2+3x+2=x2 +(a-4)x-2a+b+4 

3二 a-4， 2二 2a+b+4 :. a=7, b=12 

따라서 a+b二 7+12二 19

(2) 모든 실수 Z에 대하여 등식 3싱+x-2二 a(x-1)2 +b(X-1)+C가 

성립할 때， 상수 a, b, c의 곱 abc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주어진등식의양번에 x=l， x二 0을각각대입하기 

3짚十x-2二 a(x-1)'+b(x← l)+c어|서 우변이 x-1어| 대하여 

정리되어 있으므로 Z二 1을 대입하면 

3+1-2二 a(1-1)2+b (1-1)+C
:. c=2 ...... él) 

좌변이 z어| 대하여 정리되어 있으묘로 χ=0를 대입하면 

-2=a(0-1)2+b(0-1)+C, -2二 Q←b+c

Q • b=-4(.: él)) ...... cg 

STEP@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二 2를 대입하기 

3.22 +2-2= a(2-1)"+b(2-1)+c 

12+2-2=a+b+c 
α+b=10(.: él)) ...... @ 

cg， cs 에서 a=3, b=7 

STEP8 abc으| 값구하기 

이때 Q二 3， b=7, c=2 :. abc二 42

34 

멸률홉I 항탕}의 성질에서 겨바를 비교뼈 풀이하기 

3x2+x-2=a(x-1)2 +b(x-1)十C

=ax2 +(-2a+b)χ+(a→b+c) 

양변의 각 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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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a=3, b=7, c=2 :. abc=42 

멸홉펠 조립제법을이용뼈 풀이하기 

조랍제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이차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반복하여구하먼 
1 2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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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3(χ 1)"十7(X-1)+2

따라서계수비교하면 

Q二 3， b 二 7， c=2 :. abc=42 

이03 
다음물음에듭녕}여라 

( 1) 등식 (k+2)x+(3k+ 1)y+5二 001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삼 

성립하도록하는 x， y의 값에 대하여 χν으| 값을구하여라 

STEPÐ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여 계수 비쿄하기 

좌변을 전개하여 k에 대하여 정리하면 

(x+3y)k+(2x+ν+5)= 。

이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 

x+3y 二二 0，2x+y+5=0

따라서 연립하여 풀면 x=-3, ν二 1 :. xν=-3 

(2) 실수 x , ν에 대한 등식 (1 +3m)x十2my+2=001 임의의 실수 

m으| 갑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x+ν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m에대한항힘을이용뼈계수비교하기 

좌변을 전개하여 m어| 대하여 정리하면 

(3x+2y)m十(x+2)=0

이 등식이 m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 

3x+2y二 0， χ+2=0 

따라서 연립하여 풀면 Z二 2, ν=3 :. x+y=l 

010~‘ 
x OlI 대한 항등식 x 7 -ax3 +8x-1=(x+1)Q(x)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Q(x)의 모든 계수들의 합을 b라 할 때， 두 상수 a, b의 합 a+b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Q의 값 구륭f71 

x 7 -ax3十8x-1=(X十 l)Q(x) ...... él) 

양변어IX=-l을 대입하면 

l十a-8-1=0

:. a=10 

STEP@ Q(x)의 모든 계수들의 합이 Q(l)임을 이용하여 b 구하기 

Q(x)의 모든 계수들의 합은 Q(l)의 값과 같으므로 

@에 X二 l을대입하면 

1-a+8-1=2Q(1), Q(l)=-l 

:. b=-l 
따라서 a+b二 10-1 二 9



0105 
다항식 f(x)를 x+2로 나눈몫은녔+101고 나머지가 2일 [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G) 20 

@23 

~21 

@24 

@22 

STEPO 몫과나머지를이용하여 f(x)의식구하기 

f(x)를 x+2로 나눈몫은 x2 +101고 나머지가 2이므로 

f(x)=(x+2)(x 2+ 1)+2 

STEP@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f(2)=4.5+2=22 

0106 
다항식 f(x)=심+ax+3에 대하여 f(x)를χ1로 나눈 나머지를 Rj ， 

x+1로 니눈 나머지를 R2라 하자 Rj -R2=38일 때， 상수 Q의 값을 

구하여라. 

STEP밍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R j , R，의 값 구하기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R j , x+1로 나눈 나머지를 R2 01므로 

나머지정리에의해 

Rj=f(l)=l十a+3=4十Q

R2=f(-1)=1-a+3=4-a 

STEP@ Rj -R2=38임을 이용하여 Q으| 값 구하기 

따라서 Rj -R2=4+a-(4-a)=2aOI므로 2a=38 :. a 二 19

0107 
Z으| 다항식 x2 +ax+b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x-1로 

나눈 나머지가 8일 [대， 이 다항식을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G) 10 ~12 @14 

@16 @18 

STEPO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다항식 f(x)二삼+αx+b라 하면 

f(x)를 x十 l로 나눈 나머지는 2이고 

x-1로 나눈 나머지는 8이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해 

f(-1)=1-a+b=2 :. -a+b二 1 ...... Gl 

f(1)= l+ a+b=8 :. a+b=7 ...... (Ç) 

Gl, 。을 연립하여 풀면 a=3, b=4 

STEP@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f(X)=x2 +3X+401므로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f(2)= 4+6+4 = 14 

f7W젠엉져V문저V 
Z으| 다항식 2x3 +ax2 +bx+1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고 x+1로 

나누면 나누어떨어진다 이 다항식을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O 나머지정리를이용하여 a， b으|값구하기 

f(x)=2x3十 ax2 +bx十 101라 하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8이고 

x+1로 나누어떨어지므로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f(l)= 2+a+b+ 1 =8에서 a+b=5 
@ 

f(-1)=-2+a-b+1 二 0에서 Q • b=l ...... (Ç) 

Gl，(Ç)을 연립하면 a=3, b=2 

STEP@ x+2로나누었을때의 나머지구하기 

따라서 f(x)= 2.성+3장+2x十 101므로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f( -2)=-16+ 12-4+ 1=-7 
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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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오른쪽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삼차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히는 과정이다 

이때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디
 
[L 디

 口
디
 口

디
 

1 -2 3 
G) 6 
@8 

@12 

~7 
@9 

STEPÐ 조립제법의 과정에서 식을 나타내기 

주어진 조립제법에서 삼차다항식 f(x)를 X← 1로 나눈 몫은 

x2←2x+301고 나머지 5이므로 

f(X)=(X-1) (χ2_2x+3)+5 

=x3 -3x2 +5x+2 
@ 

STEP@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f(2)이다. 

@에 x=2를 대입하면 f(2)=2 3 • 3.2'+5.2+2=8 

따라서 나머지는 8이다-

멀률펠 조립제법을 01용"Õf는 고}정을활용빼 풀이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3 -3x'+5x+2를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다음과같다. 

2 1 -3 5 2 

2 2 6 

1 -1 3 

01므로 f(x)=성→3상 +5x+2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8이다 

0109 
다음 물음에 듭녕f여라. 

( 1) 다항식 f(x)를 (x-1)(x-2)로 나눈 나머지가 4x+3일 때， 

f(2χ)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식 구하기 

다항식 f(x)를 (X-1)(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라하면 

나머지가 4x+301므로 

f(x)=(x-1) (X-2)Q(X)+4x十3 ...... Gl 

STEP@ f(2x)를 x-1로나눈나머지구하기 

@으|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f(2)=(2-1) (2-2)Q(2)+4. 2+3= 11 

따라서 f(2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2)=11 

(2) 다항식 P(x)를 z.x'-5x-3으로 나눈 나머지가 2χ+3일 [[H, 

다항식 (x2 → 2)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구하여라. 

35 



36 

STEPO 몫과나머지를이용하여식구하기 

P(x)를 2x2 -5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가 2x+301므로 

P(x)=(2x2-5x-3)Q(x)+2X+3 

=(2x+1)(x一3)Q(x)+2X+3 ...... Gl 

STEPØ (x2 -2)P(x)를 x-3으로나눈나머지구하기 

@으| 암변에 x=3을 대입하면 

P(3)=(2' 3+ 1)(3-3)Q(3)+2' 3+3=9 
(x2 -2)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32 -2)P(3)= 7P(3) 
따라서 7P(3)=7'9=63 

011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항식 녔-2x2+ax+b를 X2 -1로 나눈 나머지가 3x+5일 때， 

상수 a, b으|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O 몫과나머지를이용하여식구하기 

x3- Zx2 +ax+b를 x2 -1로 니눈 몫을 Q(x)라 하면 

나머지가 3x+501므로 

x3 -2x2 +ax+b=(x2 -1)Q(x)+3.χ+5 

=(X-1)(x+1)Q(x)+3x+5 ...... Gl 

STEPG) 수치대입법을이용하여 a， b의값구하기 

@으| 양변에 χ=1을 대입하면 a+b=9 
@으| 양변에 X二 1을 대입하면 -a+b=5 
따라서 두 식을 언랍하여 풀먼 a=2, b=7 

:. ab= 14 

멀률첼 직접 Li늦셈뼈 풀이하기 

x-2 x3 -2x2 +ax十b를 x2 -1로 

직접 나누먼몫은 x-2이고 

나머지는 (a+ 1)x+(b-2)이므로 
x 2-1)x3 -2x2 +ax+b 

Z3 -X 

(a+ 1)x+(b-2)= 3x+5에서 -2x2 +(a+1)x十b
계수비교하면 - 2x2 +2 
a+1=3, b-2=5 (a+1)x+b-2 
따라서 a=2, b=7이므로 ab=14 

(2) 다항식 j(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5이고 x-1로 니눈 나머지는 

13이다 j(x)를 χ2-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대， R(10)의 값을 

구하여라 

STEPO 나머지정리에서 j( -1), j(l) 구하기 

j(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5이고 χ-1로 나눈 나머지는 13이므로 

j(-1)=5, j(1)=13 

STEPG)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식 구해| 

j(x)를 상 l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ax+b(a， b는상수)라하면 

j(x)=(x2-1)Q(x)+ax+b 

=(x+1)(x-1)Q(x)+ax+b ...... Gl 

@의 양변에 x=-l를 매입하먼 j(-1)=-a+b=5 

@의 양변에 x=l를 대입하면 j(1)=a+b=13 

두 식을 언립하여 풀먼 a=4, b=9 

따라서 R(x)= 4x+901므로 R(10)=49 

0111 
다항식 P(x)에 대하여 P(X)-7은 x-1로 나누어떨어지고， P(x)+3은 

x+1로 나누어떨어진다. P(x)를 x2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3)의 값을 구하여라 

STEPO 인수정리에서 P(l), P(-l) 구해l 

P(χ)-701 x-1로 나누어떨어지묘로 P(1)-7=0 
:. P(l)二 7

P(χ)+301 x+1로 나누어떨어지므로 P(-1)+3=0 
:. P(-1)=-3 

STEPØ 몫과나머지를이용하여식구하기 

P(x)를 상 l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χ)=ax+b(a， b는상수)라하면 

P(x)=(x2-1)Q(x)+ax+b 

=(x+1)(x-1)Q(x)+ax+b ...... Gl 

@의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P(1)=a+b=7 

@의 앙변에 x=-l을 대입하면 P(-l)=-a+b二 -3

두식을 연립하여 풀면 a=5, b=2 

따라서 R(x)=5.χ+201므로 R(3)二 17 

0112 
z어| 대한 다항식 녔+ax2 +bx+4가 01치식 삼+3x+2로 나누어떨어진 

다. 이 다향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는? (단， a， b는 상수) 

ffiW ~W ~~ 

@50 @60 

STEPÐ 몫과나머지를이용하여식구하기 

다항식 x3 +ax2 +bx+4를 잠+3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χ2+3x+2로 나누어떨어지므로 인수정리에 의하여 

x3 +ax2 +bx+4=(χ2+3x+2)Q(x) 

=(X+1)(x+2)Q(x) … ... Gl 

STEP밍 인수정리를이용하여 a， b 구하기 

@에 x=-l을대입하면 

-1+α-b+4=0에서 a-b=-3 ...... 。
@에 x=-2을 대입하면 

8+4a-2b+4=0에서 2a-b=2 ...... @ 

<0，@을 연립하여 풀면 a=5, b=8 

따라서 녔+5x2 +8x+4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5+8+4=18 

0113 
X어| 대한 다항식 j(x)는 x2 -2x-3으로 나누어떨어지고 j(x)-2는 

χ-1로 나누어떨어진다. 이때 j(x)+l을 장-1로 나눈 나머지는? 

ffix+2 ~x+3 ~Zx-1 

@2x @2x+1 

STEPO 인수정리에서 j(l), j( -1) 구하기 

다항식 j(x)는 x2 - Zx-3으로 니눈 몫을 Ql(X)라 하면 

j(x)=(x+1)(χ-'---3)Ql (χ) 

:. j(-l)=O 

j(x)-2는 x-1로 나눈 몫을 Q2(X)라 하면 

j(x)-2=(x-1)Q2 (x) 

:. j(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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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C) 몫과나머지룰구하여 a， b의값구하기 

이때 몫은 x2-3x+901고 나머지는 a-2701므로 
a-27=O :. a=27 

또한， 몫은 x2-3x+9=상+bx+901므로 b=-3 

따라서 a+b=27+(-3)=2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모든실수z에 대하여 

(2+6x-성)2=aO+a1x+a2x2+a3x3+a4x4+a5x5+a6x6 
가 성립할 때， aO+a2 +a4+a6의 값은? 

CD13 ~17 @20 
@2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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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 

(2) 상수 ao, al, a2, ... , 이o에 대하여 등식 

(x2 -2x-1)5= aO+a1 X+ a2X2 + ... +a lO x10 

이 x어| 대한 항등식일 때， a1+a3+a5+ a7+a9의 값은? 
CD -64 ~ -32 @-16 
@ 16 @ 64 

STEPÐ 주어진식에 x=1， x=-1을대입하여정리해| 

주어진 등식어Ix=1을 대입하면 

72=ao+a1 +a2+a.+a4 +a5+ a6 
주어진 등식에 x=-1을 대입하면 

(-3)'=aO-a1 +a2-a.十a4-a5+a6

STEP밍 aO+a2+ a4+a6의 값구하기 

0115 

.• G) 

@ 

.;'.1“ 째딩~뀐L ’ “ ‘ I 
0114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둥식 성+a=(x+3)(x2 +bx+9)가 성립할 때， 

a+b의 값은?(단， a， b는 상수이다) 

CD 12 ~15 

@21 @24 

STEPÐ 우변을 천개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흩~71 

x.+a=(x+3)(x2 +bx+9)에서 

우변을 전개한 후 $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x+3) (x2 +bx+9)=성+bx2 +9x+3x2 +3bx+27 

=x.+(b+3)x2+(3b+9)x+27 

이므로 x.+a=x.+(b+3)x2 +(3b+9)x+27 

...•• @ 

@18 

STEP밍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식 구하기 

f(x)+1을 x2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ax+b(a, b는 상수)라 하면 
f(x)+1 =(x2-1)Q(x)+ax+b 

=(x+ 1) (x-l)Q(x)+ax+b 

@으|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f(-1)+1 =-a+b :. -a+b=1 

@의 양변어Ix=1을 대입하면 

f(1)+1=a+b :. a+b=3 

(Ç)，@을연립하여풀면 a=l， b=2 

따라서나머지는 x+2 

STEPÐ 주어진식에 x=l， x=-1률대입하여정리흩씨 

주어진 등식에 x=1을 대입하면 

-25=ao+a1 +a2+a.+ ... + a lO 

주어진 등식에 x=-1을 대입하면 

25=ao-a1+a2- a.+…+a lO 

STEP밍 두식의계쁨비쿄하여 a， b의값구해| 

이 등식이 X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b+3=O, 3b+9=O, a=2701므로 a=27， b=-3 

따라서 a+b=27+(-3)=24 @ 

@ 

STEP밍 a1 +a3+a5+a7+a9의 값 구흘}기 

G)-(Ç)을 하면 -2. 25=2(a1 +a3+a5+a7+a9) 

따라서 a1 +a3+a5+a7+a9= -25= -32 

@훌펠 수치대입법을이용뼈 풀이하기 

STEPÐ 주어진둥식에 x=-3울대입뼈 a의값구하기 

x.+a =(x+3) (X2 +bx+9)의 양변에 x=-3을 대입하면 

-27+a=(-3+3)(9-3b+9)=O :. a=27 

(3) 모든 실수 Z에 대하여 등식 

x2015=ao+a1 (X+ 1)+a2(x+ 1)2+ ... +a2015(X+ 1)2015 

이 성립할 때， aO+a2+a4+ ... +a2014의 값은? 

CD _22015 ~ _22014 @ 0 

@ 22013 @ 22012 

STEP밍 주어진등식에 x=1물대입하여 b의값구하기 

x.+27=(x+3) (x2 +bx+9)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1 +27=4(1 +b+9) 

28=40+4b, 4b=-12 :. b=-3 

따라서 a+b=27+(-3)=24 

Q 

STEPÐ 주쩌진 식어Ix=O， x=-2를 대입하여 관계식 구하기 

X잉15=ao+a1(x+ 1)+a2(x+l)'+… +a2015 (X+ 1)2015 •••••• Gl 
@에 x=O을대입하면 

aO+a1 +a2+ ... +a2015=O 

@에 x=-2를 대입하면 

aO-a1 +a2-a3+ ... +a2014 -a2015=( _2)2015 

x+3으로 나눈 조립제법 구하기 

주어진 등식이 x3+a=(x+3)(x2+bx+9)이므로 

x3+a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삼+bx+901고 나머지가 0이다. 
즉 조랍제법을 이용하여 계t념}면 

멀훌펠 조립제법을뺑뼈풀이해| 

STEPÐ 

37 

@ 

STEP0 aO+a2+a4+ ... +a20쐐 값구해| 

(Ç)+@이면 2(aO+a2+a4 + ... +a2014)= _22015 

따라서 aO+a2+a4+…+a2014=-22014 

나머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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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다항식 /(x)를 x-1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2이고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x)를 x2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2)의값은? 

G) 3 
@6 

~4 

@7 

@5 

STEP밍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x), Q(x)의 식 구하기 
다향식 /(x)를 x-1로 나눈 몫이 Q(x)OI고 나머지가 2이므로 

/(x)=(x-1)Q(x)+2 ...... Gl 

또，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므로 이때의 몫을 Q'(x)라 하면 

Q(X)=(x+1)Q'(x)+3 ...... (Q 

STEP밍 /(x)를 x2 -1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을@에대입하면 

/(X)=(X-1){(x+1)Q' (x)+3}+2 

=(x-1)(X+1)Q' (χ)+3(x-1)+2 

=(x-1)(X+1)Q' (x)+ 3x-1 

=(x'-l)Q' (x)+ 3x-1 

이므로 /(x)를장-1로 나눈 나머지는3x-1 

따라서 R(x)= 3x-101므로 R(2)=3.2-1=5 

멀률펠 수치대입법을이용뼈 풀이하기 

STEPÐ 몫과나머지룰이용하여 /(1)， /(-1)의값구하기 

다항식 /(x)를 x一 l로 니눈몫이 Q(x), 나머지가 2이므로 

/(X)=(x-1)Q(x)+2 ...... Gl 

@의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1)=2 ...... (Q 

또한，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므로 

Q(-1)=3 

@의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 /(-1)=-2Q(-1)+2=-4 ...... ê 

STEP딩 /(x)툴장-1로 나눈 나머지 구흡}기 

/(x)를 x'-l로 나눈 몫을 Q’ (x), 
나머지를 R(x)=ax+b(a, b는 상쉬라 하면 
/(x)=(X2-1)Q' (x)+ax+b 

위의 식에 x=一1， x=l을 대입하고 (Q， ê에 의하여 

/(1)=a+b=2, /(-1)=-a+b=-401므로 
연립하여 풀면 a=3, b=-l 

따라서 R(x)= 3x-101므로 R(2)=3.2-1=5 

0117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301고 Q(x) 

를 x-1로나누었을때의 나머지가 2이다. P(X)를 (X-1)(x_':2)로나눈 

나머지를 R(x)라 할 때， R(3)의 값은? 

G) 5 ~7 @9 
@11 @13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P(x), Q(x)의 식 구등}기 

다항식 P(x)를 x-2로 나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3이므로 

P(x)=(x-2)Q(x)+3 ...... Gl 

또，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01므로 이때의 몫을 Q'(x)라 하면 

Q(X)=(X-1)Q' (x)+2 ...... (Q 

STEP밍 P(x)를 (χ-1)(x-2)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을@에대입하면 

P(x)=(x-2){(X-1)Q' (x)+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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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x-2)Q' (x)+2x-1 

이므로 P(x)를 (x-1)(x，- 2)로 나눈 나머지는 2x-1 

따라서 R(x)= 2x-101므로 R(3)=2.3-1=5 

멸훌펠 수치대입법을이용뼈물이해| 

STEPÐ 나머지정리률이용하여/(1)， /(2)의값구하기 

다항식 P(x)를 x-2로 나눈 몫이 Q(x)OI고 나머지가 3이므로 

P(x)=(x-2)Q(x)+3 ...... Gl 

:. P(2)=3 

또，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이므로 이때의 몫을 Q'(x)라 하면 

Q(X)=(X-1)Q' (x)+2 

:. Q(1)=2 

@에 x=l을대입하면 

P(1)=(1-2)Q(1)+3= -2+3= 1 

STEP밍 /(x)툴 (X-1)(x-2)로나눈나머지구하기 

/(x)를 (X-1)(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나머지 R(x)는 일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R(x)=ax十b(a， b는 상수)라 하면 

P(X)=(x-1) (x-2)Q" (x)+ax+bOI므로 

P(2)=2a+b=3 ...... (Q 

P(l)=a+b=l ...... ê 
(Q， ê을 연립하여 풀면 a=2, b=-l 

따라서 R(x)= 2x-1이므로 R(3)=2.3-1=5 

0118 
1520을 1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η이라 하고 16"5을 17로 나누었을 때 

의 나머지를η라할때， η+r.의 값은? 

G)ß ~ffi @TI 

@18 @19 

STEPÐ 일차식으로 나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η 구하기 

X20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1(X), 나머지를 R1이라 하면 

X20=(x-1)Q1 (x)+ R1 

x=l을위의식에 대입하면 R1=1이므로 i 

X20=(X-1)Q1(x)+1 ...... Gl 
@의 앙변에 x=15를 대입하면 

1520= 14. Q1 (15)十1 

즉 1520을 1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η=1 

STEP0 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쩔리를 이용하여 η 구하기 

X15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 (x), 나머지를 R.라 하면 

X15=(X+ l)Q. (x)+ R2 

x=-l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R2=-101므로 

x 15=(x+1)Q2(X)-1 ...... (Q 

Q으| 앙변에 x=16을 대입하면 

1615= 17. Q1 (16)-1 

= 17{Q1 (16)一 1}+16

즉 1615을 1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η=16 

STEP@ r1+r2의 값구해l 

따라서 구하는 값은 r1+η=1+16=17 

、 、 ‘ 



또한， 다항식 P(x)를 x+k로 나눈 나머지는 P( -k)= -k3 +k2 -k+ 1 

다향식 P(x)를 x-k로 나눈 나머지와 x+k로 나눈 나머지의 합은 8이므로 

P(k)+ P( -k)=k3 +k2+k+ 1+( -k3+k2 -k+ 1)= 2k2+2=8 

:. k 2=3 

0119 
다항식 j(x)를 x2 -8x+1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x+1이고 

(χ2+ 1)j(x+3)을성-2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R(x)일 때， 

R(l)의 값을 구하여라 STEP밍 P(x)를 x-k2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P(3)=33 +32 +3+1=27+9+3+1=40 빠
때
쇼
부
 「
}
모
”
-
뾰
믿
 

STEPÐ 몫과 나머지를 01，용하여 j(x)의 식 구하기 

다항식 j(x)를 x2-8x+12로 나누었을 때， 몫을 P(x)로놀으면 

j(x)=(삼 8x+12)P(x)+2x+1 

=(x-2) (x-6)P(x)+ 2x+ 1 
(2) x에 대한 심차다항식 p(X)=(X2-X-1)(ax+b)+2에 대하여 

P(x+1)을잠-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50a+b으| 값을구하여 

라 (단， a， b는 상수이다) 

.. <5) 

STEPÐ 다항식의 나늦셈의 관계식 서|우기 
p(X)=(x2-X-1)(ax+b)+2 ...... <5) 

P(x+1)을 x2-4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면 

P(X+1)=(X2-4)Q(x)-3 

=(x-2)(x+2)Q(x)-3 

@으|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P(3)=-3 

@으|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P(-1)=-3 

STEP밍 수치대입법을 01훨뼈 a, b21 값구해| 

@의 앙변에 x=3을 대입하면 

P(3)=(32 -3-1) (3a+b )+2, 15a+5b+2=-3 

:.3a+b=-1 ...... @ 

@의 양변에 x=-l을 대입하면 

P( -1)={( -1)2-(-1)-1}(-a+b)+2, -a+b+2=-3 

:. -a+b=-5 ...... @ 

@，@을연립하여풀면 a=l， b=-4 

따라서 50a+b=50-4=46 

.. (Ç) 

STEP밍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R(x) 구하기 

또한， (x2 +1)j(x+3)을장-2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는 R(x)=ax+b(a， b는상수)로놀으면 

(x2 + 1)j(x+3)=(x-3) (x+ l)Q(χ)+ax+b 

@의 양변어1 x=2, x=6을 양변에 대입하면 
j(2)=5, j(6)= 13 

P의 양변에 x=-l, x=3을 대입하면 
2j(2)= -a+b = 10 

10j(6)=3a+b= 130 

두 식을 연립하여 풀먼 a=30, b=40 

따라서 구하는 나머지 R(x)=30x+4001므로 R(1)=30+40=70 

p 

0120 
다항식 j(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j(O)의 값은? 

(가) j(χ)를 x-2로 나누먼 나머지가 7이다 

(내 j(x)를 Z十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대 f(x)를 (x-2)(X+1)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0122 
두 다항식 j(x), g(x)에 대하여 j(x)+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0이고 {f(X)}2+{g(X)}2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0일 때， 다항식 j(x)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1 

STEPÐ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j(2), j(-l) 구하기 

(개， (내에 의하여 j(2)=7, j(-l)=l 

~-2 

@ 1 

G) -3 
@ 0 

STEPÐ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관계식 구하기 

두 다항식 j(x), g(X)에 대하여 j(x)+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0이므로 j(2)+ g(2)= 10 

또한， {f(X)}2+{g(X)}2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0이므로 

{f(2)}2+{g(2)}2=30 ...... <5). 

@ 

STEP 4]) a2 +b2=(a+b)2-2ab률 이용하여 j(2)g(2)의 값구하기 

이때 다향식 j(x)g(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j(2)g(2)이므로 

@에서 {f(2)}2 +{g(2)}2={f(2)+ g(2)} 2 _장(2)g(2) 

30= 102-2j(2)g(2) 

따라서 j(2)g(2)=35 

STEP밍 조건 (태에서 몫과 나머자를 이용하여 식 작성하기 

(대에서 j(x)를 (x-2)(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x+b(a, b는 상수)라 하면 
j(x)=(x-2)(X+1)(ax+b)+ax+b 

@의 양변어Ix=2를 대입하면 j(2)=2a+b=7 

@의양변에 x=-l을대입하먼 j(-l)=-a+b=l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a=2, b=3 

따라서 j(x)=(x-2)(X+1)(2x+3)+2x+3 01므로 j(0)=-3 

| 매선힘겨V문저v I 
다항식 j(x)와 g(x)를 각각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2와 3이고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1과 4이다. 

이때 곱 j(x)g(x)를 삼-않+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012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향식 P(x)=녔+상+x+1을 x-k로 나눈 나머지와 x+k로 나눈 

나머지의 합이 8이다. P(x)를 x-앙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단， k는 상수이다.) 

39 

... --------• 

STEPÐ 나머지정리룰 01용히여 k2 구하기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다향식 P(x)를 x-k로 나눈 나머지는 

P(k)=k3 +k2+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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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O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식 작성하기 

j(x)g(x)를 x2 -5x+6으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十b(a， b는 상수)라 하면 

j(x)g(χ)=(x2 -5x十6)Q(x)+ax+b

=(x-2)(x-3)Q(x)+ax+b ...... G) 

STEP잉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a, b 구하기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j(2)=2, g(2)=3, j(3)=1 , g(3)=4이므로 
@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j(2)g(2)= 2a+b에서 2a+b=2.3=6 

@의 양변어\x=3을 대입하면 

j(3)g(3)=3a+b에서 3a+b=1.4=4 

두식을언립하여풀먼 a=-2， b=10 

따라서 나머지는 -2x+10 

0123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사차다항식 P(x)가 

P(-융)=P(-융)=p( -t)=p{ 웅)=0 
을 만족할 때，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STEPO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P(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사차다항식이고 

P(→)=P(-융)=p( -t)=p( 웅)=00\므로 

P(x)는 x+ 할+ 융， x냥， x+ 웅인 인수를 가진다 

P(x)=(x+ 융)(x+ 융)(x+t)(x+ 웅) ...... G) 

STEP@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P(x)를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따라서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P(l)이므로 

@으| 양변어\x=l을 대입하면 

P(1)=( 1냉) (1낸)(1+ t)(1+웅)=t- 좋· 융· 흉=3 

0124 
삼차다항식 j(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j(1)=2 

(나) j(χ)를 (X-1)2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같다. 

j(χ)를 (X-1)3으로 나둔 나머지를 R(x)라 하자. R(0)=R(3)일 때， 

R(5)의 값을 구하여라. 

STEPO 0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일차 01하의 다항식임을 이용하여 
삼차다항식 j(x)의 식 작성하기 

조건 (나)에 의하여 j(x)를 (X-1)2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의 나머지를 

ax+b(a, b는 상수)라 하면 
j(X)=(x-1)2(ax+b)+(ax+b) ...... G) 

STEP@ j(1)=2임을 이용하여 j(x) 구하기 

조건 (가)에서 j(1)=20\묘로 @에서 j(1)=a+b=2 

:. b=-a+2 

@에 대입하면 j(x)=(X-1)2(ax-a+2)+(ax-a+2) 

=(x-1)2 {a(x-1)+2}+a(x-1)+2 

= a(X-l)3 +2(x-1)" +a(x-1)+2 

STEP8 R(0)=R(3)을 이용하여 R(χ) 구하기 

j(x)를 (X-1)"으로 나눈 나머지가 R(x)이므로 

R(x)= 2(x-1)2 +a(x-1)+2 

이때 R(0)=R(3)이므로 2-a+2=8+2a+2 
:. a=-2 

따라서 R(x)= 2(x-1)2 -2(x-1)+2이므로 

R(5)= 2(5-1)2 -2(5-1)+2 = 26 

0125 
다음 물음에 답하고 과정을 서술하여라. 

(1) 다항식 j(x)=성+aχ2-7x+b가 (X-1)2으로 냐누어떨어질 때， 

상수 a， b어| 대하어 야으| 값을구히는 과정을 다음 단겨|로 서술하여라 

[1단계1 j(x)를 (X-1)"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a, b으| 관계식을 
구한다 

[2단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j(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한다 

[3단계] 몫도 x-1로 나누어떨어짐을 이용하여 뼈의 값을 구한다. 

j(x)를 (X-l)2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a， b의 관계식을 
1 단져1 I ‘ 30% 

유도한다 

다항식 j(x)=녔+ax2 -7x+b를 (x-1)2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하먼 

χ3+ aχ2_ 7x+b=(χ-1)2Q (x) ...... G) 

이 등식이 z에 대한 항등식0\므로 양변에 x=l을 대입하먼 

1+a-7+b=0 :. b=-a+6 ...... (Ç) 

。을@에대입하면 

j(x)=x3+ax2 -7x-a十6

다음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1 

j(x)=성+ax2 -7x-a+6 

=(χ-1){X2 +(a+ 1)χ+a-6} 

몫을 g(x)=χ2+(a+1)x+a-6이라 하면 

6에서 (X-1)g(X)=(x-1)2Q (X)이므로 

양변을 x-1로나누면 

g(x)=(x-1)Q(X) 

즉 g(x)=삼+(a+1)χ+a-6도 x-1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g(l)=OO\므로 1+a+1+a-6=0 :.a=2 

a=2를 C에 대입하면 b=4 
따라서 구하는값은 ab=2.4=8 

멸흩펠 계수대입법을 이용뼈 풀이하기 

STEPO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x3 +aχ2-7x+b를 (x-1)2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x+k(k는 상수) 라 하면 

χ3十ax2 -7x+b=(χ_1)2 (x+k)=(x2 -2x+ 1) (x+k) 

=χ3+(k-2)χ2-(2k-1)x+k 

‘ 30% 

.. 40% 

이 등식이 x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a=k-2, 2k-1=7, b=k 

따라서 k=4이므로 a=2，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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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01므로 35a+7b=0 

5a+b=0 
(Ç)，@을 연립하여 풀면 a=2, b=-10 

따라서 P(x)=(x2- 4x+2) (2x-io)+2x-l001므로 

P(4)= z.( -2)+8-10=-6 

멀훌헬 인수정리훌이용뼈풀이해| 

STEPÐ 심차다항식 P(x)의 식 구하기 

조건 (가)에서 x=1을 대입하면 P(I)=OOI고 

x=7을 대입하면 P(5)=001므로 상수 a, k에 대하여 
P(x)=a(x-l)(x-5)(x-k) (단， a 추 0) 

위 식을조건 (가)에 대입하면 
a(x-l)(x-3)(x-7) (x-k-2)= a(x-7)(x-l) (x-5)(x-k) 

이므로 (x-3) (x-k-2)=(x-5)(x-k), 즉 k=3 

:. P(x)=a(x-l)(x-3)(x-5) 

.. @ 
(2) 다헝식 x30 -1을 (x-l)2으로나누었을때의 나머지를 R(x)라할때， 

R(2)의 값을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1단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30 -1을 x-l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효H각. 

[2단겨1] 다항식으| 나늦셈을 이용하여 식을 작성하고 항등식의 수치대입 

법을 이용하여 a, b의 관계식을 구한다 
[3단계] R(2)의 값을 구한다 

조립제법을 01용히여 x30 -1을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효tcf. ‘ 300/0 

1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x30 -1을 x-l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하면 

1 1 

1 , 
A 

1짧蠻靈 

0 
nu 

---1i 

nU 

14 

-1i 

STEP (E) 나늦셈의 관계식물 구하여 P(x) 구하기 

조건 (내에 의해 P(x)를 상-4x+2로 나눈 몫을 Q(x)라 하면 

a(x-l)(x-3)(x-5)=(x2- 4x+2)Q(x)+2x-l0 

a (x2 -4x+3) (x-5)=(x2 -4x+2)Q (x )+2x-l0 

x2 -4x+2=0으| 해를 a라 하면 α2_4a+2 =001므로 
@의 앙변에 x=α를 대입하면 

a(a-5)=2α-io :. a=2 

따라서 P(x)=2(x-l)(x-3)(x-5)이므로 P(4)=2.3.(-I)=-6 

1 

x 80 -1 =(x-l) (x잃 +X2B+ ... +X+l)이므로 

몫은 x29+x 2B+ ... +x+l 

다항식의 LI늦섣을 이용하여 식을작성하고항등식의 수치대입 

법을 이용하여 a， b으| 관계식을구효tcf. .. Ô) 
‘ 30% 

x30 -1을 (x-l)2으로 나눈몫을 Q(x) ， 나머지를 ax+b라하면 

X30 -1=(x-l)"Q(x)+ax+b ...... ô) 

이 등식은 $에 관한 항등식01므로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O=a+b :. b=-a ...... (Ç) 

0127 
‘ 4D'*。

@ 

z에 대한 이차다향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개 x3+3x2 +4x+2를 f(x)로 나눈 나머지는 g(x)이다. 

(내 x3+3x2+4x+2를 g(x)로 니눈 나머지는f(x)-화-2x01다. 

대랜Il R(2)의 값을구흔봐 

Q을 @에 대입하면 x 30 -1 =(x-l)2Q(x)+a(x-l) 

x 30 -1 =(x~ 1) (X29 + x잃+ ... +x+l)OI므로 
@의 양변을 x-l로 나누면 

:r;29+x 2B+ ... +x + 1=(x-l)Q(x)+a 

양변에 다시 x=1을대입하면 30=a 
따라서 구하는 나머지 R(x)=30(x-l)이므로 R(2)=30 

@5 

이때 g(1)의값은? 

G) 3 ~4 

@6 @7 

.웰.n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η-1치석 밟찮 
STEPÐ 조건 (깨， (내를 만족하는 식 구하기 

x3+3x2 +4x+2를 f(x), g(x)로 나눈 몫을 각각 Q(x), Q' (x)라 하면 

녔+3x2 +4x+2=f(x)Q (x)+g(x) ...... ô) 

x 8+3x2+4x+2=g(x)Q ’ (x)+f(x)-x2- 2x .•..•• (Ç) 

f(x)는 01차다향식이므로 g(x)는 1차 이하의 다항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Ç)식으로부터 g(x)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효버| 되어야 하므로 

f(x)-삼-2x=a(a는 상수)라 하면 f(x)=x2+2x+a 

0126 
심차다향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개 (x-l)P(x-2)=(x-7)P(x) 

(내 P(x)를 상-4x+2로 나눈 나머지는 2x-l0이다 

41 

STEP굉 일[ÄI식 g(x)를 구홉뼈 g(l) 구하기 

@에서 성+3x2 +4x+2를 f(x)=장+2x+a로 나눈 나머지가 g(x)이다. 

x+l 
x2+2x+a다딱삶2 +4x+2 

x3+2x2 +ax 

x2+(4-a)x十2

f +2x十Q
(2-a)x+2-a 

즉 나머지는 g(x)=(2-a)x+2-a=(2-a)(x+l) 

나머지를@에대입하면 

녔+3x2+4x+2=(2-a)(x+1)Q' (x)+a 

X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x=-1을 대입하면 

a=O :. g(x)=2(x+1) 

따라서 g(I)=4 

@O 

P(4)의값은? 

G) -6 ~-3 

@ 3 @ 6 
I뭘.L빼관계식(항힘)어| 수치대입해l 

STEPÐ 조건 (개에서 P(I)=O, P(5)=0 구흥}기 

조건 (가)에서 x=1을 대입하면 P(I)=O 

x=7을 대입하면 P(5)=0 

P(x)는 심차다항식이므로 조건 (내에 의해 

P(x)=(상-4x+2)(ax+b)+2x-l0 (단， a， b는 상수) ...••. ô) 

.• (Ç) 

STEP딩 조건을 E혹하는 P(x) 구해| 

@의 양번에 x=1을 대입하면 

P(I)=O이므로 -a-b-8=0 

a+b=-8 
@의 양변어Ix=5를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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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이차다항식 /(x)에 대하여 /(1 -x)를 x-l로 나누면 나머지가 -401고 

x/(x)는 (χ+1)(x-4)로 나누어떨어진다. 

이때 /(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I웹 나늦셈 관겨애어| 수치대입해| 

STEPÐ 톨과나머지롭이용하여식구하기 

/(1 -x)를 x-l로나누었을때， 몫을 Q， (X)라하면 나머지가 -4이므로 

/(I-x)=(x-l)Q,(x)-4 ...... (5) 

@으| 양변어Ix=1을 대입하면 /(0)=-4 

따f(x)는 (X+ 1) (X-4)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X)라 하면 나누어떨어자므로 

x/(x)=(x+1) (X-4)Q2 (X) ...... (Ç) 

Q으|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j(-1)=O :. /(-1)=0 

@의 양변에 x=4를 대입하면 4((4)=0 :. /(4)=0 

STEP밍 인수정리툴 이용하여 /(x) 구하기 

이때 이차다항식 /(x)가 /(-1)=0, /(4)=0을 만족하므로 

/(x)=a(x+l)(x-4) (단" a는상수)라하자 

/(0)=-40 1므로 /(0)=a(0+1)(0-4)=-4a=-4 :. a=1 

따라서 /(x)=(x+ 1) (x-4)01므로 x+2로 나눈 나머지는 

/( -2)=(-2+ 1) (-2-4)=( -1)' (-6)= 6 

0129 
다항식 X'O+x5+3을 x2+x+l， x 2-X+l, (x2+x+l)(x2-x+1) 

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η (x), r2(x), r3(x)라 할 때， η (x )r2 (x)r3 (x)를 

x-l로 나눈 나머지는? 

CD-4 ~-2 @2 

@ 4 @ 6 

STEPÐ X'O +x5 +3을 장+x+l로 나눈 나머지 η (x) 구흩}기 

다항식 X'O +x5 +3을 장+x+l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X)라 하면 

나머지가 η (x)이므로 

XlO +X5+3=(X2+x+l)Q, (x)+η (x) ...... (5) 

이때 x2十x+l=O을만족하는 Z에 대하어성=1， 장=-x-I01므로 

@에수치대입법을하면 
*상+x+l=O에서 (x-1)(x'+x+l)=001므로성 1=0 :.x'=l 

(X3)3 X+(X3)X2 + 3 = 0+η (x)， X+(-x- 1)+3=2=η (x) 

.. η (x)=2 

STEP웬 .x'O +삼+3을 x2 -x+l로 나눈 나머지 r2(x) 구흘}기 

다항식 x'O+녔+3을 x2-x+l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X)라 하면 

나머지가 r2 (x)01므로 

X'O+x5+3=(x2-x+ 1)Q2(X)+η (x) ...... (Ç) 

이때 x2-x+l=0을만족하는 xOl I 대하여성=-1， x2=x-I01므로 

P에수치대입법을하면 
‘·죄-x+1=0어l서 (x+l)(x'-x+1)=OOI므로앙+1=0 :. 녔=-1 

(X3)3 X+(X3)X2 + 3 = 0+η (x) 

-x-(x-l)+3=-2x+4=r2(x) :. η (x)=-2x+4 

STEP8 X'O +x5 +3율 (X2 +X+l)(X2 -X十1)로 나눈 나머지 r3(x) 

구하기 

(x2 +x+l)(x2 -X+l)=x4+x2+101므로 

다항식 x'O+녔+3을 (X2+x+l)(X2 -X+l)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s(x)라 하면 나머지가 rs(x)이므로 

x'O十x5 +3=(x4+x2 +1)Q3(x)+r3 (x) ...... @ 

이때성+x2+1=0을만족하는 X에 대하여담=1， 장=-x2 -101므로 

@에수치대입법을하면 
‘-삼+성+1=0에서 (x'+l)(x‘-앙+1)=001므로(x')'+l=O， x'=l 

(X6)X4 +(x4 )x+ 3 = 0+r3 (x) 

(-x2-1)+(-X2 -1)x+3 = _X3_X2 -x+2=r3 (x) 

:. r3(x)=-x3_x2_x+2 

따라서 η (1)=2， γ2=(1)=-2十4=2， r3(1)=-I-I-I+2=-1이므로 

η (x )r2 (x )r3 (x)를 x-l로 나눈 나머지는 

η (1)r2 (I)r3 (l)=2' 2. (-1)=-4 

0130 
자연수 η에 대하여 η차 다항식 Pη (x)=(X-l)(x-2)(x一3)"'(x-η)

이라 할 때， 2z3-3x2+1=a十bP， (X)十cP2 (x)十dP3 (x)는 Z어| 대한 항 

등식이다 상수 a, b, c, d에 대하여 a+b+c+d의 값을 구하여라 

I웹.항힘으l 미정겨싸법 : 겨뼈|교법，수치대입법 

STEPÐ 최고치항의 계수툴 비교뼈 d 구해l 

2xs - 3x2 + 1 = a+bP, (x)+cP2 (X)+dP3 (x)에서 

2xs -3x2+1=a十b(x-l)+c(x-l)(x-2)十d(x-l)(X-2)(x-3)

이 x에 대한 항등식01므로 최고차항의 계수를 비교하면 d=2 

STEP굉 항탕!의수치대입법을이용하여 a， b, c의값구하기 

주어진 등식이 X어| 대향 항등식이므로 X어|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 

등식의양변에 x=1을대입하면 2-3+1=a :. a=O 
등식의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16-12+1=a+b, a+b=5 :. b=5(': a=O) 

등식의 양변에 x=3을 대입하면 54-27+1=a+2b十2c

a+2b+2c=28 :. c=9(': a=O, b=5) 

따라서 a+b+c+d=0+5+9+2=16 

0131 
삼차다항식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0)=3 

(내 /(x+l)=/(x)+x2 

/(x)를 상-3x+2로 나눈 나머지는? 

CDx+3 '~x+2 @x+l 
@x @x-l 
를렘.나늦셈 관계식에수치대입해| 

STEPÐ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x)의 식 구하기 

삼차식 /(x)를 x2-3x+2로 나눈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ax+b(a, b는 상수)라 하면 
/(x)=(x2- 3x+2)Q(x)+ax+b 

=(X-l)(x-2)Q(x)+ax+b ...... (5) 

STEP밍 조칸올 E뭘하는 /(x)의 나머지 구률}기 

한편 /(x+1)=/(x)+삼이므로 

( i) x=O을 대입하면 /(1)=/(0)+0=3(η. /(0)=3) 

(ii)x=1을 대입하면 /(2)=/(1)+1=4(': /(1)=3) 
( i ), (ii) 의 결과를@에 각각대입하면 
/(I)=a+b=3 ...... (Ç) 

/(2)=2a+b=4 ...... @ 

(Ç)，C9을 연립하여 풀먼 a=l, b=2 

따라서 /(x)를 x2-3x+2로 나눈 나머지는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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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2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1) a3+b3-ab(a+b) 

(3) a3b-ab3+a2b+ab2 
(2) a8 -b8 

(4) 앙+4b2 -c2 +4ab 

STEPÐ 척용할수있는가장적합한인수분해공식찾기 

(1) 암+b3 -ab(a+b )=(a+b) (a2 - ab+b2)-ab (a+b) 

=(a+b) (a2 -2a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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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8 _b8=(a4 )2 _(b4 )2 

=(a4 +b4 )(a4 -b4 ) 

=(a4 +b4 ) (a2+b2)(a2 -b2) 

=(a4 +b4 ) (a2 +b2) (a+b )(a-b) 

(3) a3 b-ab3+a2 b+ab2= ab(a2-b2)+ab(a+b) 

=ab(a+b)(a-b)+ab(a+b) 

= ab(a+b) (a-b+ 1) 

(4) a2+4b2-c2+4ab=a2+4ab+4b2-c2 

=(a+2b)2-C2 

=(a+2b+c)(a+2b-c) 

013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2 + X-4)2_4의 인수가 아닌 것은? 
G) x+l 
@x-2 

@x+2. ØX-l 
@x+3 

STEPÐ a2 --:-b 2=(a-b)(a+b)를 이용하여 인수분해해| 

(x2+x-4)2 -4=(x2+x-4)" -22 

={(X2+X-4)+2}{(x2+x-4)-2}] 

=(x2+x-2)(x2+x-6) 

=(x+2) (x-l) (x+3)(x-2) 

STEP@ 인수가 아닌 것 구해l 

따라서 (x2 +x-4)2_4의 인수가아닌 것은 x+l01므로@이다. 

‘1、”

(2) (앙+b2 _C2)2 -4a2 b2을 인수분해할 때，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것은? 

G) a+b+c ø a+b-c @ a-b+c 
@a-b-c @a+2b-c 

STEPÐ a2 -b2=(a-b)(a+b)를 이용하여 인수분해하기 

(a2+b2_c2)2 -4a2 b2=(a2+b2 -C2)" -(2ab)" 

=(a2+b2 -c2+2ab) (a2+b2 -c2-2ab) 

={(a+b)2 -c2}{(a-b)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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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인수가아닌것구흩까 

따라서 인수가 아닌 것은 a+2b-cOI므로 @이다i 

0134 
다음중옳지않은것은? 

G) xy+y2-xz- yZ=(X+Y) (y-Z) 

ø 2ab+c2-a2-b2=(c+a-b)(c-a+b) 

@a3-ab2-b2c+a2c=(a-b)(a+b)(a+c) 

@ 상+4y2+z"+4xy-4yz~2zx=(x-2Y+Z)2 

@27x3-27x2+9x-l=(3x-l)3 
띤
+
 따
 야 

Z 

STEPÐ 적용할수있는가장쩍합한인수분해공식찾기 

G) xy+y2-xz- yZ=y(X+y)-Z(X+y) 

=(x+y)(y-Z) 

ø 2ab+c2-a2-b2=c2-(a2-2ab+b2) 

=c2-(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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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 - ab2 - b2 c+ a2 c=( a3 - ab2)+( -b2 c+ a2 c) 

= a(a2 -b2)+c(a2 -b2) 

=(a2-b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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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4y2+Z2+4xy_4yZ-싫Z 

=x2 +(2y)2 +( -z)" +2. x. 2y+2' 2y'( -z)+2. (-z). x 

=(x十2y-z)"

@27x3-27x2+9x-l=(3x)3-3'(3x )2'1+3' 3x '12-13 

=(3x-1)3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0135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1) O"^~0063 +8 을 계t펀f 것은? 
2004 x 2006+4 

G) 2004 ø 2005 @ 2006 
@2oo7 @2008 

.웰.2006이 공통으로 있으므로 치환하여 암+b3={a+b)(a'-ab+b')율 
이용하기 

STEPÐ 2oo6=a라하고요낙분해16~기 

2006=a라하면 

20063+8 a3+8 _ (a+2)(a2-2a+4) 
2004又굶굶주4-ι-2)a주4 a2-2a+4 

=a+2=2006+2 
=2008 

(2) 쟁163+1 의 값은? 
201σ-2016+1 

G) 2016 ø 2017 @2018 
@2019 @2020 

I뭘.20160 1 공통으로 있으므로 치환히여 a3+bS={a+b){a'-ab+b')을 
이용ë5f71 

STEP밍 2016=a라하고요바분해하기 

2016=a라하면 

2:0163 +1 _ a3+1 _(a+1)(a2-a+1) 
20162 -2016+1 - a2-a+1 - a2-a+1 

=a+1=2016+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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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6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102 +82 +62 +42 +22)_(92 +72十52 +32 +12)

G) 25 
@55 

(g) 35 
@65 

@45 

STEPÐ (η+1)2_η2=(n+l)+n물 이용하여 다음과 갈이 겨|산등.71 

(102 +82 +62+42 +22)_(92 +72 +52+32+ 12) 

=( 102 - 92)+(82 -72)+( 62 - 52)+(42 - 32)+(22 -12) 

=(10+9)+(8+7)+(6+5)+(4+3)+(2+1) 

=55 

013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2302-1 " 1230"+1 (1) ~:'~nτ-"'-X 의값을구하여라 
iι312 "1230'-1230+1 

STEPÐ 1230=a라하고인수분해해| 

1230=a로놓으면 

a2-1 ~ a3 +1 _(a-1)(a+l) ~ (a+l)(a2-a+1) 
(a+1)" ~ a2-a+1 - (a+ 1)2 " a2 -a十 1

=a-1 
= 1230-1 = 1229 

(2) 찍월략 X~“꽤l53-53 -2 의 값을 구뼈라 
ι010 

STEPÐ 2015=a라하고요뱉해해! 

2015=a로놓으면 

20152-52 
“ 2:ül53-5" 

20102 "20152+5 X 2015+52 

a2 -52 " a3 -53 

-(a펴l^ 강판감강 

(a-5)(a+5) " (a-5)(a2+5a+52) 
- (a一 5)" " a2+5a+52 

=맑홍 X(a-5) 

=a+5 
=2015+5 
=2020 

0138 
다음 각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1) (x2- 2x-5)(x2- 2x-6)-6 

(2) (x-1)(x-3)(x+2)(x+4)+24 

STEPÐ 공톨된 부분을 하때 문:Ã"로 생각승}고 요쁨해하기 

(1) 상-2x=X로 놓으면 

(X -5)(X -6)-6=X2-11X +30-6 

=X2- l1X+24 

=(X -3)(X -8) 

X=x2-2x를 다시 대입하면 

(x2- 2x-3)(x2- 2x-8) 

=(x-3)(X+l)(X-4)(x+2) 

(2) (x-1)(x-3) (x+2) (x+4)+24 

={(X-l) (x+2)} X {(x-3) (x+4)}+24 

={(x2 +x)-2}{(χ2+X)-12}+24 

x2+x=X로 놀으면 

(X-2)(X-12)+24 

X2-14X +48=(X -6)(X -8) 

X=x2+x를 다시 대입하면 

(x2+x-6)(x2+x-8) 

=(x+3)(x-2)(x2+x-8) 

013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항식 (x2 - x+ 1) (x2 - x-9)+ 21을 인수분해하면 

(x+ 1) (x+2) (x+a) (x+b )01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은?(단， a> b) 

G) -7 (g) -6 @ -5 
@-4 @ 5 

STEPÐ 공통된 부분율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인수분해하기 

x2-x=X로놓으면 

(x' - x+ 1) (x2 - x-9 )+21 

=(X+1)(X-9)+21 

=X2-8X+12 

=(X-2)(X-6) 

=(X2-X-2)(x2-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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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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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a=-2, b=-3이므로 a+b=-5 

(2) 다항식 (x2- 4x+3) (x2 +6x+8)+24를 인수분해하면 

(x+a)(x+b)(x2+cx+d)01다. 

이때 a+b+c+d의 값은?(단.， a, b, c, d는 정수이다) 
G) -10 (g) -8 @-6 
@-4 @-2 

@률공흙분01 생기도록 일;i:t식을두 개씩 찍지어 전개한후 치환승뼈 인수분해 

STEPÐ 01차석 부분을 인수분해하여 싱수항의 합이 갈은두 식으로 묶어 
전개하여 공톨부분율 구하기 

(x2- 4x+3)(x2+6x+8)+24 

=(X-1) (x-3) (x+2)(x+4)+24 

={(x-1)(x+2)}{(x-3)(x+4)}+24 

=(X2+X-2) (x2+x-12)+24 

STEP밍 공톨부분을 치환하여 인수분해해| 

x2+x=X로 놓으면 

(x2+x-2) (x2+x-12)+24 

=X2-14X+48 

=(X-6) (X-8) ‘x=성+x를다시 대입하면 

=(x2+x-6) (x2+x-8) 

=(x+3) (x-2)(x2+x-8) 

따라서 a=3, b=-2, c=1, d=-8 또는 a=-2， b=3, c=1, d=-8 

이므로 a+b+c+d=3+(-2)+1 +( -8)=-6 



0140 
다향식 (x+ 1)(X+3)(X+4)(x+6)+a가 01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톨삼+ax+b가짧~I곱식이 되려면 b=(융r 

STEPÐ 두 일치식의 상수황의 합이 겉아지도록 짝을 지어 전개한후， 
공통부분을한문자로치환하여 인수분해하기 

(x+1)(x+3)(x+4)(x+6)+a 

={(x+1) (x+6)}{(x+3)(x+4)}+a 

=(x2+7x+6) (x2+7x+12)+a 

x2+7x=X로 놓으면 

(x2+7x+6) (x2+7x+ 12)+a 

=(X +6) (X + 12)+a 

=X2+18X+72+a ...... (5) 

STEP밍 x2 +ax+b가완천제곱식이 도|려면 b=(융r임을 01용하"1 
주어진 식이 X어| 대한 01치식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므로 

@이 X에 대한 일치식의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f 18 \2 
따라서 (걷?_) =72+a=81 :. a=9 

0141 
다음 각 식을 인수분해히여라 

(1) x 4 - 6x2 +8 

(2) 삼+a2b2+b4 

(3) 상-13x2 +4 

STEPÐ 복olxt석의 인갤해해l 

(1) 녔-6x2 +8=(X2 -4)(x2-2) 

=(x+2) (x-2)(x2 -2) 

(2) 없+a2b2+b4=a4+2a2b2+b4-a2b2 

=(a2 +b2)" -(ab)2 

=(a2+b2 +ab)(a2+b2-ab) 

(3) 장-1앓2+4=장-4x2 +4-9x2 

=(성-2)"-(3x)" 

=(삼+3x-2)(x2 -3x-2) 

014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항식 성-8x2 +16을 인수분해하면 (x+a)2(x+b)201다. 

쁨g의 값은? (단， a>bOI다.) 
(1) 120 ~ 245 @ 260 
@503 @506 

I렐 X2-2mX +m2={X -m)'와 f4-2mf2+m2={f2-m)2 

STEPÐ 상=X로치훨뼈 인갤해하기 

x2=X로놓으면 

x 4- 8x2+16=X2-8X+16 

=(X-4)2 

~(X2-4)" 

=(X+2)2 (X-2)2 

이때 a>b이므로 a=2, b=-2 

2012 2012 2012 따라서 = _ ~';~~_， = ~V.~~ =503 _b_2_(_2)- 4 

멀훌펠 항맑으|성질을이용뼈풀이해| 

x4-8장+16을 인수분해하면 (x+a)2(x+b)201므로 

x 4- 8x2+16=(x+a)2(x+b)2 ...... (5) 

@이 z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g뻔에 x=-a를 대입하면 

a4-8a2+16=001므로 (a2-4}"=0, a2=4 

:. a= :t 2 

마찬가지 방법으로 @에 x=-b를 대입하면 

(b" -4)"=001므로 b2=4에서 b= :t2 

이때 문제의 조건에서 a>b이므로 a=2, b=-2 

. 2012 _ 2012 _ 2012 
--L---;::------rττ=~Vt~=503 . a-b-2-(-2)- 4 

E+ 
m 
‘ ” = 

(2) 다항식 장+7x2 +16이 (x2 + ax+b) (x2 - ax+b)로 인수분해될 

때， 두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단， a>O) 

(1) 5 ~6 @7 
@8 @9 

I뭘.7x2=8x2-X2로 분리하여 A 2 _B2 꿀로 만든다. 

STEP밍 7x2= 8x2 -X2으로분리하여 A2-B2 휠로 E를어 인수분해 
하'1 

다항식 장+7x2 +16을 인수분해 하면 

장+7x2 +16=(x4+8x2 +16)-x2 

={x2 十4}"-x2

=(x2 + x+4) (x2 - x+4) 

이므로 a=l， b=4 

따라서 a+b=5 

f7tÿ싣힘겨V문저V 
x4+5x2 +9=(x2+x+3)(x2+ax+b)일 때， *a， b의 곱 ab의 값은? 

(1) -6 ~-5 @-4 
@-3 @-2 

I뭘. Sx2= 6x2 -X2로분리뼈 A 2 _B2 꼴로 만든다 

.....• 헬 •............... 

x4+5x2+9={x4+6x2+9)-상 

=(x2十3}"-x2

=(x2+x+3){x2-x+3) 

따라서 a=-l, b=3이므로 ab=-3 

0143 
다향식 (x2+ {ï3x+3) {x2- {ï3x+3)을 전개하여 계수가 정수인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여라. 

STEPÐ 곱을 전개뼈 복이책으로 L뿜배기 

(x2+ 피싫+3)(x2 - π3x+3)=(x2+3+ {ï3x)(x2+3-피3x) 

=(x2 +3}"-(피3X)2 

=x4+6x2+9-13x2 

=x4-7x2+9 

STEP (Ë) -7.장=-6x2-상으로분리를|여 A2-B2꼴로믿흩어 인갤해 
흘}기 

x4-7x2+9=(X4-6x2+9)-X2 

=(x2-3)"-x2 

=(x2-x-3)(x2+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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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 
다음 각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1) x'+yx'-x-y 

(2) 때(x+y)-yz(y+z)~zx(z-x) 

(3) 3x'-앓y-y'+5x-y+2 

STEPÐ 여러개의문자를포함한식의요낼분해해l 

(1) 주어진 식을 차수가 가장 낮은 ν에 대하여 정리하면 

x' +yX' - x-y=:=(X' -1)y十x'-x

=(X'-l)y+x(x'-l) 

=(x'-l) (X+y) 

=(x-l) (x+ 1) (X+y) 

(2) 주어진 식을 전개한 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y(x+y)-νz(y+z)-zx(z-x) 

=X'y+xY'-Y'Z-YZ'_Z2X+ZX2 

=(Y+Z)X2+(y2_Z2)X-Y'Z-YZ' 

=(y+Z)x2+(y+Z) (y-z)X-yz(y+z) 

=(Y+ZHX2+(ν-z)x-yz} 

=(y+z)(x+y) (X-Z) 

(3) 주어진 식을 전개한 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3x2- 2xy ν2+5x-y+2 

=3x2 -(2y-5)χ-y'-ν+2 

= 3x2 -(2y-5)X-(y+2) (ν-1) 

={X-(y-l)}{3x+(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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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를 
3x2-(2y-5)x-(y+2) (y-l) 

~><피 ψ+2) • (y+2)x 
× 
鍵織→鍵蠻羅+

3x2 -(y+2)(y-l) (-2y+5)x 

0145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어| 대하여 
Qb(a-b)+bc(b-c)+ca(c-a) 

」값g? (a-b)(b-c)(c-a) 

(1) -3 Ø-l @O 

@ 1 @ 2 

STEPÐ 치수가모두같으므로한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정리하여 
요넉쉴해하기 

주어진 식의 분자를 정리하면 

ab(a-b)+bc(b-c)+ca(c-a) 

=a2b-ab2+b2c-bc'+c'a-ca' 

=(b-c )a2 -(b2 -c2)a+b2 c-bc2 

=0-~~-0+~0-~a+k0-~ 

=(b-c){a2-(b+c)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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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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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b-c)(c-a)-
. (주어진식) I \Lb .，_~:~U ~~~~v ~~I 1 - (a-b)(b-c)(c-a) -

014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xy-2y'+x+7y-601 (x+ay+3) (x+bν+c)로 인수분해 

될 때， 상수 a, b, c의 합 a+b+c의 값을 구히여라. 
I웹.상수항2y'-7y+6=(2y一3) (y-2)를인수분해한후， 전체를인수분해 

한다. 

STEPÐ 상수항 부분판을 인수분해하고 나서 챔l 식을 인수분해해l 

X'-xy-2y2+X+7y-6 

=x2 -(ν-1)x-(2ν2_7y+6) 

=x"-(y-l)x-(2y-3) (y-2) 

={x-(2y-3)} {x+(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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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a=-2, b=l, c=-2이므로 a+b+c=-3 

톨를 
앙-(y-l)X-(2y-3)(y-2) 

x><걱- ; • -\;t,Y- ;j JX 

蠻驚옳→각蠻醫鍵í+ 
-(2ν一3)(y-2) -(ν-l)x 

@홉웰 향탕!의성질을이용뼈풀이해l 

x2-XY-2y2+X十7y-6을 인수분해하면 

(x+ay+3) (x+by十c)이므로 

x'-χy-2y2+X+7y-6=(x+ay+3) (x+by+c) 

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우변을 전개하여 계수비교하면 

(x+ay+3) (x+by+c) 

=x2 +(a+b )xy+aby2十(c+3)x+(ac+3b)ν+3c

:. a+b=-l, ab=-2, c+3=1, aC+3b=7, 3c=-6 

따라서 a=-2, b=l, c=-201므로 a+b+c=-3 

(2) 성+y2+2xy+kx+4y+301 x , y어| 대한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정수 k의 값을 구하여라. 

I뭘.상수항y'+4y+3=(y+3)(ν+1)을 요바분해한후， 전체를 인수분해효κt 

STEPÐ 주어진식을￡의 내림차순으로정리하기 

주어진 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2+y2 十2xy十kx+4y+3

=x2+(2y+k)x+(y2+4y+3) 

=x2+(2y+k)x+(y+l)(y+3) 

STEPG) ν에 대한두 일차식의 합을 이용하여 k의 값구하기 

주어진 식이 x， y어| 대한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2ν+k는 g어| 대한 두 일치식의 합이므로 

(y+l)+(y+3)=2y+kOI어야 한다. 

따라서 2y+4=2y+kOI므로 k=4 

0147 
세 변의 길01가 a， b， c인 삼각형에서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1) (a2-b2+c2)b2=a2(-a2+b2-c2) 



STEPÐ a, b, c 훌치수가 가장 낮은 C어| 대빼 내링뻗으로정리해| 

주어진 등식을 전개한 후" c어|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a2-b2 +c2)b2= a2 (-a2+b2-c2) 

~~-~+~~=-~+~~-~~ 
(a2+b2)c2+a4-b4=0 

(a2 +b2)c2十(a2 +b2) (a2 -b2)=0 

:. (a2+b2)(a2-b2+c2)=0 

STEP밍 피따라스정리를 만족흘}는 삼각형 구해| 

이때 a, b, 'c가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이므로 
a>O, b>O :.a2+b2>0 

즉 a2 -b2 +c2=001므로 a2+c2=b2 

따라서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

멀훨빠 꿇쁨이있는경우로인갤해뼈풀이해l 
(a2-b2+c2)b2= a2 (-a2+b2 -C2) 

(a2 -b2 +c2)b' +a' (a' -b2 +C2)= 0 

(a2-b2 +C2) (b2+a2)=0 

a2 +b2 >0이므로 a2 -b2 +c2=0 :. a2+c2=b2 

따라서 구하는 삼각형은 빗변의 길01가 b인 직각삼각형이다. 

(2) a(b2-c2)+b(c2-a2)+c(a2-b2)=0 

STEPÐ a, b, c 중Q어| 대하여 내림차순으로정리하기 

주어진 등식의 조뻔을 전개한 후， a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a(b2-c2)+b(c2-a2)+c(a2-b2) 

=ab2-ac2+bc2-ba2+ca2-cb2 

=-a2(b-c)+(b2-c2)a-bc(b-c) 

= -a2 (b-c)+(b+c) (b-c)a-bc(b-c) 

=-(b-c){a2-(b+c)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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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b-c)(a-c)=O 

STEP딩 변의길이가결은삼ζ뺑구해| 

따라서 a=b 또는 b=c 또는 a=cOI므로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 

0148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OI고 

aS+cS+a2c+ac2-ab2-b2c=0 

을 만족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 정삼각형 CZ! a=b인 01등변삼ζ병 
@b=c인이등변삼각형 @a가빗변인직각삼각형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I뭘.a， b， c 중치수가 가장많b어| 대빼 내림챈으로정리 

STEPÐ a, b, c 중치수가가장낳은 bOlI 대빼 내림딴으로징리하기 

치수가 가장 낮은 문자인 b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a3 +c3 +a2 c+ac2 -ab2 -b2 c 

=-(a+c)b2+a3+cS+ac(a+c) 

=-(a+c)b2+(a+c)(a2-ac+c2)+ac(a+c) 

=(a+c){ -b2+a2-ac+c2+ac} 

=(a+c){앙十c2 -b2} 

훌뭘렌 a3+c3+a2c+ac2-ab2-b2c 

=-(a+c)b2 +aS +앙c+cS +ac2 

= -(a+c )b2+a2 (a+c)+c2 (a+c) 

=(a+c)( -b2+a2+c2) 

STEP당 펴타고리:스정리를 E팩히는삼각형 구하기 

이때 (a+c)(a2 +c2 -b2)=0에서 a, b, c가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므로 
a>O, c>oOI므로 a+c>O 

:. a2+c'=b2(": a+c 추 0) 

따라서 b가 빗변인 직각심각형이다 

띤
+
 
M 
‘ w = f7Hi싣멈겨V문저V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OI고 
a (a2 +ab-c2)= b (c2 -ab-b') 

을 만족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융ab CZ! 흥ac @융bc 

@ab @bc 

-----G훌훨.--------------------

STEPÐ a, b, c 중치수가가장낮은 C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정리하기 

주어진 식을 전개한 후， 치수가 기장 낮은 c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a(a2+ab-c2)=b(c2-ab-b2), 
a(a2+ab-c2)-b(c2-ab-b2)=0 

a3+a2b-ac2+b3+ab2-bc2=0 

-(a+b)c2+(러+a2b+ab'+b3)=0 

-(a+b )c2 +{a2 (a+b)+b2 (a+b )}=O 

-(a+b)c2+(a+b)(a2+b2)=0 

:. (a+b)(a2+b2-c2)=0 

STEP@ 피타고리스정리를 만족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이때 a, b, c가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01이므로 

a+b > 0 :. a2+b2=c2 

따E써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므로 넓01는 융ab 

0149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 b， c어| 대하여 a3+b3+c3-3abc=001 

성립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어라， 
(2)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01가 6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웹한변의 길이가a인 정삼챔의 넓01 평a2 

STEPÐ 곱셈정리률 이용흘뼈 인갤해해| 

a3+b3+c3-3abc=0 

(a+b+c)(a2+b2+c2-ab-bc-ca)=0 

융(a+b+c)(2a2 +2b'+2c'-싫b-2bc-강a)=O 

융(a+b+c) {(a'-2ab+b")+(b' -2bc+c")+(c2-2ca+a")}=0 

웅(a+b+c) {(a-b)" +(b-c)" +(c-a)"}= 0 

이때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므로 a+b+c 추 0 

:. {(a-b)" +(b-c)" +(c-a)"}=O 

즉 a-b=O， b-c=O, c-a=OOI므로 a=b=c 

STEP웬 삼각형 모양올 결정해| 

(1) a=b=c이므로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정삼각형이다. 
(2)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01므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이다 

따라서 구꿇 삼각형 ABC의 넓이는 령 X2"=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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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다음 각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1) 녔-2x"-x+2 

(2) 2x"-장-7x+6 

(3) 잠-2x"-x+2 

STEPÐ 인수정리률 이용하여 인수분해하기 

(1) f(x)=장-2x"-x十2로놀으면 

f(1)=1-2-1十2=0

f(x)는 x-1을 인수로 가지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요날;분해하면 

x"-2x"-x十2=(x-1)(x"-x-2)

=(x-1) (X+ 1) (x-2) 

(2) f(x)= 2x"-상-7x+6으로놓으면 

f (1 )=2-1-7+6=0 

f( -2)= -16-4+ 14+6 = 0 

f(x)는 x-1， x+2를인수로 

가지므로오른쪽그림과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2x"-x"-7x+6=(X-1) (2x"+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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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x)=x4-2x"-x+2로 놓으면 

f (1 )=1-2-1+2=0 

f(2)= 16-16-2+2=0 

f(x)는 x-1, x-2를 인수로 
가지므로오른쪽그림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x 4 - 2x"-x+2 

=(x-l)(x-2)(X"+X+1) 

0151 

1 

1 

2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a， b, c는 상수이다) 
(1) 다항식 녔+5x"+lOx+601(x+a)(x"+4x+b)로 인수분해될 때， 

a+b의값은? 
(Ï) 2 ~3 @5 

@7 @9 

STEPÐ 인수정리를 01용훌|여 인수분해하기 

f(x)=성+5x"+10x十6으로 놓으면 

f(-1)=-1+5-10+6=0이므로 x+1은 f(x)의 인수이다 

STEP굉 조립제법을 이활뼈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흘|좁t7 1 

오른쪽과 같이 조립제법을 01용히여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하면 삼+4x+6이므로 

x"+5x"+ 10x+6=(x+1) (x"+ 4x+6) 

따라서 a=l， b=6이므로 a+b=7 

-1 

(2) 다향식 2x"~3x"~12x~7을 요바분해하먼 (x+a)"(bx+c)일 때， 

a+b+c의값은? 
(Ï) -6 ~ -5 @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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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얀수정리룰 이용훌뼈 f(a)=O을 만훨|는 a 구하기 

f(x)= 2x"-3x"-12x-7이라 하면 

f( -1)= 2' (-1)" -3'( -1)" -12'( -1)-7=0이므로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STEP굉 조립제법을 이혈뼈 주어진 E방식을 인뜸해해| 

따라서 f(x)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7 

7 

2x"-3x"-12x-7=(x十 1)" (2x-7)01므로 a=l， b=2, c=-7 

:. a+b+c= 1+2+(-7)=-4 

0152 
다음물음에답하어라 

이다 이때 a+p+q의 값을 구하여라 

(1) 다향식 녕+5x"+ax-24를 인수분해하면 (X-2)(X+p)(X+q) 

2 

n; 

STEPÐ 인수정리를 01，훨뼈 a의값구해| 

f(x)=성+5x"+ax-24로 놓으면 

f(x )=(x-2) (x+p) (x+q)이므로 

f(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 

즉 f(2)= 8+20+2a-24=0，4+ 2a=0 

:. a=-2 

STEP딩 조립제법률이용하여 p， q의값구흘}기 

f(x)=녔+5x"-2x-24 

=(X-2) (x" +7x+ 12) 

=(X-2)(x+3)(x+4) 

따라서 a=-2, p=3, q=401므로 
a+p十q=-2+3+4=5

2 1 5 -2 -24 

(2) 다항식 녔+ax"+bx+2를 인수분해하였더니 

(X-1) (x-2) (x+c)이었다. 상수 a, b, cOU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f(x)=녔+ax"+bx+2로 놓으면 

f(X)=(x-1)(X-2)(X+c)01므로 

f(x)는 x-1, x-2를 인수로 강는다 
즉 f(l)= l+a+b+2=0 

:. a+b=-3 ...... (5) 

f(2)=8+4a+2b+2=0 

:.2a+b=-5 
@ 

(5)，<9을 연립하여 풀면 a=-2, b=-l 

STEP굉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c의 값구하기 

f(x)=녔-2x"-x+2 

=(x-1)(x"-x-2) 

=(X-1) (x-2) (x+ 1) 

따라서 c=l, a=-2, b=-101므로 
앙+b" +c"=( -2)" +( _1)"+ 1"= 6 

1 



0153 
hox 11 x 12x 13+1 의 값을구하여라. 

STEP(\) 11=x로치환하여 식을정리하기 

11=x로놀으면 

~10X 11 x 12x 13+1 

=~(X-1)X(X+ 1)(x+2)+ 1 

=샤(x十 1)(x-1)(x+2)+1 

=~(x2+x)(x2+X-2)+1 ...... éì) 

STEP 4]) 공동인수를 치환승뼈 인수분해뼈 원래의 식 대입해l 

x2+x=A로놀으면 @에서 

파￡닮1=많퍼효과 

=f0도1)2 
=A-1(': A- l> 0) 

=x2+x-1= 112+11-1 

=131 

015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1이 아닌 두자언수 a， b에 대하여 

3587= 153+152-15+2=a x b로 나타낼 때， a+b의 값은? 
CD 211 ø 228 @ 239 
@328 @428 

STEPÐ 주어진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기 

153 +152 -15+2에서 x=15라 하고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X3+X2 _X十2

=(x+ 2) (x2 - x+ 1) 

=(15+2)(152-15+1) 

=17 x 211 

-2 I 1 1 -1 2 

2 2-2 

1 -1 1 

STEP 4]) a+b의 값을 구하기 

153+ 152 -15十2=17x 211=a x b이고 17과 211은 서로소이므로 

a=17, b=211 또는 a=211 ， b=17 

따라서 a+b=228 

(2) 10074 -2 x 20072-3 x 2007-2 의 값은? 
20073 - 20072 - 2009 

CD 2004 ø 2005 @ 2006 
@2007 @2008 

주어진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기 

분모， 분자에서 2007=x라하고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20074 -2 x 20072-3 x 2007-2 
20073 -20072 -2009 

X 4-2x2_3x-2 
-- x3-;c2-;r-2 

(X+1)(x-2)(x2十x+1)
(x-2)(삼+X+1) 

=x+1 

o -2 -3 -2 

-1 1 1 2 

2 2 2 

1 1 1 

x+1값을구하기 

x+ 1 = 2007 + 1 =2008 

0155 
109 +2'106 +2'103-5 를 계H하였을 때， 이 수의 각 자릿수의 합을 

103-1 

구하여라. 

STEPÐ 주어진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요암분해하기 

103=x로놀으면 

109 +2 '106 +2 '103-5 _ x3+2x2+2x-5 
→-→j캉-1 ←- x-1 

이때 /(x)=성+2섬 +2x-5라 하면 /(1)=0이므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언
+
 따
 ι
 
이
 
Z 

1 I 1 2 2 -5 

1 3 5 

1 3 5 

x3 +2χ2+2X-5 =(x-1)(x2 +3x+5) 

. 녔+2x2 +2x-5 _ (x-1)(x2+3x+5) 
\"" Å J\"" 1 <.M- lû1_X2+ 3x+5 

x-1 x-1 

STEP4]) x=103으로놓고각 Ã~릿수의합구하기 

x 2+ 3x+5= 106 +3'103+5 
=1003005 

따라서 구하는 각 자릿수의 합은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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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6 
다항식 8x3→ 12x2 +6x-1 二(ax+b)3을 만족시키는 정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면? 

G) -3 ~-2 @1 

@ 2 @ 3 

STEPÐ 녕 3a2b+3ab2 -b3二(a-b)3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해| 

8χ3- 12.χ2 十6x→ 1=(2χ)3←3. (2X)2 , 1 +3 , 2x'12-13 

=(2x-1)3 

이므로 Q二 2， b二→1

:. ab 二 2 

0157 
서로 다른 두 실수 x , ν가 x2+ν2=5， X3 -ν3=4(X-ν)를 만족할 [[H, 

(x ν)2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인수분해의 기본공식을 이용하여 (χ-ν)2 구하기 

x 3 ν3二 4(x ν)에서 (x-y)(x 2 +xν+y')=4(X←ν) 

x 규iν이므로 X2+Xν十ν2=4

또， X2 +ν2=501므로 xy二 -1 

따라서 (x←ν)2=X2 +y2_2κy=5-2(-1)=7 

0158 
다음 물음에 답면}여라. 

(1) 다항식 (2X+y)2 -2(2x+y )-3을 인수분해하먼 

(ax十y+1)(2x十by+c)일 [대， a+b+c의 값은? 

G) -4 ~-2 @O 
@ 2 @ 4 

I뭘IÞzx+ν二X로치환뼈 인수분해 

STEPÐ 공통부분을한문자로치환하여 인수분해하기 

주어진 다항식에서 2x+y=X라하면 

(2x+ν)2- 2(2x+ν)-3 

=X2-2X-3 

=(X+1)(X-3) 

x2 -x二X라하면 

(X2_X)2 +2x2-2x-15=(x2-x)2 +2(X2-X)-15 

二X2 +2X-15

=(X+5)(X-3) 

=(x2-x+5)(x2-x-3) "x=x'-x 

이므로 a=-l， b=5, c=-3 또는 Q二←1， b=-3, c=5 

'. a+b+c=-1+5+(-3)=1 

(3) 다항식 (χ2-x)(X2 -X-1)-2를 인수분해했을 [대， 

다음 중 이 다항식의 인수인 것은? 

G) x-2 ~x-1 @x 

@x2+1 @x2+x+1 

STEPÐ 공동부분을 한문자로 치흔념f여 인수분해하기 

x2-x二X로놀으면 

(x2←X)(X2 -X-1)→2二X(X-1)-2

二X2-X-2

=(X • 2)(X+1) 

=(x2-x-2)(x2• x+1) "X=상 x 

=(x • 2) (x+ 1) (X2 - x+ 1) 

따라서 x-2는 주어진 식의 인수이다 

0159 
다음 물음에 듭녕}여라. (단， a， b, c, d는 상수이다.) 

(1) 다항식 (x2 -X-9)(x2 -x+1)+21을 인수분해하면 

(χ+a) (x+b) (x+c) (x+d)일 때， a2 +b2 +c2 +d2 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공통부분을 한문자로 치흔봐여 인수분해하기 

x2 -x二X라하면 

(χ2 ←x-9)(χ2-x+1)十21=(X -9)(X +1)+21 

=X2-8X+12 

=(X • 2)(X -6) "X=x'-x 

=(x2• x-2)(x2• x-6) 

二(x-2) (x+1) (x-3)(x+2) 

따라서 a2+b2+c2+d2=4+1 +9+4= 18 

(2) 다항식 (x2 +2.χ)(x2 +2x-3)+2를 인수분해하면 

(x2 +αx+b)(x2 +2χ 2)일 때， α+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꿇}여 인수분해하기 

χ2+ 2x =X라하면 

(x2+2x) (x2+2x-3)+2=X(X -3)+2 

=X2-3X+2 

二(X-1)(X-2) "X=x2+2x 

=(2x+ν+1)(2x+ν 3) 二(x2 +2χ→ 1)(x2 +2x-2)
따라서 a=2, b=l, c=-301므로 a+b+c=2+1-3=O 따라서 Q二 2， b 二 -1이므로 a+b 二 1 

멀률웰l 항팅의 성증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2) 다항식 (x2 -χ)+2x2 -2χ-15가 (χ2+ax+b)(x2 +αx+c)로 1 등식 (x2 +2x)(x2 +2x←3)十2二(x2 +ax+b)(x2 +2x-2)는 

인수분해 될 때， 서l 상수 a, b, c에 대하여 a+b+c의 값은? x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에 x二0을 대입하면 

G) -2 ~←1 @O 2 二 -2b

@ 1 @ 2 그러므로 b=-l 

양변에 I二 1을 대입하먼 

STEPÐ 공통부분이 나오도록식을변헝한후， 공통부분을한문'Ãl로치환 2=1十a+bOI고 b=-101므로 α=2 
하여 인수분해하기 J 따라서 a+b二 l



0160 
다항식 (X-1) (X-2) (x-3) (X-4)+k가 X어| 대한 01차식의 완전저|곱 

싶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를x'十ax+b가완전저l핍이 도|려면 b=(융)' 

STEPÐ 두 일책의 상수항의 합이 갤}지도록 짝을 지어 전개한 후，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흔k하여 인수분해하기 

(X-1) (X-2) (x-3) (x-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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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 5x+4)(χ2_ 5x+6)+k 

상 5x=X로놀으면 

(주어진 식)=(X +4)(X +6)+k 

=X2+ lOX+24+k ...... ô) 

STEP (Ë) x2+ax+b7~ 완전제곱식이 도|려면 b=(웅)2임을 이용하기 

주어진 식이 x01I 대한 이치식의 완전제곱꼴로 인수분해되려먼 
@이 X에 대한 일차식의 완전제곱꼴로 인수분해되어야 한다 

(10 \2 
다라서 24+k=(강) 二 2501므로 k二 1 

0161 
{iõoxl02 x 104 x 106+ 16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100=x로 치흔봐여 식을 정리하기 

100二Z로놓으먼 

/10o x 102 x 104 x 106十 16 

=파(x+2) (x十4) (x+6 )+16 

二J{x(x+6)}{(χ+2)(x十4)}+16

=~(x2+6x)(x2+6x+8)+16 ...... ô) 

STEP (Ë) 공통인수를 치환융뼈 인수분해하여 원래의 식 대입하기 

Z2+ 6x=A로 놓으먼 @에서 

~A(A+8)+16=파즙굶갑6 

=ι파꾀; 
二A十4( η.A+4 >O) 

=x2 +6χ+4 

따라서 x 2 +6x+4 = 1002 +6.100+4二 10604

0162 
다항식 x4 -5x2 -36이 (x-a)(x+a)(x2 +b)로 인수분해될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 0, b > 0) 

STEPÐ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여 인수분해하기 

x2=X로놓으면 

x 4 -5x2-36=X2-5X -36 

=(X -9) (X +4) 

=(x2-9)(x2+4) 

=(x-3)(x+3)(x2十4)

따라서 a=3, b=4이므로 ab=12 

016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다향식 성+4x2 +1601 (x2 +ax十b)(x2 -cx+d)로 인수분해될 

[대， a+b十c+d의 값은? (단， a， b, c, d는 양수이다.) 
(j) 12 ø 14 @16 
@18 @20 

를렐4x2=8x'-4x'로분리때 A'-B2 꼴로만든다. 띄
+
 
m 
ι
 
” z 

STEPÐ 4x2=8x2 -4x2로분리하여 A2 -B2꼴로 E될기 

성十4χ2 + 16 =(x4 +8x2 + 16)-4x2 

=(x2 十4)2 • (2X)2 

=(x2 +2x十4)(x2 -2x+4)

=(x2+ax+b) (x2-cx+d) 

STEP (Ë) 겨|수비교하여 a， b, c， d으|값구하기 

이[대 a, b, c ， d가 양의 실수이므로 

a=2, b 二 4， C二 2， d=4 

따라서 a+b+c+d二 12 

(2) x4 +5x2 +9=(x2 +x+3)(x2 +ax+b)일 때， 

상수 a， b의 곱 ab의 값은? 

(j) -6 Ø-5 @-4 
@-3 @-2 

I뭘.5x'= 6x2 -:t'으로 분리하여 A' • B' 꼴로 만든다. 

STEPÐ 5x2=6x2 χ2으로 분리하여 A2 -B2꼴로 E를어 인수분해해| 

x4+5χ2+9=(x4十6x2十9)←x2

=(x2十3)2_X2

=(x2 十x+3)(x2 -x+3)

따라서 a= • 1, b=3이g로 ab=-3 

0164 
다항식 x2 -x.ν -6y2_X+8y-2가 (x+ay-2) (x+by+ 1)로 

인수분해될 때， a+b으| 값은? 
(j) -1 Ø-2 @-3 
@-4 @-5 

STEPO 주어진 다항식을 X어|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한 후， 인수분해 
등}기 

주어진 다항식을 I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먼 

x2 -xy-6ν2-x+8Y-2=x2 -(y+ 1)x-2(3ν2-4ν+1) 

二x2 -(Y+1)x←2(ν-1)(3ν-1)

={x+(2ν-2)}{x-(3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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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잉 a, b으| 값구승~71 

따라서 Q二 2， b=-3이므로 a+b=←l 

51 



0165 
다항식 j(x)==x2 -5.χ-9에 대하여 서로 다른두실수 a， b가 

j(a)==O, j(b)==O을 만족시킬 [대 ， j(a+b)의 값은? 

(j) -9 CZl -8 @ 0 

@ 8 @ 9 

STEPO 인수정리를이용하여 j(a+b)의값구하기 

이때 j(x)는￡의 계수가 1인 01차식01므로 

j(x )==(x- a) (x- b )==x2 -( a+ b )x+ ab 

ζ. χ2-5x-9==x2 -(a+b)x+ab 

이 등식은 X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일치식의 계수를 비교하면 

a+b==5 

따라서 j(a+b)== j(5)== 25-25-9==-9 

0166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a, b, c가 상수) 
(1) 다항식 녔-a상 +bx-6을 인수분해하면 (X-1)(x+2)(x+c) 

이다.01때 a+b+c의 값은? 
(j) -4 CZl -3 @ -2 
@-1 @ 0 

를를다항식의인수가x-1， x+2임을 01용뼈 a， b구하기 

STEPO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a, b으| 값 구하기 
j(x)==x3 -ax2 +bx-6==(x-1) (χ+2)(x+c)로 놓으면 

j(x)는 x-1， x+2를 인수로 강는다 

j(1)== 1-a十b-6==0

:. a-b==-5 ...... Gl 

j(-2)==-8-4a-2b-6==0 

:. 2a+b== • 7 ...... (Ç) 

Gl，。을연립하여풀면 

a==-4, b==1 

STEP잉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C으| 값 구하기 

j(x)==x3 -ax2+bx-6 

==x3 + 4x2+x-6 

==(x-1)(x2+5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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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 -6 

1 5 6 

1 
:. c == 3 

따라서 a==-4, b==1, c=301므로 a+b+c=-4+1+3=0 

x3 -ax2 +bx-6=(x-1)(x+2)(x+c)에서 

상수항의계수비교하면 

-6=-2cOI므로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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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j(1)=0을 만족하는 Q 구하기 

j(x)= 2x3 +ax2 -4x-3 =(ZX+ 1) (x-1) (x+b)로놀으면 

j(x)가 χ-1을 인수로 가지므로 

j(1)=2+a-4-3=0 

:.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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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기 

따라서 j(x)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디음과 같다. 

l 

n “ u 

j(x)=2x3 +5.χ2-4x-3 

=(χ-1)(2x2 +7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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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b=3이므로 a+b=5+3=8 

2x3 +ax2 -4x-3=(2x+1)(X-1)(x+b)에서 

상수항의계수비교하면 

-3=-b이므로 b二 3 

0167 
다항식 P(x)=2x4 +5x3 +ax-2가 x+1로 나누어떨어질 때， 

다음 중 P(x)의 인수가 아닌 것은? 

(j) x-1 CZl x+1 @χ+2 

@2x-1 @2x+1 
I뭘Bp(x)가 x+1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p( -1)=0 

STEPÐ P(X)가 x+1로 나부어떨어짐을 이용하여 Q의 값구하기 

P(χ)가 x+1로 나누어떨어지므로 P(-1)==0 

P(-1)==2-5-a-2=001므로 a==-5 

:. P(x)==2x4十 5x3 -5x-2

STEP@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P(x)를 인갤해하기 

2성+5.성 5x-2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
2 5 0 5 -2 

-2 3 3 

2 3 3 2 

2 5 

2 5 2 

-4 2 
」ι

 

P(x)== ZX4+5x3 -5x-2 ==(x+ 1) (x-1) (x+2) (2X+ 1) 

따라서 선택지 중 P(x)의 인수가 아닌 것은 2π-1 

@흩렐I 식을 변형뼈 인수분해뼈 풀이õf71 

STEPÐ P(X)가 x+1로나누어떨어짐을이용하여 Q으|값구하기 

P(x)가 χ+1로 나누어떨어지므로 P( -1)==0 

P( -1)==2-5-a-2=001므로 a=-5 

:. P(χ)==2χ4+5x3_5.χ-2 

STEP@ P(x)를 쩍당히 변형하여 인갤해해| 

P(x)== ZX4+5x3 -5x-2 

== 2(x4-1)+5x(x2-1) 

== 2(x2+ 1)(x2 -1)+5χ(x2 -1) 

==(X2-1){2(x2+ 1)+5x} 

==(x+ 1) (x-1) (2χ2+ 5x+ 2) 

==(x+ 1) (x-1) (x+2) (2X+ 1) 

따라서 P(x)의 인수가 아닌 것은 2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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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8 
다향식 성-2x"+2x2 -x-601 (x+l)(x+a)(x2 +bx+c)로 

인수분해될 때， 서| 정수 a, b, c의 합 a+b+c의 값은? 
CD-2 ~-1 @O 

@ 1 @ 2 

STEP밍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x+1, x-2인 인수 구훌~'I 

/(x)=성-2x"+2x2-x-6으로 놓으면 

/(-1)=0, /(2)=001므로 
/(x)는 x+1, x-2을 인수로 가진다. 

STEP밍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a, b, c21 값구률}기 

다항식 성-2x"+2x2 -x-6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1 1 1 -2 2 -1 -6 

-1 3 -5 6 

1 -3 5 -6 뿔뿔훌훌 

2 -2 6 

1 -1 3 -x4- 2x"+2x2-x-6=(X+1)(x-2)(x2-x+3) 

따라서 a=-2, b=-l, c=301므로 a+b+c=O 

0169 
다항식 (x2-x) (x2 +3x+2)-3을 인수분해하면 

(x2 +ax+b) (x2 +cx+d)이다.01때 싣바 a， b, c, d에 대하여 
a+b+c+d의 값을 구하여2.~. 

I뭘&통부분01 생기도록 일썩을두개씩 짝지어 전개한후， 치활동뼈 인쁨해 

STEPÐ 01차석 부분을 인수분해하여 쉰악항의 휠'0 1 갈은 두식으로 묶어 

전개하여 공톨부분물 구하기 

(x2-x)(x2+3x+2)-3=x(x-1)(x+1)(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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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x) (x2+x-2)-3 

STEP딩 공톨인수를 치헬뼈 인갤해해l 

상+x=X로놓으면 

(X2+X)(x2+x-2)-3=X(X-2)-3 

=X2-2X-3 
=(X+1)(X-3) +o x=짙+x훌다시대입하면 

=(x2+x+1)(x2+x-3) 

따라서 a=l, b=l, c=l, d=-3이므로 
a+b+c+d=1+1+1-3=0 

0170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에서 

c2 (a2+b2-c2)=b2 (c2+암-b2) 

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으로 가능한 삼각형인 것묘를 [보기]에서 고르면? 

'. a=b인 이등변삼각형 
L.b=c인 이등변삼각형 

c 빗변의 길이가Q인 직각삼각형 
띤
+
 따
 야 그
 CD , ~L 

@ L , C @ " L , C 

@C 

STEPÐ 치수가모투걸으므로한뭄지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정리를~여 
인수분해하기 

c2 (a2+b2-c2)=b2 (c2 +a2-b2)에서 

a2 c2+b2 c2 -c4=b2 c2+a2 b2-b4 

:. a2b2-a2c2-b4+c4=0 

주어진 등식이 치수가 모두 같으므로 한문지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인수분해하면 

(b2 -c2)a2 -b4 +c4=(b2 -c2)a2 -(b4-C4) 

=(b2 - c2) a2 -(b2 - c2) (b2 + c2) 

=(b2 -c2) (a2 -b2 -c2) 

=(b+c) (b-c) (a2-b2-c2) 

:. (b+c)(b-c)(a2-b2-c2)=0 

STEP밍 삼각형의 모양많바| 

b, 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이므로 b+c>O 

:. b-c=O 또는 a2-b2-c2=0 
(i)b-c=O일 때， 

b=cOI므로 b=c인 이등변삼각형이다. 

( ii) a2 -b2 -c2=0일 때， 

a2=b2+c2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으로 가능한 것은 L , cOI다 

0171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2 b+2ab+a2+2a+b+ 1의 값이 245일 때， 

a+b의값은? 
CD9 ~1O @11 

@12 @13 
I뭘. 여러 개의 문J，: t률포힘한식을 요볕해할때，7:.바가 낮은문재| 대뼈 

내림치순으로정리한다 

STEPÐ 주어진 식올 인수분해해! 

주어진 식을 b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하여 인수분해하면 

a2 b+2ab+a2 +2a+b+ 1 

=(a2 +2a+1)b+앙+2a+1 

=(a+ 1)2 b+(a+ 1)2 

=(a+ 1)2 (b+ 1) 

STEP밍 인수분해 한 식의 값이 장5임롤 이용등뼈 a, b21 값구해| 

(a+ 1)2 (b+ 1)의 값이 245=72 '501므로 

(a+ 1)2 (b+ 1)= 72. 5 

이[대 a， b는 자연수이므로 a+1=7, b=4 

따라서 a=6， b=4이므로 a+b=10 

53 



54 

0172 
다항식 상+4xy+3y2 -x+y+k가 x， y어| 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I웹. 상수힘을 3y'+y+k=(y+a)(3y+b)라 하고 두 일차식의 합 

y+a+3y+b=4y-l을 이용하여 구하기 

STEPÐ 주어진식을x의 내림치순으로정리하기 

주어진 식을 x어|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2十(4y-1)X+3y2+y+k

이때 두 일치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4y-1은 g어| 대한 두 일차식의 

합으로 3y2+y+k는 g에 대한 두 일치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STEP딩 g어|대한두밀써을 ν+a， 3y十b라빼합과곱을이용뼈 

k으|값구하기 

즉 g어| 대한 두 일차식을 y+a， 3y+b라 하면 

(y+a)+(3y+b)= 4y-101므로 

a+b=-1 ...... Gl 

(y+a)(3y+b)= 3y2+y+k01므로 

3y2+(3a+b)y+ab=3y2+y+k어|서 계수 비교하면 

3a+b=1, ab=k ...... (Q 

Gl, 。을 연립하여 풀면 a=1, b=-2 

따라서 k=ab=1'(-2)=-2 

017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a+b+c=9, a3+b3 +c3=3abc일 때， ab+bc+ca의 값을 

구하여라. 

(2) 세 양수 a, b， c가 a3+b3+c3=3abc를 만족시킬 때， 

b , 2c , 3 고+ ~b+ 공으| 값을 구하여라 

3+b3+C3 
(3) a+b+c=O일 때， ←3감EL」 값을 구하여라. 

STEPÐ a3 +b3 +c3=3abcOI기 위한 조건 구하기 

a3 +b3+c3=3abc에서 a3+b3+c3-3abc=0 
(a+b+c )(a2+b2 +c2 -ab-bc-ca)= 0 

융(a+b+c) {(a-b)2 +(b-C)2 +(c-a)2}= 001므로 

a+b+c=O 또는 a=b=c 

STEP밍 주어진조건을만족하는값을각각구하기 

(1) a+b+c=9일 때， a3+b3+c3=3abcOI므로 a=b=c 

즉 a+b+c=9에서 a+a+a=901므로 a=b=c=3 
따라서 ab+bc+ca=9+9+9=27 

(2) a, b, c가 양수일 때， a3+b3+c3=3abcO I므로 a=b=c 

b , 2c , 3a 
따라서 5+τ+ τ=1+2+3=6 

(3) a+b+c=OOI므로 녕+b3 +c3=3abc 

a 3 +b3 +c3 _ 3abc 따라서 -3abc - 3abc 

0174 
a+b=5, b+c=2일 때， ab(a+b)-bc(b+c)-ca(c-a)의 값은? 

roæ ~æ @~ 

@50 @60 

STEPÐ 차수가 모두 갈으므로 한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요바분해하기 

주어진 등식이 차수가 갈으므로 전개한 후， 문자 Q에 대하여 내림치순으로 

정리한후， 인수분해하면 
ab(a+b )-bc(b+c)-ca(c-a)= a2 b+ab2-b2 c-bc2 -ac2 +a2 c 

STEP밍 a-c의 값을 구하기 

=(b+c )a2 +(b2 -c2)a-bc(b+c) 

=(b+c){a2+(b-c)a-bc} 

=(b十c)(a+b)(a-c)

이때 a+b=5, b+c=201므로 a-c =(a+b )-(b十c)=5-2=3

따라서 (b+c)(a+b)(a-c)=5' 2. 3=30 

017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1007H의 이차다항식 자(x)=심+x-η(η=1， 2， 3， "', 99, 100)이 

었다. 이 중에서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x-a)(x+b)의 꼴로 인수 

분해되는 자 (x)의 개수는? 

ro6 
@9 

~7 
@10 

STEPÐ 주어진 조건을 이용흘뼈 식 세우기 

@8 

x 2+x-n=(x-a)(x+b) (a, b는 자연수)라 하면 
x2+x-n=x2 +(b-a)x-abOI므로 

b-a=1, ab=η(1 드 η 드 100인지연수) 

STEP밍 b-a=1인 a， b의값구하기 

즉 두 자연수의 곱이 10001하인 수 중에서 b-a=1인 a， b으| 값을 구해보면 

(2, 1), (3, 2), (4, 3), (5, 4), (6, 5), (7, 6), (8, 7), (9, 8), (10, 9) 

월 
2 3 | 4 1... 9 I 10 

| 3 1... 8 9 
I 12 I ... I 72 I 90 쉰-응 

따라서 두 일치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의 개수는 9(개) 

(2) 1000개의 이차다항식 

x'+2x-1, x 2+ 2x-2, "', 짚+2x-1000 중에서 계수가 
정수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의 개수는? 

ro30 ~31 @32 
@33 @34 

STEPÐ 주어진조건을이용하여 식세우기 

x2+2x-η =(x+a)(x-b) (a, b는 자연수)라 하면 
x2+2x-η=잠+(a-b)x-abOI므로 

a-b=2, ab=n (1 드 % 드 1000인 지연수) 

STEP밍 a-b=2인 a， b의값구흩}기 

즉 두 자연수의 곱이 1000 이하인 수 중에서 a-b=2인 a, b의 값을 구해 보면 

b 3 4 5 I ... I 31 I 32 
a 1 I 2 3 I ... I 29 I 30 

Qb I 3 I 8 I 15 I ... I 899 I 960 

따라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의 개수는 30(개) 



0176 
부피가 (X3 +x2 -5x+3)π인 직원기둥이 있다 이 직원기둥의 높이와 밑 

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X어| 대한 일차식으로 

나타내어질 때， 이 직원기둥의 겉넓이는?(단， x> 1) 

(J)4(앙 -x)π (g) 4(x2 -1)π @4x2π 

@4(상+1)π @4(X2 +X)π 

STEPÐ 직원기둥을 천개하여 반지름과높이 구하기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r , 
높이를 h라하면 

(부피)= πγ2h=(X3+x2 -5x+3)π 

다항식 녔+x2-5x+3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인수분해하면 

1 I 1 1 -5 3 

1 2 -3 

1 1 2 -3 

녔+x2-5x+3=(X-l)"(x+3)01므로 

xγ2 h=(X-l)2 (x+3)π 

:. r=x-l , h=x+3 

STEP밍 원기둥의 겉넓이 구하기 

(겉넓이)=2πr2 +2πrh=2r(r+h)π 

= 2(X-l) (2x+2)π 

=4(x2-1)π 
~‘ 

0177 
디음 그림과 같이 네 개의 직육면체가 있다. (가-)， (내， (다)의 부피의 
합이 (라)의부피으13배와같을때， 디음중항상성립하는것은? 

(래 
... a “ 

껄갚 

!J) a+b=ab 

@ a2 +b2= a2 b2 

@(a-l)'+(b-l)"=O 

(g) a+b=ιi 
@d2+b2+1=ab 

STEPÐ 주어진조건을이용하여식세우기 

(가)， (나-)， (다)의 부피의 합이 (라)의 부피의 3배이므로 

녕+b3 +1=3ab에서 a3 +b3 +1-3ab=0 

(a+b+1)(앙+b2+1-ab-b-a)=0 

웅(a+b+ 1) {(a-b)2 +(b-l)2 +(I-a)"}=O 

STEP밍 A， B가 실수일 때， A2+B'=0이면 A=O, B=O임을 이용 
를}기 

(a-b)" +(b-l)" +(I-a)2= 0(': a+b+ 1 추 이 

:. a-b=O, b=l, l-a=O 

:. a=b=l 
따라서 향상 성립하는 것은 @이다. 

0178 @명탱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Z펌 A으| 

서|로의 길이는 (X+2)20 1고， 

세 직사각형 A， B， C의 넓이는 각각 

x 3 +5x2+Sx+a, 
x 2+5x+a, 
x 3 +10x2+26x+2a 
이다 직사=4형 C의 가로의 길이가 

잠+bx+c일 때， 상수 a， b， c어| 

대하여 a+b+c의 값을 다음 단계로 

서술응}여라. 

[1단계] 직사각형 A의 서|로의 길이 (X+2)2과 넓이 성+5x2 +Sx+a를 

이용하여 Q으| 값을구효빠. 

[2단계] 두 직사각형 A， B의 넓이를 각각 인수분해 하여 직시각형 B으| 

세로의길이를구한다 

[3단겨1] 직사각형 C의 넓이를 인수분해히여 가로의 길이를구하여 

a+b+c의 값을 구한다 

며
퓨
 따
 이 

Z 

직시각형 A의 서|로의 길이 (x+2)'과 넓이 성+5x'+8x+a ‘ 30"k 를 이용하여 a으1;:;뚫구흔빠 

세 직!Áp-{형 A， B， C의 넓이를 각각 

/(x) =녔+5x2+Sx+a， g(x)=삼+5x+a， 

h(x)=성+10x2 +26x+2a라 하면 

이때 직사-z{형 A의 세로의 길01가 (x+2)"01므로 

가로의 길이를 Q(x)라 하면 

/(x)=x3 +5x2+Sx+a=(x+2)"Q(x) 

요낙정리에의하여 

/(-2)=-8+20-16+a=0 

:. a=4 

두 직시Z병 A， B으| 넓이를각각요냐분해흔빠 ‘ 30% 

a=4를 세 다향식 /(x), g(x), h(x)어| 대입하면 
/(x)=녔+닮2+Sx+4， g(x)=장+5x+4， 

h(x)=x3 +10x2+26x+8 

이때 /(x)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먼 

/(x)=성+5x2 +Sx+4 

=(x+2)(x2+3χ+2) 

=(x+2)' (X+ 1) 

이므로 직사각형 A의 가로의 길이는 x+l 

g(x)=x2 +5x+4=(x+ 1) (x+4) 

이므로 직사각형 B의 서|로의 길이는 x+4 

직사Z병 C으| 넓이를인수분해하여 가로의 길이률구하여 

a+b+c의 값을구흔]1:[. 

8 -2 1 5 4 

-2 -6 -4 

1 3 2 

‘ 4O"k 

h(x)=녔+IOx2 +26x+8에서 

h(-4)=-64+ 160-104+8=0 

이므로 h(x)는 x+4를 인수로 강는다. 

오른쪽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면 

h(x)=x3 + 1O.삼+26x+8 

=(x+4)(x2+6x+2) 

즉 직ÁI킥형 C으| 가로의 길이는 

x2+6x+201므로 b="6， c=2 

따라서 구하는 값은 a+b+c=4+6+2=12 

-4 1 10 26 8 

-4 -24 "-8 

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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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9 
I뻔수n어! 대빼 가랩 길01가 η3+7n2+ 14n+8， 서|로의 길이가 

n2+4η+3인 직사，zj형 모양의 바닥이 있다 한 변의 길이가η+1인 
정사Z병 모양의 타일로 이 바닥 전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깔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η+ 

+4n+3 

<D (n十2)(η+3)

@(n+1)(η+2)(η+3) 

@(η+2)(η+3)(η+4) 

뭘힐’인수정리와조립제법을 이용뼈 인수분해하기 

(g) (η+3)(η+4) 

@(η+1)(η+2)(n+4) 

STEPÐ 가로의 길이와서|로의 킬이를 요낙붐해하기 

j(η)=η3+7η2+14n+8로 놓으면 

j(-1)=-1+7-14+8=。

이므로조립제법에의해 

j(η)=심+7n2 +14n+8 

=(η+1)(η2+6n+8) 

=(η+1)(η+2)(n+4) 

즉 가로의 길이 : n3 +7n2+14n+8=(η+1)(n+2)(η+4) 

세로의 길이 : 상+4n+3=(η+1)(η+3) 

-1 7 

1 6 

M 

낸
-
8
 

8 

-8 

1 

-1 

STEP딩 필요한 타일의 개수 구하기 

한 변의 길이가 η+1인 정사Z볍 모양의 타일로 이 바닥 전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낄려고 하려면 한 변의 길이가 η+1인 정사각형이 

가로쩨 (η+2)(η+4)(개)， 세로에 (η+3)(개)생긴q. 

따라서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n+2)(η+3)(η+4) 

f 뿔웰펠 
한 변의 길이가2인 정사Z펑으로 가로의 길이가 8 ， 서발의 길이가6인 직사각형의 

바닥을 빈틈없이 깔려고 할 때， 정사각형의 개수를구하면 8=2'4， 6=2'3으로 

길씨가 2인 것이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 생기므로정사각형의 개수는 4'3=12(7H) 

018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닮 개의 정삼각형으로 01 
루어진 정팔먼체가 있다 여섯 개의 꼭짓점에는 

자연수를 적고 여닮 개의 정삼각형의 면에는 각 

각의 삼각형의 꼭짓점에 적힌 세 수의 곱을 적는 

다. 여댈 개의 면에 적힌 수들의 합이 105일 때， 

여섯 개의 꼭짓점에 적힌 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I웰l각꼭짓점율문자로 나타내어 식으로표현하기 

56 

STEPÐ 주어진조건률이훨}여식세우기 

여섯 개의 꼭짓점에 적힌 지연수들을 각각 

a, b, c, d, e, j 라 하면 각 면에 적힌 슷자들은 
각각 abc, abe, acd, ade, jbc, jbe ,jcd, jde 
01다 

여닮 개의 면에 적힌 수들의 합이 105이므로 

abc+abe+acd十ade+fbc+jbe+jcd+jde
=105 ...... Gl 

Q 

싼 

cí 

b숱파;le 

、k

f 
STEP밍 다항삭을 인수분해하여 여섯 개의 꼭짓점에 쩍힌 수톨의 합구흘}기 

d 

@의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abc+abe+acd+ade+fbc+fbe+jcd+jde 

=a(bc+be+cd+de)+j(bc+be+cd+de) 

=(a+j) (bc+be+cd+de) 

=(a+j) {b(c+e)+d(c+e)} 

=(a+j) (b+d) (c+e) 

(a+j)(b+d) (c+e)= 105=3' 5. 7이고 3， 5， 7은모두소수이므로 

a+b+c+d+e+j=3+5+7=15 
따라서 여섯 개의 꼭짓점에 적힌 수들의 합은 15이다. 

0181 
x OlI 대한 십차 다항식 j(x)에 대하여 j(x)를 
x-1, x一2， x-3, x-4, x-5, "', x-l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 8, 18, 32, …， 200이다. j(0)=58일 때， j(x)를 x- l1로 나누었을 때 

의나머지를구하여라 

I뭘. 나머지정리와수열의 규칙성 찾기 

STEPÐ 나머지정리를 이용하여 j(x)의 식 구하기 

j(I)=2'1, j(2)=8=2'22, j(3)=18=2'32, 
j(4)=32=2'42, ''', j (10)= 200 = 2'102이므로 

j(x)=a(x一 1)(x-2)(x-3)"'(X-10)+2x2 ...... Gl 
@의 양변에 x=O을 대입하면 

j(O)=a. (1 X 2 X 3 X ... X 10)=58 

'.a=~쟁 - 1 X 2 X 3 X ... X 10 

STEP밍 j(x)를 x- l1로나누었올때의나머지구하기 

따라서 j(x)를 x- l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j(11)=a'(10X9X8X … X 1)+242 

~~ ___ ~ 1 1\ X(10X9X8X ... X 1)+242 1 X 2x3x ... X 10 

=58+242=300 

0182 
두 양수 a， b(a>b)에 대하여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P， Q， R， S， T의 

부피를 각각 p, q, r, s, t라 하자. 

p=q+r+s+t일 때， a-b의 값은? 

@융 @흥 @융 
@홍 @1 

.뭘.한문자에 



STEPÐ p, q, r, s, t룰각각구해| 

입체도형 P, Q, R, S, T의 부피가 각각 p, q, r, s, t이므로 
p=a", q=b3, r=a2, s=b2, t=ab(a-b) 

STEP웬 p=q+r+s+t임을이용하여 a-b의값을구훌.71 

p=q+r+s+tOI므로 

a3=b3 +a2+b2 +ab(a-b) 

a3 -b3 -a2 -b2 -ab(a-b)=。

(a-b) (a2 +ab+b2)-(a2 +b2)-ab(a-b)=。

(a-b)(a2+ab+b2-ab)-(a2+b2)=0 

(a-b) (a2 +b2)-(a2+b2)= 0 

(a-b-1) (a2 +b2)= 0 

a>O, b>O에서앙+b2수 0이므로 a-b-1=0 

따라서 a-b=1 

얼훌펼 i뷰가 7땅낮은문째| 대뼈 정리한후인곁해하기 

a3-b3 -a2 _:_b2 -ab(a-b)=0을 한문자Q어|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3-b3-a2-b2-ab(a-b)=a3_(b+1)a2十b2 a-b3 -b2

= a3 -(b+ 1)a2 +b2 a-b2 (b+ 1) 

이때 j(x)=x3 -(b+1)x2 +b2x-b2 (b+1)01라 하면 

j(b+ 1)=(b+ 1)" -(b+ 1) (b+ 1)2 +b2 (b+ 1)-b2 (b+ 1)= 。

그러므로 j(x)는 x-b-1을 인수로 강는다 

b2 -b2(b+1) 

0 b2(b+1) 

1 b2 0 

j(x)는 (x-b-1)(x2 +b2)으로 인수분해된다 

(a-b-1) (a2+b2)= 0 

a>O， b>OOI므로 a2 +b2 > 0 

양변을 a2+b2으로 나누면 a-b-1=0 
따라서 a-b=1 

0183 
두 가지 모양의 케이크를 묘될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케이크 A>는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 b, c <2.! 정육면체 세 개를 쌓아서 E될고 <케이 

크 B>는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b, c<2.! 직육면체 세 개를 쌓아서 만든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 a>b>c) 

[케이크A] [케이크B] 

'.<케이크 A>가 <케이크 B>보다 높다 

L.<케이크 A>에서 밑면을 제외한 겉넓이는 5a2 +4b2+4c2이다. 

C.<케이크 A>와<케이크 B>의부피를같게 만들수있다 

G), 

@L, C 

~L 

@', L , C 

@', C 

STEPÐ 두케이크 A， B의높이와걸넓이댐}기 

'.<케이크 A>의높이가 Q十b+c， 

<케이크 B>의높이가 b+b+b=3b이고 a>b>c어| 대하여 

a=4, b=3, c=1일 때， a+b+c=8 < 3b=9 [거짓] 

L.<케이크 A>에서 밑면을 제외한 겉넓이 SA라 하면 

SA=4a2+(a2-b2)+4b2+(b2 -c2)+5c2= 5a2 +4b2 +4c2 [참] 

STEP0 투케이크 A， B의뿜l 구해| 

C.<케이크 A>의부피를 VA， <케이크 B>의부피를 VB라하면 

VA-VB=a3+b3+c3-3abc 

=(a+b+c)(a2+b2+c2-ab-bc-ca) 

=융(a+b+c){(a-따(b-따(c-a)2} 

이때 a>b>c일 때， 세 수 a, b, c어| 대하여 

a+b+c> 썩{(a-b)"+(b-따(c-a)"} > 001므로 

VA-VB > 0, 즉 VA=VB가성립하지 않는다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L이다. 
훨힘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a2 -b2 

으
4
”
따
야Z
 

a 

| 매싣띔져V문저V ~1뼈 11월쿄행 | 
다음과 같이 부며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나무토막 A， B， C， D가 있다 

를렇솥꿇i혔;1많;1 
A B C D 

A: 한 모서리의 길이가x인 정육면체 

B: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x， x , 1인 직육면체 
C: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x， 1, 1인 직육면체 

D: 한 모서리의 길01가 1인 정육면체 

이 나무토막A， B， C， D를 각각 한 개 이상을 시용하여 부피가 64인 정육면 

체를 묘될었다 사용된 전체 나무토막의 개수가η일 때， η의 최솟값을 구하여 

라 (단， x는 2 이상의 앙의 정수이다.) 

.훌빼. 

STEPÐ 정육면처떼 부피툴 다향식으로 L빠내기 

사용된 나무토막 A， B， C， D의 개수를 각각 a, b, c, d라 할 때， 
E될고자 히는 정육면체의 부피는 ax3+bx2+cx+d 

STEP밍 부피가 64인정육면체의 L땀토막의회소개수구해| 

이때 부끄|가 64인 정육면체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된 전체 나무토막의 개수가 최소이려면 

( i ) 나무토막A의 한모서리의 길이가 x=301므로 a=1 

( ii)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x+k(k는 앙의 정수)이어야 흔H과. 

즉 (x+k)"=64에서 x+k=401므로 x=3, k=1일 때， 
사용된 전체 나무토막의 개수는 최소이다. 

그러므로 선+bx2+cx+d=(X+1)3=녔+3장+3x+1에서 

a=1, b=3, c=3, d=1 

따라서 η=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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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4 
복소수 z=성-3x+2+(X2 -1)i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Fï) 
(1) z가 실수일 때， 실수 X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복소수가실수가될조건구하기 

z=a+bi(a, b는실수)라하면 
b=oOI면 z는 실수가 된다. 

STEP굉 x의 값을 구하기 

z가실수이면 허수부분이 0이므로싱-1=0 
:. x=l 또는 x=-l 

(2) z가 순허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복소수가순허수가될조건구하기 

z=a+bi(a, b는실수)라하면 
a=O, b 추 001면 z는순허수가된다 

STEP밍 z의 값을 구하기 

z가 순허수이면 실수부분이 0이고 허수부분은 0이 아니어야 한다 

(i) 상-3x+2=0에서 (x-1)(x一2)=0

:. x=l 또는 x=2 

(ii) x2 -1 추 0， (x-1) (x+1)추 O 

:. x 추 l이고$추 -1 

( i ), ( ii)를동시에 만족하는 x으| 값은 x=2 

0185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Fï) 
(1) 복소수 Z=(i+1)X2 +(-2i-5)x+4+i어| 대하여 

Z2 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으| 값은? 

G) O ~2 @4 
@6 @8 

@톨상이 음의 실수가되려면 Z가순허수O때야한다. 

STEPÐ 복소수를 저|곱하였을 때， 음의 실수가 훨 조건 구하기 

z=a十bi (a, b는실수)라하면 
z2=(a+bi)"=a2+2abi-b2=a2-b2+2abi 

이때 Z2이 음의 실수가되려면 a=O, b 추 001어야하므로 

복소수z는 순허수가 된다. 

STEP잉 x의 값을 구하기 

z=(x2 -5x+4)+(x2 -2x+1)i가순허수이어야하므로 

(실수부분)=0， (허수부분)추 001다. 

( i) x2 -5x+4=0에서 (x-1)(x-4)=0 

:. x=l 또는 x=4 

( ii) x2-Zτ+1=(x-1)2수 O 

:. x 추 1 

( i ), ( ii)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x=4 

(2) 복소수 z=(i+1)앙-(3i+5)x+(6+ 2i)에 대하여 

Z2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z의 값은? 

G) 1 ~2 @4 
@5 @6 

I뭘.Z2이 양의 실수가 되려면 z는 (실수부분)추 0， (허수부분)=0이어야 흔봐. 

STEPÐ 복소수룰 제곱허였을 때， 양의 실수가 될 조건 구하기 

z=a+bi(a, b는실수)라하면 
z2=(a+bi)2= a2 +2abi-b2= a2-b2+2abi 

이때 Z2이양의실수가되려면 Q 수 0， b=ool어야한다 

STEP4D x의 값을 구하기 
z=x2-5x+6+(x2-3x+2)i가 (실수부분)추 0, (허수부분)=001므로 

( i) x2 -5x+6 수 0， (x-2) (x-3)추 O 

:. x 추 201고 z 추 3 

(ii) x 2- 3x+2=0, (x-1)(x~2)=0 
:. x=l 또는 x=2 

( i ), ( ii)를동시에만족하는X의값은 x=l 

0186 
다음 복소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z와 a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단， i=Fï) 
(1) (x+3i)2i (2) i(a+ 퍼i)2 

를피.복소수가환가되려면 허수부분이 0이어야 행. 

STEPÐ 복소수가실수가될조건구하기 

z=a+bi(a, b는을우)라하면 
b=oOI먼 z는실수가된다. 

STEP잉 살수1와Q으|값을구해| 

(1) (x+3i)"i=(x2 +6xi-9)i= -6x+(x2 -9)i 

이 복소수가 실수이려면 허수부분이 0이어야 하므로 

x2-9=0에서 (x+3)(x-3)=0 

:. x=一3 또는 x=3 

(2) i(a+ fii)2=i(a2 +2피ai-2)=-2퍼a+(a2 -2)i 
이 복소수가 실수이려면 허수부분010이어야 하므로 

a2 -2=0에Ài (a+ fi)(a- 껴)=0 

:. a=-당 또는 a=굉 

0187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직 g의 값을구하며라 (단， i=Fï) 
(1) (1 +i) (x-yi)= 2+4i 

(2) n포7+펴--.-=2-i 2+i ' 2-i 

STEPÐ 복소수툴포함한둥식과실수조건었으면복소수가서로칼을 
죠건을이용하여구하기 

(1)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1 +i)(x-yi)=x+y+(x-ν)i=2+4i 

x+ν， x-y가실수이므로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에 의하여 

:. x+y=2, x-y=4 

따라서두식을연립하여풀먼 x=3， y=-l 



(2) 좌변의 분모를 실수화하여 정리하면 

파→4펴-파딩다_) _..L_}f_객브L 
2+i 1 2-i - (2+i)(2-i) 1 (2-i)(2+i) 

_2x-xi+2y+yi 
5 

=쩔쟁+철관 
강±껄4 二깐요"1'-')_': 

5 ‘ 5 “ ν 

2x+2y ‘ -공，웅효가 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2χ+2y _n -x+y _ , ,--- -. 

5 “’ 5 ‘ 

:. 2x+2y=10, -x+y=-5 

따라서두식을연립하면 풀면 x=5， y=O 

0188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z는 z으| 컬레복소수， i=FÏ) 

(1)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 1)-8i = 5-(y-3)i가 성립할 때， 
xy의값은? 

(Ï) -10 ~ -16 @ -20 
@-25 @-30 

(2) 등식 (1 +i)x+(1-2i)y=4+2i를 묘혹시키는 실수 x， y어| 대하여 

xy의값은? 

(Ï) 2 ~4 @6 
@8 @10 

STEPÐ 복소수톨 훌함한등식과실수조건 있으면 복소수가서로 같을 
조건을이용하여구하기 

(1) (x+l)-8i=5-교=힘에서 (X+l)냉=5+(y-3)i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X+l=5, -8=y-3 

:. x=4, y=-5 

:. xy=-20 

(2) (1 +i)x+(l -2i)y=(x+y)+(x-2y)i 

=(x+y)-(x-zμ)i 

(x+y)-(x-2y)i=4+2iOI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x+y=4, x-2y=-2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x=2, y=2 
:. xy=4 

0189 
실수 x， y가 x+4xyi-3=4i-y를 만족할 때， X3 +y3의 값을 

구하여라. (단， i=FÏ) 

STEPÐ 복소수롤 포함한등식과실수조건 있으면 복소수가서로 같을 
조건들이용하여구하기 

x+4xyi-3=4i-y에서 x+y-3+(4xy-4)i = 0 

이때 x+y-3, 4xy-4가 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x+y-3=0,4xy-4=0 

.. χ+y=3， xy=1 

STEP0 곱셈공식을 이용홉뼈 구해| 

녔+y3=(X+y)3 -3xy(x+y) 

=33 -3'1'3 
=18 

f7tV싣엉겨V문저V 
실수 x， y가 (x2 -2x)+(y+2)i =3+(y2_4)i를 만족할 때， 

x+y으| 최랫값을 구하여라. 

. .... ，t흩켈 .............. . 

STEPÐ 복소수룸 포함한동식과 실수조건 있으면 복소수가서로 칼을 
조건올이용하여구하기 

(x2- 2x)+(y+2)i=3+(y2_4)i 

x 2- 2x, y+2, y2-4가실수이므로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에 의하여 

x 2- 2x =3, ν+2=y2-4 
x 2-2x-3=0, y2-y-6=0 

(X+l)(x-3)=0, (y+2)(y-3)=0 

:. x=-1 또는 x=3， y=-2 또는 y=3 

따라서 x+y의 최랫값은 6 

!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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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0 
복소수 z의 컬레복소수를 z 라고 할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z를 ‘ 

구하여라 (단， i=FÏ) 

(1) 2z+3z= 10-3i 

(2) (l-i)z+iz=2+4i 

STEPÐ z=a+bi(a, b는실수)로놓고주어진식에 대입하기 
z=a+bi(a, b는 실수) 라 하면 z=a-bi 

STEP잉 복소수가갈을조건을이용하여 z 구하기 

(1) 2z+3z=2(a+bi)+3(a-bi)=5a-bi= 10-3i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서 a=2, b=3 

따라서 z=2+3i 

(2) (l -i) (a+bi)+i(a-bi)= 2+4i 

a-ai+bi+b+ai+b= 2+4i, (a+2b)+bi=2+4i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서 a+2b=2, b=4 

연립하여 풀면 a=-6, b=4 

따라서 z=-6+4i 

0191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FÏ) 

(1) 복소수 z의 컬레복소수를 Z라고할때， (3+i)z+3iz=2+4i를 

만족하는 복소수 z에 대하여 z+z는? 

(Ï) -2 ~ -4 @ -6 
@-8 @-1O 

STEPÐ z=a+bi(a, b는실수)로놓고주어진식에 대입하기 
복소수 z=a+bi(a， b는실수)라하면 z=a-biOI므로 

(3+i)z+3iz= 2+4i에 대입하면 

(3+i)(a+bi)+3i(a-bi)=2+4i 

(3a+2b )+(4a+3b)i = 2+4i 

STEP0 식을 정리하고 복소수가 같줄 조건을 이용흥뼈 Z 구훌}기 

3a+2b, 4a+3b가 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3a+2b=2, 4a+3b=4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a=-2, b=4 :. z=-2+4i 

따라서 z+z=( -2+4i)+( -2-4i)=-4 

훌톨첼 z+z=a+bi+(a-bi)=2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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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소수 Z의 컬레복소수를 Z 라고 할 때， z+zi=5-3i를 만족하는 

복소수 z어| 대하여 zz는? 

(j) 11 ~ 13 @ 15 
@17 @19 

STEPÐ z=a+bi(a, b는실수)로풀고주어진식에 대입하기 
복소수 z=a+bi(a， b는실수)라하면 z=a-biOI므로 

z+zi =(a+bi)+( -b+ai)=(a-b )+(a+b)i 

:. z+zi=(a一b)-(a+b)i=5-3i

STEP4]) 식을 정리하고 복소수가 갈울 조건물 이용하여 Z 구흩.71 

a-b, a+b가 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a-b=5, a+b=3 

두식을연립하여풀먼 a=4， b=-1 

:. z=4-i 

따라서 zZ=(4-i)(4+ i)= 16-( -1)= 17 

훌훌1 zz=(a+bi)(a-bi)=a2+b2=42+(-I)"= 17 

0192 
복소수 z의 컬레복소수를 z 라고 힐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하여라 

(1) z+z=6, zz= 13 

(2) a=7, z+5=4 

STEPÐ z=a+bi(a, b는실수)로풀고주어진식에 대입하기 
(1) 복소수 z=a+bi(a, b는 실수)라 하면 z=a-biOI므로 

z+ z =( a + bi)+( a - bi)= 2a= 6 
:. a=3 

zz=(a+bi)(a-bi)=a2+b2= 13 ...... ô) 

a=3을@에 대입하면 9+b2= 13, b2=4 

:. b= ::t2 
따라서 구하는복소수 z는 z=3 ::t 2i 

(2) z=a+bi(a, b는 실수)라 하면 z=a-biOI므로 
zz=7에서 (a+bi)(a-bi)=7 

.. 삼+b2=7 ...... ô) 

zz=7에서 z=50|므로 Z+ 5=z+z=4 

즉 (a+bi)+(a-bi)=4， 2a=4 

:. a=2 

a=2를 @에 대입하면 4+b2=7, b2=3 

:. b= ::t 퍼 

따라서 구하는 복소수 z는 z=2 ::t {3i 

0193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FÏ) 

(1) 복소수 z=x+i+2-강삼상해| 대하여으二g三q일 때， 
실수x의값을구하어라 

I뭘.z=zOI면 Z는 실수01다. 

STEPÐ z=z롤만족시키는복소수z 구하기 

z=a+bi(a, b는 실수)라 하면 z=a-bi 

z-z=O어|서 z=zOI므로 a+bi=a-bi， 2bi=0 :. b=O 

즉 z=aOI므로실수이다. 

STEP 4]) 실수가되기 위한조건물만족하는 x의 값구승}기 

z=x+i+2-2xi+x2i=x+2+(x2 - 2;τ+1)i어IÀi z는 실수이다. 

즉허수부분이 0이므로상-2x+l=(X-l)2=O 

따라서 x=1 

(2) 복소수 z=(1 +i)x2 -(3+5i)x+2+6i에 대하여 

z=-z가 되도록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단.， z 추 0) 

I뭘.z=-zOI면 z(z 추 0)는 순허수OIC.f. 

STEPÐ z=-z를 E탤시키는복소수z 구하기 

z=a+bi(a, b는 실수)라 하면 z=a-bi 

z=-z에서 z+z=oOI므로 a+bi+a-bi=2a=0 :. a=O 
즉 z=bi(b 추 0)이므로 z는 순허수이다 

STEP밍 순허수가되기 위한조건을만족하는x의 값구하기 

z=(1 +i)x2-(3+5i)x+2+6i=x2- 3x+2+(x2- 5x+6)i 

z=-z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추 0)는 순허수이므로 

실수부분은 0이고 허수부분은 001 아니다. 
x2 -3x+2=001고 x 2- 5x+6 추 O 

즉 (x-l)(x-2)=001고 (X-2) (x-3)수 0 

:. x=1 또는 x=201고 t수 2， x 추 3 

따라서 x=I(': x=201면 z=oOI므로성립하지 않는다.) 

0194 
복소수 z=(1+2i)x2+(-2+얹)x-3+4i에 대하여 

iz+깜=001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합은?(단， i=FÏ) 
(j) -5 ~ -4 @ -3 
@-2 @-1 
I뭘.iz+깥=001면 z(z*O)는실수01Cf. 

STEPÐ iz+강=0몰만족시키는복소수 Z 구하기 

iz+갑=0에서 iz-상=001므로 i(z-z)=O 

:. z-z=O 

z=a+bi(a, b는 실수)라 하면 z=a-bi 

z-z=O에서 z=z 이므로 a+bi=a-bi, 2bi=O :. b=O 

즉 z=aOI므로실수이다 

STEP밍 실수가되기위한조건을 E낼끓}는 z의값구하기 

z=(1 +2i)x2 +( -2+6i)x-3+4i=(χ2-2x-3)+(2x2+ 6;τ+4)i어|서 z는 

실수이다. 

즉 허수부분이 0이므로 강2+6x+4=0， 2(x+2)(x+1)=0 

:. x=-2 또는 x=-1 

따라서 합은 2+(-1)=-3 

0195 
복소수 z=(1 +i)x+(I-i)y-3+7i일 때， 쩍三q이 성립하도록 하는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2十ν2의 값을구하여2l(단， i=FÏ) 

I뭘.zZ=OOI면 z=OOI다. 

STEPÐ zz=O을만족시키는복소수 Z 구홉}기 

z=a+bi(a, b는 실수)라 하면 z=a-bi 

상=001므로 (a+bi)(a-bi)=a2-(bi)2=a2+b2=0 

즉 a=OOI고 b=O이므로 z=O 

/ 
/ 



STEP웬 z=O을 만족흩}는 x, y21 값 구하기 

Z=(l +i)x+(1-i)y-3+7i 

=x+y-3+(x-y+7)i 

zz=O을 만족하는 복소수 z는 z=oOI므로 

x+y-3=0, x-y+7=0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x=-2, y=5 

따라서 X2+y2=( -2)2+52=29 

0196 
복소수 α=-2+i， β=1-2i에 대하여 aa+aβ+α'ß+fJ，β 으| 값을 

구뼈라 (단 a，7J는 각각 α， ß의 컬러l 복소수01고 i=FO 

I뭘.각 횡의 값을각각구하지 말고 적절히 묶어서 a+ß, a+ß의 값올 이용하기 

STEPÐ αa+닮+αß+뼈를 인수분를H해l 

αa+굶+α7J+뼈=α(a+7J)+ß(a+7J) 

=(α+ß)(a+7J) 

=(α+ß)(감7J) 

STEP밍 α， β의 컬레복소수구하기 

a=-2+i, β=1-2i이므로 a+ß=(-2+i)+(1-2i)=-1-i 

a+β=-l-i=-1+i 

αa+삶+α7J+뼈=(a+β)(감7J) 
=(-l-i)(-1+ i) 

=1+1=2 

@훌펠 a+ß, a+ß어| 대입뼈 풀이하기 

aa+닮+얘+뼈=(a+β) (a+7J) 
=( -2+ i+ 1-2i) (-2- i+ 1 +2i) 

=( -l-i)( -1+ i) 

=1+1=2 

0197 
다음 물음에 댐여라. (단 a，7J는 각각 a， β의 컬레복소수" i=되) 

(1) 투복소수 α， β가 a-β= 3+2i를만족할때， 

aa+ßß-αβ-aß의 값은? 

(1) 11 
@15 

@14 ~ 13 
@20 

STEPÐ 싸+빼-혀-얘를 인뜸해해l 

aa+β'ß-혀-αß=aa-α7J-닮+뼈=a(a-7J)-β(a-7J) 

=(α-ß) (a-7J)=(a-β)(a-ß) 

STEP밍 a-ß=3+2i의 컬레복소수툴 대입하여 구하기 

a-β=3+2i에서 α-β=3-2i 

따라서 (α-β) (a-ß)=(3+2i) (3-2i)=9+4= 13 

(2) 복소수 a=1-2i, β=2+떼| 대하여 aß+aß+α β+aß의 값은? 
(1) 1 ~2 @4 
@8 @10 

STEPÐ 얘+짧+짧+뼈를인갤해해| 

aß十αß+해+a 7J= α (7J+β)+a(7J+ß) 

=(α+a)(7J+β) 

STEP웬 α+a， ß+7J를 대입히여 협~71 

α =1-2i， β= 2+ i이므로 a+a=(1-2i)+(l +2i)=2 

ß+ ß=(2+i)+(2-i)= 4 

따라서 (a+a)(7J+β)=2.4=8 

!
훌
 
%+ 0198 

다음물음에 답뼈라 (단， a， ß는 각각α， β의 컬러|복소수" i=FD 
(1) 두복소수 α， β가 αa=l， ßß=l, a+β=4+3i일 때， 

1 , 1 
죠+R의값을구하여라 

STEPÐ aa=l, 빼=1어써 a，7J톨 구해l 
-=_, OD_ "'I nl ,,= 1_-=- 1_0 aa=l, ßß=1013로죠=α'71-β 

1 , 1 _ - , n_ -,-,,_-:;-;-;;-: 
:. ~+ß=a+β=α+β=4+3i=4-3i 

(2) 두 복소수 a, β가 αa=ß7J=3， (a+ß)(a후7J)=3을 묘팩할 때， 

(a+ß)(융+움)으| 값을구빼라 

STEPÐ αa=3， 뼈=3에서 a，7J를구를~71 
- nn ^^II I I 1 1 - 1 1 n 
α=ßß=3에서 --3α， β-3β 

STEP밍 (α+β)(~+ 웅) 구해| 

(a+β)(융+ 움)=(a+β)(괄+ 끓)=융(a+ß) (a+7J) 

=융(α+β)(댐)=융 .3=1 

0199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H) 

(1) x=1-2i일 때， x3-ZX2+6x-1의 값을 구히여라 

STEPÐ x=1-2째써이차방정식올구하여삼차식을죠띈V히해| 

x=1-2i에서 X-1=-2i， 양변을제곱하면 

x2-ZX+1=-4 :. x2=ZX-5 ...... G> 
@의 양변에 z를곱하면 성=ZX2-5x 

이식어I G>을대입하면 

x 3=2(ZX-5)-5x=-X-10 ...... (Ç) 

G>，<9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 녔-ZX2+6x-1 =( -x-10)-2(2χ-5)+6x-1 

=x-1 =(1-2i)-1 = -2i 

얻홉헬 x=1-2i률주어진식어| 대입빼풀이하기 

x 3 -ZX2+ 6x-1=(1-2d-2(1-2i)2+6(l -2i)-1 

=( -11 +2i)-2( -3-4i)+5-12i 

=-2i 

(2) x= 1+힘， y=l-깜일 때， 휠+혈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x , y가서로컬러}복소수여면 x+y， 찌를포활한식으로변형하기 

x+ν=(1+ 돼i)+(1- !2i)=2， xy=(1+ 피i)(l- 껴i)=3 

. x 2 , y2 _X3+y3 _(X+y)3_3xy (X+Y)_23-3.3.2_ 10 
•- --- --

g ‘ x xy xy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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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3i~ ， •• " ". (2) x=←←강I으-일 때， x"+x"十3x+1으| 값을구하여라 0200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H) 

(1) x=효느i일 때， X3 _ZX2+5χ+3의 값은? 
1十1

G)1 

@4 

-1-μ .J 3i 
$二-←강[뜨어!서 01치방정식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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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5 

X3 +X2十3x十 1으| 값구하기 

:. x3十x2 +3x+ 1 =x(x2+x+ 1)+2x+ 1= 2x+ 1 

-1+ι 3i π 
=2' • -2-• +1= .J 3i 

멀흩펠 X'=l임을 01용뼈풀뼈}기 

x2+x+1二 0으|양변에 x-1을곱하면 

(x-1)(χ2+x+ 1)=0， x 3-1=0 

:. x 3 =1 

'. X3 +x2 + 3x+1=1+x2 + 3x十 1=x2 +3x+2

=(x2 +x+1)十ZX+1

二 2x+1=피i 

z=￡4어|서 이i밤정식을 구뼈 삼j:1식을 간단히 해| 1+i 
3-i _ (3-i) (1 • i) _ 2-4 ←ι=1一2i이므로 x-1=-2i 
l+i - (1+ i) (1-i) - 2 

양변을제곱하먼잠 2x+1=-4 
" 삼=2x-5 ...... Gl 

@의 앙변에 x를 곱하면 녔=ZX2 -5x 
이식에@을대입하먼 

\ 

x 3=2(2x• 5)-5x= • x- lO 

Gl， rb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ζ• x3 -2x2 +5x+3=(-x- 1O)→ 2(2，χ-5)+5x+3=3 

@ 

(2) x= 1十 2i， ν =1-2i일 때， x3→상ν-xy2+ν3의 값은? 

(j) -52 (2) -43 @ -42 
@ -32 @-15 

x , ν가서로 컬레복소수이면 x+ν， xν를포함한식으로 변형하기 

X+y=(1 +2i)十(1-2i)二 2

xν =( 1+2i)(1-2i)= 1• 22i2= 1 +4=5 

:. X3 _X2ν-xν2+y3二X3 +y3_χy(x+ν)

=(x+ν)3_4.τν(x+ν) 

=23-4'5' 2=-32 

0202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단， i=H) 

(1) (1+ i) lO 

(2) (뀔f+(필r 

i LW셀햄져V문저Y 
a= 1+ 2i, ß二 -1+2i일 때， α3+α2ß-αß2_ß3의 값을구하여라 

복소수의 거듭체곱은 i4n + k=ik (η， k는 자연수)임을 이용하기 

(1) (1+ i)'0={(1+i)2}" =(2i)5= 25 i5二 32i

(2) 펌=i， (딸)'=-iOI므로 

(뀔f+(팝r날 

α+ß=(1 +2i)+( -1 +2i)二 4i

α-ß=(1 +2i)-(-1 +2i)=2 

.. α3+α2ß-αß2_ß3二 α2 (α+ß)_ß2(α+ß) 

=(α+ß)(α2_ß2) 

=(α+ß)2(α ß) 

=(4i)2 . 2= -32 

0203 
자연수η어| 빼여 /(n)二(짧r +(뀔)η일 때， 

/(1)+/(2)+/(3)+/(4)+… +/(100)의 값은? (단， i=H) 
(j)~ (2) -1 @O 
@ 1 @ 2 

0201 
다음물음에답하여라i 

(1) 복소수 Z가 z-깅=2일 [대， Z3_ 2z2+Z+3의 값을구하어라 

/(η)을 간단히 구하기 

1+i_ (1+i)' _1+2i+ i2 _2i_: 
I二I-(1-긴G수1J---1후[→→강-'{ 

1-i_ (1-i)2 _1→ 2i十 i2 -2i • ( 

1 +i - (1 +i)(1-i) • 1十 1 2 - , 
:. /(η)=( _i)n+in 

z-zi=2에서 이차방정식을구하기 

z-zi=2에서 (1-i)z二 2

_ 2 _ 2(1+i) _2+2i 
→~--，---τ--;-c:--τ~---::←"-=1+i 1-i - (1-i)(1+ i) - 2 

즉 z-1=i ， 양변을제곱하면 z2-2z+1=-1 

:. z3-2z2+z=_z 

z3-2z2+Z+3으| 값구하기 

상 2Z2 + z+ 3 = Z(Z2 - 2z+ 1)+ 3= -z+ 3= 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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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다음 계산과정 중등호가 처음으로 잘못 사용된 부분을구하여라. 

(1) 1=11=μ고Xζl)=Fl x Fl=(Fl)"=-l 

1 • 1 • • 
(j) ~ @ @ @ 

STEP흉 /(1), /(2), /(3), ... 를 i빼대로 구하여 규칙성 활기 

/(l)=-i+i=O 

/(2)=( -i)" +i"= -1 +( -1)=-2 

/(3)=( _i)3 +i3=-i3+i3=0 

/(4)=( _i)4+감=1+1=2 뜯l 
(2) i=되=닫=픔=÷=-i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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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양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울 이용하여 구하기 

(1) a<O, b<O일 때는ι다--다bOI고 

a<O; b<O일 때를제외하면 항상 fã.fb=다E 

STEP8 /(1)+/(2)+/(3)+/(4)+ ... +/(100)의 값구하기 

/(1)+/(2)+/(3)+/(4)+ ... +/(100) 

={ 0+( -2)+0+2}+{ 0+( -2)+0+2}+ ... +{ 0+( -2)+0+2} 

= 25{0+(-2)+0十2}=0 그러드펄 n그R피=1， FlFl=i. i=i"=-l 

.. μ그π그놔FlFlol므로 @번이다 

(2) a>O, b<O일 때는뿜=-댐01고 

a>O, b<O일 때를제외하면 항상품=댐밤이 

그러므로 J고 되 . 과 _11 __ ; V -l-v i-1, J=i- i - 1 

0204 
x=뀔일 때， C띔식을 간댄| 뼈라 (단， i=되) 
(1) l+x+x"+xs+ ... +xloo 

(2) 초+ \+쉰+…+갚교 
‘1: x- X 

(3) x+ZX"+3x3+…+100x1OO 따라서끔추흙01뾰@번이다 

0206 
투실수 a， 뻐|대하여쩔+F4R=a+힘일때， 
a+b의 값은?(단， i=Fl) 
(j) -9 ~-3 

@ 3 @ 9 
@O 

STEPÐ 음수의 저|곱근의 성질을 이용흘뼈 구하기 

펴 Q다=썩+ (4 i {9 i 7눈홍+ ~ -4~ -9= "Jii 

STEPÐ in은 4주기로값이순환하므로4개씩묶어서구홉}기 

z-l±i- 1+f)2 -l±깔펀r-i 
-l-i-(l-i)(1+i)- 1+1 -

(1) 1 +X+X"+X3+ ... +Xl00 
=l+i+i"+선+i4+ ... +i l()() 

=(1 +i+i"+i3)+(i4+i5+i6+i7)+ .. +W6+i97 +i98+i99)+il00 

=0+0+ ... +0+감00 

=(i4)"5= 1 

톨를 
1+(i+깐 +i3+i4)+(i5+i6+i7 +i8)+ .. +(i97 +i98+i99+il00) 

=1+0+0+ ... +0=1 

_3 i =--;-. τ+2i . 3i z z 

따라서 a=-6, b=-3이므로 a+b=-9 

=-3i-6 

(2) 초+ 1" +곰+ ... +솜σ 
‘1: x- X 

1 , 1 , 1 , , 1 , 1 
=τ+감+감+…+편+핀δ 

(1, 1 , 1 , 1 、 11 , 1 , 1 , 1\ =H-+ :" +-1용+ τ)+…十L~+ τ§효+ τw+ 걱õo) \ z z- z- z -! \Z-- z-- z-- r-- ! 

=0+0+ ... +0=0 

0207 
두 실수 x， Y어| 대하여 파파=-1꿇가 성립하고 
등식 x"+2x-(y+3)i=15+4i를 만족한다. 
두 실수 x， y의 곱 xy의 값을 구하여라. 

(3) x+ZX"+3x3+ ... +10Qxl00 

=i+2i"+3감+4i4+ ... +100i1OO 

=(i-2-3i+4)+(5i-6-7i+8)+ ... 十(97i-98-99i+ 100)

=(2-2i)+(2-2i)+ ... +(2-2i) 

=25(2-2i) 
=50-50i 

STEPÐ 음수외 저곱근의 성질 이해하기 

파파=-1짧이먼 
xy=O 또는 x<O， y<O 

STEP잉 복소수가서로 겉를 조건률 이용흘뼈 x , y 구하기 

x"+ZX-(y+3)i= 15+4i에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상+ZX-15=0， (x-3)(x+5)=0 :. x=-5( η.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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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4 :. y=-7 

따라서 xy=(-5).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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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ab 추 0) 

(1) 실수 a， b에 대하여 다매=-μi가 성립할 때， 

싸과t-J강을간댄lõ뼈21 

STEPÐ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a, b의 부호를조뼈~고 

fA2=IAI임을 O홈해l 

(ã다--ιbOI먼 

a < 0, b < 0(.: a 추 0， b 추 0)이므로 a+b<O 

따E써 &파)2_ 파=1 a+b l-l al=-(a+b)+a=-b 

(2) 실수 a. b에대뼈뚫=-댐가성립할때， 

과그)"-파+Ial를 E탠|뼈2.f. 

STEPÐ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훨뼈 a, b의 부호를조채}고 

파2=IAI임을 이훨t71 

품-댐01면 
a>O, b<O(.: a 추û， b 추 0)01므로 a-b>O 

따E써 J(a-관 파+1 al=1 a-b I-I bl+1 a 1=(a-b)+b+a=2a 

020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이 O반두실수 a， b에 대하여μ얘=-μ6일 때， 

다+ 파의 컬레복소수는? 

(J)Fa+다 (2)-다+매 @다-{b 

@-{ã-{b @-Fa-H 

STEPÐ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해를}기 

{ã{b=-μbOI므로 a<O， b<O(": a, b는 0이아닌실쉬 

{ã, 다는 허수01므로 {ã+ 매는 순허수이다. 

STEP밍 {ã+ 매의컬레복소수구하기 

따라서 쿄주파=-(μ十다)=-{ã-{b 

(2) 등식 (a+b+3)x+ab-l=001 x의 갑뻐| 관계없이 향상 성립할 때， 

(μ+ 얘)2의 값은?(단.， a, b는 실쉬 
(J) -5 
@ 4 

(2) -2 
@ 7 

@1 

STEPÐ x에대한항등식을이용하여 a， b의부호결정하기 

등식 (a+b+3)x+ab-l=001 x의 값에 관계없이 향상성립하므로 

a+b=-3, ab=1 

이때 a+b < 0, ab > 001므로 
a < 0, b <001고 μ매=-{(ib 

STEP밍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용하여 주어진 값구하기 

(μ+ 다)2=(퍼)2 +(다)" +2파다 

=a+b-2/굶 

=-3-2{i=-5 

따E써 (μ+ 매)"의 값은 -5 

0210 
두맑 다-5 .j!-a=-파파그5， 품릎=-/뀔을 
만족하는 정수a으| 개수를구하여라 

STEPÐ 음수의 저곱근의 성질을 이훨뼈 각각의 a의 범위 구해| 

Ja-5피갚= μE라간=꾀가성립하려면 
l-a<O, a-5<0 또는l-a=O 또는 a-5=0 

:.1 르 a 르 5 ...... (5) 

않풍=-/훈끊이성립해먼 
a+l>O, a-4<0 또는a+l=O 

:. -1 드 a<4 ...... (Q 

STEP밍 공톨부분의 범위 구하기 

(5)，(Q의 공통부분을구하면 

1 르 a<4 

따라서 등식을 만족하는 정수a의 값은 

1， 2， 3의 3(개) 

0211 

4 웰짧→ 

복소수 z，=I+i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고 히자 

‘ .M_' Z2=Z, . Z, Z3=Z2 . r , Z,=Z3 . z-, ... , Zn=Zn-' . Z 

같은 방법으로 Z5, Z6, Z7, …을 차례로 구할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1) Z,+Z2+Z3+Z,+ ... +Z7+Z8 
(2) Z100 

STEPÐ Z2, Z3, Z., Z5, …룰 차례로 구홉}기 

복소수 z，=I+i에 대하여 

Z2, zs, Z4, 25, …를 차례대로 구해보면 
z,=I+i 

z2=(1 -i) • i = i -i2= 1 +i 

z3=(1 -i) . i2=(1 -i) . (-1)= -l+i 

Z.=(-I-i). i3=(-I-i). (-i)= i+감=-l+i 

z5=(-I-i). i'=-I-i 

z6=(- l+ i). i 5=(-l+i). i=-i+ i2=-I-i 

Z7=( -1 +i) • i6=( -1 +i) . i2= -i2 +i3= l-i 

z8=( l+ i) . i7 =(l+i) . i3=(l+i) . (-i)= l-i 

Z.=(1 +i) . i8= 1 +i 

:. zn+S==zn (단， 1， 2， 3， …) 

실수부분은 1， 1 ， -1, -1, -1, -1, 1, 1, …로 

허수부분은 1, 1, 1, 1, -1, -1, -1, -1 반복된다. 

STEP웬 주어진 규칙을 이용하여 구하기 

(1) Z,+Z2+Z3+Z,+ ... +Z7+Z8 

=(1 +i)+(1 +i)+( -1 +i)+( -1 +i) 

+( -1-i)+( -1-i)+(I-i)+(I-i)=O 

(2) Zn+8=Zn이므로 100=8.12+4 

Z'OO=Z8.'2+.=z.=-1 +i 



Z2009= 2+i임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한편쩍=(i4r". i=i(':i4=1)01므로 Z2009==좋=2+i 

zo=(2+i)' i=-1+2i=a十bi

이[대 a, b가 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a=-l, b=2 

따라서 a-b=-1-2=-3 

Zn==쓸 (단， η은 자연수) 

0212 
_ 1 1 , 1 1 , ... , (-1)η+ 

임의의지연수η어|대히여 f(η) τ-감+감 담+ ... +→7←일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f(3)=1 

L.f(η)=001면 η은 4의 배수이다. 

c 임의의 자연수 η에 대하여 f(η)=f(η+4) 
Mh 
rh 

γ
 0214 

오른쪽 그림과 같011부터 100까지의 수가 

차례로 적힌 게임판이 있다. 출발점에 말을 

놀고 다음 [게임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 

한다. 

[규칙1]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η이라 할 [대， 복소수 zOlI 대하여 
상을계산한다 

@', c ~'， L 

@', L , C 

<]), 

@L , C 

[규칙2] znOI 실수이면 말은|상|만큼 

a을 01동하고 장이 허수이면 

말은이동하지않는다. 

복소수 z=2i에 대하여 게임을 진행하였다 말이 10001 적혀있는 칸에 

도착할 [[Hl.가지 주사위를 던진 횟수를 Q라 할 [[H , a의 최솟값은? 

(단， i=R) 
<])3 

@6 

@5 ~4 

@7 

주사우}를 던져 나오는눈에 따라 말이 몇 칸씩 이동하는지 파으룹}기 

1 드 η 드 6으|자연수 η에 대하여 

Z'= 2i, z2=(2i)"= -4, z3=(2i)3= -8i, z4=(2it= 16, 

z5=(2i)"= 32i, z6=(2i)6= -64, 
즉 말은 η=1， η=3， η=5일 때는 이동하지 않고 

η二 2일 때 4칸， η二4일 때 16칸， η=6일 때 64칸을 이동한다. 

STEP il])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판단하기 

기 f(3)=÷-츄+품=-i+1+i=l [힘 

L. f(4)=f(8)=f(12)="'=f(4k)=0이므로 η은 4의 배수이다. [참] 

( _1)n+1 

C./(η)=-i+ 1+i- 1+"'+←션-

=끄 (n=4k-3일 대) 
1-i (η =4k-2일 때) 

(단 k는자연수) 
(η =4k-1일 [대) 

o (η =4k일 때) 

이묘로 f(η)=f(η+4) [잠] 

따라서 옳은 것은 끼 L , cOI다. 
f(x)=f(x+P)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Q의값구하기 

100=64 x 1 +16 x 2+4 x 1이므로 출발점에서 시ξ팅f여 주사위를 

초l소 4번 던져 2가 한 번， 4가 두 번， 6이 한 번 나오먼 말이 100이 적혀 있는 

칸에도착한다. 

따라서 Q으| 최솟값은 401다. 

0213 
복소수 Z를 입력하면 씀| 값으로 계산되는 복소수 z'OI 출력되는 연산장 

치가 있다 이 연산쟁|에 처음 복소수 zo=a+bi를 입력등얹더니 좋의 값 

이 계산된 복소수 z，이 출력되었다 다시 이 연산장치에 z，을 입력하였더니 

장의 값이 계산된 복소수 Z2가출력되었다 이와 같은 고엠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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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오른쪽 그림은 복소수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이다. 이 계산기는 어떤 수를 입력하고 

버튼 낌를 한 번 누르면 입럭된 수에 

웅+J뚱t를 곱한 값이 화면에 나타Lf.::il， 
버튼낌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 나타난 값에 

-4-+팩i를 곱한 값01 화먼에 나타난다 2' 2 

이 계산기어12를 입력하고 버튼 m를 2009번 눌렀을 때 
계산된 결고과}뱉로 나타난 복소수 α+bαt에 대하여 ab의 값은? 

(단， a， b는실수， i=R) 

<])-2{3 ~-.f흥 

@{3 @2{3 

@톨(-~ ‘ ~i )2009 21 -1c+ -'-;é-i I \ 2' 2'! 

0215 
ZS; Z4, Z5, …01 출력되었다 Z2009=2+i일 [대， a-b의 값은? 

(단， i=Rol고 a， b는 실수) 

/ z 

(출력) 

STEPO 복소수의 거듭저|곱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f(η)의 값 구하기 
1 1 , 1 1 , ,( _1)"+1 

f(n)=τ-감+ F 퓨+ ... +-'-팎-
( _1)"+1 

=-i+ 1+i-1+"'+ • :n 

[-i (η = 4k-3일 때) 

11-i (η =4k-2일 때) =i: ;'_~ _ ~'1~ 7~ ~~;:~ (다 k는자여수) 11 (η =4k-1일 때) \ L....!, 

lO (η 二4k일 때) 

z 
1 

(연산장치) 
~-1 

@ 3 
@O 

z 

(입력) 
<]) -3 

@ 1 

연산ε닷|의 정의를 이용하여 Z2009를 간단히 나타내7 

복소수 Zo를 이 연산장치어| 입력하면 Z，=좋가 출력된다 

@O 

출력된 값 z，을 다시 이 연산장치에 입력하면 Z2=량가 출력된다 

Z2를 이 연산장치에 입력하면 Z3=쏠가 출력된다 

이와 같은 고업을 계속해 나갈 때 Z2009==앓가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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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낌를누른 횟쇄l 따라 계산결과의 규칙 추정해l 

계산기에 1을 입력한 후， 

당닐하버 」己며(--b+표사1 -l+I한 
다::.J-= i:.! '-' -r='-' \ 2 I 2 ‘ ) - 2 I 2 ι 

g닐 I 버 」근며 ( --b+표사2 __ l_ i_효f 
디디-= -r '-' -r='-' \ 2 I 2 ι ) - 2 2' 

낌를 서| 번 누르면 (•+ 흙)"=1 

버튼낌를 2009번 눌렀을 때， 나타내는 결과구하기 

계산기에 2를 입력핸낌를 2009번 누르면 2009=3.669+2이므로 
낌를 2009번 눌렀을 때는 낌를 두 번 눌렀을 [[H와 같다 

2( -융+출)"""9=2{(_융+J흙)"r(-융+출)2 
=2.d- -b 판사 

\ 2 2"1 

=←1-1즙t 

따라서 Q二 -1 ， b二→돼01므로 ab 二(→1). (→파)=돼 

ω二략웰이뾰ω3=1， 띠2+ω+1=0 

2( 융+펠)2009 =펌=2(ω3)669 ω2 

二2ω2=2( ω 1) 

二 2띠 2=-1 돼t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가 표시되는 화면과 
며， 머 두 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장치가 
있다 

며버튼을 누르면 화먼에 표시된 수와 

굉+{2i 매ω 
→-강→-를 곱한 결과가， IB 버튼을 누르 

{2+1강z 
면 화면에 표시된 수와←→E←→를 곱한 

결과가 화먼에 나타는따. 화면에 표시된 수가 1일 때， IA 또는 

다꾀버튼을 여러 번 눌렀더LI 다ÀI 101 L빠났다. 버튼흘두를횟수의 
최솟값은? (단， i=FD 
CD3 ~4 @5 
@6 @7 

I뭘.An=l， Bm=lOI 되는 η， m을 구하고 (ABt=lOI 되는 최소의 Z의 값 
구하기 

→피+{2i ~ -{2+{2i 
A=_!__:_←강一←， B=←←→강「→←일 I애， An， B n 으| 값구하기 

피+{2i 며버튼을 한 번 누르면 화면에 나타L는 수는 A •]• 

두 번 누르면 A2=(편꽉)' =i 

3_(피十피서3_( {2+펴i\2 1강+{2i 
세 번 누르면 A"=! •--••) =!→←←~).~즈土 

\ 2/\ 2/2 
-, 피+1감 β+1강 

ν 2 2 

네 번 누르면 A4二(A2)2二f=→1

즉 믿버튼을 여닮 번 누르면 화면에 A8=1이 나타난다 
• 퍼+피i 다김버튼을 한 번 누르면 화먼어1 나타L받 수는 B=-~'τ← 

두 번 누르면 B2二(콰헬)'=←f 
/←겹+피서3_( ←피十{2시2 (-{2+피끼 세 번 누르면 B3==( 'v ?.I ~ 'V t:..J t ) 二( 'v J:..J ~ 'v t:..J t 1 • ( 'v t:..J ~ 'V t:..J t ) 

\ 2 1\ 2 1\ 21 

二 i . (갤헬)=혈파 
네 번 누르먼 B4 =(B')2=( -i)2=-1 

즉머버튼을 여닮 번 누르면 화면에 B8二 101 나타난다 

A， B버튼을 어떤 순서로 누르면 1이 나오는지 구하기 

그런데 며버튼과머버튼을 한 번씩 누른 결고}는 
1강+{2i -{2+겹1 AB →←강→← 틀 ••• 2 • =-1 

그러므로 며버튼과固버튼을 두 번씩 누르면 화먼에 

ABAB二(-1)2=101 나타난다. 

따라서 화면에 101 다시 나타날 때까지 버튼을 누른 횟수의 최솟값은 401다. 

껴+ {2i _ {2{, , :\nll U f {2{, I :\12 

←ττ(1 +i)어|서 1τ(1 +i)j =iOI고 

{2+1검 i _ {2 { " :\ru' U f {2 { ,, :\12 
--←특- -←(-1+ i)어|서 1'o~(-1+iH =→01므로 2 2' .,., - w., L 2' .,., J 

i x (-i)= 1임을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복소수 α， ß으| 컬레복소수 α， β라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것은? 

，.aα는실수이다 

L α=β이면 ß= α01다. 

c: α=ßOI먼 α+ß， αR는모두실수이다 

근. α2+ß2=001먼 α =0， ß二 001다. 

CD' , L ~'， c: @ 기， 2 

@', L , C: @ 기， L ， C , 근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판B하기 

α =a+bi， ß=c+di(a, b, c, d는실수)로놀으면 

α二 a-bi， ß=c-di 

'.aα를구하면 

αα =(a+bi)(α bi)=a2+b2 

a2 +b2은 실수이므로 αα는 실수이다. [참] 

Lα=β이므로 a+bi二 c-di 

:. a二 c， b 二 -d ...... Gl 

β二 C十값어IG을 대입하먼 

ß=a-bi= α [참] 

C: α二ßOI므로 

α十ß=(a+bi)+(c+di)

=(a十bi)+(a→bi)(.: Gl)=2a 

αß=(α+bi)(c+di) 

二(a+bi)(a-bi)(η. Gl)二 a2 +b2

2a, a'+b2은 실수이므로 α+ß， αB는 실수이다. [참] 

己 .1뽑I’ α =i，ß=l이면 α2+ß2=i2十 1=001지만 α 수 0， β수 o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끼 L , C:이다. 



lμ뭔솥솥처i 
0217 
z가 복소수 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z 는 z의 컬레복소수이다) 

l 
.!:2.A‘6 
~-， 

기 • zz=oOI면 z=OOI다. 

L. Z2+(긍)2=001먼 z=OOI다 

C.z=-z 이면 z는실수이다 빠
k
 
rh 
f 

@-2+4i 

STEPO 분배법칙과 i2=-1임을이용하여계챈~71 

(2-3i)+i( -1 +4i)= 2-3i-i+4i2 

=2-4i-4 
=-2-4í 

0219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FD 

(1) (2-3i)+i(- 1+4i)의 값은? 

G) -4-2i ø -2-4i 
@2-4i @2+4i 

@기， L ØL 
@L , C 

@기 

@기， C 

껴
 

펴
 。뼈

 뼈
 

@• 1 

~싣힘겨V문저V 
(2+i)i-(3+ 2i)의 값은? (단， j 二FD

@• 4 ø • 2 

@ i @ 2i 

STEPÐ 분배법칙과 i"=-l임을이용하여계썰}기 

(2+i)i -(3+2i)二 2i+ i2 -3-2i

=( -1)-3+2i-2i 
二 4 

0218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α， β가 α=-ß를 만족시킬 때， 향상 실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단， α， ß는각각α， ß으| 컬레복소수이다.) 

L. i(α+ß) 

근뚱 

@O Ø~i 

@2i 

(2) (l+i)(l-+)의 값은? 
G) -2i 
@i 

@L, 근 ØL 
@L , C , 큰 

G)-, 

@-', L , 근 

STEPO 허수단우1 i를문자로생ζk하고 i2 = -1임을이용하여계~하7 
(, 1\ , 1 

(l+ i)( 1 꾀=1 τ+t 1=t f 

=i 츄二f十i(":i2 =-1) 

二 2i

@-l+i Ø-1十 2i

@1-3i 

않
 

qaw 

z 따
 램
 
녕
 

“u 
@ 
@ 

이
ω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판E하기 

α =a+bi(a， b는실수)라하면 b 수 O 

α= β에서 β二 α二 a-bi이므로 

R二 -a+bi

기‘ β+α=( -a+bi)+(a-α)=001므로 항상 실수이다 

L. i(α+ß)=i {(a+bi)+( -a+bi)}= -2bOI므로 향상 실수이다 

C αß=(a+bi) (-a-bi)二 -(a+bi)2二 -a2+b2-2abi 

근 뜨=띄느쉰7二 -101므로 항상 실수이다. 
ß--a十bi

따라서 향상실수인 것은 「， L , 근 01다 

STEPÐ 주어진 식을 전개해| 

(1-i)2 + τ묶二 1-2i+ i2 十굶 
二 -2i+ • Z- ( :· z2= 1) 

1十 1

STEP (Ê) 식의 값을구하기 
2(1-i) (주어진 식) =-2i+ • Z7= • 2i+ 

1 十i- ~"' (l+ i)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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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i) 
二←2í+ →고)특 

二 1-3i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판단하기 

복소수 z二 Q十bi， z= a-bi (a , b는실수)라하자 

-, 경=(a+bi)(a-cηi)二 a2 -(bi)2= a2 +b2= 0 

즉 Q二 0， b 二O이므로 z二 o [참] 

L. z2+Czf二(a+bi)'+(a-bi)2 

=a2+2abi-b2+a2• 2abi-b2 

=2(a2-b2)=0 

즉 b= :t aOI므로 z=a노따 [거짓] 

C. z=-z 이므로 a+bi=-(a-bi)， 2a=0 

:. a=O 
즉 z=biOI므로 z는 순허수 또는 001다. [거짓] 

따라서옳은것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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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 二HOI고 a， b는실수) 

l+i (1) Ff+(1+2f)(3 t)=Q+bt일 때， ab의 값을구하여랴 

STEPÐ 복소수의 연ι털 이용하여 정리하기 
l+i _ (1+ i)" _1+2i-1 -←←→←←→-←←←←드=iOI므로 
1-i - (l-i)(l +i) - 2 

월+(1 +2i)(3-i)=i+3-i+6i+2=5+6i 

STEP@ 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을이용하기 

5+6i二 a+biOI므로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에 의하여 Q二 5， b=6 

따라서 ab=30 

(2) i-(뇨끽2013=Q+bi르口f조õf는두실수 a， b에 대때 a+b으| \l+iJ -~'V"='-'~ 

값을구하여라 

STEPÐ 복소수의 연t펠 이용하여 정리하기 
l-i (1-i)2 -2 ←ι=-1이므로 
l+i - (1+ i) (l-i) - 2 

" 、 2013 
i-~픔tJ =i-(-i)ω=i+i 二 2i

STEP 4l) 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을이용하기 

a+bi二 2i이므로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에 의하여 a=O, b=2 

따라서 a+b=2 

0221 
f(x)=x999 -101랜 할 때， f(핍)+f(월)으| 값을 구빼라 

STEPα 복소수의 연t를 이용하여 정리하기 
1-i • (l-i)" -2i_ 
l+i-(1+i)(l-i)- 2 - , 

l+ i _ (1+ i)2 _ 2i _: 
1-i - (l-i)( 1+ i) • 2 -, 

STEP@ in의 규칙성 구하기 

f(짧)γ(펌)= f( ~i)+f(i) 
=( _i)999 -1 +i999 _1 

二(-i)4 강9+3 +i4'249+3_2 

二(-i)3 +i3-2 

=i-i • 2=-2 

0222 
다음물음에듭하여라 

1) 복소수 Z=찮일 때 Z2010의 값은? (단 i=H 

CD 2i 
@i 

0-2i 
@一f

STEPÐ Z4의값구하기 

@1 

(2 nll iJ _2_{ 피 \2 _ 2 2 1 
Z=τ「 에서 z~=( _,11 I~:) _, I :_" :,.••? 

\ 1十 iJ 1十2i-1 21 

Z4=(Z2)" =( -i)"二 -1 

STEP@ Z2010의 값을구하기 

따라서 Z2010=(Z4)502 . Z2=( _1)502. (-i)= l' (-i)=-i 

(2) 복소수 z=품일 때， ZB+ZI2 으| 값은?(단， i==되) 

CD -2i 

@ 2i 
0-.2 
@ 2 

STEPÐ Z4의값구하기 

z=끊에서 

상=(필)"=평그=렘=-1 
Z4=(Z2)"=( -i)2=-1 

STEPG) ZB+ZI2으| 값을 구하기 

@O 

따라서 ZB+ZI2=(Z4)2 +(상)3=( _1)2 十(-1)3=1-1=0

(3) 복소수 Z=뿔일 [대， Z2007 = a+bi가성립꿇실수 a， b에 대뼈 

a+b의 값은?(단， i=H) 

CD- {2 0-1 

@1 @{2 

STEPO Z4의값구하기 

Z=뿜에서 

z" =(1;:_i\2 1+~-1 ~ 
•,(2)- 2 호 1 

Z4=(Z2)2 = i2=-1 

@O 

STEP@ Z2007二 Z4X501+3임을 이용하여 a+b의 값 구하기 

Z2007 =(Z4)501. Z3=( _1)501. Z3 

=-zF=-1Z 

• i(1+i) _l-i 
- β {2 

一 1 1 
-룹{2' 

1 1 .• +biül므로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t {2- {2 1=a 

α1→ b二 _ _l→이므로 a+b=O 
{2、 (2 

‘ 1 (4) 복소수z=「f4에 대하여 Zn= 101 되도록하는지언수η으| 최솟값은? ‘ -ι1 
(단， i=H) 

CD2 
@8 

04 
@10 

@6 

STEPÐ Z를하LI하나곱해가며 규칙성 찾기 

Z2=(간끽2 끄깅퍼 강→ i 
• ,{2i) - 2i2 - -2 

=Z2. Z=( -i).( 1;t~)= - 1 ;t/ ,{2i;- {2 

Z4=(Z2)2二(_i)2二 t2二 -1 

Z5二 Z4. Z=( -1)'(찮)=-찮 
6=Z4. Z2=( -1)' (-i)=i 

7=Z4.z3=(-1)'( 펴-펴 
[ 껴 ;-(2 

ZB=(장)2=( _1)2= 1 

따라서 상=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η의 최솟값은 8이다. 



0223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i=Fi) 

(1)딩돼+뿔의값은? 
CD 6+ 2i 
@-6+2i 

~6-2i 

@-6-2i 
@-8i 

STEPÐ 주어진 복소수롤 i로 나타내어 겨|ξ!하기 

PiF끊+ 피~={2i' 피값 2패 F효 +펴J 

=1젊i2+쏠 
=-6-2i(',' i2=-1) 

(2)β딩+흙의앓? 
CD -2i 
@i 

~-i 

@2i 
@O 

STEPÐ 주어진복소수률 i로 L빠내어겨|산해l 

껴·딩+휴={2 힘+갤r 
새 -z ‘ zz 

=2i+÷ 

=2i-i=i 

r;:w젠엉겨V문저V 
001 아닌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행
 鋼

b+c<a 
{ 
내
 γ
 

M 

r M 

-
피
 세 수 a， b， c으|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CDa<c<b 
@c<a<b 

@b<c<a ~b<a<c 

@c<b<a 

-------~----

STEPÐ 음수의 저|곱근의 성질률 이용하여 a， b， c의 크기 구하기 
4b _ / b 조건 (나)에서 관늑-ι 은이므로 a < 0, b > O( ',' b 수 0) ’ a 1 U 

,'. a < b ...... G> 

조건 (가)에서 b+c< aOI고 b>O이므로 
c < b+c < a(' ,' b > 0) ...... (Q 

따라서G>，(Q에 의해서 c<a<b 

0224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Fi) 

(1) 등식 (a+ 1)+3i = 7+bi를만족시키는두실수 a， b에 대하여 

a+b의값을구하여라 

STEPÐ 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율이용하여 a+b 구하기 

두복소수가 서로 같을조건에 의해 

(a+ 1)+3i = 7+bi 
a+1=7, 3=b 
,'. a=6, b=3 
따라서 a+b=9 

(2) 등식 (1-암+(1 +i)x+y=O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어| 대하여 

x-y으|값은? 

CD1 ~2 @3 
@4 @5 

STEP밍 주어진식을정리하기 

(1-i)2+(1 +i)x+y=O 

(1-2i-1)+x+xi+ν=0 

(x+y)+(x-2)i=0 

STEP굉 복소수가서로갈은조건을이용하여 x-y 구하기 

x+y, x-2도 실수01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I 
R+ 

x+y=O, x-2=0 
두식을연립하여풀면 x=2， y=-2 

,'. x-y=2-(-2)=4 

(3)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i)(y+i)=(1 +i)4+2i가 성립할 때， 

X2 +y2의값은? 

φ6 ~7 

@9 @10 
@8 

STEPÐ 주어진 식물 정리하기 

(x+i)(y+i)={(l +i)"}" +2i 

xy+(x十y)i-1 =(2i)2 +2i=-4+2i 

(xy-1)+(x+y)i=-4+2i 

STEP밍 복소수가서로갈을조건을이용하여앙+y2 구하기 

xy-l, x+y가 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xy-1=-4, x+y=2 

xy=-3、 x+y=2 

따라서 X2+y2=(X+y)2_2xy =22-2(-3)=10 

0225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Fi) 
(1) 등식 찮+않=4+5i가성립하도록핸실수x， 뼈| 대뼈 

x2 _y2의값은? 

CD65 ~72 @80 
@84 @91 

STEPÐ 주쩌진식의화변을정리해l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통분하면 

←쪼--'--얄--!:.(1 +i)+y(1-i) 
1-i ' I+ i - (l -i) (I+ i) 

-(x+y)+(x-y)i 
2 

_x+y , x-Y: 
2 2 ‘ 

STEP밍 복소수가서로갈을조건을이용하기 
x+y , x-y:_. , ~"'" u x+ν x-y +~→i=4+5i에서--- ←一←가실수01므로 2 2. ~. v. -""1 2 ’ 2 

복소수가 서로 같을조건에 의하여 

뜨+Y-A 프二lL-r:: 
2 ~’ 2 ν 

즉 x+y=8， x-y=10 

따라서 x2 -ν2=(x+y)(x-y)=8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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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z==a+bi로놓고조건물만족하는실수 a， b의값구하기 

z==a+bi(a, b는실수)라하면 
조건(가)에서 
Z+(1-2i)==(a+ 1)+(b-2)i는 양의 실수이므로 

a+1 > 0, b-2==0 

:. a> -1, b==2 

조건 (내에서 zz==701므로 

zz==(a+bi)(a-bi)== a2 +b2== 7 ...... (Ç) 

Ô), 어| 의해 a==패， b==2 

:. z==돼+2i 

(2) 등식 꼴+앓== 12-9i를 만족시키는실수 X， y어| 대뼈 

완
 

값
 

의
 6 
9 

ν
-
z
 
@ 
@ 

@8 CZ'; 7 
@10 

.. Ô) 

STEPÐ 주어진식의좌변울정리해!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통분하면 

X y_x (1 +i)+y(1-i) 
1-i 'l+i- (l-i)(l+i) 、

-(x+y)+(x-y)i 
2 STEP밍 융(z+z)의 값구해l 

따라서 웅(z+z)==융(돼+2i+ 돼-2i)==융 .2돼=돼 

STEP딩 복소수가서로갈을조건율 이용하여 x, ν의 값구하기 
효±요+ 프=요i== 12-9i에서 프±요 뜨二요가 실수이므로 2 2 ~- V" -". -, 2 ’ 2 0228 

α ==2-7i， ß==-1+4i일 때， αα+aß+aß+ßß의 값은? 

(단， i=되01고 a， ß는 각각 α， β의 컬레복소수) 

(j) 8 cz'; 9 @ 10 
@11 @12 
.뭘. 각 항의 값을 각각구하지 말고 적절히 묶어서 a+ß, a+7i의 값을 이용등f7j 

복소수가 서로 같을조건어| 의뼈 뜸lL== 12, 쯤요==-9 
x+y==24, x-y==-18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x==3, y==21 

따E써꽃=쯤==7 

STEP밍 αa+앓+α7J+뼈을 인수분해 하여 겨l산해l 

aa+aß+αß+뼈= α(a十ß)+β(a+ß)

==(α+ß)Cã+7J) 
=={2-7i+( -1 +4i)}{2+7i+( -1-4i)} 

==(1-3i) (1 +3i) 

== 10 

STEPÐ α， ß의 컬레복소수 구해l 

a==2-7i이므로 α==2+7i 

ß==-1+4i이므로 β==-1-4i 

0226 
001 아닌 복소수 z==(i-2)x2-3엉i-4i+327~ z+z==O을 만족시킬 때， 

실수 x의 값은? (단， i==Fïol고 g는 Z으| 컬레복소수) 
(j) -4 cz'; -1 @ 1 
@ 3 @ 4 

STEPÐ z==-z률만족시키는복소수 z 구해| 

z==a+bi(a, b는 실수)라 하면 z==a-bi 

z+z==OOI므로 a+bi十a-bi==2a==0 :. a==O 

즉 z==bi (b 추 0)이므로 순허수이다. 

0229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FO 

(1) xy<O인두실수 x， y가등식 Ix-yl+(X-1)i==3-2i를 

만족시킬 때， x+y의 값은? 

(j) -2 CZ'; -1 
@ 1 @ 2 

I뭘.때<0이뾰두수x， y의 부호가 다르다. 

@O 

STEP굉 순허수가되기위한조건을만족하는 Z의값구둥}기 

z==(i-2)x2 -3xi-4i+32 

==-ZX2 +32+(x2 - 3x-4)i 

z+z==O을 만족시키는복소수 z(추 0)는순허수이다. 

즉 ZX2 +32==0이고 x 2 - 3x-4 수 0이어야 한다. 

( i)-2녔+32==0에서 x==4 또는 x==-4 

(ii) 삼-3x-4 추 0에서 (x+1)(x-4)추 O 

:. x추 -1， x 추 4 

( i ), ( ii)에서 x==-4 
STEPÐ 복소수가서로감을조건을이용홉}기 

두실수 x， y가등식 Ix-yl+(x-1)i==3-2i를만족시키므굳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Ix-yl==3, x-1==-2 

STEP밍 xy<O물이용흘뼈 x， y값구하기 

x==-l을 Ix-yl==3에 대입하면 

1-1-yl==3에서 y==一4 또는 ν==2 

이때 xy<O이므로 x==-l， ν==2 

따라서 x+y==-1+2==1 

0227 
복소수 Z가 E띔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융(z+z)의 값은? 

(단， z는 z의 컬레복소수， i==Fï) 

(2) 등식 (3十 2i)x2 -5(2y+i)x == 8+ 12i를 만족시키는 두 정수 x， Y에 

대하여 x+y의값은? 

(j) 1 cz'; 2 
@4 @5 

@3 

@13 

(가-) z+(1 -2i)는 양의 실수 

(내 zz==7 

@‘(2 
@.f료 

(j)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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