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 1- 돼i x2 g2 
(2) xrT’ y=←T일 때， 고+풍의 값은? 

~-4 @-3 
@-1 

0) -5 
@-2 

STEPÐ 복소수가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훌}기 

(3+ 2i)x2 -5(2y+i)x= 8+ 12i의 좌변을 정리하면 

3x2-10xy+(2x2- 5x)i=8+12i 

복소수가 서로 같을조건에 의하여 l 
뿔
+
 

STEPÐ x+y, xy의 값구해l 

x， y는 서로 컬레복소수01므로 

_1+돼i 1- 돼i_2_ 
x+g --E-+ --E--5-1 

xν=브표i 는팩i_브~= 
2 2 4 

@ 

Q 
3x2-10xy=8 

2x2- 5x =12 

STEP딩 정수 x， y값구하'71 

@에서 양2-5x- 12 =O， (2x+3 )(x-4)=O 

x는 정수이므로 x=4 ...... @ 

@에 @을 대입하면 48-40y=801므로 y=l 

따라서 x+y=5 a3 +b3=(a+b)3 -3ab(a+b)를 이용하여 구하기 

성+y3 _(X+y)3_앓y(x+y) 
xy xy 

1-3' l' 1 ~ 
1 “ 

STEP밍 

x 2 , y2 --
y x 

렐픔렐혈렐贊T덕| 
0232 

-‘ f- 3i 소수 Z-Ff일 때， Z3+싫+6z十1을 간탠| 햄? 

(단， i=H) 
0) 1 
@2+2i 

0230 
등식 (a-bi)"=8i를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하여 20a+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OOI고 i=HOI다.) @-2i 

STEPÐ Z를 간댄l 해l 
_1 +3i _ (1 +3i)(1 +i) _1 +4i-3 _ -2-/ ‘--→-←→-ι=-1+2i 1-i - (l-i)(1+i)-

~2i 

@-2+2i 

STEPÐ 복소수의성질률이용하여 Q와 b 사이의관계식을구하기 

(a-bi)2=8i에서 a2-b2-2abi-8i=O 

a2-b2-2(ab+4)i=O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STEP밍 치수를 낮추어 풀이하기 

z+1=2i의 앙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z+1)2=(2i)2 :. z"+2z+5=O 

z8+2z2+6z+1 =z(z"+2z+5)+z+ 1=( -1 +2i)+ 1=2i 

@흩펠 z=-l+강를 이용뼈 풀이하기 

z=-1+2i이므로 

Z"=(-1 +2i)"=1-4i-4=-4i-3 

Z3=Z2 XZ=( -4i-3) (-1 +2i)=4i+8+3-6i= 11-2i 

.. 상+2z2+6z+ 1 = 11-2i+2( -4i-3)+6( -1 +2i)+1 

= 11-2i-8i-6-6+12i+ 1 
=2i 

STEP밍 a=b일때와a=-b일때로나누어 a， b의값구하기 

@에서 (a-b)(a+b)=O :. a=b 또는 a=-b 

( i) a=b일 때， 

@에서 a2=-401므로 이를 만족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 
(ii) a=-b일 [대， 

Q에서 a2=401므로 a=2， b=-2(': a>O) 

( i ), ( ii)에서 20a+b=20' 2-2=38 

...... ô) 

•• (Ç) 
a2 -b2=O 
ab+4=O 

0233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z는 Z의 컬레복소수) 

(1) a= 1+때| 대뼈 z=좀분일 때， 상의 값을 구하여라 

0231 
다음물음어| 답하여라. (단， i=H) 

_1+돼i .. _1-돼i (1) $---E-, g--「E←일 때， X3 _X2Y_Xy2+y3의 값은? 

0) -5 ~-4 @-3 
@-2 @-1 

” 
i u 

• 
1 쩍

 
1 써

 그
 

H … m 

% 

-
쉰
 

STEPÐ x+y, xy의 값구흘t7 1 

x， y는 서로 컬레복소수이므로 
z=2+3i이므로 

'. zZ=(2-3i)(2+3i)=4+9= 13 

71 

(2) z=3+2i일 때， 으곤1+으두l의 값을구하여라. 
‘ Z 

STEPÐ z+z, zz의값구하기 

z=3+2i에 대하여 z=3-2iOI므로 

z+z=(3+2i)+(3-2i)=6 

zZ=(3+2i)(3-2i)=9+4= 13 

_1+돼i . 1-피i_2_ 
z+g --5-+--E} 강 1 

xy=브표i_. 는궐i_브~-
2 2 - 4 

STEP밍 aS+b8=(a+b)3 -3ab(a+b)률 이용하여 구하기 

x8_x2y_xy2+y3=X3 +y3_xν(x+y) 

=(x+y)S-3때(x+ν)-xy(x+y) 

=(X+y)3 -4xy(x+y) 

=1 3-4' 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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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밍 통분하여 주어진 값구하기 

z-1 I z-l_z 1(z-I)+z(z-l) 
--~ 

z z zz 

_zz-z+zz-z 
zz 

-쩔늬캄z) 
zz 

_2'13-6 
13 

_20 
13 

1-';3in"~"=I ^"， 2a+ln , •• "-(3) a=~쓰에 대하여 z=-;-- ; ~일 때， zz 의 값을구하여라 
4α+1 

STEPÐ α+a， aa의값구하기 

a=느렐 - 브표i" ， - α- … 2 ’ 2 -, 

a+a=l-돼i+ 1+돼i_ 
-----~ -----

2 2 

αa=(는뀔ì'(브궐i)=브Q_=1 
\ 2 /\ 2 / 4 ι 

STEP밍 zE 구해| 
_-=-_2α+1 I α +1 \ 77_---" ---, 
‘.~ 4α+1 ‘ 4a+1 J 

_2α+1 2α+1 

4α+1 4α+1 

4αa+2(α+a)+1 
16αα+4(α+α)+1 

_ 4+2十 i

16+4+1 
1 
3 

0234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어| 대하여 Z(Z+2)가 실수이고 zz=4일 때， 

z(z+2)의 값은? (단， z는 z의 컬레복소수) 

00-4 Ø-2 @O 
@ 2 @ 4 
I뭘.z=a+bi(b 추 0)라 하자 

STEPÐ z=a+bi(b 추 0)라 를뼈 z(z+2)가 실수01고 상=4를 만족하는 
Z 구하기 

z=a+bi(b 추 0)라 하면 

z(z+2)=(a+bi) (a+bi +2)=(a2 -b2 +2a)+2b(a + l)i에서 
z(z+2)가 실수이므로 2b(a+1 )=0 

기 • a=-I(': b 추 0) 

zz=(a+bi)(a-bi)=a2 +b2=401므로 b2=3 

:. b= ::t 돼 

STEP굉 z(z+2)의 값구를}기 

따라서 z(z+2)=a2-b2+2a=-4 

0235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FÏ) 

• ‘ ”‘ . (1) 복소수 z=가편어| 대하여 Z2016 + 웰의 값을 구뼈라 

STEPÐ z툴 거듭제곱흩뻔서 L봐내는 규칙 구해l 

z를 하나하나 곱해가며 규칙성을 찾는다. 

-1+‘ 3i 
z=--강~에서 

z2-/二브궐낀2 는g궐k효-二εg표i -1- {3 i -, 2 J - 4 - 4 - 2 

Z3=Z2.Z=二는표i 二브갤i=i-1)2 _(피낌 =1+흐=1 
2 

STEP 4]) z3=1임울 01용훌|여 구하기 
Z2016 + 햇=(Z3)"'2+ 했장=1+ 관2 

@흩펼 조건을저핍등뼈 이i밤정식을유도뼈 풀이해l 

z=략웰어|서2z+1=않 
양변을제곱하면 
(2z+1)2=(돼i)2，4z2 +4z+1=-3 

:. Z2+z+ 1=0 

Z2+Z十 1=0에서 양변에 z-1을 곱하면 

(Z-I)(Z2+Z+ 1)=0, Z3- 1=0 

.. 상=1 

따라서 ?16+ 강표=(Z3)"'2+ ，옹깜=1++=2 
Z~U10 , .... / I (ZsYj' ι 

-1 :t .3i 
G) z=---=-풍끄土01먼 z'+z+l=O이고 z'=1 

1 :t J3i _，~ , __ ,_ , ø z=-=-=융간이면 z'-z+l=OOI고 Z'=-l 

42 -1+ ‘13i 
(2) 두 복소수 Z1=핍， Z2=τ~어| 대응뼈 Zt=Z2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STEPÐ Z1를 거듭제곱할 때의 규칙성 구하기 

Z1=찮에서 
d=( 껴 \2 _ 2 _1_: 
1-\1주7J -1주칭-1-τ=-z 

Z14=(Z12)2=( -i)2=-1 

Z18=(Zη2=(-1)2= 1 

STEP밍 Z2툴 거듭제곱할 때의 큐칙성 구하기 

-1+‘ 3i Z2= --강~에서 

z2=/=브표낀2=1-2궐는욕=_1+{3i 
• \ 2 J 4 2 

Z23=z2·z -/ 1+J펙 -1+돼i_(-1)'-(돼i)2-1+3-=\--2-)' ←一걷-←， -, 4" - -, • 4 ~ 1 

STEP~ zt=zt을 만족하는 자연수 η의 최슷값 구하기 

zt=zt을 만족하는 경우는 zt=Z2n=1일 때이다. 

따라서 zt=z."=1을 만족하는 지연수 η은 8과 3의 공배수이므로 

자연수 η의 최솟값은 24이다 



l밭
 때$
 

멀훌켈’ i+i19=O을 01용뼈 풀이하'71 

i+i '9= i+(i4)션"=i+션=i-i=OOI므로 주어진 등식의 좌변에 
i , tl9을더하면 
(i +i2)+(i2 +iS)+" , +(“i '뼈8+i션1뻐9 

=i+{(“i+i2)+(“i2+i감센s애)+ .. … .. +(“i깐1뻐8+i깐1뻐9)}+i섣19 ‘식의 앙번에 i， i19율 더한다 

=(i +i)+(i2 +i2)+ ... +(i'9 +i'9) 

=2(i+감+i"+"'+깐9) 

=2(i+i2 +션+ ... +i'9+i20_i20) +o i“+싼+1+i4k+2+염+3=0 
(k는음이아닌정수) 

= 2( _i20) 

=-2 

0236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FD 

(1) 복소수 Z의 컬레복소수 z=웅일 때， 

1 +2z+3z2 +4z3+"'+10z.=a+bi를만족하는두실수 a， b에 

대하여 두수의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z를 간댄l 해| 

z=웅=츄=-iOI므로 z=i 

0238 
x=(펌)"+ 버+i2편"'+i'O0 일 때， 짧+1의 값은? 

(단， i=FD 

@1 @융 CDO 

STEP밍 z=i를주어진식에대입하여규칙성구하기 

1 +2z+3z2+4z2+"'+10z9 

= 1 +2i+3i2+4is+…+10i9 

= 1 +2i-3-4i+5+6i-7-8i+9+10i 
=(1-3+5-7+9)+(2i-4i+6i-8i+lOi) 
=5+6i 
즉 5+6i=a+biOI므로복소수가서로갈을조건에 의하여 

a=5, b=6 
따라서 ab=5'6=30 

STEPÐ x를 죠딴히 해l 

1+i _ (1+ i)" _1+2i-1_ 2i ι=i이므로 1-i - (1-i)(1+i) - 2 2 

(1+t 3 낌r=iS=-i 
i4.= 1, i4.-"= i, i4n- 2= -1, i4n - 1=-i 

i4n +i4n-" +i4n- 2 +i4.- 1 =0(η은 자연수)01므로 

1 +i+i2+is+"'+i'OO= 1 +25(i+i2+i"+i4)= 1 

@2 @3 

(2) 복소수 z=월에 대뼈 i+ 윷+ 윷+ ... +짧=x+yi를 
묘석쪽하는 두 실수 x， y어| 대하여 x+y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z=i를 E딸혜 하기 

z=l±4= 1+t)2 -l±껄二1-깔=i 
1-i-(1-i)(1十 i) - 2 2 

STEP밍 x=굉l률 주어진 식에 대입뼈 큐칙성 구해| 
1+i+i2+선 +' .. +i'00 1 

1-i 1二i

=(-t)+ l±i=l=i 
2 2 

2x-1=-i 앙변을저|곱하면 
4x2- 4x+1=-1 
z어| 관한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녕-x=-융 

따E써삼'-x+1=융 

1+i 
2 

STEP밍 z=i룰 주어진 식에 대입하여 규칙성 구하기 
1. 2 , 3 , 4 ++ τ+ ττ+ τ=-i-2+3i+4=2+2i 
z z- z- Z-

5 , 6 , 7 , 8 
τ+::'+ --ó，+τ=-5i-6+7i+8=2+2i 
Z- Z- Z τ 

97 , 98 , 99 , 100 
팬:，+ 편H 편ö-+ 깐(;ij--=-97i-98+99i+100=2+2iOI므로 

÷+ 쓸+ 흙+ ... + 뽑= 25(2+2i)= 50 + 50i 

즉 50+50i =x+낀01므로복소수가서로같을조건에 의하여 

x=50, y=50 
따라서 x+y=50+50=100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은?(단， z는 z의 컬레복소수) 

! 「 z-g는 순허수OICf. 

i ::펀f쉰랜펼a217H~순f관~. 작 ; 4 I zz: t 

@기 (g) L @ " c 
@ L , C @ " L , C 

0239 0237 
등식 (i +i2)+(i2 +션)+(i3 +선)+"'+(i'8十깐9)=a+bi를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하여 4(a+b)2 으| 값을 구하여라. (단， i=Fïol다.) 

STEPÐ z-zOI 순허수임을 표밸둥까 

'. z=a+bi(a, b는 실수， b 추 0)에서 z-z=2biOI므로순허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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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밍 zα툴실수가되는복소수 a의개쇄진위팬핸l 

L.Z，α가 실수가 되는 복소수 g는 z 이외에 0도 있다 [거짓] 

STEPÐ i의 거듭제곱의 성질률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괄호의 앞쪽 수들과 뒤쪽 수들만을 각각모으면 

(i +i2)+(i2 +i")+ ... +(i'8 +i'9) 
=(i+i2+ ... +i'8)+(i2 +i3 + .. , +i'9) 

={(i+ i2+ ... +i'6)+i17 +i'8}+{(i+ i2 + ... +i20)-i -i20} 

={4(i+i2 +감+i4)+i +i2}+{5(i +i2 +i" +i4)-i -i4} 
=(i-1)+(-i-1) 
=-2 
즉 -2=a+biOI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히여 

a=-2, b=O 

따라서 4(a+b)2=4( -2+0)2=4'4= 16 



STEP~ z+삼| 실수윌 때， ￡= 1임의 진위판E바l 

c , z=a+bi(a, b는실수) 

z+ ~=(a+bi)+ 닙E 

=a+bi+쭈펠 
~ , ~" , a"+bι 

_a(a2+b2+1) , b(a2+b2-1)i 
a2+b2 a2+b2 

b (a 2 +b2 -1) 
이 실수이기 위해서는허수부분 2'1"',_2 ~"=O이어야효봐. 

a"+b 
이때 b 수 0이므로 a2 +b2 -1=0 

즉 zz=(a+bi)(a-bi)=a2+b2= 1 [참] 

따라서 옳은 것은 " c이다. 

0240 
복소수 z=a+bi(a， b는 001 아닌 실수)에 대하여 Z2_Z가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i=MOI고， g는 z으| 컬레복소수이다) 

'， Zτ=2는 실수이다 
L , z+z=1 

I a>i 
(j), ~L @ " L 

@ " c @ " L , C 

STEPÐ z" -z가 실수이므로 컬러l복소수도 실수임물 표뺑동}기 

" Z2 ，-Z는 실수01므로 

Z2_Z의 컬레복소수인 z견=2도 실수이다 [참] 

STEP원 Z2_Z가실수가되기위한조건을구하여침입물판별동까 

L , z=a+bi (a 수 0， b=/=O인 실수)에 대하여 

z2-z=(a+bi)2 -(a+bi) 

=a2+2abi-b2-a-bi 
=(a2-a-b2)+(2a-1)bi 

이때 Z2_Z가실수이므로 (2a-1)b=0 

:. a=융(.: b 추 0) 

즉 z=융+biOI고 z=융-biOI므로 

z+z=(융+bi)+(융-bi)=1 [챔 

멀흩펠 z'-z가실수임을 O펌뼈풀이하기 

z" -z가실수이므로 

강=;도 실수이고 Z2_Z=강=2 

이때 홍=g=강-zOI므로 Z2_Z=강-z 

z" -z'-강+z=O， (Z2-강)-(z-z)=O 

(z-z)(z+z)-(z-z)=O, (Z-z){(Z+z)- l}=O 

그런데 Z는 실수가 아니므로 Z추 Z 

즉 z+z-1=001므로 z+z=1 [참] 

STEP~ L올 이용흘뼈 참임을 판별하기 

C L에서 z=융+뼈01고 z=융-bi이므로 
-:::_fl 、 (1 z.:\_1 'z=( *+bi)( *-bi 1=4-+b \ 2 ，~. J \ 2 ~. J 4 

::::_1 ,z. 2 , 1 이때 b 추 0이므로 zz=1-+b2>1- [참] 4 ，~ - 4 

따라서 옳은 것은 " L , cOI다. 

74 

0241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z-1)'01 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z는 z으| 컬레복소수이다，) 

', (z-I)2 < 0 

L , z+z=2 

C , (z+ 1)2=(Z+ 1)2 

(j), ~L 

@ L , C @ " L , C 

@ " L 

STEPÐ (Z-1)2 0 1 실수이기 위한Z의 값구하기 

z=a+bi(a, b는실수， b 추이라고하면 

(z-I)"=(a-l +bi)' 

=(a-1)2 +2b(a-1)i -b2 

=(a-l)2 -b2 +2b(a-1)i 

이때 (Z-1)2 0 1 실수가 되려면 2b(a-1)=001어야 한다. 

:.a=1(':b 수 0) 

:. z=l+bi(b는 실수， b 추 0) 

STEP밍 [보기]으!진위판빼| 

" (z-1)'=(bi)'= -b2 < 0 (.: b2 > 이 [참] 
L , z+z=(1+bi)+(1 -bi)=2 [참] 

c , z+1=2+bi이므로 (Z+1)2=4-b2 +4bi이고 

z+1=2-biOI므로 (z+ 1)"=4-b2-4bi 

b 추 0이므로 (z+1)2 추 (z+ 1)"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 LOI다. 

0242 
복소수 z=a+bi(a， b는 0이 아닌 실수)에 대하어 

zz=z 
일 때， [보71]에서 옳은 것묘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i=MOI고， g는 z의 컬레복소수이다) 

" z+z=-2b 
L ‘ zz=-z 

매
 

z= 
z -

한
 

I 

(j), 

@L, C 

~C 

@ " L , C 

@끼， L 

STEPÐ iz=z를만족하는Z 구해| 

z=a+bi에 대하여 z=a-biOI므로성=z에 대입하면 

i(a+bi)= -b+ai = a-bi 
a, b가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조건에 의하여 
a=-b :. z=a-ai 

STEP밍 뱉기]의 참， 거짓의 진위판단하기 

" z+z=(a-ai)+(a+ai)=2a=-2b이다 [참] 

L , iz=z 으| 양변에 t를곱하면 iz=一zOI다， [참] 

톨톨§상=î(a+ai)=ai-a=-(a-ai)=-z 

c , iz=zOI므로존=iOI고상=-zOI므로죠=-iOI다. 
‘ Z 

즉존+측=001다" [참] 
‘ Z 



톨톨웰 z , z _ a+ai , a-ai _ (a+ai)2+(a-ai)2 _ 0 _ -"'-+• }••-+--- 一~z z - a-ai ' a+ai - (a-ai) (a+ai) - 2a2 

톨톨홉 iz=z 으| 양변을 제곱하면 

z" +(z)"=OOI고 zz=2a2추 001므로 

흐+으=강걷학=0 
z z zz 

따라서 옳은 것은 -', L , c: 01다. 

0243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H) 

(1) 복소수 Z=(l +i)x-(3+2i)에 대하여 Z2이 음의 실수일 때， 

실수 z의값은? 
(j) -3 ~ -2 @ 1 
@ 2 @ 3 

I웰.상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Z가순허수이어야 효κt 

STEPÐ 복소수를 제곱하였을 때， 음의 실수가 될 조건 구하기 

z=a+bi(a, b는실수)라하면 
z2=(a+bi)2=a2+2abi-b2=a2-b2+2abi 

이때 Z2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a=O, b 수 001어야 하므로 

복소수 z는 순허수가 된다 

STEP밍 x21 값을 구흩t'l 

Z=(l +i)x-(3+2i)=(x-3)+(x-2)iOI므로 

상이음의실수가되려면 x-3=0， x-2 추 O 

따라서 x=3 

(2) 복소수 (a2 +3a+2)+(a2 +2a)i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 

이때실수 a의값은? 

(j) -3 ~ -2 @ -1 
@ 0 @ 1 

STEPÐ 복소수를제곱하였을 때， 음의 실수가 될 조건 구흡}기 

z=x+낀(x， y는 실수)라 하면 

z2=(x+yi)2=삼+2xyi_y2=X2 _y2+2xyi 

이때 z" 01 음의 실수가 되려면 x=O, y 추 001어야 하므로 

복소수 z는순허수가 된다 

STEP밍 Q의 값을 구흡}기 

복소수 (a2+3a+2)+(a2 +2a)i가 순허수가 되려면 

a2+3a+2=0, a2+2a 추 O 

( i) a2 +3a+2=0에서 (a+l)(a+2)=0 

:. a=-1 또는 a=-2 

(ii) a2+2a 추 0에서 a(a+2)추 O 

:. a 추 0이고 Q 추 -2 

따라서 ( i ), ( ii)에서 a=-l 

(3) 복소수 a=(2-η-5i)"어| 대하여 삼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η의 값을 구하여라. 

I뭘.a'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a가순허수이어야 효빠. 

STEPÐ 복소수률 제곱하였을 때， 음의 실수가 될 조건 구하기 

z=a+bi(a, b는실수)라하면 
z"=(a+bi)2=a2+2abi-b2=a2-b2+2abi 

이때 z" 01 음의 실수가 되려면 a=O, b 추 001어야 하므로 복소수 z는 

순허수가된다. 

STEP밍 복소수α톨전개하기 

α=(2-η-5i)2 

=22 +(_η)"+( -5i)2+2( -2n+5뼈-10i) 

=4+η2+25i2 -4η+10ηi-20i 

=(4+η2-25-4η)+(10η-20)i 

=(η2-4η-21)+10(η-2)i ...... Gl 

STEP8 α201 음의실수가되려면 a는순허수임을이용하여자연수η의 
값구하기 

복소수 a2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a는 순허수가 되어야 한다. 

@에서 η2-4η-21=001고 10(η-2)추 O 

( i) n2 -4n-21=0에서 (η-7)(η+3)=0 :. η=7 또는 -3 

(ii) 10(η-2)추 0에서 η 추 2 

( i ), ( ii)에서 η은자연수이므로 η=7 

~젠띔겨V문저V 
001 아닌 복소수 z=(m2-m-2)+(m2 -3m+2)때| 대하여 Z가 실수가 되 

게 하는 실수 m을 m， 0 1라 하고 Z2이 음수가 되게 하는 실수 m을 m2라 하자 

이때 m， +m2으| 값을구하여라 (단， i=H) 

......• 멜 •... 

STEPÐ z가실수가되도혹하는m의값구하기 

z=(m2-m-2)+(m2-3m+2)i 

=(m-2)(m+l)+(m-l)(m-2)i 

z가 실수가 되려면 z의 허수부분이 0이어야 하므로 

(m-l)(m-2)=0 

Z 추 0에서 m 추 2이므로 m,=l 

STEP 4]) z"이음수가되도록하는 m21 값구홉}기 

Z2이 음수가 되려면 z의 실수부분은 001고 허수부분은 0이 아니어야 

하므로 

(m-2)(m+l)=0어|서 m=2 또는 m=-l ...... Gl 

(m-l)(m-2)*0에서 m 추 1, m 추 2 ..•.•. (Ç) 

Gl，(Ç)에서 m2=-1 

따라서 ml+m2=0 

0244 
좌표평면 위의 점 P(x, y)에 대하여 복소수 z를 

z=(x+y-2)+(4x+y-8)i 

라 하자.강민쉴숫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나타내는도형과g축으로 

둘러씨언부분의 넓이를구하여라. (단， i=H) 

‘꽤 때| 실샘|려면 Z는실수이거나순허수이다 

STEPÐ Z2이실수가되는z의조건구하기 

Z2이 실수이려면 z는 실수01거나 순허수이다. 

:. x+y-2=0 또는 4x+y-8=0 

STEP딩 점 P가 Lt타LH는도형과g혹으로 톨래멘 부분의 넓이 구해l 

점 P(x, y)가 나타내는 도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x+y-2=0, 
4x+y-8=001고 이 두 직선과g축으로 

둘러싸인부분의넓이는 

융 .6.2=6 

흩 
빠
k
 
v+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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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어! η =1， 2， 3， 4， …을 대입하면 

a,=-i+ 츄=-i+ 늬갇=-i+i=O 

2=(-i)2+ 」τ=-1+관=-2 
(-it "-1 

s=(-i)s+-J-i=i+4=i十 ，1..=i-i=O
(-i)' 

GG용 i Q4=(-i)4+」rτ= 1+ +=2
( -i) 

복소수 z=a+bi(a와 b는실수)에 대하여 

z'=(a+bi)'=a'-b'+2abiOI므로 z'이 실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2ab=0， 즉 a=O 또는 b=O 

a=O, b 추 0이면 z'은음수 

Q 추 0， b=O이면상은양수 

a=O, b=O이먼 z'=O 

r7tV젠띤겨V문저V 
복소수 z=(1 +2i)x-(2+i)y+ 1 +2i에 대하여 z2=-9일 때， 

x+ν의 값은?(단， i=H， x， y는 실수이다.) 
(j) -4 또는 2 ~-3 또는 3 @-2 또는 2 

@~2 또는 4 @-1 또는 3 

... _ ............. .. 
STEPÐ z'=-9가되도록하는순허수Z의값물이용하여 x， ν에대한 

식을구하기 

z=(1 +2i)x-(2+i)y+ 1 +2i 

=(x-2y十 1)十(2x-y+2)i

이때 z2=-9에서 z는 순허수이므로 

z=3i 또는 z=-3i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x-2g+1=0 또는x-2y+l=0 
2x-y+2=3 -- l2x-y+2=-3 

STEP4]) 두연립방정식올풀어 x+y의값구하기 
fx-2ν+1=。

( i ) r:: __ ~~. 을풀먼 x=l， y=1 
l2x-y+2=3 

fx-2u+l=0 
( ii) r: ~y 을풀먼 x=一3， ν=-1 

L2x-y+2=-3 。

( i ), ( ii)에서 x=l, y=1 또는 x=-3， y=-1 

따라서 x+y=2 또는 x+y=-4 

0245 
복소수 Z에 대하여 등식 (2+i)z+3iz= 2+6i가 성립할 때， ZZ 의 값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단， i=HOI고 ;는 z의 컬레복소수) 

[1단겨1] z:::::a+bi (단'， a， b는 실수)라 놓고 z=a-bi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여정리한다 

[2단겨1] a, b가 실수이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히여 z를 
구한다. 

[3단계]zz 으| 값을 구한다. 

I z=a+bi (단， ιb는실수)라놀고 z=a-bi를주어진식에 
1단계 1 _ .. _._._. _'.::~.~. - - ... - ... 30% 

1 대입하여 정리효tcf. 

z=a+bi (단'， a ， b는 실수)라 하면 z=a+bi=a-bi 

(2+i)z+3iz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2+i) (a+bi)+3i (a-bi)= 2a+2bi +띠 b+3띠+3b 

=(2a+2b )+(4a+2b)i 

‘ 때% 
(2a+2b)+(4a+ 2b )i=2+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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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2a+2b=2 ...... (5) 

4a+2b=6 ...... (9 

(5)-(9을하면 

-2a=-4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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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α% 

:. z=2-i 

따라서 zZ=(2-i)(2+i)=4+ 1 = 5 

0246 GG훨 

z=짧어l 대뼈복소수따을ι=z'+윷(n은뻔쉬이라할때， 

a，+ a2+a3+…+alO.으| 값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단'， i=H) 

[1단겨I]z=+二i의 분모를 실수화 하여 a.을 구효H각. l+i 
[2단계] a.어| η=1， 2， 3， 4， ••• 을 대입하어 al, az, as, a4, ... 을 

순서대로구한다. 

[3단계]규칙을이용하여 a， +a.+a3+"'+a102의값을구한다 

‘ 20"10 

‘ 40"10 

괴굵[기 규칙을 01용뼈 a，+a，+따+"'+a'02의 값을구한다. ...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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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aS+a.=a5十a6+a7+a8= ... =0 
이므로 

a, +a2+a3+"'+a,02 

=(a, +a2+a3+a4)+'" +(a97+a98+a99+a100)+a101 +a lO. 

=0+0+"'+a101 +a,02 
=0-2 
=-2 



0247 
등식옹-흙+흙-흙+…+닥렐=1-i가성립하도록등는 
100 01하의 지연수η의 개수를구하여라 (단， i=A) 

I뭘ai"의팎성 01용 

STEPÐ 허수단위 i룰 거률제곱촬 때， 나타나는 규칙을 이용하기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하여 

u (η =4k+l) 

z”4-1 (η=싫+2) 
-I-i (η = 4k+3) 

11 (η =4k+4) 

이므로 

1 1 , 1 1 , , (-lr+1 
τ-감+편- t. + ... +-'---피슴-

(-lr 1 

=-i+ l+i-l+"'+_\_강-n-

[-i (n= 4k+l) 
11-i (η=4k+2) 

-11 (η = 4k+3) 
10 (η =4k+4) 

STEP딩 조건올만족하는자연수%의개수구하기 

주어진 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η은 η=4k+2(k는 음이 아닌 정수) 

꼴이다 

η0110001하의 자연수01므로 1 드 4k+2 드 100 
따라서 1 드 4k+2 드 100을 만족하는 k의 값은 0, 1, 2, 3, "', 2401므로 

구하는 자연수 η의 개수는 25이다. 

0248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A) 

(1) 자연수%에 대하여 힘수 f(η)= i+i2 +션+".+i"OI라할때， 

f(η)=001 되도록 하는 10001하의 지연수 %의 개수를 구하여라 

STEPÐ 규칙을이용하여주기가4입몰이해하기 

i4m - 3=i, i4m-2=_I, i4m - 1=-i, i4m=I(m은자연수) 
이므로 

i4m +i4m- 1 +i4m-2 +i4m - 3= 0 

STEP밍 f(n)=OOI 되도록하는10001흩뻐 4의배수구하기 

f(4)= i+ i2+i"+i4=0 

f(8)=(i+i2+i3 +i4)+(i5 +i6+t +i8)=0 

f(12)=(i+i2 +선+i4)+ ... +(i"+감O+ill+i꺼=0 

f(4k)=O (단， k는자연수) 

따라서 η은 10001하으14의 배수이므로 구하는 자연수 η의 개수는 25개이다. 

(2) 복소수z=편에 대뼈 zn이 정수가 되도록 핸100 Olõ떼 
지연수 η으| 개수를 구하여라 

STEPÐ z, z", 상， 상， …을순서대로구해l 

z, z", Z3, Z', …을 순서대로 구한다. 

z= 1 'Ti =i!꾀li- ， -•---.-.--,-

z"=(1 -i)2= -2i 

Z3=Z2 . z=( -2i) (l-i)= -2-2i 

Z4=(상? =( -2i)2 = -4 

Z5=Z4 . z=( -4)' (1 -i)= -4+4i 

Z6=상 • z"=( -4)' (-2i)= 8i 

Z7=Z6 'z=8i .(1 -i)=8+8i 

Z8=(Z4)2=( -4)"= 16 

!
톨
 
빠
방
 

STEP0 z.이정수가되도록하는10001흘빽 4으|배수구하기 

zn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한 자리 자연수 η의 개수를 구한다. 

즉 z"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η014의 배수가 되어야 하므로 

한 자리 자연수 η은 4, 8, 12, "', 96, 100의 25개이다 

0249 
-꾀+i o_ 1+{3i 두복소수 a， ß를 a=~걷~， ß=~' 2~. 라할때， α’ 'ßn=i를묘욕 

시키는 10 01하의 자연수 m, n에 대하여 m+2η의 최뱃값을구하여라 
(단; i=ι-1) 
I뭘.a2=ß， a3=i 

STEPÐ 앙=β임을 이용둥}여 amβ”률 a어l 대한 식으로 변형하기 

‘ 3+i 
a==..!.주에서 

a2- 3+2돼i-l_2+2돼i_ 1+ 돼f_=B 
n 

4 4 2 ν 

이므로α2β 

.. am ß"= am X a2"= a m+2n 

STEP0 am+2n=i를 E훌하는 자연수 m, 쩨| 대하여 m+2n의 최뱃값 
구하기 

펴 __ .2 ~ _._1+ ‘{3 i ~ {3+i_1동十i+3i- ‘{3_; ... A、
ff _" A'ff_----A ., •••.•• 、“2 ι‘ 4 ‘ ~ 

α12=(a")4=i4= 1 

@에서 αm+2n=i를 만족하는 m+2n의 값은 

m+2n = 12k+3(k는 음이 아닌 정수)꼴이므로 

m+2n이 될 수 있는 값은 3, 15, 27, 39, 51, ... 이다 
이때 m, η은 1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3 드 m+2n 드 30 

:. m+2n=3, 15, 27 

따라서 구하는 최맺값은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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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 0250 
a2 +b2=4인 복소수 z=a+bi어| 대때 달r가 양의 실수일 때， 

@2-2패i 

Z2의 값은?(단" a, b는 실수이다.) 
(j) -2+2돼i ~2+2파f 

@2돼+2i @2댐-2i 

_3+껴 i nJ l rU.;;.Lf\.I _, _ z(l-z、-rn 갚에 대하여 ω-흐τ~라 할 때， 띠n=1을 
.J 2-3i ‘ i 

만족시키는 100 01하의 자연수 η으| 개수는? 

(단， i=MOI고" z는 Z으| 컬레복소수이다.) 
(j) 6 ~ 8 @ 12 
@18 @25 

STEPÐ 살i가뿜실수가되는 a， b의조건구해| @톨z=i， (필)'=-i 

STEPÐ 복소수 z를간단히정리하기 

3+굉j_-~3+1감)(껴+3i) 
β-3i - ({2 -3i) (피+3i) 

3엽十9i+깡(-3퍼 
2+9 

z 

_ b , (a-l); 
(a-l)2+b2 ’ (a-l)"+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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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딩 주어진식에 z=i. z=-i률대입하여규칙구하기 

ω=펄깊=판쩔=펄Jl=뿔01뾰 
ω2=(뿔y=브띔+1=-i 

b _1 
P에서 a=101므로@에서 파=+>0 b'- b 

:. b>O 

STEP밍 a'+b'=4툴만족하는 a， b의값구승}기 

a=1을 a'+b'=4에 대입하면 l+b'=4 
:. b=돼 (.: b>O) 

즉 z=l+돼t 

따라서 z=l+ 돼iOI므로 Z'=(1十퍼d=-2+2돼i 

STEP@ (J)n=1올만족하는 100 01하의자연수 η의개수구하기 

따라서 η018의 배수일 때， ωn=101므로 10001하의 자연수 η의 개수는 

8, 16, 24, "', 96의 12개이다. 

0251 
실수 x， y어| 대응뼈 (브뭘τll3=z+gf가 성립할 때， Ixl+lyl의 값은? 

\ 1- ， δZ I 

@펼 
(단'， i=M) 

@윷 @운 
@J5 ι，，1+/3 

-τ「 딩 -n-6 
ι ) ι 

I뭘. (l+ i)'=2i, (1-돼i)'=-8 

‘ (1- ,I3i)'=-8 

STEPÐ 규칙을구흥뼈화변121 식을정리해l 

(1+깜=2i， (1-돼i)"=-801므로 

(랜월)'"=(않윌)".(많씁) 
=찮짧(찮윌) 

{(1+ i)"}6 (1+ i 1+ 돼시 
={(1二검펴"，도검i 표펴i) 

_ (2i)6 1- 돼+(1+돼)i 
(-8)' 4 

_ -26 1-돼+(1+ 돼)i 
-장12' 4 

_/3-1 돼+1 ; 
피.- 2웅→t 

STEP굉 x， y의값을구를|쩌 Ixl+lyl의값구하기 

'. x=돼-1 …_ /3+1 }’----8 , y- n8 2 ’ ~ 2 
R 
N -z 빼

 -
양
 

폐
 받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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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웰 Ol~뺨‘정식 
0253 
다음은 Z어| 대한방정식 (a-l)(a-4)x=a-2(x+l)의 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ï. a=201면 해가 없다 
L. a=301면 해가무수히 많다 

추 2, a 추 3이면 해는 1개이다 

(D ï 

@L ,r::: 

~L 

@ï , L , r::: 

@r::: 

STEP (i) 뱀기]의 참， 거짓의 진위표뿐I하기 

주어진 방정식을 x어| 대하여 정리하면 

(a-2)(a-3)x=a-2 

ï.a=2일 때， 0.x=0의 꼴01므로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거짓] 

L.a=3일 때， 0.x=1의 물이므로해가없다. (불능) [거짓] 

r::: .a 추 2， a 추 3일 때， 해는z=-l-， 그러므로해는 1개01다[참] a-3 
따라서 옳은 것은 E뿐이다 

0254 
다음물음에답히여라. 

(1) x에 대한 방정식 (a2 -2)x=(x+ l)a-2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의값을구하여라 

STEP(i) 방정식을 ax=b로 정리하기 

(a2-2)x=(x+l)a-2에서 (a2 -a-2)x=a-2 

:. (a+l)(a-2)x=a-2 

STEP당 해가유히 많으려면 O.x=O물을이용하기 

즉해가무수히 많으므로 (a+l)(a-2)=001고 a-2=0 

따라서 a=2 

(2) x에 대한 방정식 (a2 +2)x+2=a(3x+l)의 해가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a의값을구하여라 

STEP (i) 방첼’을 ax=b로정리하기 

(a2 +2)x+2=a(3x+l)에서 (a2 -3a+2)x=a-2 

:. (a-l)(a-2)x=a-2 

STEPφ 해가없으려면 O.x=b(b 추 0)팔을이용해l 

즉 해가 없으려면 (a-l)(a-2)=001고 a-2 추 O 

따라서 a=1 

0255 
X어| 대한 방정식 (a+ 1) (a-2)x= a2+a(x-3)+x의 해가무수히 

많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a-l)x-2a=0의 해를 구하여라 

STEP (i) 방정식을 ax=b로 정리하기 

(a+ 1) (a-2)x= a2 +a(x-3)+x에서 

{(a+ 1)(a-2)-a-l}x= a2 -3a 

:. (a+l)(a-3)x=a(a-3) 

STEP흉 해가무수히많으려면 O.x=O필을 01훨}기 

이 방정식의 해가무수히 많으려면 

(a+l)(a-3)=OOI고 a(a-3)=0 
:. a=3 

룹l STEP() 방정식 (a-l)x-2a=0의 해 구릎η| 

따라서 a=3을 (a-l)x-2a=0어| 대입하면 2x-6=0 :. x=3 

0256 

。-” 
많
없
 
i 

다음방정식을풀어라 

(1) 12x-ll=4x+l 

(2) IX-41+lx-31=2 

STEP (i) x=융을기준으로 L빼 방뺑 풀이해| 

(1) 절멋값 기호 안의 식 상1을 0으로 등침=융을 기준으로 구죠을 
1 __ ~ 1 

나누면 x< -t， x;::-t 2' ~- 2 

( i) x<융일 때， -(앓-1)=양+1 
:. x=O "x<랜|속하멀해이다 

(ii) x는융일 때， 강-1=양+1 
:. x=-1 "x늘웰|속하지않으므로해가아니다 

따라서 ( i ), ( ii)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x=O 

STEP (i) x=3, x=4률 기준으로 L뷰어 방정식 풀이해l 

(2) 절뱃값 기호 안의 식 x-3, x-4를 0으로 하는 x=3， 4를 기준으로 

구간을나누면 x<3， 3 드 x<4， x 르 4 

(i)x<3일 때， -x+4-x+3=2 

.x=흉 ‘x<3어|속하므로해01다 
(ii) 3 드 x<4일 때， -x+4+x-3=201므로 

0.x=101 되어 근이 없다 
(iii) x 는 4일 때， x-4+x-3=2 

.. x=융 "x;;'4에속하멀해이다 

따E써 ( i ), ( ii ), (iii)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핸x=훌 또는 x=융 

025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방정식 1 2x+l I=a의한근013일때， 다른한근은? 

(D -5 ~-4 @-3 
@-2 @-1 

STEP(\} 한근013일때， a의값구하기 

1 2x+ll=a의 한근이 301므로 x=3을 대입하면 

12.3+11=a :. a=7 

STEP잉 다른한근꽁~71 

즉주어진 방정식은 1 2x+ll=7이므로2x+l= :t: 7 

:. x=3 또는 x=-4 

따라서다른한근은 -4 

(2) x에 대한 방정식 1 2x+al=5의 두 근의 합이 -2일 때， 

상수 a의값은? 

(D l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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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Ixl=a(a > 0)에서 x= :ta임을 이용하여 X 구하기 

1 2x+al=5에서 앓+a= :t 5 

2x=-a+5 또는 2x=-a-5 
x= -a~+5 .9:.1= … -a-5 ....... -1--

2 ←」 ι 2 

STEP밍 두 근의 합'01-2일 때， a의 값 구흩}기 
。 -a+5 , -a-5 _ -2a 

두근의합=←~+~= ::u, =-a 2 2 2 
따라서 -a=-201므로 a=2 

구간을 나누지 않은 절멋값 방정식 

<D lx-al=k (k>ü) <= x-a= -:I:_k 

@lx-al=lx-bl=수 x-a= -:I:_ (x-b) 

0258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방행 IX-II-2=과짚f의끊구흘뼈라 

STEP맴 x=-3, x=l을 기준으로 나누어 방정식 풀이하기 

IX-II-2=값파혀|서 IX-II-2=lx+31, lx-II-lx+3 I=2 

( i) x <-3일 때， -(x-l)+(x+3)=2 
0.x=-2 :. 해가없다 

(ii) -3 드 x<1일 때， -(x一 1)-(x十3)=2
... x=-2 ‘.-3드 x<l메속하므로해이다 

(iii) x 르 1일 때， (x-l)-(x+3)=2 

O. x=6 :.해가없다 
따라서 (i) , (ii) , (iii)에서주어진방정식의해는 x=-2 

(2) 방정식 과급꿇고=1았+5 1의 모든근의 끓구뼈랴. 

STEPÐ Ixl=lyl이면 x= :ty암올이용하여풀이해| 

감급장고=1 2x+5 1에서 과파=1 2x+5 1이뾰 
1 x+ 11=1 2x+5 1 :. x+ 1 = :t (2x+5) 
( i) x+1=2x+5일 때， x=-4 

(ii) x+1=-(2x+5)일 때， x=-2 

따라서 ( i ), ( ii)에서 모든근의 곱은 (-4). (-2)=8 

0259 
다음 이차방정식을 풀어라 

(1) 2x2- 5x+9=(x-2)" 

STEPÐ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O~차방정식 구훌}기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하면 2x2- 5x+9=x2-.4x+4 

x2 -x十5=0어|서 근의 공식에 의하여 

x= -(-1) :t ~(-1)'-4.1.5 1츠판화 - -2 2 

(2) (2+ 왜)x2 -(3+ 돼)x+l=O 

STEPÐ 앙의계수가무리빼|므로 (a+뻐)(a-매)=a2 -b입올 
이용하여 계수훌유리회흩뼈 01차방정식 풀01하기 

주어진 방정식의 양변에 2- {3을 곱하면 

(2-돼)(2+ 돼)x2 -(2- 왜)(3+ 돼)x+2 왜=0 

x 2-(3-패)x+2-댐=0， (X-l){x-(2-돼)}=O 

:. x=1 또는 x=2-돼 

0260 
이차방정식 (x-8) (x-I0)= 15의 두 근을 x=a, x=b라 할 때， 
a2+b2의값은? 
<D 121 (gl 144 @194 
@196 @225 

STEPÐ 요바분해하여 이차방정식의두근을구하기 

(x-8)(X-I0)= 15를 전개하여 정리하면 

상-18x+65=0， (x-13)(x-5)=0 

:. x=13 또는 x=5 

STEP밍 a2+b2의 값구해| 

따라서 a2 +b2= 132 +52 = 194 

멀홉헬 완't.1};il곱식을 이용즙뼈 풀이해| 

x 2 -18x+65=0, (x-9)2=16 

x-9=4 또는 x-9=-4 
:. x=13 또는 x=5 

멀홉웰 OIÄ밤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어| 의해풀이해| 

(x-8)(x-I0)=15를 전개하어 정리하면 이차방정식의 x2 -18x+65=0의 

두근01 a, b이므로근과계수의관계에 의하여 a+b= 18, ab=65 

:. a2+b2=(a+b)2-2ab=182-2.65=194 

0261 
이차방정식 (x-3)'= 3x2十 10x+5의 한근이 x=a+b피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labl의 값은? 
<D 7 (g} W @U 
@14 @16 

STEPÐ 01차방정식을 정리하기 

(x-3)2= 3x2 +1Ox+5어|서 x2-6x+9= 3x2十 10x+5

2x2 +16x-4=0 :. x 2 + 8x-2=0 

STEP밍 근의 웹울 이훨뼈 구해l 

x=-4 :t μ2- 1 .(-화=-4 :t 3피 
따라서 a=-4, b=3 또는 a=-4， b=-3이므로 

1 ab 1=1 a 11 bl=4.3=12 

026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방정식 2x2+mx-I0=0의 한 근012일 때， 상수 m으| 값은? 

<D-흉 (g} -2 @1 

@ 2 @ 흉 

STEPÐ 이차방정식의 한근이 2이므로 대입하여 m의 값구하기 

2상+mx-W=O에 x=2를 대입하면 

8+2m-l0=0, 2m=2 

:. m=1 

(2) 01차방정식 3상+4x+k=O의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은? 

<D-중 (gl-융 @융 

@ 즐 @ 좋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101므로 대입하여 k의 값 구하기 

3x2 +4x十k=O어IX=-l을 대입하면 

3-4+k二 O에서 k=l 

STEPØ 인수분해하여 다른한근을구하기 

3x2 +4x+1=(χ+ 1) (3x+ 1)= 0 

• χ二 -1 또는 z二 융 

따E써다른한근은-융 

@될펠 OIÃ밤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겨를 01용빼 풀이하기 

이차방정식 3상+4x+k=O으| 한 근이 -101므로 다른 한 근을 α라 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합-1+α 융 α 융 

두근의곱( -1)'α=흉이므로 (-1)' (냉)=흉 k=l 

0263 
x에 대한 이차방정식 2kx2-4x+k2+4=0으| 두 근0\1 ， α일 때， 

두 실수 k, α으| 합 k+α의 값은? 

(1) -5 
@ 4 

Ø-4 
@ 5 

@-2 

STEPÐ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1이므로 대입하여 k 구하기 

방정식 2kx2 -4x+k2 +4二O어\x二 1을 대입하면 

2k-4+k2+4=0, k2+2k=0, k(k+2)=0 

" k=O 또는 k=-2 

이때 이차방정식이므로 k 추 o :. k=-2 

STεpø 다른한근 Q를구하여 k十α의값구하기 

k=-2를 2kx2-4χ←f- k2 +4=0어| 대입하면 

4x2- 4x+8=0, 싱+x-2=0， (x+2)(x-1)二0

:. x=-2 또는 x=l 

따라서 다른한근은 α=→20\므로구하는값은 k+α二←2+(-2)=-4 

0264 
Z어| 대한 0\차방정식 x 2-(k-2)x-ak-2b+2=00\ 실수 k값에 관계없 

이 항상-2를근으로 가질 때， 상수 a, b으| 합 a+b으| 값을 구하여라 

방정식의 한근이 20\므로 대입하여 k에 표념}여 정리하기 

이차방정식 x2 -(k-2)x-ak-2b+2=0의 한 큰이 x=-20\므로 

대입하면 4+(k-2)' 2-ak-2b+2= 。

이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k에 표k해 정리하면 

(2-a)k-2b+2=0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2-a=0, -2b+2=0 

a=2, b=l 

따라서 a+b=2+1=3 

「I톨릅항탕에성칠 
G) ax+b二OOlx어| 대한 항등식이면 Q二0， b二 O

0ax • f- b=a'x+b'OI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a' , b=b' 
\ 

0265 
다음 이차방정식을 풀어라. 

(1) x 2-lxl-6=0 

l x=O을 기준으로 나누어 0\차방정식 풀이하기 

절랫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z의 값x=O)을 기준으로 구간을 

q눈다. 

(i)x<O일 때， 

x 2+x-6=0, (x+3)(x-2)=0 

:. x=-3 또는 χ二 2 

이[[Hx<O이므로 x=-3 
( ii) x 르 0일[대， 

x 2-x-6=0, (χ-3)(x+2)=0 
:. x二 3 또는 x=-2 

이때 x 르 00\므로 z二3

따라서 ( i ), ( i i )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3 또는 x=3 

멀훌펄>> X2=\X\201옆딴분해를 01용빼풀이해| 

x2=lxI2 o\므로 

Ixl 2 -lxl←6二 0에서 (Ixl • 3) (l xl+2)=0 

이때 냐|十2>0이므로 Ixl-3=0에서 x= ::1: 3 

。
혀
 {
따
써μ 
iL 

(2) χ2-2 1χ 11-1=0 

STEPÐ x=l을 기준으로 나누어 0\차방정식 풀이하기 

상 2Ix-11-1=0에서절멋값기호안의식 x-1을 0으로하는 

x=l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i)x<l일 때， 

χ2+ 2(X-1)-1=0， x2 +2x-3二 0

(x+3)(x-1)=0 

'. x二 3 또는 x=l 

이 [[H x < 1이므로 1二 3 

( ii) x 르 1일 [대， 

x 2-2(x • 1)-1=0, x2-2x+1=0 

(x-l)2=0 

이때 Z 르 1이묘로 x=l 

따라서 ( i ), ( i i )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3 또는 χ=1 

026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방정식 IX2 -2x-11=2에서모든근의합은? 

(1) -1 Ø1 @3 
@ 5 @6 

Ixl=aO\면 x= ::I: a임을이용하여 X으|값구하기 

Ix2 -2x-11=2에서 x 2-2x • 1 二 ::1: 2 

( i) x2 -2x-1=2일 [[H, 
x 2-2x-3=0, (x+1)(x-3)=0 

:. x=-l 또는 x=3 

(ii) x2 - 2x-1=←2일 [대， 

상 2x十 1 二 0， (x-1)2=0 

:, x=l 

모든근의합구하기 

( i ), ( i i )에서주어진방정식의해는 x=-l 또는 x=l 또는 x=3 
따라서 모든근의 합은 -1十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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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정식 IX-11 2 -21χ-11-3二 0에서 모든근의 합은? 

G) 2 03 @4 
@5 @6 

절랫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도}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기 

절멋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χ의 값x-1=0에서 Z二 1)을 

기준S로구간을나눈다 

( i ) χ 츠 1일 때， (X-1)2- 2(x-1)-3=0 

녔 4x二 0， x(x-4)=0 

:. x=O 또는 x=4 
즉 X 르 1이므로 x=4 

(ii)x<l일 때， (x • 1)2+ 2(X • 1) • 3=0 

x 2-4=0, (x-2)(x+2)=0 

ζ . x=-2 또는 x=2 

즉 x<l이므로 x=-2 

모든근의합구하기 

( i ), ( i i )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4 또는 χ二 2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은 4+(-2)=2 

@훌펄t [x-l[=t로 치환하여 풀이하기 

IX-11=t(t 르 0)로놓으먼 

t2-2t-3=0, (t+ 1)(t • 3)=0 

:.t=3(t 르 0) 

즉 IX-11=3이므로 X← 1 二 ::t 3 

'. x=4 또는 x=→2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4+(-2)=2 

0267 
두 이차방정식 X2-IX-11-1=0, x2 +ax+b=0으| 근이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절맺값 기호 안의 식의 값'0 10이 되는 χ으|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부기 

χ2-lx-11-1 =0에서 절뱃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 

(x-1=0에서 x=l)을기준으로구간을나눈다. 

(i)x<l일 [[H, x 2 +(x-1)-1 = 0 

x 2+x-2=0, (x+2)(x-1)二 O

이때 x<l이므로 x=-2 

(ii) x 르 1일 때， x 2 -(x-1)-1 二 O

χ2_X =0， X(X-1)=0 

이[[H x 르 1이므로 Z二 1 

( i ), ( i i )에서 x二 -2 또는 x=l 

두 근을 대입하여 a, b의 값구하기 
이[대 x=-2를 이차방정식 싱+ax+b二 0에 대입하면 
4-2a+b二 o ...... GJ 

χ=1을 이차방정식 싱+ax+b=O어| 대입하면 
l+ a+b=O ...... (Ç) 

GJ, ι을 연립하여 풀먼 Q二 1 ， b= • 2 

따라서 a-b=1-(-2)=3 

이차방정식 x2+ax+b=0으| 두 근이 -2， 10[므로 

x 2-{1 +( -2)}x+ 1'( -2)=0에서 x2 +χ-2=0 

:. a=l, b=-2 

0268 
다음 이차방정식을 풀어라. (단，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 [X]2_ 3[X]+2=0 

인수분해하여 기우스 성질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x]"-3 [x] +2=0에서 좌변을인수분해하면 

( [서 1) ([찌 2)二 o :. [χ]=1 또는 [x]二 2

( i) [X]= 1일 때， x으| 값의 범위는 l 드 x<2 

(ii) [x]=2일 때， x으| 값의 범위는 2 르 x<3 

따라서 ( i ), ( ii )에서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1 르 x<3 

(2) x2 -2x十[x]=O(O 드 χ< 3) 

O 드 χ <3에서 정수구간으로 나누어 이차방정식 풀이하기 

정수단위로 구간을 나누면 

O 드 x < 1, 1 드 x< 2, 2 드 x<3 

( i ) 0 르 x<l일 [대 ， [x]=OO[므로 x2 -2x=0， x(x-2)二 0

:. x=O 또는 x=2 

이때 O 드 x<l이므로 x=O 

( ii) 1 드 x<2일 [[H ， [X]= 1이므로삼 2x+1=0, (X-1?二 O

이때 1 르 x<2이므로‘x=l 

( iii) 2 르 x<3일 때， [x]=20[므로 x2 -2x+2=0 

:. x=l ::t i 
이때 2 드 x<3이므로 만족하는 해는 없다. 

따라서 ( i ), ( ii ), (iii)에서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O 또는 x=l 

0269 
방정식 2[x+1]2 • 3[x+3]+1 二0의 해가 Q 드 x<b일 [[H, 

ab의 값은? (단， [x]는 z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一2 0-1 @O 
@ 1 @ 2 

[x+η]=[x]+η (단， η은 정수)임을 이용하여 식 정리하기 

[x+1]二[찌 +1 ， [x+3]=[x]+30[므로 

2([x] + 1)2 ←3([χ]+3)+1=0 

2[X]2+[χl ←6=0 

[x]=η (단， η은정수)이면 η 드 x< η+1임을이용하여 x21 값 

의범위구하기 

(2 [x]-3)([x] +2)二 O

[찌=3 또는 [x] 二 -2

그런데 [x]는 정수O[므로 

[x]=-2 :.-2 드 x<-l 

따라서 Q二 2, b=-l이므로 ab=2 

0270 
0<x<2일 때， 방정식 x2 -IX-1Ix=[씨의모든해의 합을구하여라 

(단， [x]는 z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절뱃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Z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기 

X2 -IX-1Ix二 [x]에서 절맺값기호안의 식의 값0[0이 되는 Z의 값 

(X-1=0에서 x=l)을 기준으로구간을 나눈다. 



(i) o. <x<l일 [대 ， IX-11=-x+1 , [x]= o. ol묘로 

x2 +(χ-l)x= o.， χ2+X2←x= o. 

2x2-x= o., x(2x-1)= o. 

이때 o. <x<101므로 x=융 

( ii) 1 드 x<2일 [[H ， IX-11=x-1 , [x]=l이므로 
x2 -(X-1)X二 1

x 2-x2+x=1 
이때 1 르 x<2이므로 x=l 

STEP@ 모든해의합을구하기 

( i ), ( i i )에서 Z二융 또는 x=l 

1 " 3 따라서 구하는 모든 해의 합S • +1=• 
~ 2 '" 2 

0271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이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다- 넓이가 36m2인 십자형의 
길을 만들려고한다. 이때 길의 폭을구하여라. 

STEPO 길의 폭을 xm로 놓고 I어| 대한 이차방정식을 세우기 

길의 폭을 xm라고 하면 길의 넓이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에서 겹쳐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이므로 

lOx+ lOx 삼=2o.x 성 (m2) 

m 

m 

STEPφ z으| 값 구하기 

20.χ-x2=36에서 x 2 -2o.x+36= o., (x-2)(x-18)= o. 
:. x=2 또는 x=18 

이때 o. <X< 10.이므로 x=2(m) 

따라서길의폭은 2m 

0272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o.m， 2o.m인 직사각형으로 된 토지에 

폭이 일정한 I자 모양의 길을 만들어 

그 넓01가 152m2가 되게 하려고 한다. 

폭은몇 m인가? 

G) 2m C2l 3m 
@5m @6m 

m 
‘ 
、-
-
때
 

// 

-• 

‘ 
---

m 
r 

-

% 

-
-
-
」

: : 

@4m 

STEPO 길의폭을 xm로놓고Z어|대한이차방정식을세우기 

길의폭을 Z라하면 I자모양의 

넓이가 152m2 01므로 

30.. 2o. -(2o.-2x) (3o.-x)= 152 20.-2역1 3o.-x- I~ I ~o. 
따| | 

STEP i@ x의 값 구하기 

2x2 -8o.x十 152= 0.， x 2 -4o.x+76= o. 

(X-2)(x-38)= o. 
:. x=2 또는 x=38 

이때 2o. -2x> 0., 3o.-x> o.에서 o. <x< lO이므로 x=2 

따라서길의폭은 2m 

íGf싣힘져V문저Y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o.m， 4o.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I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남은 땅의 넓이가 1512m2가 되었다. 
이때 길의 폭은 몇 m'2J가? 

G) 2m C2l 3m 
@4m @5m 

@6m 

-
처
 

Q 
j g 댐

 
녀
」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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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O 길의폭을 xm로풀고X어| 대한 01차방정식을서|우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의 폭을 xm라 

하먼남은땀의넓이는 

(6o.-x) (40. 앙)= 1512 

24o.o.-12o.x • 4o.x+ 2x2 = 1512 

2x2 -16o.χ+888= 0. ...... éì) 

“- 6o.m---

4o.m 

xm 

STEP@ x으| 값 구하기 

@을 정리하면 x2 -8o.χ+444= 0. 

(x-6)(x-74)= o. 
:. x=6 또는 χ=74 

이때 40.-2π> 0.， 60.→x> o.어|서 o. <x<2o.이므로 χ=6 

따라서길의폭은 6m 

0273 
오른쪽 그림과 같0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o.cm， 33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줄어들고， 서|로의 길이는 매초 

3cm씩 늘어 난다고 하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시에 변하기 시작 

하여 t초가 지난 후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고 할 때， 

t의값을구하여라. 

33cm 

B 

직사Z별의 넓이를 t에 대하여 나타내고 01차방정식 세우기 

가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3cm씩 늘어나므로 

t가 지난 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60.← 2t， 33十3t이므로 

직사각형의넓이는 

(6o. -2t) (33+3t)cm2 

처음직사각형의넓이는 

60.. 33 = 1980. (cm2 ) 

이때 t초가 지난 후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으므로 

(60.• 2t)(33+3t)= 1980. 

2(3o.-t). 3(11 + t)= 1980. 

(3o. -t)(11 +t)=33o. 
33o. +3o.t-11t- t2二 330. ...... éì) 

(33+3t)cm 

t으|값구하기 

@을 정리하면 t2-19t= o., t(t-19)= o. 
:. t 二O 또는 t二 19 

따라서 t> o.이므로 t=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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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4 
χOl\ 대한 이차방정석 x2 -2(k-1)x+k2 -3=0으|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여라 

( 1) 서로다른두실근 
(2) 중근 
(3) 서로다른두허근 

0\차농썽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k으| 범위 구하기 

이차방정식 잠 2(k-1)X+앙 3二 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판별식 용二(k-1)2-k2 + 3 =-2k+4 

( 1) 서로다른두실근을가질조건은 D>O이므로 

몽二-2k+4 > 0 :. k < 2 

(2) 중근을쇄조건은꽁00\뾰꽁-짧4二 o :. k=2 

(3) 서로[띈두허근은용<00\므로농-2k+4 < 0 :. k> 2 

027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이차방정식 삼 2(k+ 1)χ+k2-1 二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실수 k의값은? 

G) -1 ~O @1 

@ 2 @3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D=O임을 이용하여 k의 값구하기 

이차방정식 상→2(k+ 1)x十k2 -1=00\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O\라 하면 용=(k+ 1)" ←(k2 -1)=0， 앓+2=0 
'. k= • 1 

(2)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2값十3k-2=00\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G) 3 ~4 @5 
@6 @7 

0\치방정식의 판별식 D二O임을 이용하여 k의 합구하기 

이차방정식 삼+2k.χ+3k-2=00\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몽=k2 -3k+2=0， (k-1)(k-2)二 o :. k二 1 또는 k二 2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3 

0276 
χ에 대한 이차방정식 χ2-kx+k-1=00\ 중근 α를 가질 때， 

k+α으| 값은? (단， k는 상수이다.) 
G) 1 ~2 @3 

@4 @5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방정식 x 2-kx+k-1=00\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D=k2-4(k-1)=0, k2-4k+4=0, (k-2)2=0 :. k=2 

k=2를 주어진 이차방정식에 대입하여 중근 α으| 값구하기 

k=2를 x2 -kx+k-1=0어| 대입하면 

x2-2x+1 二 0， (X-1)2二 o :. x=l 

따라서 α=1이므로 k+α=2+1=3 

멀흩펠 문:;q를 여러 개 포함한식을 인수분해뼈 풀이하기 

문자를 여러 개 포함한 식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 

인수분해하먼편리하다 

즉 x2-kx+k-1=0을 k에 대하여 정리하면 

-k(x-1)+x2-1 =0, -k(x-1)+(x+1) (x-1)=0 

(X-1) {-k+ (x+ 1)}= 0, (x-1) (x十 1-k)= 。

이 방정식은중근을갖고근이 x=l 또는 x=k← 10\므로 

1=k-1 :. k=2 
따라서 k=2, α=1이므로 k+α二 2十 1=3 

멸률웰 항띔을 이용뼈 풀이하기 

주어진 방정식의 중근이 α0\므로 x2 -kx+k-1=(x-α)2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므로싱 kx+k-1=장 2αx+α2 
이식은항등식이므로 k二 2α ...... 。

k← 1=α2 ...... (tJ 

@을 Q에대입하먼 

2α-1=α2’ α2-2a+ 1 二 0， (α-1)2=0 

.. α=1 
@에 α=1을 대입하먼 k=2 
따라서 k+a=2+1=3 

0277 
X어| 대한 이차방점식 ax2 +4x-2二 00\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Q으| 값 

또는 그 범위를 정하여랴. 

(1) 서로다른두실근 
(2) 중근 
(3) 서로다른두허근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Q으| 범위 구하기 

ax2 +4x-2=0에서 χ의 계수가 짝수이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꼼22+2a=2a+4 
(1) 서로 다른두실근을갖기 위한조건 

판별식0\ 용 >00\어야 하뾰 꽁22+2a二 2a+4 > 0 

:. a > -2 ...... ÔJ 

그런데 a=OO\면 ‘x에 대한 이차방정식’ 이라는문제의 조건에 

모순이되므로 Q 수 o ...... (tJ 

ôJ, 。로부터 • 2<a<0 또는 a>O 

(2)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0\ D=OO\어야 하뾰 용=22+2a=2a+4=0 
:. a=-2 

(3)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O\D<OO\어야하뾰용=22+2a=2a+4 < 0 

:. a <-2 

0278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방정식 (k-2)χ2+2kx+k+3二 0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대，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k-2)녔+2kx+k+3=00\ 0\차방정식일 조건 구하기 

(k-2)x2十2kx+k+3二 00\ 이차방정식이딛로 

k-2 수 o :. k 수 2 ...... ÔJ 



STEP 4]) (k-2)x'+2값+k+3=001 서로 다른 투 실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 이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므로 

용=k'-(k-2)(k+3)> 0, k'-(k'+k-6)> 0, -k+6 > 0 

:.k<6 ...... (9 

따라서(5)，(9에 의하여구하는실수 k의 범위는 k<2 또는 2<k<6 

(2) 01차방정식 (m-1)x'+2(m-1)x+2m=001 중근을 가질 때， 
실수m의값을구하여라 

STEPÐ (m-1)x'+2(m-1)x+2m=001 이차방정식일 조건 구흩~71 

(m-1)x'+2(m-1)x+2m=00101차방정식01므로 

m-1 추 o :. m 수 1 ...... (5) 

STEP굉 (m- l)x'+2(m-1)x+2m=0이 훌근을 가질 조건 구해| 

이 01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용=(m-1)'-(m-1).2m=0 

m'-2m+1-2m'+2m=0, -m'+1=0 

(m+1)(m-1)=0 :. m=-1 또는 m=1 ...... (9 

따라서 (5)，(9에 의하여 구하는실수m은 m=-1 

0279 
01차방정식 kx'-2(k+1)x+k+ 1=0은 실근을 갖고 01차방정식 

x'-2kx+k'-k+4=0은 허근을 가지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STEPÐ kx'-2(k+l )x+k+ 1=001 실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kx'-2(k+ 1)x+k+1 =001 이차방정식이므로 
k 추 o ...... (5) 

이 이차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용=(k+ 1)' - k(k+ 1)= k+ 1 르 0 

:. k 르 1 ...... (9 

STEP밍 상-2kx+k'-k+4=0이 허근을 가힐 조건 구해| 

x'-2kx+k'-k+4=0은 허근을 가지므로 

용=k'-(암-k+4)=k-4 < 0 

:.k<4 ...... @ 

STEP~.k의 범위 램}기 

(5)，(9，@에 의하여 구하는 실수 k으| 

범위는 -1 드 k<O 또는 0<k<4 

따라서 정수 k는 -1， 1 ， 2， 3 0 1므로 

4개01다. 

028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어| 관한 01치방정식 x'-2(k-a)x+k'+6k-b=001 실수 k으| 값 

에 관계없이 중근을 강도록 상수 a， b으| 값을 정할 때， a+b의 값을 구 

등f여2.~. 

STEPÐ 01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차방정식 성 2(k-a)x+k'+6k-b=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이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용=(k-a)2_(k2 +6k-b)=0， k2 -2뼈+a'-k'-6k+b=0 

-2ak+a2-6k+b=0 ...... (5) 

STEP4]) k에 대한 항험임을 이용뼈 a, b21 값구하기 

@을 실수 k에 대하여 정리하면 

(-2a-6)k+(a'+b)=0 

이 식은 k으|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 등식은 k에 관한 항등식이다. 
).; 

-2a-6=0, a2+b=0 :. a=-3, b=-9 

따라서 a+b=-12 圖
(2) 01차식 삼+2(k+ 1)x+4k가 X어| 대한완전저|곱식이 되도록실수 

k의값을구하여라 

。
-
킹
*
*
없
쇼
 

STEPÐ 이차식이 왈전체곱식이면 이차방정식이 중근임을 이해해| 

주어진 01차식이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01차방정식 x 2+2(k+1)x+4k =001 중근을 가져야 한다. 

STEP 4]) 표볕식 D=O임을이용흘뼈살수k의값구해| 

즉 판벌식 D=O이어야 하므로 

용=(k+1)2_ 1 삶=α (k-1)2=0 

따라서 k=1 

0281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 할 때，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1) x에 대한 01차식 (a+b)x'+2cx+a-b가Z에 대한완전제곱식이다 

STEPÐ 01차식이 완전제곱식이면 이차방정식이 중근임을 이해해| 

a, b, c가삼각형의세 변의 길이이므로 a > 0, b > 0, c > 0 
주어진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차방정식 (a+b)x'+2cx+a-b=001 중근을 가져야 한다. 

STEP딩 판벌식 D=O임을 이용하여 a, b， c의 관계식 구하기 

즉판별식 D=O이어야하므로 

용=c'-(a+b)(a-b)=O， c'-a'+b2=0 

:. a2=b2+c2 

따라서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2) x에 대한 이차식 3x2+2(a+b+c)x+ab+bc+ca가 X에 대한 

완전저|곱식이다 
.뭘.a'+b'+c'-ab-bc-ca=OOI면 (a-b)'+(b-c)'+(c-a)'=O 

STEPÐ 01치식이 완전저답식이면 이차방정식이 중근임물 이해하기 

주어진 식이 완전체곱식이 되려면 

01치방정식 3x2 +2(a+b+c)x+ab+bc+ca가 중근을 가져야 한다. 

STEP4]) 판벌식 D=O잎을 이용승뼈 a, b， c의 관계식 구하기 

즉 표밸식 D=O이어야 하므로 

용=(a+b+c)' -3(ab+bc+ca)= 0 

:. a2+b'+c2-ab-bc-ca=0 
양변을 2배하면 

2a2+2b2+2c2-2ab-2bc-2ca=0 
(a2 -2ab+b2)+(b' -2bc+c2)+(C2 -2ca+ a2)= 0 

:. (a-b)'+(b-c)'+(c-a)2=0 

a, b, c는실수이므로 a-b=O， b-c=O, c-a=O 

:. a=b=c 
따라서정삼각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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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0282 
X어| 대한 01차식 (a-l)x2 +4(a-l)x+3a+ 101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Q의 값을 구하여라. (1) 이차방정식상-7x+l=0의두근을 a， β라할때， 파+때의 

값은? 

<Il l 
@4 

@3 ~2 

@5 

STEPÐ 이xl석이 완전저핍식이면 이차방정식이 중근일물 이해하기 

주어진 이차식이 $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차방정식 (a-l)상+4(a-l)x+3a+l=001 중근을 가져야 한다. 
STEPÐ 01차빌썽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률 구하기 

01차방정식 x2 -7x+l=0의 두 근01 a,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STEP0 판별식 D=O임을이용하여실수 Q의값구하기 

α+ß=7， αß=1 

STEP밍 곱셈공4을 이용하여 값구하기 

OI[[Hα >0， ß>O이므로 ‘두근의합과픽이싹 

(다+ 매)2=a+β+2다매 

=a+β+2/젊 
=7+2=9 

따라서파+때=3(': 다+얘>0) 

즉， 판벌식을 D라하면 D=O이어야하므로 

용= 4(a-l)2 -(a-l) (3a+ 1)= 0 

a2-6a+5=0, (a- 1)(a-5)=0 
:. a=1 또는 a=5 ...... Gl 

그런데 주어진 식이 이차식이므로 a-l 추 O 
ζ.a 수 1 ...... (Q 

따라서 Gl，(Q에서 구하는 실수 Q의 값은 5 

r7w싣힘겨V문저V 
이치방정식장+7x+l=0의두근을α， ß라할때， 다+때의값을 
구등t여라. 

0283 
다음물음에답히여라 

(1) 01차방정식 ZX2 -4x-l=0의두근을 a， ß라할때， 

α"+ß"-2(α2+ß2)의 값을구하여라 

-...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외 관계를 구하기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겨|수의 관계를구하기 

이차방정식 ZX2 -4x-l=0의 두근이 α， β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01치방정식 짚+7.χ+1=0의 두근01 α， ßOI므로 

근과계수의관계에의하여 α+ß=-7， αß=1 

이때두근의합이음수， 두근의곱이양수이므로두근은 a<O， ß<O 

a+ß=2, aß=-융 

STEP0 a<O, b<O이면 μ얘= 퍼E입을이용하여구흘171 

({å+ 때)2=α+β+2파뼈 

=a+ß-21굶 
=-7-2=-9 

따라서 μ+매=3i 

STEP0 곱셈공식을이용하여값구하기 

α"+ß"=(α+ß)"-3αß(α+β) 

=2"-3'( -웅)'2 
‘ a<O, b<oOI연다파=-ιE 

α2+ß2=(α+ß)2-2aß 

=22 -2'(냉) 

(2) 이치방정식상+4x+2=0의서로다른두실근을 a， β라할때， 

1 , 1 
+.-7.의값은? 

|αl' IßI 

@융 

=5 

따라서 α"+ß" -2(a2+ß2)=11-2'5= 11-10= 1 

(2) 01차방정식 상+2χ-2=0의 두 근01 α‘ R일 때， 용+ 흉의 값을 
t ’ α p 

@3 ~1 
5 
-2 @ 

@2 

구하여라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겨|를 구하기 

01치방정식 상+ZX-2=0으| 두 근01 a, β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01차방정식 x2+4x+2=0으| 두 근01 α，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2， αß=-2 

STEP밍 곱셈공식몰이용하여값구하기 
α+ß=-4， aß=2 

(α十β)"-3αß(α+β)
(αß)2 

( 2)"-3'(-2)'(-2) 
4 

STEP굉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값구해l 

이때 α<0， β<0이므로 *투근의힘이음，두근이곱이앙 

파+ 폐=-i-움=-(i+웅) 

α"+ß" 
(αß)2 

[빠서 4+용 
α p 

뼈
 -
뼈
 

=2 

3-4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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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방정식싱-2x+4=0의두근을α， ß라고할때， 

(a2 -a+l)(ß2-ß+l)으| 값을구하여라 

STEPG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외 관계를 구등PI 

01차방정식 x2-2x+4=0으| 두 근01 α， β이므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2， αß=4 

STEP (È) 곱셈공식을이용하여값구해| 

또한， 이차방정식 상-2x+4=0으| 근이 α이므로 

a2 -2α+4=0， α2_α+1=α-3 

마찬가지로근이 β이므로 ß2-ß+l=β-3 

:. (a2 -a+l)(β2β+1)=(a-3)(β 3) 

=α'ß-3(a+ß)+9 

=4-3 , 2+9 
f 

. 

(2) 01차방정식상-4x+l=O의두근을 a， β라고할때， 

←「검-τ+τr용n ， • 의 값을구뼈라 
a"-3α+1 ' ß"-3，β+1 

STEPG 이i밤정식의근과계수의관껴}를구해| 

01차방정식 x2 -4x+l=0의 두 근01 a , β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4， αß=1 

STEP (È)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값구해| 

01치방정식 x2 -4x+l=0의 근이 α01므로 

a2-4a+l=0에서 α2-3α+1=a 

또한， 01차방정식 x2 -4x+l=0으| 근이 B이므로 

ß"-4β+1=0에서 ß"-3ß+l=β 

ß α ß , α _ß2+α2 
-감=굶주"1'홉二굶주"1-강'7f →짧-

-(α+β)2_2αB 
αR 

=16-2 
=14 

0286 
다음물음쩌|답하여라 

(1) 이차방정식 싱-ax+b=O의 두근011 ， 5일 때， 

01치방정식 ax2 -3x+b=0의두근의곱을구하여라 

STEPG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x2-ax+b=0의 두 근011， 5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5=a, l' 5=b 

:. a=6, b=5 

STEP (È) 루근의곱구를t71 

01차방정식 ax2 -앓+b=O의 두 근의 곱은 용=홍 

(2) 이차방정식짚-2x+a=O의두근01α， ßOI고 01치방정식 

x2-bx+4=0의두근이 a+ß， αR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을 구하여라 

STEPG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구하기 

이차방정식 앙-2x+a=O의 두근이 α， ß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α+β=2， αß=a 

STEP (È) a, b 의 값구해| 

또， 01차방정식 x2-bx+4=0의 두 근이 α+ß， α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뼈=b， (α+β)(αß)=4 

(α+β)+aß=b에서 2+a=b ...... G> 

(α+ß)(aß)=4에서 2a=4 ...... 。

G>，(Ç)을 연립하여 풀면 a=2, b=4 

따라서 a+b=2+4=6 

I 
으
킹
딴
없
?
-

028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방정식양2-4x+k=O의서로다른두실근 a， β가 a3+β3=7을 

만족시킬 때， 상수 k에 대하여 30k으| 값은? 

(1) 6 ~ 10 @ 15 
@20 @30 

STEPG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외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2x2 -4x+k=O의 두근이 α， ß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강=2， αß=붕 

STEP (È)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k의 값 구등t71 

a3 +β3=(a+β)3_3α'ß(α+β) 

=23 -3 흉 2=8-3k 

.8-3k=701므로 k=융 

따E써 30k=30' 융=10 

톨I 

α2+ß2=(α+β)2-21뼈=4-k 

a3 +ß3=(α+β)(a2 -αß+β2)=2'(4-k-흉)=7 

.k=융 

(2) 01치방정식성+6x-3=0의두근을 a， β라할때， 01차방정식 

x2+ax+b=O은 2α-1， 2ß-l을두근으로갖는다상수 a， b에 

대하여 a+b의값은? 

(1) 9 ~14 @15 
@17 @19 

STEPG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외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상+6x-3=0으| 두 근이 α， β이므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a+β=-6， aß=-3 

STEP밍 근과 계수의 관겨뿔 이용하여 a, b으| 값 구해| 

이차방정식 삼+ax+b=O의 두 근이 2a-l ， 2ß-l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α 1)+(2ß-l)=-a ...... G> 

(2α-1)(2ß-l)=b ...... (Ç) 

@에서 2(a+ß)-2=2'(-6)-2=-14 :. a=14 

Q에서 4α'ß-2(a+ß)+1=4'(-3)-2'(-6)+I=1 :. b=1 

따라서 a+b=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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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8 
X어| 대한 방정식 a(αr;-I)-(x+1)=OOI 근을 갖지 않을 때， 

x2-{4a-l)x-5a+l=0의두근 a， ß에 대해 α2+ß2의 값을 

구하여라i 
.뭘. 일차방정띄 ax=b가근이 없으려면 O'x=(OOI 아닌 실쉬끓이다 

STEP(;) 잃차방정식이근을갖지않을 a21 값구하기 

a(ax-l)-(x+1)=O에서 (a2-1)x=a+l 

:. (a+1 )(a-l)x=a+l ...... G) 

방정식 @은 a=1일 때， 근을갖지 않으므로 a=1 

STEP (È)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값구흩}기 

01차방정식 x2 -(4a-l)x-5a+l=0으| 두 근01 a, ßOI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a+ß=4a-l=3, αß=-5a+1 =-4 
따라서 α2+β2=(a+ß)2-2αß=32-2'(-4)=17 

0289 
다음각물음에답히여라 

(1) 이치방정식 상-9x+k=0의 두근의 비가 1: 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STEP(;) 두근을 a，2a로놓고근과계수의관계률구흡}기 

두근의 비가 1: 201므로두근을 a， 2α(α 추 0)로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2α=9 
@ 

。α '2a=k 

@에서 3a=9 :. a=3 

따라서 α=3을 Q에 대입하면 k=2α2=2'32=18 

(2) 01차방정식 상-4x+k2 +2k=0의 두실근의 차가2일 때， 상수 k의 

값의합을구하여라， 

STEP(;) 두근을 a， α+2로놓고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α， α+2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α+(α+2)=4 
@ 

α(α+2)=힘+2k ...... (Ç) 

@에서 2a=2 :. a=1 
ι에대입하면 

3=k2+2k , k2+2k-3=0, (k-l)(k+3)=0 
:. k=-3 또는 k=1 
따라서 모든 k의 값의 합은 -3+1=-2 

멀훌펄• (a-β)2=(α+β)"-4αB롤 이용하여 풀이하기 

STEP(;)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구훌}기 

01차방정식 성-4x+k2 +2k=0의 두 근을 α， β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α+β=4， aß=k2+2k 

STEP딩 곱셈공식을이용하여 k의값구해l 

두 근의 차가 2이므로 la-ßI=2에서 (α-ß)2=4 

(α_ß)2=(α+ß)"-4αß= 16-4(k2+2k)=4 

k2+2k一3=0， (k-l)(k+ 3)=0 

:. k=-3 또는 k=1 

따라서 모든 k의 값의 합은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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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방정식 삼-(k+3)x+3k-l=0의 두근이 연속된 찍수일 때， 

상수 k의값을구하여라 

STEP(;) 투근을 2α ， 2α+2로놓고근과계수의관계룰구하기 

주어진 01차방정식의 두 근을 2α， 2a+2 (단， a는 정수)로 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a+(2α+2)=k+3 ...... G) 

2a(2α +2)=3k-l ...... (Ç) 

STEP밍 k의값구해l 

@에서 k=4α-1 

Q에 대입하면 4a2 +4α=3(4α- 1)-1 

α2-2α+1=0， (a-l)2=0 

.. α=1 
따라서 k=4α-1=4'1-1=3 

(2) 이차방정식 상 삶x+5k-2=0으| 두 근이 연속된 흘수일 때， 

정수 k의값을구하여라 

STEP밍 두근을 2α -1， 2a+l로놓고근과계수외관계톨구흩}기 

주어진 01차방정식의 두 근을 2α-1， 2a+l (단， α는 정쉬로 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α-1)+(2α+l)=4k 

(2a-l)(2α+1)=5k-2 

STEP굉 k으| 값구하기 

@에서 a=k 

@에대입하면 

4k2-1=5k-2, 4k2-5k+l=0 

(4k-l)(k-l)=O 

따라서 k는 정수이므로 k=1 

@ 

P 

0291 
X어| 대한 01치방정식 장+(k-3)x-16=0의 두 근의 절멧값의 비가 

4: 101 되도록하는모든실수 k으| 값의 합을구하어라 

STEP(;)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절햇값의 비가 4: 1이 되도록 하는 근과 

계수의관계룰구하기 

이차방정식 장+(k-3)x-16=0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곱이 -16<0이므로 두 근의 부호는 다르다 

이차방정식 상+(k-3)x-16=0의 두 근을 4α ， -a로 놀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4a+( α)= -(k-3) ...... G) 

4a '(-a)=-16 

STEP (È) k의값구홉~'I 

P에서 α2=4 

.. α=-2 또는 α=2 
이것을@에대입하면 

α=-2일 때， k=9 

α=2일때， k=-3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3+9=6 

.... (Ç) 



0292 
X어| 대한 이차방정식 2성+ax+b=O에서 a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 ， 3이었교 b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 2이었다. 두 수 a, b에 
대하여 a2 +b2 으| 값을구하여라 

STEPÐ b를바렬l 보고풀없므로 b의값구해| 

이차방정식 2x2 +ax+b=0어|서 Q를 잘못 보았으므로 b는 바르게 보고 
풀었을 때， 두 근011， 3이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곱은융=1.3=3 :. b=6 

STEP웬 a툴바벌|보고풀없므로Q의값구하기 

01차방정식 2x2+ax+b=0에서 b를 잘못 보았으므로 Q는 바력| 보고 
풀었을 때， 두 근이 -1， 2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으lõl여 

투근의 합은-융=-1+2=1 :. a=-2 

따라서 a2+b2=4+36=40 

[7w싣면겨V문저V 
z에 대한 01차방정식 x2+ax+b=0에서 갑은 일차항의 계수 a를 잘못 보고 

근을구했더니 두근 1， 2 0 1었고， 을은상수항 b를잘못보고근을구했더니 

-4， 1을 얻었다. 두 수 a， b에 대하여 a2 +b2의 값을 구하여라 

_..-------------
STEPÐ b를 바벌| 보고꿇멸로b의 값구해| 

01차방정식 x2+ax+b=0어|서 갑은 Q를 잘못 보았으므로 

b를 바르게 보고 풀었다. 

두 근 1， 201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곱은 1.2=b :.b=2 

STEP밍 Q툴바벌|보고題멸로Q의값구하'1 

이차방정식 짚+ax+b=O어|서 을은 상수향 b를 잘못 보았으므로 
a를 바르게 보고 풀었다. 

두 근 -4， 1이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 -4+1=-a :. a=3 

따라서 a2+b2=9+4=13 

훌멸 

올바른 이차방정식은 삼+3x+2=0에서 (X+1)(x+2)=0 
:. x=-l 또는 x=-2 

0293 
정재와 보검 두 사람01 x2 으|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을 푸는데， 정재는 일 

차항의 계수률 잘못 보고보검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 이때 정재가 
구한 해는 -2， 6이고 보검이 구한 해는 -1 :t 퍼iOI다. 원래의 이차방정 

식의 두 근을 α， β라 할 때， a2 +β2으| 값은?(단.i=FÏ) 

(1)1 2 (2) 16 @ 20 
@24 @28 

STEPÐ b톨바링|보고풀었으므로b으|값구하기 

정재와보검 두사람이 푼 이차방정식을잠+ax+b=oOI라하면 

정재는 상수항을 바멸| 보고 풀었을 때， 두 근이 -2， 6이므로 

두근의 곱은 b=(-2).6=-12 

STEP잉 a룰바멀|보고풀없므로Q의값구하기 

또， 보검이 일차항을 바르게 보고 풀었을 때， 

두근이-1+껴i， -1 피씨|므로두근의합은 

-a=(-1+껴i)十(-1- 껴i)=-2 :. a=2 

STEP(9 곱셈공식물 01용흩뼈 a2댐의 값 구하기 

올바른 01차방정식은 잠+2x-12=001고 두 근01 a, β01므로 
a+β=-2， α'ß=-12 

따라서 a2 +ß2=(a+ß)2-2α'ß=( _2)2 -2-( -12)= 28 

멀흩웰 직접이챙정식을작성뼈풀이해| 

( i ) 정재가 푼 이차방정식은 

(x+2) (x-6)= 0, 삼-4x-12=0 ...... (J) 

( ii) 보검이 푼 이차방정식은 

{x-(-l- {2i)}{x-(-l + {2 i)}=O 

x2+2x+3=0 ...... <9 

@은 일차항만，<9은 상수항만 틀리므로 올바른 이차방정식은 

x 2+2x-12=0 
두 근이 a, β이므로 a+ß=-2, aß=-12 

따라서 α2+ß"=(α+β)2_2α'ß=( _2)2 -2. (-12)= 28 

룹l 
。-” 
많
써μ
t
 

0294 
겨|수가 실수인 이차방정식 ax2+bx+c=0(a 추 0)의 근의 공식을 

-b :t ‘ h2_nr 
z= 2n “ ν 로잘못알고어떤이차방정식을풀어서두근껴 1 

을 얻었다. 이 01치방정식의 원래의 근을 a， ß라 할 때， α3+ß3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Ol;t~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b :t Jb2 ← ~-이j;f방정식 ax2+bx+c=0의 근의 공식을 x= g; 「 UL

잘못 적용하여 얻은 두 근이 -2， 1이므로 

-b+매윤갚 -b-매슨감 
2Q + 2a =(-2)+1=-1 

꿇=-1 :. a=b ...... (J) 

b+ 매E감 -b-파--
2a · 2a =(-2)·1=-2 

(b2)-(b2-ac) _ c _ n • __ o_ 

4a2 - 4a- ‘ ν olι 

(J)，<9을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αr2+bx+c=α상+αr-8a=0 

:. x 2+x-8=0 (.: a 추 0) 

STEP밍 이i뺨정식의 근과겨뿜| 관껴홉 이혈뼈 곱셈공식 구해| 

Q 

이차방정식삼+x-8=0의두근을α， β로놓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β=-1， α'ß=-8 

따라서 α3+ß3=(α+ß)"-3aß(a+ß) 

=-1-3.(-8).(-1) 

=-25 

멸률펠 직접 이i밤정식을작성등뼈 풀이해|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겨|수의 관계를 구해| 

2， 1을 근으로 갖는 01차방정식은 

a(x+2)(X-1)=0, ax2 +αx-2a=0 

이때 01차방정식 ax2 +bx+c=0에서 근의 공식은 

-b :t J앙 -4ac _, x= 성 ‘’ 이므로 

C의 값을 ic로 잘못 대입한 것과 같다 

즉 원래의 방정식의 상수항은 (-2a).4=-8a이므로 

원래 이차방정식은 ax2+ax-8a=0 
:. x 2+x-8=0(.: a 추 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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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C])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곱셈공식 구하기 

이차방정식 상+x-8=o.의 두 근이 α， β이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α+ß=-1， aß=-8 

:. aS +ß3=(α+β)3_3αß(α+ß)=-1-3.(-8).( -1)=-25 

0295 
이차방정식잠+3x+l=o.의두근을 α， ß라할때， 다음두수를두근 

으로 하고 이치항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을 구하여라. 

(1) 용， 융 
(2) 2a+ 1, 2ß+ 1 

STEPÐ 01차방정식의 근과 껴|수의 관계를 구하기 

01차방정식상+Sx+l=o.의두근01 a , β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3， αß=1 

STEP밍 두 수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 작성하7 

(1) 두근용， 웅의 합과곱을구하면 
β a α2+ß2 -(a+ß)2-2αß_(-3)"-2.1 

두근의합: .!::....+ ~ ~.~ , ...... , ,- / n _ ...... ,...,•----ß- αß - αß 1-

두근의곱 :E 움=1 

따라서 구등논 Ol~밤정식은 x 2 -{ _ß_+꾀z十 효 . 효=0. 
\a ' ßr' a ß 

.. x 2-7x+l= o. 
(2) 두 근 2a+l， 2ß+l의 합과 곱을 구하면 

두 근의 합 : (2a十 1)+(2，β+1)=2(a+ß)+2

=2-(-3)+2 
=-4 

두 근의 곱 : (2a+l)(2ß+l)=4αß+2(a+ß)+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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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구히는 01차방정식은 

x2 -{(2a+l)+(2ß+l)}X+(2α +1)(2ß+l)= o. 

:. x 2+4x-l= o. 

0296 
이차방정식 x2-2x+5= o.의 두 근 a， ß에 대하여 a+l, β+1을 
두 근으로 하고 장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이 x2+ax-b= o.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은? 

CD2 <Z> 3 @4 

@6 @8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겨|수의 관계를 구해l 

이차방정식 x2-2x+5= o.의 두 근이 a， ß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2， αß=5 

STEP밍 두수를투근으로하는 01치방정식작성하기 

두근α+1， β+1의 합과곱을구하면 

두 근의 합 :a+l+ß+1=a+ß+2=4 

두근의 곱 : (α+1)(β+ 1)=αß+a+β+1 =5+2+1=8 

즉구하는이차방정식은 

x2 -{(a+1)+(ß+l)}x+(α+1)(ß+l)= o. 

:. x 2- 4x+8= o. 
따라서 a=-4, b=-8이므로 a-b=-4-(-8)=4 

029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0의 지름 AB와 현 CD가 점 

P에서 만난다'. CP=3, DP=4일 [대， 

AP， 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이차항의 계수가 1인 X어| 대한 

이차방정식을구하여라 

STEPÐ 원의 지름과현의 비례 관계를 이용하여 OP 구하기 

OP=x(x> o.)라하면 

AP=4+x, BP=4-x 

원의 지름과 현의 비례 관계에 의해 

Cp.DP=AP.BP 
3.4=(4+x).(4-x) 

:. x=2 

STEP@ 두 근올 이용하여 이차방정식 작성하기 

따라서 AP=6, BP=201므로 이차항의 계수가 1인 Z어| 대한 

01차방정식 x 2- Sx+12= o. 

원에서의비례관계 

두 현 AB， CD의 교점 또는 이툴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면 

PA.PB=PC.PD 

c蠻 p냥홉D 

B 

B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점 P가 있다. 

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PH=4, AB=lo.일 때， AH， BH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성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을구하여라 

Aπ원tf??￥ 
STEPÐ 직각삼각형의닮음을이용하여험과곱구홉}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10.이므로 

AH+BH=lo.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의하여 

돼·RE=PH2=16 

STEP굉 두근을 이용하여 01차방정식 작성하기 

ι짧\ 
따라서 AH， BH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항의 계수가 1인 X어| 대한 

01차방정식은 잠-(AH+BH)x+AH' BH=o.이므로 짚-10.χ+16= 0. 

‘멀훌홉， 피타고라스 정리를 01용하여 X료， 굶의 길이 풀이하기 
오른쪽 그림에서 반원의 중심을 O라 하면 

OP=5 
직각삼킥형 0매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펴=펴는좁=핍굉=3 
이때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므로 

P 

/ ///1\\'\ 
I /" 5/14 \ \ 
l/" μ \\ 

AH=AO十OH=5+3=8， BH=OB-OH=5-3=2 

따라서 AH=8, BH=2를두근으로 히는 01치항의 계수가 1인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 2-(8+2)x+8' 2= 0. 01므로 x2-1o.x+1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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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률펠 직각삼각형의 닮뚫 이용뼈 AP， PB의 길이 풀해| 

오른쪽 그림에서 반원의 중심을 O라 하면 

OP=5 
직각삼각형 OHP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굶=꽤는좁=핍강=3 
AH=AO-OH=5-3=2 

BH=OB+OH=5+3=8 

l> PAB∞ l>HAP이므로 AP : AH=AB : AP 

즉늄2 돼·돼=2'10=20 :. 효=2펴 

l>PAB∞ l>HPBOI므로 PB : BH=BA : PB 

즉 PB2=BH·BA=8·lO=80 .•. pB=4돼 

따라서 늄=2펴， PB=4돼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항의 계수-7f1인 Z어| 

대한 01차방정식 x2 -(2파+4퍼)x+2펴 ， 4퍼=001므로 

χ2-6{5x+40=0 

「 훨홉훨월 칙i샌챔획 닮흠 -
j ιA=90。인 직각삼각형 ABC의 꼭짓점 
! A에서 BC어| 내린 수선의 발을H라 할 때， 

i [.웹|성립한다 끼~ 
(j) "'ABC∞HBA이므로 AB : BC=BH : AB이다 

즉 AB2=BH'BC 
~"'ABC∞HACOI므로 AC: BC=CH: AC이다. 

즉 AC2=CH' 효E 
@"'ABH∞ CAH이므로 AH : BH=CH : AHOIc.t. 
즉 AH2=BH.CH 

훌훨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 

융BC.AH=융AB.AC이므로 BC.AH=AB.AC 

0298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파) 

(1) x어| 대한 01차방정식 x2+ax+b=0의 한근이 껴-1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구하여라 

-

灣

i웹:~B 
、、‘~“!:I .,./ ’ 

~‘ ..... 10 ......... . 

fWY싣힘겨V문저V 
오른쪽 그림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다. 호 AB 위의 점 P에서 선분 

AB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선분 AB의 길이가 10, 선분 PH의 

길01가 4일 때， 두선분 AP， 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잠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여라 STEPÐ 계수가유리수인 이차방정식의 컬레근의 성질 이해해| 

a, b가 유리수01고 이차방정식 x2+ax+b=0의 한 근이 -1+ 피01므로 

다른한근은 -1-피 

[1단겨1] 두 선분 AP， BP의 길이의 곱을 구한다. 

[2단계] 두 선분 AP， BP의 길이의 합을 구한다. 

[3단계] 두 선분 AP， 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상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을구한다. 
STEP핑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률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01차방정식 상+ax+b=O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1+껴)+(-1-피)=-a :. a=2 

두근의 곱은(-1+피)(-1 β)=(_1)2_(β)2=b :. b=-1 

따라서 a-b=2-(-1)=3 

멸홉웰 무리수가서로같은조건으로풀이하기 

STEPÐ 주어진 이치방정식어Ix=피-1을 대입하여 a+b.[2물로 
정리하기 

이차방정식 x2+ax+b=0의 한 근이 .[2-101므로 

x=피-1를 대입하면 (.[2_1)2十a(.[2-1)+b=0

:. (-a+b+3)+(a-2)β=0 

....... •-_--------

디돼[기 두선분AP， 많의 길이의 곱구한다 
ιP는지름의 원주각01므로ιBPA=90。 

직각삼각형 ABP의 넓0단·굶·굶=융.Ap.굶01므로 

융， 10 ， 4=융·뾰·굶 •. 효·뾰=뼈 

‘ 30"k 

.. 3α% β맨η 두선분 AP， BP의 길01의 합구한다 
l>ABP는 직각삼킥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Ap2 + Bp2 = 100, (AP+뾰)'-2.뾰 · 굶=100 

(늄+뾰)2=180(': 늄·굶=40) 

.. 늄+뾰=6패 ( .: 효>0， 굶 >0) STEP젠 a， b가 유리수임을 01용승}여 구를}기 

이때 a， b가유리수이므로 -a+b+3=0， a-2=0 

연립하여 풀면 a=2, b=-1 

따라서 a-b=2-(-1)=3 

‘ 40% 

(2) x에 대한 01차방정식 x2-ax+b=0의 한근이 3+ 피i일 때， 

실수a， b의 합 a+b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계수가실수인 01차방정식의 컬레근의 성질 이해해| 

a, b가 실수이므로 01치방정식 x2-ax+b=0의 한 근이 3+ .[2iol면 

다른한근은 3- .[2 i 

P'_'--‘~‘ 

!~l \5 .. ~ \ 
l/ \1 \ 、， 1

A H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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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C1)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률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01치방정식 x2-ax+b=0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 (3+ .[2i)+(3- .[2i)=a :. a=6 

두근의 곱은 (3+ .[2i)(3- .[2i)=b :. b= l1 

따라서 a+b=6+11=17 

여맨[기 상의 계수가 1인 이빵정식 구흔다 
AP, BP를 두 근으로 하고 성의 계수가 1인 01차방정식은 

상-(효+파)x+파 · 굶=001므로 x2 -6돼x+40=0 

멀홉헬 피타고라i정리를 이용뼈 AP， PB의 길이 풀이하기 

오른쪽 그림에서 반원의 중심을 O라 하면 

OP=5 
직각삼각형 OHP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펴=댐℃좁=핍그2=3 
이때 ~!원의 반ÃI름의 길이가 5이므로 

AH=AO-OH=5-3=2, BH=OB+OH=5+3=8 

직각삼각형 PHA어|서 효=/꿇흡꿇2β급공=2펴 

직챔펌 PHB에서 굶=옮흡굶=R꿇=4패 
다모f서 효=2‘15， PB=4펴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항의 겨|수가 1인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2돼+4펴)x+2펴， 4돼=001므로 

x2 -6돼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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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훌펠 복소수가 A끊같은조켠로풀이해| 

STEPÐ 주어진 이차방정식에 x=3+ 퍼i를 대입하여 a+bi꼴로 
정리하기 

01차방정식 x2-ax+b=0의 한 근이 3+ 껴iOI므로 

x=3+ {2i를 대입하면 (3+ 딩i)2_a (3+ I강)+b=O 

:. (-3a+b+7)+(-a껴+6껴)i=O 

STEP (Ë) a, b가 실수입물 이용하여 구하기 
이때 a, b가 실수이므로 -3a+b+7=0， -a{2+6껴=0 

따라서 연립하여 풀면 a=6, b= l1이므로 a+b=6+11=17 

029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01치방정식 x2+ax+b=0의 한근이 τ4f일 때‘ 
2+ "3 ’ 

01차방정식 x2+bx+a=0의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여라. 
(단， a， b는 유리수) 

STEPÐ 계수가유리수인 이차방정식의 컬레근의 성질 이해하기 
1 2- 새 3 r:: 

강협-(2+ {3:야- Ja) =2-‘3 

a, b가 유리수이므로 01치방정식 x2+ax+b=0으| 한 근이 2-돼01므로 

다른한근은 2+돼 

STEP밍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켜홉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이차방정식 x2+ax+b=0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2-돼)+(2+ 돼)=-a : . .a =-4 

두근의곱은 (2- 돼)(2+돼)=b :. b=1 

STEP(i 두근의 차의 저l끓구해| 

x2+bx十a=O어|서 x2 +x-4=001므로 두 근을 α， β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I， aß=-4 

따라서 두 근의 차의 제곱은 

(1α-비)2=(a+ß)2 -4α'ß=( -1)2-4 ,( -4)= 17 

틀톨 01차방정식 αx2 +bx+c=0의 두 근으| 차으| 공식 

‘ b2-4ac ... r. IO~U-" 1 __ 01_112-4'1'( -4) _.íV7 la βI=..!..ι-프느를이용하면 la-ßI 'i ~li \ ~I 117 
lal 

:.1α-ßI 2=17 

(2) x에 대한 이챔정식 x2-ax+b=0의 한근이 뀔일 때 

01치방정식장+bx+a=O의두근을 a， ß라할때， α2+ß2으| 값을 

구하여라 (단'， a， b는실수， i=R) 

STEPÐ 계수가실수인이치방정식의컬레근의성질이해해 l 

l+ i ,_ (1+ i)2 
←씨|고 이차방정식 상-ax+b=O에서 l-i - (l-i)(1+ i) 

a， b가실수이고 한근01 iOI므로 다른 한근이 -i이다. 

STEP밍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겨|를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01차방정식 x2-ax+b=0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 i+(-i)=a :. a=O 

두근의 곱은 i-(-i)=b :. b=1 

STEP8 두 근의 차의 저|곱을 구해l 

x2 +bx+a=0어|서 장+x=oOI므로 두 근을 a, β이라 하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a+ß=-I, aß=O 

따라서 a2+ß2=(α+ß)2-2αß=(-1)2-2 ' 0=1 

0300 
다항식 j(x)=상+px+q (p, q는 실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다항식 j(x)를 x-l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나) 실수 Q에 대하여 이차방정식 j(x)=O의 한 근은 a+iOI다. 

P+2q의 값은? (단， i=R) 
CD2 
@8 

(g) 4 
@10 

@6 

STEPÐ 나머지정리툴 이용하여 p， q어| 대한식 구홉}기 

조건 (가)에서 다항식 j(j;)를 x-l로 니눈 나머지가 1이므로 

나머지정리에의하여 

j(I)= 1+p+q=1 :. p+q=O ...... Gl 

STEP (Ë)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톨 이용흩뼈 p， q의 값구하기 

조건 (내에서 계수가 실수인 01차방정식 j(x)=O의 근이 a+iOI므로 

컬레복소수인 a-z도 이차방정식의 근01다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 a+i+a-i=2a=-p 

두근의 곱은 (a+i)(a-i)=a2 +1 =q 

:. p=-2a, q=a2+1 ...... (Ç) 

@을@에대입하면 

a2 -2a十 1=0， (a-l)2=0 :. a=1 

a=1을。에대입하면 

P=-2, q=2 

따라서 p+2q=-2+4=2 

0301 
이차방정식 j(x)=O의 두 근 α， ß에 대하여 α+ß=I， α'ß=6일 때， 

이차방정식 j(2x-l)=O의 두 근의 곱을 구하여라. 

STEPÐ 이차방정식 j(2x-l)=O의두근을구하기 

이차방정식 j(x)=O의 두근이 α， β이므로 j(α)=0， j(ß)=O 

이차방정식 j(2x-l)=O의 두근은 

2x-l=α 또는 2x-l=ß "j(2a-1)=O, j(2p-1)=O으로 

'. x=효+1 CC.!=~-β+1 착각등f;q 않날f， 
=~=x=~←-2 ~'- ~ 2 

STEP (Ë) j(2x-l)=O의 두 근의 곱 구하기 

따라서 01차방정식 j(2x-l)=O의 두근의 곱은 

α+1 _ ß+1_ αß+(a+β)+1_6+1+1 
2 4 ←→J→~=2 "a+β=1， aß=6 2 2 

@훌펠 Ol~밤정식의 식을작행뼈풀이해l 

STEPÐ j(x)=a{x2-(a+ß)x+뼈}(a는 상수)로 놓키 

a+ß= 1, aß=601므로이차항의 계수가 a(a 추 0)이고 

α， ß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a(x-a)(x-ß)=a{x2 -(a+ß)x+αß}=a(x2 -x+6)=0 

이때 j(x)=a(x2 -x+6)(a는 상수)으로 놓으면 

j(2x-l)=a{(2x-l)"-(2x-l)+6} 

= a(4x2 -6x+8) 

=4ax2-6ax+8a 

STEP (Ë) j(2x-l)=O의투근의곱구하기 

따라서 j(2:.τ-1)=0， 즉 01차방정식 4ax2 -6ax+8a=0의 근과 계수의 

관계어| 으lõH Olj:밤정식의 두 근의 곱은 앓=2 



jL뻐엉겨V문저V 
이차방정식 f(x)=O의 두 근을 a , β라 할 때， a+β=2， αß=5가 

성립한다.01차방정식 f(2x+l)=O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여라. 

---GI펠.-------

STEPÐ 이차방정식 f(2x+l)=O의 두 근을 구훌}기 

이차방정식 f(x)=O의 두 근01 α， β01므로 f(α)=0， f(ß)=o 

이때 f(2x+l)=O의 두근은 

2x+l=a 또는 2x+1 =ß ‘-/(2a+1)=0, /(2，8+1)=0으로 
fl' -1 _. 8-1 착각하지않는다 

.x==흥~ 느l:..EX=""-2-

STEP원 f(2x+1)=O의투근의험과굽구하기 

따라서 이차방정식 f(2x+l)=O의 두 근의 합은 

α-1 I β 1_α+β-2_2-2_" ------ ---- -- .. 2 ’ 2 2 - 2 -v 

01차방정식 j(2x+l)=0의 두 근의 곱은 

a-l β-1_α-ß-(α+β)十1_5-2+1
~ ~ -~ ，-"~'" - v ~'. 1 "a十ß=2， 뼈=5 

2 2 

멸흩펼 Ol~밤정식의식을작성뼈 풀이해l 

STEPÐ f(x)=a{x2 -(α+β)x+뼈}(a는상수)로놓기 

a+ß=2， aß=501므로 이차항의 계수가 a(a 추 0)이고 

a , β를 두 근으로 하는 01차방정식은 
a(x-a)(x-β)=a{x2-(α+β)x+α-ß}=a(x2-2x+5)= 。

이때 f(x)=a(x2 -2x+5)(a는 상수)로 놀으면 

f(2x+ 1)= a{(2x+ 1)2 -2(2x+ 1)+5} 

=a(4x2 +4)=4ax2 +4a 

STEP밍 f(2x+l)=O의두근의곱구하기 

따라서 f(2x+l)=O, 즉 이차방정식 4ax2+4a=0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으Ië5H 이빵정식의 두 근의 합은 옳=0， 두 근의 곱은 옳=1 

0302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방정식 f(x)=O의 두 근 a， ß에 대하여 α+ß=2일 때， 

이차방정식 f(3x-2)=0의 두 근의 합은? 

(1) 2 (2) 3 @4 
@5 @6 

STEPÐ 이차방정식 f(3x-2)=021 두근율구해| 

01차방정식 f(x)=O의 두근01 a , β01므로 f(α)=0， f(β)=0 

이때 f(3x-2)=0의 두 근은 

3x-2=a 또는 3x-2=β ‘ /(3a-2)=0, /(3ß-2)=0으로 

'.x= α+2 rr'- … ß+2 착각하지않넓 
-효-.::I::cι- 3 

STEP밍 f(3x-2)=0의두근의합구하기 

따라서 이차방정식 f(3x-2)=0의 두 근의 합은 

α+2 β+2_a+β+4_2+4 +L:.••----- •-;';-2= 2 ‘α+β=2 3 3 3 3 

(2) 이치방정식 f(x)=O의 두근 a， ß에 대하여 αß=8일 때， 

이차방정식 f(2x)=O의 두 근의 곱은? 

(1) 2 (2) 4 @6 
@8 @10 

STEP땅 이차」방정식 f(2x)=O의투근을구하기 

01차방정식 f(x)=O의 두 근01 a , β01므로 f(a)=O, f(β)=0 
이때 f(2x)=O의 두 근은 2x=a 또는 2x=β 

:. x=융 또는 x=흉 

STEPCS) f(2x)=O의투근의곱구하기 

따라서 01차방정식 f(2x)=O의 두 근의 곱은 

필 
。-” 
}
따
땐
‘
 

a β-αß_8_ n 
22 4-4- ‘ ‘-aß=8 

[7w상합겨V문저V 
이치방정식 f(2x+l)=3의 두 근을 α， β라 하면 a+β=5가 성립한다. 

이때 이차방정식 f(x)=3의 두 근의 합은? 

(1) 10 
@16 

(2) 12 
@18 

@14 

-------tI훌.-

이차방정식 f(2x+l)=3의 두 근Ola， β01므로 

f(2α+1)=3， f(2ß+l)=3 

이[대 f(x)=3을 만족히는 z으| 값은 x=2α+1 또는 x=2ß+I01므로 

두근의 합은 (2α+ 1)+(2ß+1)= 2(α+ß)+2=2'5+2=12 

0303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z축과 서로 다른 두 점 (α， 0)， (ß, 이에서 
만나고 a+ß=20일 때， 방정식 f(2x-5)=0의모든실근의 힘을 

구하여라 

STEPÐ 이차방정식 f(2x-5)=0의 두 근을 구하기 

이차함수 ν=f(x)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의 z조}표 a， ß는 

01차방정식 f(x)=O의 두 근이므로 

f(a)=O, f(ß)=O 

이[[H f(2x-5)=0의 두 근은 2x-5=a 또는 2x-5=β 

'.x α+5 n-'- ___ β+5 - ...,...- ,-_--2 -‘」 ι 2 

STEP굉 f(2x-5)=0의두근의합구하기 

따라서 01차방정식 f(2x-5)=0의 두 근의 합은 

효±도+ß~흐=효+ß+I0=쟁+10=15 ‘ a+ß=20 
2 . 2 2 

@률펠 OI~1방정식의 식을작성빼 풀이해l 

STEPÐ f(x)= α(x-a)(x-β)(a 추 0)라 하고 f(2x-5)=0으| 식물 
구하기 

이차함수 y=f(x)의그래프가X축과서로다른두점 (a， 0), (ß, 이에서 
만나므로 이차함수 f(x)=a(x-a)(x-ß)(a 수 0)라 하면 

01차방정식 f(x)=O어Ix대신 2x-5를 대입하면 

f(2x-5)= a(2x-5-α)(2x-5-β) 

(__ 5+a\(_ 5+ß\ 
=4a(x- .Q:ε→ )(x-~ε) (단"， a 추 0인 상수) 

STEP CS) f(2x-5)=0의투근의합구하기 
5+α [[1= ~_ 5+β 방정식 f(2x-5)=0으| 실근은 x= - 2 -- .=t.E x=-2-'-

이[[H α+ß=2001므로 f(2x-5)=0의 모든 실근의 합은 

학뜨+란fi=뀐±얀fi=괴렇잭=15 
2 . 2 2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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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김텔뭔훌훌술처i 이치방정식의근과 

계수관계 

덴렇손칸T란칸렇 
0304 
다음물음에답히어라. 

(1) 01치방정식 x2- 2.1;-3=0의 I 그을 p， q라할때 요+효의값을 
-,-- ’ p . q 

구하면? 

G) -2 

@-3 

ø-융 
@_lnO --

3 

8 
-3 @ 

STEP밍 요냥분해률 이용하여 주어진 이차j방정식의 두 근을 구흩i기 

이차방정식 x2- 2.1;-3=0의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l)(x-3)'=0 
:. x=一1 또는 x=3 

r.t. q _L P STEP젠 +←의 값구홉}기 ..., p . q 

따라서 P=-I, q=3 또는 p=3， q=-101므로 

오+E=-3-l=-lQ p'q ~3 3 

멸률펠 근과겨바의 관껴멸이용때풀이해| 

이차방정식 앙-2.1;-3=0의 두 근이 p， q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p+q=2, pq=-3 

q I p_p2+q2_(p+q)"-2ψpq 
{•}•-

p'q pq pq 
_22 -2.(-3) 

3 
_4+6_ 10 

-3 3 

(2) Ol~밤정식 x2-x-12=0의두근을 a， ß 2.f 할때， 용의값은? 
(단， a>ß) 

G)-좋 

@중 

。
ι
→q
a

-3-4 @ 

@ 
@융 

STEP밍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구해| 

이차방정식 x2-x-12=0의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3)(X-4)=0 
:. x=-3 또는 x=4 

STEP밍 용의값구하기 

따라서 a>ßOI므로 α=얘=-3 용--좋 

0305 
X어| 대한 01차방정식 kx2+ax+(k-l)b=001 k의 ~뼈l 관계없이 

x=1을근으로가질 때， a2+b2의 값은? 
G) O Øl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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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방정식의 한근이 1이므로 대입하여 k에 표k하여 정리하기 

이차방정식 kx2 +ax+(k-l)b=0에서 x=101 근01므로 

대입하면 k+ a+(k-l)b=O 
이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k에 표}해 정리하면 

(a-b)+( I+b)k=O 

STEPG) k에 대한향동식을 이용흩뼈 a， b의 값구훌}기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a-b=O, I+b=O 

따라서 a=-I , b=-1이므로 a2 +b2=2 

030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01차방정식 (a+l)x2 +x+a2-2=0의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근을 k라 할 때， 두 실수 a， k의 합 a+k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방정식의한근이 101므로대입하여 Q의값구하기 

주어진 방정식이 이차방정식이므로 01차항의 계수는 0이 아니다 

:. a 추 -1 

x=l이 근이므로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a+l)+ I+a2-2=0, a(a+I )=O 

:. a=O(": a 추 1) 

STEP텅 a의값을이차방정식에대입하여다른한근을구하기 

a=O을주어진 이차방정식에 대입하면 

x2十x-2=0， (x+2)(X-l)=0 
:. x=-2 또는 x=1 

즉다른근은 k=-2 

따라서 a=O， k=-2이므로 a+k=0+(-2)=-2 

(2) 이치방정식장-10x+a=0의한근012일때，다른한근을b라하자 

두실수 a， b의 합a+b의 값을구하어라 

STEPÐ 방정식의한근이찌띤로대입하여 a의값구하기 

이차방정식 x2 -1Ox+a=0의 한 근이 2이므로 x=2를 대입하면 
4-20+a=0 :. a=16 

STEP밍 a의값을이차방정식에대입하여 b의값구흩}기 

a=16을 주어진 이차방정식에 대입하면 

x2-10x+16=0, (.i-2)(x-8)=0 
따라서 b=8이므로 a+b=16+8=24 

0307 
방정식 IX-21=3의 근중에서 작은 것이 01차방정식 상+ax+5=0의 

한 근일 때， 이 이차방정식의 다른 한 근은? 
G) -5 ø ~3 @1 

@ 3 @ 5 

STEPÐ IX-21=3의근중작은것을구하여이차방정식에대입하기 

방정식 IX-21=3에서 x=5 또는 x=-1 
이 중 작은 근인 x=-101 x2 +ax+5=0의 근01므로 
l-a+5=0 :. a=6 

STEP굉 이차방정식의다른한근구승까 

a=6을 x2+ax+5=0어| 대입하면 

x2十6x+5=0， (x+5)(x+I )=0 
:. x=-5 또는 x=-1 

따라서 다른 한 근은 一5이다 



훨
 。
훌
떻
 

멸훌펼 OI~1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변형뼈 풀이하기 

x추 001므로 방정식 x2-3x+1=0으| 양변을잠으로 나누면 
3 , 1 

1- 조+조.=0 

￡=t로치환하면 

1-3t+t"=0, t"-3t+ 1 =0 

1 1 
강’ E은 @의 근이 된다. 

0308 
01치방정식 상-2x-k=OOI 중근을 가질 때， 01차방정식 

(1-k)x2 -kx-6=0의 두 근의 합은? 

3 
2 

@-1 

」2 
@ 

@ (j) -2 
@ 

1 , 1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긍+p-=3 

@-3 

STEPÐ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k 구해l 

01차방정식 x2-2x-k=0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중근을 가지려면 

용=(-1)"-1.(냉)=1+k=O 
:. k=-1 (2) 이치방정식삼-5x-2=0의두근을 a， β라할때， 

1 1 -----7-7+ τ-，---，-의 값은? a+1 β+1 

@3 (g) 3 

@3 
(j) 2 

@5 

STEP밍 이차방정식 (1-k)x2 -kx-6=0의 두 근의 합 구하기 

01차방정식 (l-k)x"-kx-6=0에 k=-1을 대입하면 

2x"+x-6=0, (x+2)(2x-3)=0 

:. x=-2 또는Z=3 

STEPÐ 이치」방정식의 근과 겨뷰외 관계툴 구하기 

이차방정식 삼-5x-2=0의 두 근01 α， β01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5， α'ß=-2 

3_ 1 
따라서 두근의 합은 -2+←---2 2 

1 1 
STEP밍 강감+71감값구하기 

1 1_ β+1+α+1 ------
α+1 ’ β十1-(α+1)(β+1)

- (a+β)+2 
- α'ß+(α+β)+1 

_ 5+2 _7 
- -2+5+1- 4 

0309 
。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피다=-{(ib가 성립할 때， 

01차방정식 장+ax+b=O의 근을 표밸하면? 
@실근을갖는다 

@중근을가진다 
@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 서로 다른두 허근을 강는다. 

@해가없다. 

(3) 01차방정식 상+7x+1=0의 두 근Ola， β일 때， 

(a2 +β")+7(α+β)의 값은? 

(j) -4 (g) -2 
@ 1 @ 3 

STEPÐ 음수의제곱근의성질을 01용하기 

ι매=-ιbOI면 a<O, b<O 
@O 

STEP밍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여 부호 결정하기 

STEPÐ 이치」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률구하기 

이차방정식 상+7x+1=0의 두근이 α， β이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01차방정식 x"+ax+b=O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a"-4b 
b<O에서 4b <0이므로 

D=a"-4b >0 
따라서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a+β=-7， aß=1 

STEP밍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구를}기 

(a2+ß2)+7(a+β)=(a+β)"-2αß+7(a+ß) 

=( -7)2-2 . 1+7.(-7) 

=-2 

031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방정식 삼-3x+1=0의 두 근01 α， β일 때， 

1 , 1 
교+1F의값은? 

(j) -5 
@ 3 

0311 
이차방정식 x"-ax+a-3=0의 두 근의 합이 10일 때， 두 근의 곱을 
구하여라 (단" a는 상수이다) 

@O (g)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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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외관계를구하기 

01차방정식 x2-ax+a-3=0으| 두 근을 a, β라 하면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a， αß=a-3 

이때 두 근의 합이 lO이므로 a=10 
따라서 두근의 곱은 a-3=10-3=7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툴 구하기 

이차방정식 x"-3x+1=0의 두근이 α， β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3， αβ=1 

STEP웬 융+움값구하기 

1 , 1_a+ß_3_ 
따라서 + -;,= - ';- =7 

β α'ß -1 



0312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방정식 장+9x+a=0의 두 근의 비가 1: 2일 때， 

이차방정식 x2+ax+6=0의 두 근의 합은? 
<D -20 ~ -18 @ -16 
@-14 @-12 

STEPÐ 이차방정식의두근이 1: 2인근과계수의관계룰구를}기 

주어진 01차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1: 2이므로 두 근을 a, 2α로 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2a=-9 :. a=-3 
α.2μ =a :. a=18 

STEP팅 이차방정식 앙+ax十6=0의 두 근의 합구해l 

따라서 이차방정식 쉰+ax+6=0의 
두근의 합은 -a=-18 

(2) 이차방정식상-7x+4=0의두근을 a， β라고할때， {a+ 얘의 

값은? 

@피f 

@{ll 
~Ii효 

g ‘{규 

@파5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겨l수의 관계률 01훨뼈 구해l 

이차방정식 x2-7x+4=0의 두 근을 a,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7， αß=4 ...... (J) 

STEP굉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구하기 

(다+ 때)' =a+ß+2{a fß 
=a+ß+z/강ß(': (J)에서 a>O, β>0) 
=7+4=11 

따라서파+때=π1(': 다+매>0) 

0313 
삼각형 ABC에서 ι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D라고 할 때， 

BD=2, CD=3이다. 이때 AB， AC의 

길이를 두 근으로 히는 이차방정식을 

x2 -10x+k=001라 할 때， 실수 k의 
값은? 
<D 12 
@24 

~ 16 
@28 

까\ 
@20 

STEP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두 근 정하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 

AB : AC=BD : CD=2 : 3 까\ 
STEP밍 이차방정식의두근이 2:3인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즉 AB， AC의 길이를두근으로하는 01치방정식상-lOx+k=O의 

두근의 비가 2:3이므로두근을2a， 3α (a>O)로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α+3a=10 :. α=2 ...... (J) 

2α '3a=k， 6a2=k 

따라서 α=2이므로 k=6α2=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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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싣힘져V문저V 
삼각형 ABC에서 ι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BD=3, CD=2이다 이때 AB， AC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을 

장-(3a-8)x+4a=001라 할 때， 상수 Q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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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Ð 01차방정식의두근이 3:2인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 A 

B ζ------- 3--------b“--- 2-ι/ 

AB : AC=BD : CD=3 : 2 

즉 AB， AC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01차방정식 x2 -(3a-8)x+4a=0으| 

두근의 비가 3: 201므로두근을 

3k, 2k (k>O)로 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_5k+8 3k+2k=3a-8 :. a= ""'3•• •••••• éj) 

3k'2k=4a :. a=tk2 

STEP밍 상수 Q의값구하기 
5k+8_3 (J)，<Ç;에서 lJlV ..... 1 U=*k 

3 2 

9k2-10k-16=0, (9k十8)(k-2)=0

:. k=2(': k>O) 

.. (Q 

따라서 a=환2=6 

031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α2+7ß-6 의 (1) 01차방정식상-7x+l=0의두근을 a， β라할때 ’ ß2+7a+8-

값은? 

@중 

@홍 

3-44 

6-7 

@ 

@ 
@용 

STEPÐ a, β률 01차방정식에 대입하여 α2， ß2 구하기 

a， ß가 방정식 상-7x+l=0의 두 근이므로 대입하면 

a2 -7α+1=0， ß2-7ß+l=0 

.. α2=7α-1， ß2=7ß-l 

STEP밍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흥}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701므로 

학±쟁프-긴란ε끄-효+ß-l_7-1_.Q._효 
ß2+7a+8 -7(a+ß+l)- α+ß+1 -7+1-8- 4 

(2) 01치방정식 상+4x-3=0의 두 실근을 a， ß라 할 때， 

ττ쁘---;-+τ뽕T으| 값은? 
α‘ +4α-4 ' ß"+4ß-4 

<D 20 ~24 @28 
@32 @36 

STEPÐ a, ß툴 이치」방정식에 대입하여 α2+4a-4， β2+4ß-4 구해l 

01차방정식 상+4x-3=0으| 두 근01 a, ßOI므로 
α2+4a-3 =0， ß2+4ß-3=0 

즉 α2+4α-4=-1， β2+4ß-4=-1이므로 

6ß 
') ... ,., • +---;:&보뜨---;-=-6(ß+a) 

a2+4a-4 ' ß2+4ß-4 



STEP (Ë)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기 

이차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40/므로 

6ß 6 + ←→효，--， =-6(α+β)=24 
+4α-4 ' ß2十4ß-4

(3) 이치방정식쉰 5x+2=0의두근을α， β라할때， 

2-3α+2 , ß2-3ß+2 
-ß-→+→고←-으| 값은? 

G)15 (2) 17 @19 
@21 @23 

STEPÐ α， β를 이차방정식에 대입하여 α2-3α， ß2-3ß 구하기 

α， β가 방정식 x2 -5x+2=0의 두 근이므로 대입하면 

α2_ 5a+2=0， 앙 5ß+2=0 

.. α2-3α+2二 2α ， 딩2-3ß+2=2ß 

STEP (Ë) 01치방정식의 근과 계수으|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기 

이차방정식 x2 -5x+2=0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二 5， αß=2 

STEP8 주어진값구등~71 

. 따콰뜨+2 -L ß2-웰土즈-싫4 경/3_-깐헌+ß2) 
ß α ß ' α- αB 

• 2{(α+따 2αß} 
- αU 

2(52-2'2) _ ... , ..... 긍:ι=21 

0315 
이차방정식 잠+x-1=0으| 두근을 α， ß라 할 [[H ， [보기]에서 옳은것을 

모두고른것은? 

3 

배
 

3 

갱
 

4 

3 

얘
 

-4 

」l
; 

얘
 

A「47 

-
댐
 

α
 
β
-
α
 5
α
 

「

L 

E 

(j), 

@L , C 

(2) C 

@', L , C 

@', L 

STEPÐ 01차방정식의근과져|수의관계를구등까 

이차방정식 x2 +x-1=0의 두 근이 α， ß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l， αß=-l 

STEP@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판단하기 

, α+ß=-l [잠] 
R α α2+ß2 _ (α十β)2←2αB ←(←1)"- 2-( -1).LC_+ 二 3 [참] 
α B αj αU 

E α， ß는이차방정식성+x-1二0으|두근이므로 

α2+α← 1 =0, ß2+β-1=0 
즉 α2+α=1， β2+β=1이므로 

α5十ß5+α4+ß4二 a3 (α2+α)+ß3(ß2+ß)= α3+ß3 [참] 

따라서 옳은 것은 " L , cO/다 

Cα， ß는이차방정식 x2+x-1=0의두근이므로 

α2+a- 1 =0， β2+β-1 二 O

이때 α5+ß5+α4+ß4 α3_ß3二α3(α2+α 1)+ß3(ß2+ß-1) 

=α3' 0+ß3 '0=0 

즉 α5+β5+α4+ß4 α3_ß3=0이므로 

α5+ß5+α4+ß4二α3+ß3 [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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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차방정식 3x2 -x+b=0으| 두근O/a， l이고 0/차방정식 

ax2 +bx+2=0의 두근이 α， ß일 때， α2+얘2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a, b 구하기 

이차방정식 3x2 -x+b=0으| 두 근0/ a, 1이므로 
근과계수의관계에서 

• 1 , b 
a+1=~. a'l=* .. a= • b=-2 

3 ’ 3 

STEP@ 랩공식을이용하여값구하기 

또， 0/차방정식 따2+bx+2=0， -휠2-2x+2二 O 

즉 x2 十3x-3=0으| 두근0/ α， ßO/므로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3， αß=-3 

따라서 α2+ß2=(α+β)2_2αß=( -3)" -2'( -3)= 15 

031 
다음 물음에 듭h하여라. 

(1) x에 대한이차방정식 x2 -ax+b=0으| 두근을 α， ß라하고 

0/차방정식 x2 -3x-4=0의 두 근을 α+ß， αB라 할 때， a2 +b2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01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구릅}기 

방정식 x2 -ax+b=0으| 두근0/ α， β이무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a、 aß二 b
@ 

또， x2 -3x-4=0의 두 근이 α+ß， αßO/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αR二 3， (α+ß)aß=-4 

STEP@ 곱셈공식을이용하여값구하기 

@을。에대입하면 

a+b=3, ab=-4 

따라서 a2+b2=(a+b)2-2ab=32-2' (-4)=17 

.. (Ç) 

(2) x에 대한 0/차방정식 x2+ax+b=0의두근0/ α， ßO/고 1어| 대한 

0/차방정식 상+(b-2)x+a=0의 두 근이 α+1， ß+1일 때， 상수 

a, b의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방정식 x2 +ax+b=0의 두근이 a， ß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十ß=-a， aß=b .. (5) 

또， 방정식 상+(b-2)x十a=O의 두 근이 α+1， β+1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1)+(ß+1)=-b+2， (α+1)(ß+1)=a 

.. α+β+2=-b+2， aß+α+ß+1= α ...... (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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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밍 a， b의값구하기 

@을Q어|대입하면 

-a+2=-b+2, b+(-a)+1 =a 

:. a-b=O, 2a-b=1 

따라서 위의두식을연립하여풀먼 a=l， b=l :. ab=l 

0318 
이차방정식 x'-(2k-1)X+k+3=O의두근을 a， β라고할때， 

a'(l-ß)+β' (1-a)+2α'ß=O을만족하는정수k의값은? 

(1) -3 (g) -2 @2 
@ 3 @ 4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01차방정식 x'-(2k-1)X+k+3=O의 두 근이 α， β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2k-1， aß=k+3 

STEP0 정수 k의값구해| 

a'(l β)+β'(1-a)+2α'ß=O에서 좌변을 정리하면 

a'-a'ß+ß"-αß'+2α'ß=(a+β)'-α'ß(α+β) 

=(α+β)(α+ß-αß) 

=(2k-1) (k-4) 

따라서 (2k-1)(k-4)=OOI므로 k=4(': k는 정수) 

0319 
01치방정식 x'-ax+b=O으|두근을α， β라고할때， 

(α+1)(ß+1)=2， (2a+1)(2ß+1)=-301 성립한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구히어라. 

STEPÐ 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겨|툴구하기 

01차방정식 x'-ax+b=O의 두 근01 a, β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히여 a+ß=a, aß=b 

STEP밍 조건을만족하는 a， b의값구하기 

(a+ 1) (ß+ 1)= 2에서 

α'ß+α+β+1=b+a+1=2 

:.a+b=l ...... G> 
(2a+1)(2ß+1)=-3에서 

4α'ß+2(a+ß)+1=4b+2a+1=-3 

:.2a+4b=-4 ...... <9 
G>，<9을 연랍하여 풀면 a=4, b=-3 

따라서 a-b=4-(-3)=7 

0320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01차방정식 x'-2ax+a+1=O의두근을 a， ß라할때， 

α'-aß+ß"=-2를 만족하는모든 실수 Q의 값의 합을구하여라 

STEP밍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홉}기 

01차방정식 x2 -2ax+a+1=O의 두 근01 α，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2a， α'ß=a+1 ...... G> 

STEP웬 곱셈공식물이용하여값구하기 

α， αß+ß"=-2에서 

(α+ß)2-3α'ß=-2 ...... <9 

@을Q에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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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2-3a-1=O, (4a+1 )(a-1)=O 

-. a=-i 또는 a=l 
1 , , _3 

따라서모든실수 a의값의합은--7+1=-7 
4'~ 4 

(2) x에 대한 01차방정식장-kx+2=O의두근을a， β라하자 

α2ß+αß'+a+β=12일 때， a9 +ß9으| 값을 구하여라 

(단， k는상수이다) 

STEPÐ 0짜방정식의근과껴l쇄관져|톨구해| 

이차방정식 x2-kx+2=O의 두 근01 α， β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k, aß=2 

STEP밍 k값을구등|여 곱셈공삭을 이용하여 값구홉}기 

a2ß+aß'+α+ß=12에서 aß(α+ß)+a+β=12 

2k+k=12 :. k=4 
α+β=4， αß=2 

따라서 α9+ß3=(α+ß)3_3αß(α+ß)=43 -3'2'4=40 

0321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01치방정식 x'-2kx+k-2=O의 두 근의 차가 4일 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구하여라 

STEPÐ 두근들 a， a+4로놓고근과계수외관계톨이용하기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을 a, a+4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a+4)= 2k ...... G> 

a(a+4)=k-2 ...... <9 

STEP웬 모든살수 k의값의합구하기 

@에서 a=k-201므로 @에 대입하면 

(k-2)(k+2)=k-2, k'-4=k-2 

k2-k-2=O, (k+ 1) (k-2)=O 

:. k=-l 또는 k=2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1+2=1 

.훌훌웰 (a-β)'=(a+β)'-4aß를 01용해 풀O봐:7 1 

STEPÐ 이차방정식의근과겨|수의관계롤이형~71 

이차방정식 x'-2，삶十k-2=O의 두 근을 a, β (a> β)라 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2k， αß=k-2 

STEP밍 두근의차가4가되도록하는실수 k의모든즙t의함을구하기 

이차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4이므로 

la-β1=4에서 (a-ß)"=16 

이때 (a-β)2=(a+β)2_4αßOI므로 

16=(2k)2-4(k-2) 

위 식을 정리하면 4k2 - 4k-8=O 
따라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실수 k의 합은 1이다. 



032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치방정식 3x2十ax+1=0의 두근01 α， ßOI고 01치방정식 

I 그으 1 1 x2 -2x+b=0으| T 」E 죠’ E이라 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2) x에 대한 01치방정식 성+(1-3m)x十2m2 -4m-7=0으| 

두 근의 차가4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하여라 

STEPÐ 두근을 α， α+4로놓고근과계수의관계를이용하기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을 α， α+4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b으|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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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01치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01차방정식 3x2 +ax+1=0의 두 근을 α，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 

@ 
α+(α+4)=3m-1 

α(α+4)=2m2 -4m-7 

α+β 융， αß=융 
1 1 이차방정식 상 2x+b=0의 두 근이 궁’ "ß OI므로 

.. Gl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1 , 1_~ 1 1 • L +• =2. -=-. -7;-=b 
α 9 ’ α ß-V 
α+ß ~ 1 
←←←二 2. --"n=b 
αU ’ αB 

STEP (Ë) 모든실수 k의 값의 합구하기 

• 3... 5 @에서 α m 이므로 P에 대입하면 2 '" 2 

(tm-~)(tm+t) _"UU'_ • |• m+ • 1=2m2-4m-7 2 "" 2J\2"" , 2J ’“ 

양변에 4를곱하면 

(3m-5)(3m+3)=8m2-16m-28 

9rη2-6m-15=8m2 • 16m-28 

m2+ lOm+13=0 
따라서 모든 실수 %의 값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13이다. 

0 

STEP@ a, b의값구등P 

@을@에대입하면 
Q 

판=-a=2， 농=3=b 
3 3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X2 +(1-3m)x+2m2 -4m-7=0의 

두근을 α， ß (α >ß)라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3m-1， α9二 2m2 -4m-7

‘훌줄훨t (a←β)'=(α+β)2_4αB를 이용하여 풀0lõf71 

STEPÐ 

:. a=-2, b=3 

따라서 a+b=-2+3二 1

01차방정식 ax'+bx十c=O(c 수 0)의 두 근01 α， β이면 

다 cx'+bx+a=O의 두근은웅， 웅01다 

STEP@ 두근으|차가 4가되도록하는실수 m의모든값의곱을구하기 

이차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4이므로 

| α-β 1=4어|서 (a-ß)2=16 

이[[H (α β)2=(α+ß)2-4αßOI므로 

16 =(3m-1)2 -4(2m2 -4m-7) 

위 식을 정리하면 m2 + lOm十13=0
따라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실수 %의 모든 값의 곱은 

1301다. (2) Ol.x밤정식 앓2-3x+6=0의 두 근 α， β에 대하여 두 수 융， 움을 

두 근으로 하는 01차방정식이 6x2 +αx+b=O일 때， 상수 a， b으| 

합 a+b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이치방정식 2x2 -3x+6=0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01차방정식 2χ2→3x十6二 0의 두 근01 α， β01므로 

0322 
01차방정식 녔+(k-4)x-4=0의 두 근의 차가 4일 [[H, 01차방정식 
삼+(k+4)x+4=0의 두 근의 차는 d이다 d2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상수이다) 
큰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STEP@ 01차방정식 6χ2+ax+b=0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α+ß二3， 때=3 STEPÐ 두근을 α， α+4로놓고근과계수의관계를이용하기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α， α+4로 놓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1 1 이차방정식이 6x2 +ax+b=0으| 두 근이 강’ "ß OI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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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a 1 1 • b ••• • • • 

α 'ß- 6 ’ α ß-6 

3 
1 1 α十B 강 1 1" ... 1 I I 1 十 -•••- - 에서 = B αß - 3 - 2 V""I 2 - 6 

:. a二 3 

1 1 l_l^ ， ~=>l_b 
• 二-←二 Ol-'='로 
Rαß-3VI~ 3-6 

'. b=2 
따라서 Q二 3, b 二 2이므로 a+b=-l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α+4)=4-k ...... Gl 
α(α十4)=-4 ...... 。

Q에서 α2+4α十4=0， (α+2)2=0 

.. α=-2 

@에서 k=4 

STEP (Ë) 두근으|차으|값구하기 

이차방정식 x2十(k+4)x+4二 O어|서 x2 +8x+4二0으| 

두 근을 α， ß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十ß=-8， αß=4 

따라서 d2二(α ß)2=(α十ß)2-4αß=48



(3) x에 대한 01차방정식 x2 +6x+a=0으| 한큰이 b+ 돼f일 때， 

a+b으| 값을 구하여라. (단， a, b는 실수이다.) 
(3) 01차방정식 심+ax+b=O의 두 근01 α， ßOI고 x2 +bx+a=O으| 

1 1 
두 근이 a' 71이다. 이때 a+b으| 값을 구하여라. 

(단" a, b는실수이다.) STEPÐ 계수가 실수인 01차방정식의 컬레근의 성질 이해하기 

a, b가실수이므로 
이차방정식 x2 +6χ+a=O의 한 근이 b+ 돼iOI므로 

다른한근은 b-파t 

STEP 4]) 이치방점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이용하여 a+b의값구하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합)=(b+ 돼i)+(b- 파i)=2b= 一6

:. b=-3 

(두 근의 곱)=(b十 왜i)(b- /3i)=b2 +3=( _3)2 +3= 12 

. a=12 
따라서 Q十b=12+(-3)=9

STEPÐ 01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이차방정식 삼+ax+b=O의 두 근01 α， ßOI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a， αß=b ...... Ô> 

1 1 이차방정식 싱+bx+a=O의 두 근이 죠'71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 。
STEP 4]) a, b의값구하기 

1 , 1 α+ß Ô>, (Ç에서 +-4'>=='"" '~=-b이므로 B αR 

1 , 1 ,. 1 
급+핍=-b、 고ß=a 

이차방정식 ax2-2x+b二 0의 두 해가 • 1, mOI고 이차방정식 

bx2-2x+a=0의두해가융， η일 때， mn으| 값은? 

(단， a ， b, m, η은 실수이다.) 
(j) -3 ~-1 

@ 3 @ 5 
@1 

=융二一b 

:. a二 b2

」←=aOI므로 J=Q αß-UVI~ b 

:. ab= 1 

즉 b3=1 ‘ a=b 'J 

따라서 a， b가실수이므로 a=l， b=l :. a+b=2 

STEPÐ 투 이i밤정식에 각각χ=-1， x二융을 대입하여 a, b의 값 

구하기 

이차방정식 ax2 -2x+b=O의 한 해가 -1이므로 

x=-l을대입하먼 

a+2+b=O 
:. a+b二 2 

다음물음에 답하여라 (단， i=H) 

( 1) χ에 대한이차방정식상-ax+b=O으|한근이 3+2i일 때， 두실수 

a, b으|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 Ô> 

이i밤정식잖 2x+a=O의한해가융01므로 
STEPÐ 계수가 실수인 01치」방정식의 컬레근의 성질 이해하기 

@ 

x=웅을대입하면 
L 2 b→→+a二O9 v 3 

:.9a+b 二 6

Ô>，<9을연립하여풀면 

a=l, b= • 3 

a, b가 실수이고 방정식 x2 -ax+b=O의 한 근이 3+2ì이므로 

다른한근은 3-2i 

STEP 4])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ab의 값구하기 

a, b으| 값을 주어진 두 이차방정식에 대입하여 mη의 값 구하기 
( i ) α二 1 ， b=-3을 Qχ2-2x+b 二 0에 대입하면 

x2 -2x-3=0에서 (x+1)(x-3)二 O

:. x=-l 또는 Z二 3 

:. m=3 

( ii) a= 1, b 二 -3을 bx2-2x+a=0에 매입하면 

←3x2 -Zx+1 二 O어|서 3x2+2x-1=0 

(x+ 1) (3x-1)=0 

x=-l 또는 Z二융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3+ 2i)+(3-2i)二 Q 

:. a=6 
(두 근의 곱)二(3+2i) (3-2i)= b 

:. b= 13 
따라서 ab=6'13=78 

(2) x에 대한 01차방정식상+(m+η)x-mn=O의 한근이 

4+ 피1일 [대， m2 +n2의 값을 구하여라 (단.， m， η은 실수이다) 

계수가 실수인 이차방정식의 컬레근의 성질 이해하기 

m, η이 실수이고 이차방정식 녔+(m+η)χ-mη=0으| 한근이 

4+ 퍼iOI므로 다른 한 근은 4-껴t 
.. η=-1 

( i ), ( i i )에서 mη 二 3. (-1)=-3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여 m2 +η2으l 값 구하기 

이차4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겨|로부터 

(두 근의 합)=(4+ 펴i)十(4- 껴i)=-(m+η) 

:. m+η=-8 

(두 근의 곱)=(4+ {2 i)(4- {2i)=-mη 

:. mn=-18 

따라서 m2十η2=(m+n)2 -2mη=( -8)' -2( -18)=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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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01차방정식 4삼+2(2k+m)x+k2 -k+η=001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m+η의 값은? (단， m， n은 실수이다.) 

@-3 @-i @0 

@ i @ 3 

STEPÐ 01: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차방정식 4상+2(2k+m)x+k2-k+η=0으| 판별식을 D라 하면 

이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용=(않+m)2-4 (k2-k+η)=0 

4Je2+4ηzk+m2-4k2 十4k-4η=0 

:. 4mk+4k+m2-4n=0 ...... (J) 

STEP밍 째| 대한항휠임을 01용빼 m， η으|값구하기 

@을 k어| 대하여 정리하면 

(4m+4)k+m2 -4η=0 

위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4m+4=0, m2- 4n =0 :. m=-l, η=i 
1_ 3 

따라서 m+n=-l+~=-4 4 

(2) x에 대한 01차식 (m+a-1)x2+2(m+a+b)x+mOI 실수 m으| 

값에 관계없이 완전저핍식이 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j) -1 ØO @1 
@ 3 @5 

STEPÐ 이차방정식이훌근을가질조건구하기 

이차방정식 (m+a-1)x2 +2(m+a+b )x+m =0으| 판별식을 D라 하면 

이 01차빌엠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용=(m+a+b)" -m(m+a-1)=0 

m2+a2+b2+2ma+2mb+2ab-m2-ma+m=0 

•. 잠+b2+ma+2mb+2ab+m=0 ...... (J) 

STEP@ m에 대한항등식임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흥}기 

@을 m어| 대하여 정리하면 (a+2b+1)m+(a2+b2+2ab)=0 
위의 등식이 m으| 값에 관계없이 성랍하므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 

a+2b+1=0, a2+b2+2ab=0, (a+b)2=0 :. a+b=O 

두식을 연립하여 풀면 a=l, b=-l 

따라서 ab=l'(-l)=-l 

0327 
x， Y어| 대한 01차스l 잠+ky2 -xy+x+7y-601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실수 k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x OlI 대한 01차방정식으로 작성하고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X의 
값구둥}기 

x 2 + ky2 - xy+ x+7y-6 = 0으로 놀고 좌변을 X어| 대하여 

내림치순으로정리하면 

상+(l-y)x+빼2+7y-6=0을 X어| 대한 01차방정식으로 보면 

근의공식에의하여 

x- - (l-y) :t ~ (1_y)2 -4(ky2+7y- 6) - 2 

g-I:t 파=짧표-30y+잃 
2 

STEP팅 근호 안의 식이 완첸핍식임을 이용하여 k 구하기 

이때 주어진 01차식이 두 일치식의 곱으로 요낙분해 되려면 

근호 안의 식이 완전떠|곱식이어야 한다. 

즉 이차방정식 (1-4k)y2-30y+25=0의 표볕식을 D라고 하면 

용=(-15)"-(1-싫)'25=0 
[[f라서 k=-2 

멀흩펠 향힘을이용뼈풀O때l 

l 
。
피
 }
딴
뾰
쇼
 

x2+ky2_xy+x+7y-6=(x+ay+b)(x+cy+d)(b > d)로 놀고 
우변을전개하면 

X 2+ acy2+(a+c)xy+(b+d)x+(ad+bc)y+bd=0 

이므로겨|수비교하면 

ac=k, a+c=-l, b+d=l, ad+bc=7, bd=-6 

이때 b+d=l， bd=-6이므로 b， d를두근으로하는 01차방정식은 

x 2-x-6=0, (x+2)(x-3)=O이므로 b=3， d=-2 

또한" b=3, d=-2를 ad+bc=7어| 대입하면 -2a+3c=7 

a+c=-l, -2a+3c=7을 연립하여 풀면 a=-2, c=l 

따라서 k=ac=-2 

x， y어| 대한 01차식Olx， y의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미지수 값구히는순서는 다읍과 같다. 

U단계] 주어진 01치식을 한 문지에 대한 이차방정식으로 만든 다음 근의 공식올 

이용하여근을구효]'cf. 

[2단계] 이치식이 두 일치식의 꿈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근호 안의 식이 완전제곱식 

이어야 효!Cf. 즉 근호 안의 식을 01차방정식이라 놓으면 판별식 D가 중근을 

가져야만효H二h 

훌훌'01차방정식의 판별식의 표빨식 =0 

l7w젠g겨Y문저V 
x， y어| 대한 01차식 

x2-4xy+ky2+6x-8y+5 

가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실수 k으| 값을 구하여라. 

"""""".훌꽤. …~-------
STEPÐ x어| 대한 01~1방정식으로 작성히여 근의 공식물 01용하여 x21 

값구홉}기 

x2-4xy+ky2+6x-8y+5=001라 놓고 

z어| 대한 내림치순으로 정리하면 

x2 +2(3-2y)x+ky2_gν+5=0을 Z어| 대한 이차방정식으로 보면 

근의공식에의하여 

x=-(3-2y) :t ~(3-2y)2_(빼2 -8y+5) 

=-(3-2ν) :t ~(4-k)y2_4y+4 

STEP@ 근호 안의 식이 완햄|곱식임을 이용하여 k 구하기 

이때 주어진 식이 두 일치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려면 근호 안의 식이 

완전쩌|곱식이어야 한다. 

즉 01차방정식 (4-k)y2_4y+4=0의 표별식을 D라고 하면 

몽=4-(4-k)'4=0， 4-빠삶=0 
따라서 k=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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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다음물음에답하며라 

(1) 01차방정식 잠+5x-2=0의 두 근을 a， ß라 할 때， a2 -5ß의 값은? 

CD 18 (g) 20 I @ 24 
@27 @30 

STEPÐ x=α롤 이차방정식에 대입하여 α2 구흘~71 

a는 01차방정식 x2+5x-2=0의 한 근이므로 
α2+5a-2=0， 삼=-5α+2 ...... (5) 

STEP굉 01차방정식의 근과 껴|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기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5이므로 

a2 -5ß=(-5α+2)-5ß(': (5)) 

=-5(α+β)+2 

=(-5)'(-5)+2 

=27 

(2) 이치방정식 상~3x-2=0의 두 근을 α， β라 할 때， 

α3_3α2+aß+2ß의 값은? 

CDO (g) 2 @4 
@6 @8 

STEPÐ 01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01차방정식 x2-3x-2=0의 투 근01 a, β01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十β=3， aß=-2 ...... (5) 

또한， α는 01치방정식 x2-3x-2=0의 한 근이므로 

α2-3α-2=0 

'. a2-3a=2 •• (Ç) 

STEP딩 a3-3α2+αß+2ß값구하71 

(5)，(Q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하면 

α3_3a2+αß+2ß=α (a2 -3α)+α'ß+2ß ‘ a'-3a=2 

=2a十αß+2ß

=2(a+ß)+αß "a+ß=3, aß=-2 

=2'3-2=4 

(3) 이차방정식상-2x-1=0의두근a， β에 대하여 a2+a-1과 

ß2+ß-1을두근으로하는 01차방정식을 x2 +px+q=001라하자 

이때 두 상수 p， q의 곱 pq의 값은? 

CD 18 (g) 27 @ 36 
@42 @54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겨뷰외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x2-2x-1=0의 두 근01 a,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2， α'ß=-1 

또한， 이차방정식상 2x-l=O의두근01 a, ßOI므로 
α2_2α-1=0에서 α2=2α+1 

ß2-2ß-l=0에서 ß2=2ß+l 

STEP딩 두근이 a2+a-l, 앙+β-1인 이차방정식에서 p, q 구훌}기 

이때 a2+a-1= 2a+l+α-1=3α， ß2+ß-l=2ß+1+β-1=3ßOI고 

01차방정식 상+px+q=O의 두 근이 a2+α-1， ß2十ß-l이므로 

근과계수의관계에서 

(α2+α-1)+(ß2+ß-l)=3a+3ß=3(a+ß)=6=-P 

(a2 +α-1)(ß2 +β 1)=3α '3ß=9α'ß=-9=q 

따라서 P=-6, q=-9이므로 pq=54 

0329 
01차방정식 x2-2x-l=0의 두 근을 α， ß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1-α)(I-ß)+(2-α)(2-ß)+(3-α)(3-ß) 

+(4-α) (4-ß)+(5 α)(5-ß) 

STEPÐ 상-2x-l=O의 두 근Ola， ß인 01차석 작성하기 

x2-2x-l=0의 두근01 α， β01므로 

다음과 갈이 인수분해된다 

x 2- 2x-l=(x-a)(x-ß) … ... (5) 

@의 양변에 x=1을 대입하면 

(l-a)(I-ß)=12-2X 1-1=-2 

STEP0 x2 -2x-l=(x-a)(x-ß)에 값을 대입하여 구흩}기 

같은 방법으로 @의 양변에 

x=2, x=3, x=4, x=5를 차려|대로 대입하면 

(2-a)(2-ß)=22-2' 2-1=-1 

(3-a)(3-ß)=32-2' 3-1=2 

(4-a) (4-β)=42 -2'4-1=7 

(5-a)(5-β)=52 -2'5-1=14 

:. (l-a) (1 -ß)+(2 α)(2-β)+(3 α)(3-β)+(4-α)(4-ß) 

+(5-α)(5-β) 

=( -2)+(-1)+2+7+ 14= 20 

0330 
다음물음에답하여2.f. 

(1) 이치방정식 x2 -ax-3a=0(a>0)의서로다른두실근 a， ß에 

대하여 |α1+IßI=8일 때， a2 +ß2의 값은? 

CD 34 (g) 36 @ 38 
@40 @42 

STEPÐ 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01차방정식 x2 -ax-3a=0(a>0)의 두 근01 α， β01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a， αß=-3a 

STEP밍 절햇죠엠 곱셈정리를 이용하여 값구하기 

lα1+IßI=8에서 양변을제곱하면 

(l al+Iß I)2=la 1 2十 21αIIßI+Iβ1 2

:. a=4 

=a2+21 αßI+ß2 ‘ lal'=α'， IßI'=ß， laIIßI=laßI 

=a2 +ß2+21 α'ß I 

=(a+ß)2~2α'ß+21 αßI 

=a2+6a+21-3al 

=a2+6a+2'3a ‘a>OOI므로 1-3al=-(-3a)=3a 

=a2+12a=64 

따라서 α2+ß2=(a+β)2-2aß= a2+6a=42+6'4=40 

멀흩캘l 두근의부호를결정뼈 a'+κ의값풀이하기 

STEPÐ 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구하기 

01차방정식 x2 -ax-3a=0(a>0)의 두 근01 a, ßOI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a， aß=-3a 



STEPØ 곱셈정리를 이용하여 Q의 값구하기 

이때 a>O이므로 α+ß>O， α'ß <O에서 α <O<ß라하면 

|α|十lβ1=8， -α+β二 801므로양변을제곱하면 

(1 α 1+IßI)2=(-α十β)2=(α+β)2-4αR二 a2+12a=64 

:. a=4 

따라서 α2+ß2=(α+ß)2-2αß=a2 +6a=42 +6'4=40 

얻훌펠 두근을연립뼈 풀이하기 

STEPG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앙 aX-3a=0(a>0)의 두근01 α， ß이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a、 αß=-3a 

STEP잉 이차방정식을 이용하여 α， ß의 값 구하기 

a>OOI므로α+β>0， αß<O에서 α <O<ß라 하면 

|α1+IßI=8에서 -α+β=8， β=α+8 

α+ß二 a , αR二 -3a어|서 α'ß=-3(α+β)이므로 

α(α+8)=←3(2α+8)， α2+14α+24二 O

(α+2)(a十 12)=0

α=-12이면 β=-4이므로 α <O<ß에 모순이고 

α=-201면 ß=6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α2+ß2=( -2)2+62=40 

I LW심/띔져V문저v 
X으l 이차방정식 x2-4x+P=0의 두실근 α， ß에 대하여 |α1+1β|二6일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여라. 

STEPα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x2-4x+p二0으| 두근이 α， β이므로 

이차방정식의 큰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4， αß=p 

STEPØ 절랫값의 곱셈정리를 이용하여 값 구하기 

|α1+IßI=6에서 양변을제곱하면 

(1 α 1+1 에 )2二| α 12+21 α 11β1+1 에 2 

=α2+21 αßI+ß2 .. 1 α1'=α'， IßI'=ß， I α11β 1=laßI 

=α2+ß2十 21αßI

=(α+ß)2-2αß+21α'ß I 

二 16-2P+2Ipl

=36 

:.lpl-p=10 

( i ) p 는 0일 때， p-p 수 1001므로해가없다 

(ii)p<O일 때， -p-p=10 :. p= • 5 

( i ), ( i i )에서 p=-5 

(2) 01차방정식 3x2 -1ZX-k=0의 두 실근의 절뱃값의 합016일 때， 

상수 k으|값은? 

CD 10 
@15 

ø 12 
@18 

@14 

STEPO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3x2 -12x-k=0의 두 근01 α， β01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4， αß=-흉 

STEPφ 절랫값의 곱셈정리를 이용하여 값 구하기 

| α 1+1 에=6에서 양변을 제곱하먼 

( 1 α 1+IßI)2二l α 1 2十 21 α IIßI+IßI 2 

=α2+21 α에+ß2 "1 α1'=α'， 1β1'=β， 1αIIßI=Iα예 

=α2+ß2+21α'ß I 

=(α+ß)2-2αR十 21αßI

즈 2k 깅겐 ~62=16+ •2'-+ 
3' 3 

:. k+lkl=30 

( i ) k 르 0일 때， k+k=30 :. k二 15

(ii)k<O일 [[H, k+(-k)추 2001므로해가 없다. 

( i ), ( i i )에서 k=15 

l 
으
 
” 
-
따
써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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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률펠 두근을부호를 결정뼈 풀이하기 

STEPG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외 관계를 구하기 

이차방정식 3x2 -12x-k=0으| 두 실근을 α， ß(α <ß)라 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4， αß= 흉 

STEPØ 두실근의조건을 E팩하는 k으|값구하기 

또， 두실근의 절멋값의 합이 6이므로 lα1+1에=6 

( i ) α <ß<O일 때， 

α+β <001므로 α+ß二4인 조건에 모순이다. 

( i i ) α <0< β일 때， 

|α1+1β|二 α+β二 601고 α+β=401므로 α=-1， ß=5 

(iii) 0 < α<β일 때， 

|α1+1β1=α十ßOI므로 α+β=4， 1α1+IßI=6인 조건에 모순이다. 

( i ), ( i i ), (iii)에서 α=-1， β二 5

01때 αB二-홍01므로 -5=-홍 k=15 

0331 
다음 01치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은어떤삼각형인가? 

x 2 +2(a+b+c )x+3(ab+bc+ca)= 0 

@ 정삼각형 @ 둔각삼각형 

@ 빗변으| 길01가 Q인 직각삼각헝 @ 빗변으|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 

@ 빗변의 길01가 c '2_l 직각삼각형 

STEPα 표밸식 D二O임을이용하여 a， b, c의관계식구하기 

주어진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꽁(a+b+c)2 -3(ab+bc+ca)=0 

a2十b2 +C2 -ab-bc-ca = 0 

STEPØ 판별식 D=O임을이용하여 a， b, c의관계식구하기 

위의 식의 양변어12를 곱하여 정리하면 

2a2 +2b2 +2c2 -2ab-2bc-2ca二 O

(a2 -2ab+b2)+(b" - 2bc+c2)+(C2 -2ca+ a2)= 0 

'. (a-b)"+(b • C)2+(c-a)2=0 

이때 a, b, c는 실수이므로 
a-b=O, b-c=O, c-a二0

:. a=b=c 
따라서정삼각형이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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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차방정식 (x-a)(x-b)+(χ-b)(x-c)+(x-c)(x-a)=O의 두 근의 

합과곱이 각각 4， -3일 때， 이차방정식 (x-a)2+(χ b)"+(x- c)"= 0의 

두 근의 곱은? (단， a, b, c는 상수이다.) 
CD 15 ø 16 @ 17 
@ 18 @ 19 

STEPÐ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x-a)(χ-b)+(x-b)(x-c)+(x-c)(x-a)=O에서 

x2 -(a+b)χ+ab+x2 -(b+c)x+bc+x2 -(c+a)x+ca 

= 3x2 -2(a+b+c )x+ab+bc+ca 

이차방정식 3x2 -2(a+b+c)x+ab+bc+ca=0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이 4, -3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a+b+c) _ ‘ ab+bc+ca_ η 
}ι--

3 τ’ 3 ~ 

'. a+b+c=6, ab+bc+ca=-9 

STEPm (x-a)2+(x-b)2+(x- c)"=0으| 두 근의 곱 구하기 

이차방정식 (x-a)2 +(χ b)2+(X-C)2二 0을 정리하면 

3x2 -2(a+b+c)x+a2 +b2 +c2=001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곱은 

쉰+b2 +ζ={-{(a+b+c)2 -2(ab+bc+ca)}={-(36+18)= 18 3 3 l\lk I V '--'1 "-'\U>V I VV , V U> /J 

실수 a， b가등식 v(a+b)2-8(a+b)+16+ va2 b2 -4ab+4=0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a, b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CD x 2+4x+2=0 ø x 2- 4x -2=0 

@x2- 4x+2=0 @x2-8x+4=0 

@삼 8x-4=0 

STEPÐ 실수 a， b에 대하여 1 a 1+1 b 1=001면 α二 b=O임을이용하기 

따과그)2+값요항=0， la+b-41+lab-21=0 
a， b가 실수이므로 a+b-4=0, ab-2=0 

:. a+b=4, αb=2 

STEPθ a, b를두근으로하는 01차방정식작성하기 

두 수 a, b를 근으로 하고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은 
x 2- 4x+2=0 

z어| 대한 01차식 3x2 -6x+6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CD (x-1-i) (x- 1+ i) ø (x+ 1-i) (x- 1+ i) 

@ 3(x-1-i) (X-1 +i) 

@ (x-2-i) (x-2+i) 

@ 3(x+1-i)(x-1 +i)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이차방정식의 근 구하기 

이차방정식 3χ2_6x+6 =0， 즉 x2 -2χ+2=0의 두 근을 구하면 

x=-(-l) ::t ~암그=l ::t i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기 

:. 3x2-6x+6=3{x-(1 +i)}{x-(l-i)} 

二 3(X-1-i)(x-1十 i)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방정식 j(x)=O의 두 근 α， ß에 대하여 α+ß=6일 때， 

이차방정식 j(4x-3)=0으| 두 근의 합은? 

CD1 Ø2 @3 
@4 @5 

STEPÐ 01차방정식 j(4x-3)=0으|두근을구하기 

이차방정식 j(χ)=0의 두 근이 α， ß이므로 

j(α)=0， j(ß)=O 

이때 j(4x-3)=001려면 ‘ /(4α-3)=0， /(4{J-3)=0으로 
착각하지않는다 

4x-3=α 또는 4x-3二B

α+3 rr'- β+3 .. x= • 4 노EX=-'-도 

STEPm j(4x-3)=0의두근의합구하기 

따라서 이차방정식 j(4x-3)二0의 두 근의 합은 

α+3 , ß+3_(α+ß)+6 
-•• 

4 4 4 
6+6 =• i • =3 4- α1β=6 

(2) 01차방정식 j(x)=O의 두근α， ß에 대하여 α+β=9， αß=-l일 [[H, 

j(3χ 1)=0의 두 근의 곱은? 

CD -2 ø -1 @1 
@ :3 @ 9 

STEPÐ 01치J방정식 j(3x一 1)=0의두근을구하기 

이차방정식 j(x)=O의 두 근이 α， ß이므로 

j(α)=0， j(ß)=O 

이[대 j(3x-l)=0이려먼 .. /(3α 1)二 0， /(3ß→ 1)=0으로 
o 착각하지않는다 3x→ 1=α 또는 3x-l 二β 

'. x α+1 rr'- ‘ ß+1 -•-/"""- ,•-3 -,- ι 3 

j(3x-1)=0의 투근의 곱구하기 

따라서 01차방정식 j(3χ-1)二0으| 두 근의 곱은 

α+1 ß+1 αß+(α +ß)+l 
3 3 9 

-1+9+1 
→→-효-←=1 .. α+β=9， aß=-1 

I흩를 이i밤정식의 식을작성뼈 풀이하기 

j(x)=a{χ2_(α+ß)x+αß}(a는 상수)로 놓기 

α+β二 9， αß=-l이므로 

이차항의 계수가 a(a 수 0)01고 α， ß를 두 근으로하는 이차방정식은 

a(x α)(χ-ß)=a{χ2_(α+ß)x+αß} 

=a(x2-9x-1)=0 

이때 j(x)=a(x2 -9x-1)(a는 상수)으로 놓으면 

j(3x-1)二 a{(3x-1)2 -9(3x-1)-1} 

=a(9x2-33x+9) 

STEPm j(3x-1)=0의두근의곱구하기 

따라서 j(3χ-1)=0， 즉 이차방정식 a(9x2 -33x+9)=0의 근과계수의 

관계어1 의해 01차방정식으| 두 펀| 곱은 용=1 



0336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힘수 f(x)=x2 -7x+ 12에 대하여 f(a)= 1, f(ß)= 1일 때， 

f(aß)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α， β를두근으로하는이치방정식을구하기 

f(α)=a2 -7，α+12=1， f(β)=β2-7ß+12=101므로 

α2-7，α+11=0， ß2-7ß+11=0 

즉 a， ß는 이차방정식 x2 -7x十11=0의 두근이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 l1 

STEP밍 f(얘)의 값을구하기 

f(a，β)=f(l1)= 112-7'11+12 

= 11(11-7)+12 

=11'4+12 
=56 

(2) 다항식 P(x)=x2 -4x-6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실수 a, b가 
P(a)=O, P(b)=O을 만족시킬 때， P(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a, b툴두근으로하는 01차방정식을구하기 

P(a)=O, P(b)=O을 만족하므로 
a， b는 이차방정식 x2-4x-6=0의 두 근이고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b=4 

STEP밍 P(a+b)의 값구하기 

P(a+b)=P(4)=42-4 '4-6 

=16-16-6 
=-6 

033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x에 대한 01차방정식 3x2 +(m2+m-6)x-m+1=0으| 두 실근의 

절뱃값이 같고부호가 다르도록 하는실수m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이치·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판쳐}률 이용하기 

01차방정식 3x2 +(m2十m-6)x-m+1=0으| 두 근을 a， ß라 하면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ι“ _-m+1 α+ß=-깐」3--， αR -3-

STEP밍 두 실근의 절햇짧| 같고부호가서로 I볕을 이용하여 Q 구해! 

( i) a, β으| 절랫값이 같으므로 

a+β=0 

m2+m-6_ 
즉α+β=----3--→=0 

(m+3)(m-2)=0 

:. m=-3 또는 m=2 
(ii) a， ß의 부호가서로 다르므로 αß<O 

뼈--%+1 =~<O 

:. m> 1 
( i ), (ii)에서 m=2 

(2)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a2 -3a-4)x-a+2=0의 두 실근의 

절뱃값이 같고부호가 서로 다를 때， 상수 Q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툴 이용하기 

이차방정식 상+(a2 -3a-4)x-a+2=0의 두 근을 a , β라 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a2-3a-4), aß=-a+2 

STEP굉 두 실근의 절뱃값이 감고 부호가서로 C홈을 이용등|여 Q 구해| 

( i) a , ß의 절랫값이 같으므로 a+β=0 

즉 a2-3a-4=0, (a+1)(a-4)=0 

:. a=-1 또는 a=4 

(ii) α， β의부호가서로다르므로 αß<O 

즉 -a+2<0 

:. a>2 
( i ), ( ii)에서 a=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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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8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함수 f(x)=잠-ZX-1어| 대하여 f(α)=f(ß)=3일 때， a3 +ß"으| 

값은? 
CD 16 
@28 

~20 

@32 
@24 

STEPÐ 이차방정식 f(x)-3=0의 두 근01 α， ß임을 이용하기 

f(a)=f(β)=3어|서 f(a)-3=f(β)-3=001므로 

01차방정식 f(x)-3=0의 두근은 α， ß 

즉 (X2 -ZX-1)-3=0의 두 근01 α， β 

STEP밍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툴 이용흩뼈 곱셈공식 구하기 

이치방정식 x2 -ZX-4=0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a+β=2， aß=-4 

따라서 a3+βS=(a+β)3_3αß(a+β) 

=23-3'(-4)'2 

=32 

(2) 이치방정식 상+x-3=0의 두 근을 a , β라 할 때，j(a)=f(β)=1을 
만족하는 01차식 f(x)는? (단， f(x)의 01차항의 계수는 101다.) 

CD x 2+x-2 ~ x 2-x-4 

@x2-ZX+2 @ 상+ZX+4 

@x2+x+4 

STEPÐ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률 이용하기 

이차방정식 x2+x-3=0의 두 근이 a, β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1， aß=-3 

STEP밍 이차방정식 f(x)→ 1=0의두근Ola， β임을이용하기 

f(α)=f(β)=1에서 f(a)-1=f(β)-1=001므로 

이차방정식 f(x)-1=O의 두 근은 α， ß 

이때 01차식 f(x)의 이차항의 계수는 1이므로 

f(X)-1=(X-α)(x-β) 

=x2-(a+β)x+aß 

=x2+x-3 

:. f(X)=x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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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9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방정식 \x2 +(a-2)x-2\= 101 서로다른네근을가지고모든근의 

합010일 때， 상수 a의[{t멸 구하여라 

STEPÐ \x\=a이면 x= ::I: a임을이용하여식정리하기 

\x2 -(a-2)x-2\=1에서 

x2 -(a-2)x一2=1 또는 x 2-(a-2)x-2=-1 

:. x 2-(a-2)x-3=0 또는 x2 -(a-2)χ-1=0 

STEP밍 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이혈뼈 Q의값구하기 

( i ) x2-(a-2)x~3=0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합 =a-2 

( ii) 앙-(a-2)x-1=0에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합=a-2 

( i ), ( ii)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근의 합은두 이차방정식의 모든근의 
합과같다. 

즉모든근의 합이 0이므로 (a-2)+(a-2)=0， 2a-4=0 :. a=2 

(2) 방정식 \x2 -x+a-3\=2카서로다른네근을가지고모든근의 

곱이 -4일 때， 상수 a의 값을구하여라 

STEPÐ \x\=a이면 x= ::I: a임을 01훨뼈식정리해| 

\x2 -x+a-3\=2에서 

x 2-x+a-3=2 또는 x2-x+a-3=-2 

.. 상-x+a-5=0 또는 x2-x+a-1=0 

STEP밍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롤 이용하여 Q의 값구하기 

( i ) 싱-x十a-5=0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곱 =a-5 

( ii) 상-x十a-1=0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투근의곱 =a-1 

( i ), ( ii)에서주어진방정식의모든근의곱은두이차방정식의모든근의 
곱과같다. 

즉 (a-5)(a-1)=~4， a2-6a+9=0, (a-3?=0 :. a=3 

0340 
01치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01차방정식 f(x)=O의 두 근의 곱은 7이다. 

(나) 01차방정식상-3x+1=0으|두근 a， β에 대하여 

f(a)+f(ß)=301다. 

f(7)의값은? 

(j) 10 
@13 

øu 
@14 

@12 

STEPÐ 조건 (개에서 이차방정식의 작성하기 

조건 (개에서 f(x)는 01차항의 계수가 1이고 이차방정식 f(x)=O의 두근의 

곱이 701므로 f(x)=상+ax+7(a는 상수)라 하자 

STEP밍 조건 (내에서 01차방정식의 근과 껴|수의 관계툴 이용하여 f(7) 

구하기 

x2-3.Í:+l=0의 두근이 α， ß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3, αß=1 
이때 a2 +ez=(a+ß)2-2αß=32 -2.1=7 

한편 f(a)+f(ß)=301므로 

f(α)+f(ß)=(a2 +ß2)+a(α+ß)+14=7+3a+14=3 :. a=-6 

따라서 f(x)=장-6x+701므로 f(7)=14 

0341 
세 유리수 a, b, 쩨πH하여 X어l 대한 이차방정식 ax2+ 펴bx+c=O의 

한근0Ia=2+돼01다. 다른한근을β라할때， a+웅의 값은? 

(j) -4 (2) -2돼 @O 

@2돼 @4 

STEPÐ 주어진이차방정식에 x=2+ 돼을대입하기 

x=2+ 돼은 이차방정식 ax2+ 돼bx+c=O으| 한 근이므로 대입하면 

a(2+ 펴)2 + {3 b(2+ 돼)+c=O 

위 식을 정리하면 (7a+3b+c )+(4a+2b)퍼=0 

a， b， c가유리수이므로 7a+3b+c=0， 4a+2b=0 

:. b=-2a, c=-a 

STEP밍 이빵정식의나머지 한 근물 구하고 a+ 움의 값구해l 

주어진 이차방정식은 ax2-2피ax-a=a(x2-2돼X-1)=0 

이 01치방정식의두근은 x=돼::1: 2 

즉 ß=-2+돼 

α+웅=(2+돼)+걷뚫=2+돼+ 년느돼 { 

=2+돼 2-돼=0 

멸훌켈>> a- {3=2의 앙변을 제곱효뼈 이i밤정삭을유도빼 풀이하기 

α=2+ 퍼에서 a 돼=2이고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α2-2돼a-1=0 

따라서 a는 이차방정식 a(x2-2피x-1)=0의 한 근이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 돼)+ß=2돼01므로 

ß=-2+돼 .. α十동=2+돼+ _ ~ r;;- 0 
μ -2十새 3 

0342 @명용 

01치방정식상+x+3=0의두근을a， ß라할때， 이차방정식 

앙 (a+b)x+ab=O의두근은 a+ß， αßOI다.이때상수 a， b에 

대하여 a3+bS의 값을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1단겨Ila十ß， αB의 값을 구한다 

[2단계la+b， ab의 값을 구효κf. ! 

[3단겨Il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a3 +bS의 값을 구효!"Cf. 

디꿇「기 a+ß, aß의 값을구효빠 ... 2σ% 

이차방정식 장+x+3=0의 두근Ola， ßOI므로근과계수의 관계로부터 

α+β=-1， aß=3 

q랜ïl a+b, 뼈의 값을구한다. 

이차방정식 x2 -(a+b)x+ab=0의 두 근이 α+ß， αßOI므로 

근과계수의관계로부터 

(α十β)+αß=a+b에서 -1+3=a+b :. a+b=2 

(α+β)aß=ab에서 (-1).3=ab :. ab=-3 

a3+b3=(a+b)" -3ab(a+b)=2"-3'( -3); 2=8+18=26 

‘ 40% 

... 40% 



Z어| 대한 이차방정식 2χ2+ax十b二 0에서 Q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 ， 3이었교 b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 -2이었다 

처음 OIÄ밤정식의 올바른두근을 a， ß라 할 때， 똥+휩으| 값을구꿇 
고}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1단계] 이차방정식에서 Q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 ， 3이므로 b의 

값을구한다. 

[2단계] 이차방정식에서 b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1, -2이므로 Q의 

값을구한다 2 D2 

[3맨] 곱셈공식을 이용때 뽑+울의 값을구한다 

이돼η b를 바르게 보고풀었쁘로b의 값구한다 4 30% 

이차방정식 2X2+ax+b=0에서 Q를 잘못 보았으므로 b를 바르게 보고 

풀었을 때 두 근이 1 ， 3이므로 이차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곱은 (-1)'3=옹 

:. b=-6 

뎌람η Q를 바르거| 보고풀었모로Q의 값구효따 ‘ 30% 

이차방정식 2x2 +aχ +b=O어|서 b를 잘못 보았으므로 Q를 바르게 보고 

풀었을 때 두 근011， -2이므로 01차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합은버 2)二 융 

:. a=2 

‘ 40% 

이차방정식 2x2 +2x→6=0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l， α얘=←3 

α2 , ß2_ α3+ß' ← (α+β)"-3αß(α+β) 
따라서 τ+ 죠-←강F←-

(-1)" • 3'(-3)'(-1) 
3 

10 
3 

멀훌펠 01:":1방정식을작성뼈 풀이해| 

STEPG b를바린|뾰풀었멸로b의값구해| 

이차항의 계수가 2이므로 1 ， 3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2(x+1)(x-3)=001므로 2x2- 4x-6=0 

이때 b는바르게보고풀었으므로 b=-6 

STEP@ a를닙i르거l 보고풀었으므로Q의값구하기 

또한 이차항의 계수가 2이고 1, -2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2(x-1)(x+2)=001므로 강2+ 2x-4二O 

이[[H a는 바링| 보고 풀었으므로 a=2 

STEP@ 곱셈공식을이용허여풀01하기 

이차방정식이 2x2 +2x-6=0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l， αß=-3 

2 ß2 α'+ß' _ (α+ß)'-3αß(α+β) 
따라서랍+죠 ---riß• 

(_1)3 -3 , (-3)' (-1) 
3 

10 
3 

0344 I 이차방정식 (k-1)상+2(k+1)X+k+2=0은 실근을 갖고 이차방정식 

kX2 +2(k+2)x+k=0은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으| 합을 구하여라. 

@톨 최고챔의 계수가 미정인 이챔정식에 주의 
。-” 
댄
없
~
4
 STEPG 이차방정식이실근을가질때， (판별식);::::0이용하기 

(k-1)심+2(k+1)x+k+2=001 이차방정식이므로 

k-1 추 o :. k 추 1 

또한， 실근을 가지므로 판별식 D， OI라 하면 

똥=(k+파(k-1)(k+2)객 k+3 르 0 
:. k 르 3 
이[[H k 추 1이므로 -3 드 k<l 또는 k>l ...... (J) 

STEP@ 이차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판별식)< 0이용하기 

k삼 +2(k+2)x+k=001 이차방정식이므로 

k*O 
또한， 허근을 가지므로 판별식 D2라 하면 

량=(k+2)2 -k. k < 0, 값+4<0 :. k<-l 

STEP@ 정수 k으| 합구하기 

(J)，(Q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는 

←3 드 k<-l 

따라서 정수 k는 3, -201므로 합은 3+(→2)二 5 

@ 

0345 
이차방정식 x2 -4x+2=0으| 두 실근을 α， ß(α <ß)라 하자 그림과 같 

이 AB二α， BC=β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히는 z에 대한 01차방정식이 4x2+mx+η=0 
일 [[H, 두 상수 m, η에 대하여 m+η의 값을 구하여라 

(단， 정사각형의 두 변은 선분 AB와 선분 BC 위에 있다.) 

A 

q;::펀드드드P 
B .. “~~._----- ν 

，~ ---

I뭘.직각삼각형의 닮음 이용 

STEPG 01치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기 

01치방정식 x2 -4x+2=0으| 근과 겨|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4， αß=2 

STEP@ 정사Z펑의 넓01와 둘레의 길이 구동}기 

직각삼ζ병에 내접하는 정사ζ병의 한 변의 길이를 k라 하먼 

. k 

α k 二구「맛즈--

α | ‘‘~‘~ 』

B\Q，‘、-‘‘、、~
----------“-“ ••••• ß ..... 

α:β=α←k:k 

k 효용-요 l 
α+ß-4 ← 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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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두 근이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식 작성하기 

이때 이차항의 계수가 401고 정사각형의 넓01 k2=만 

둘레의 길이 4k二 2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4(χ 2)(X- i)=4x2-9X+2=0 

따라서 m十η=-9+2二 7 

정사각형의 넓01 k2=섬둘레으| 길01 삶=2를두근으로꿇 

01차방정식은 큰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두 근의 합01 tOI고 곱01 융01므로 
9 , 1 X2_-?X+~=0. 4x2→9χ+2二 O
4~' 2 

따라서 m+η=-9+2=-7 

0346 
모든 실수 Z어| 대하여 다항식 j(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개 j(x)<O 

(Lf) {f(x+1)}2- 9二(X-1)(X+1)(X2十 5)

다항식 j(x+a)를 x-2로 나둔 나머지가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Q의값의곱은? 

0) -9 ~-7 @-5 
@-3 @-1 

χ+1 二 t 2.~ 하고조건을만족하는 j(t) 구하71 

{f(x+ 1)}2=(x← 1)(X+1)(χ2+5)+9에서 

x+1=t로놀으면 χ=t-1 

{f( t)}2=(t-2)t(t2 -2t+6 )+9 

=(t2• 2t)(t2-2t+6)+9 

二(t2 -2t+ 3)2

:. {f(X)}2=(X2• 2x+3)2 

조건 (가)에서 j(x)<OOI므로 j(x)= ←삼 +2x-3 

나머지 정리를 만족하는 Q의 값구하기 

j(x)二 -x2 +2x-3에서 

j(x十a)=-(x+a)2+ 2(x+a)-3이므로 

x-2로 나눈 나머지가 -6이 되기 위해서는 

j(2+a)= -(2+a)2 +2(2+a)-3二 -6

따라서 a2 +2a-3=001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모든 상수 Q으| 값의 곱은 -3 

0347 
Z에 대한 이차방정식 x 2-px+p+3=001 허근 α를 가질 때， 

α3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0) -2 ~ -3 @-4 
@-5 @-6 

를렘α가 허수， b가실수일 때， aa+b가 실수일 조건은 a=O 

복소수 α가 근이면 컬레복소수 α도 근임을 이용하기 

이차방정식 x2-px+P+3=0의 한 허근을 

α =a+bi(a， b는실수， b 추이라하면 

α=a-bi도 근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α =(a+bi)+(a-bi)= 2a=p 

Q二흉 

αα =(a+bi)(a-bi)= a2 +b2二p+3

b2二 a2 +p十3= 흥+p+3 G> +-a=흉 

α =a+bi를 전개하여 p에 대한 01차방정식 구하기 

α =a+bi에서 

α3二(α +bi)"二 a3+3a2 bi-3ab2-b3i 

=(a3 -3ab2)+(3a2 b-b3)i 

이때 α3이 실수이므로 허수부분인 3a2 b-b3 =0 

그런데 b 수 001므로 b2二 3a2

b2=3a2=3 흥 

@을 P에대입하면 

3p2 _ p2 -4 =-'4 +p十3

:. p2-P-3=0 

.... (Q ←a=흉 

따라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3이다. 

I훌훌 α3을구얘 풀이하기 

이차방정식어Ix=α를 대입하여 정리하기 

이차방정식 x2←px+p+3=0으l 한근이 α이므로 

x=α를대입하면 

α2_pα+p+3=0에서 α2=pα p-3 

양변에 α를곱하면 

α3=pα2_pα 3α二p(pα p-3)-pα 3α 

=(p2_p_3)a_p2 • 3p 

α3이 실수임을 이용하여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 구하기 

이때 α3이 실수가 되려면 p2-P-3=0 

따라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301Cf. 

I흩를 α301 실수임을 이용뼈 풀이하기 

이차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므로 p으| 범위 구하기 

이 이차방정식이 허근 α를 가지므로 

D=(_p)2-4 '1' (P+3)<0 

p2-4P-12< 0, (P+2)(p-6)< 0 

•• • 2<p<6 

‘.(x→α)(x→ß)<O(α <ß)이면 
a< χ <ß 

x=α를 주어진 이차방정식에 대입하고 α3이 실수임을 이용하여 

모든실수 p의값의곱구하기 

이차방정식 삼-px+p+3=0의 한 근이 α이므로 

α2_pα+P+3=0에서 α2_pa+p2=p2 -p-3 

양변에 α+p를곱하면 

(α+p)(α2_pα+p2)二(α+p)(p2-p-3)

α3+p3=(α十p)(p2-p-3) +-(a+b)(a'-ab+b')=Q;+b' 

ζ. α3二(p2-p-3)α p(P+3) 

이때 α3이 실수이므로 허수부분인 p2-P-3=0 

따라서 이차밤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모든 실수 p으| 값의 곱은 

-301다‘ 

01차방정식 p2-P-3二 0의 두 실근이 p의 범우1-2<P<6에 속한다. 

j(p)=p2_p→301라 하먼 

f , 1 \2 13 
f(p)=(P 5) J 

이때 대칭축 p=융은 2<p<6을 



만족등교 j(융)=펼<0이므로 
방정식 j(p)=O은 두 실근을 갖는다 

또， j(-2)>0， j(6) > 0이므로 
01치방정식 p2-P-3=0의 두 실근은 

모두 -2와 6 사이에 존재한다. 

g• y=p2-p-3 

6 x 

0348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치방정식상+x+1=0의투근α， β에 대하여 

이치함수 j(x)=x2+px+q가 j(α2)=-4α오f j(ff)=-4ß를 

만족시킬 [대， 두 상수 p， q어| 대하여 p+q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률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정리하기 

α， β가 01치방정식 x2+x+1=0의 두 근이므로 

a2+a+1=0 
β2+ß+1=0 

@ 

Q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1이므로 

α+l=-ß를 @어| 대입하면 삼=ß 

ß+1=-α를 @어| 대입하면 β2=a 

j(α2)=-4a， j(ß2)=-4β에서 

j(α2)=4α2+4=4ß+4， j(ß2)= 4ß2+4=4α+401므로 

j(β)=앵+4， j(α)=4a+4 

:. j(ß)-4ß-4=0, j(α)-4a-4=0 

STEP밍 p， q의값구승}기 

즉 이차방정식 j(x)-4x-4=0의 두 근01 a, β이고 
j(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므로 

j(x )-4x-4 =(x-α)(x-β) 

이때 a， ß가 x2+x+1=0의 두 근이므로 상+x+1=j(x):-4x-4 

j(x)=x2+5x+5 

따라서 p=5, q=501므로 p+q=5+5= 1O 

(2) 01치험수 j(x)에 대하여 Z어| 대한방정식 j(x)+x-1=0의두근을 

a, β라하자 α+ß=l， α'ß=-301고 j(1)=-6일 [대， j(3)의 값을 

구등}여2.f. 

I뭘.a， β툴두근으로 갖는 이치방정식 k{x'-(a+β)x+뼈}=o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j(x) 구하기 

방정식 j(X)+X-1=0의두근이 a， β이고 a+β=1， aß=-301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j(X)+X-1=k(x2 -x-3)(단， k 추 0인 실수) ...... ó) 

j(1)=-6이므로 x=l을@에 대입하면 

j(1)+1-1=k(12-1-3), -6=-3k 

:. k=2 

STEP굉 01치험수 j(x)를 구하여 j(3) 구흥}기 

k=2를@에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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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x)=ZX2- 3x-5 

따라서 j(3)=2'9-3'3-5=4 

멀홉웰 01]::1함수 j(x)를 임의로놓고 연립방정식을 서l무는풀01하기 

STEPÐ j(x)=ax2+bx+c(a 추 0)로놓고 a， b, c 사이의관계식을 
서|우기 

j(x)=ax2 +bx+c(a 추이이라하면 

j(X)+X-1 = ax2 +(b+1)X+(c- 1)=0의 두근01 α， β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b+1 a+β=--5~=1 .·. b=-a 1 ------ @ 

얘=뜸1=-3 :. c=-3a+1 ...... c9 

또， j(1)=-6이므로 a+b+c=-6 ...... @ 

STEP굉 구한식을연립하여 j(3)의값을구하기 

Ó)，C0을@에대입하면 
a-a-1-3a+1=-6 
:. a=2 
a=2를Ó)，C9에 대입하면 

b=-3, c=-5 

따라서 a=2, b=-3, c=-5이므로 j(x)= ZX2 -3x-5 

:. j(3)=2 . 9-3 . 3-5=4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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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 H 
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의 

내부에 한점 P를잡교 점 P를지나고정 

사2펑의 각 변에 평행한두 직선이 정사각 E 
형의네변과만나는점을각각 

E， F， G， H라 하자 직사Z병 PFCG의 둘 

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두 선 

분 AE와 AH의길이를두근으로하는이 B F 
치방정식은?(단， 01치방정식의 이차항의 
계수는 10ICf.) 

CD x 2- 6x+4=0 ø x 2- 6x+6=0 

@x2- 6x+8=0 @x2- Sx+6=0 

@x2- Sx+8=0 
.휠=-‘상의 계수가 1인 01차방정식은 x'-(두근의합)x+(두근의 곱-)=0 

D 

G 

C 

STEPÐ AE=a, 돼=β로 놓고조건을 만족하는 α+β， αR 구해| 

AE=a, AH=β라 하면 
PF=EB=10 α， 

PG=HD=10-ß 

이때 직사각형 PFCG의 둘레의 길이가 

2801므로 

2{(10-a)+(10-β)}=28 

20-(α+β)=14 

:‘ a十ß=6
또， 직사각형 PFCG으| 넓이가 4601므로 

(10-a)( 1O -ß)=46 

100-10(a+ß)+α'ß=46 

100-10'6+aß=46 

:. aß=6 

STEP (Ë) x2의 겨l수가 1인 이챔웹 구해| 

따라서 구하는 이차방정식은 a , β를 두 근으로 하고 
상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이므로 x2 -(a+ß)x+αß=O 

:. x2- 6x+6=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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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y=2χ2-4ax+2a2 -b2 -4b의 꼭짓점이 (3， 4)일 때， 

실수 a， b의 합 a+b값을 구하여라. 

STEPÐ 01챔수를완젠핍으로 L봐내어 폈점의 짧 구해| 

y= 2.x2 -4ax+2a2 -b2-4b =2(x-a)2-b2 -4b에서 

꼭짓점의좌표가 (a， -b2 -4b)이므로 a=3， -b2-4b=4 

-b2 -4b=4에서 b2+4b+4=0, (b十2)"=0

:. b=-2 

따라서 a+b=3+(-2)=1 

(2) 이치함수 y=상十싫+k-1의 꼭짓점이 제 2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STEPÐ 이챔수롤 완전체곱식으로 나타내어 쪽짓점의 화표구훌.71 

이치함수 y=삼+2.x+k-1을 완전제곱식 

으로 변형하면 y=(x+ 1)2+k-20 I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1 , k-2)이다. 
꼭짓점이 제 2사분먼 위에 있으므로 

k-2>0 
따라서 k>2 

꺼
 

+ 

g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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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1 
디음물음에답하여라. 

(1) 최고치항의 계수가1인 01차방정식 f(x)=O의 두 근을 α， β라 

히Ãt a+ß=601고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 2.x-7 위에 있을 때， f(O)의 값은? 

(1) 4 ~6 @8 

@10 @12 

STEPÐ 두 근01 α， β인 최고i뺑11인 이써 작성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방정식 f(x)=O의 두근이 a， ß이므로 

f(x )=(X-a) (x- ß) 

=x2-(a+ß)x+aß 

=x2- 6x+aß ‘.a+β=6 

=(X-3)2-9+aß 

STEP굉 홉받 f(x)의 콕짖펌을 구하여 직선에 대입하여 f(O) 구훌}기 

01치함수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3, -9+αß)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 2.x-7 위에 있으므로 

Yj f(x)=x2- 6x+aß 
'y=2x-7 

-9+αß=2'3-7 :. αß=8 

따라서 f(x)=x2 -6x+801므로 f(이=8 I 

~3， -9+αß) 

웰웰 a+8=6을 이용즙뼈 쪽짓점의 죄표를구뼈휠|하기 

STEPÐ 이치함수의쪽짓점의좌표구하기 

01차함수의 그래프는 축에 대뼈 대칭01고 쁨&'.=301므로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x좌표는 301다 

110 

이치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 2.x-7 위에 있으므로 

폭짓점의 좌표는 (3, -1) 

STEP밍 01차힘수의 식을 구하여 f(O)의 값 구하기 

이차함수 y=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므로 f(x)=(x-3)"-1 

따라서 f(이=8 

멀률웰 이j;1방정식의근과계수의 관계에 의뼈 식 작성뼈풀이해| 

STEPÐ 01땀접식의 근과 계쇄 관겨|를 이용흩뼈 Ol~댐수 f(x)의 식 

서|우기 

이차방정식 f(x)=O의 두 근의 합이 6이고 01차함수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f(x)=삼-6x+k(k는 상수)로 놓을 수 있다. 

STEP41) 01치힘수 y=f(x)의 그래프의 폭짓점의 좌표롤 이용하여 f(O)의 

값구하기 

f(x)=상-6x+k=(x-3)"+k-901므로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는 (3, k-9) 

이때꼭짓점이 직선 y= 2.x-7 위에 있으므로 

k-9=2'3-7=-1 :. k=8 

따라서 f(x)=x2 -6x+801므로 f(0)=8 

(2)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2, 0), (1, 0)에서 

만나고 꼭짓점이 직선 4x-y=7 위에 있을 때， f(-1)의 값은? 

(1) -8 
@-2 

~-6 

@ 0 
@-4 

STEPÐ 두 첨을 지나는 01치힘수의 꼭ξ!첩의 초l표 구훌}기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2, 0), (1, 0)을 지나므로 

y=a(x+2)(x-1)(a 추 0)로 놓으면 

y=a(x2十x-2)=a(x+ 융r 용Q 
(1 9 _ \ 

〈점의좌표:::-(-→ -~a) C\-2 ’ 4 ~/ 

STEP밍 힘수 f(x)의 꼭짓점을구흘뼈 직선에 대입뼈 f(O) 협}기 

y=야)의 꼭짓점 ( 융， 항)7f 직선 양 y=7 위어| 있보로 대입뻔 

4.(-t)-(-~ -t)-(-ta)=간2+용a=7 2/ \ 4 
:. a=4 

:. f(X)=4(x2十x-2)=값2+4x-8 

따라서 f(-1)=4-4-8=-8 

멸률웰 두점을이용5뼈 쪽짓점의 좌표를구흘뼈 풀이해| 

STEPÐ 01차험수의 꼭짓점의 화표 구하기 
-2+1 1 

이차힘수의 그래프는 축어| 대하여 대칭이고 -- 이므로 2 2 

01차함수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으Ix좌표는 -융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4x-y=7 위에 있으므로 

폭짓점의 좌표는 ( 융， -9) 
STEP41) 01차힘수의 식물 구하여 f(-l)의 값 구하기 

이ÃI함수 y=야)=a(x+융)"-9(a 해)이2.f 하면 
이차힘수 y=f(x)의그래프가(1， 이을지나므로 ‘( 끽이옳지날때도같다. 

f(1)=싸+융)2-9=o， 3a-9=o ·. Q=4 

야)=4(X+융)"-9=양2+4x-8 
따라서 f(-1)=-8 



0352 
01치험수 y=삼+mx-2m의 그래프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점 P가 이 이차힘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일 때， 상수 m의 

값을구하여라. 
‘뭘.m에 대폐여 정리등뼈 향험의 겨뷰비교법을이용 

STEPÐ m에괜항험의성질을 01용하기 

01치험수 y=x2+mx-2m의 그래프는 m으1 1:.뻐| 관계없이 

점 P를항상지나므로 

y=삼+mx-2η1을 m어|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x-2)m+(x2-y)=001 m어| 대한 항등식이므로 

x-2=0, x 2-y=0 

:. x=2, y=4 

STEP굉 01치힘수를완전체곱식으로 나탁내어 꼭짓점의 좌표구흥}기 

점 P의 좌표는 (2， 4)이고 이 점이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목짓점이므로 y=삼+mx-2m=(x-2)"+4 

x2+ηzx-2m=x2-4x+8 
따라서 m=-4 

0353 
다음물맴|답뼈2.f. 

(1) 오른쪽그림과같이 이차함수 y=/(x)의 

목짓점을 A， x축과 만니는두점을 각각 

0(0, 0), B(6, 0)이라 하자 삼각형 AOB 
의 넓이가 81일 때， /(1)의 값을 구하여라 

I뭘.x측과두교점 (a, 0), (β， 0)이 주어지는 
Olx탬수의식은y=a(x-a)(x-β)의꼴을 01용 

STEPÐ 01차험수외 식 작성하여 꼭짓점의 화표 구하기 

z축과의 두 교점이 (0, 0), (6, 0)01므로 

/(x)=ax(x-6)=a(x2- 6x) 

=a(x-3)"-9a(a < 0) 

라 하면 꼭짓점의 좌王E가 A(3, -9a)이므로 

삼각형 AOB의 높이가 -9a 

STEP핑 삼각형 AOB의 넓이가 81임을이용하여 a， b, c으|값구하기 

또한， 삼각형 AOB의 넓이가 8101므로 

융 -6- (-9a)=81 :. a=-3 

:. /(x)=-3x(x-6)=-3x2+18x 

따라서 /(1)=-3+18= 15 

(2) 꼭짓점의 좌표가 (1, -4)01고 점 (2, -3)을 지나는 이치함수의 

그래프와x축으|두교점을각각 A， B라하고 g축의교점을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 

• 뭘.꼭짓점의 죄표 (m， n)이 주어지는 Olxl험수의 식은 y=a(x-m)2+η의 

꿀을이용 

STEPÐ 01치힘수의 식 작성하기 

꼭짓점의 좌표가 (1, -4)이므로 y=a(x-1)?-4로 놀으면 

이 01치함수의 그래프가 점 (2, -3)을 지나므로 

a-4=-3 :. a=1 

:. y=(X- 1)2_4=장-2x-3 

STEP웬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기 

x2 -2x-3=0어|서 (x+1 )(x-3)=0 

:. x=-1 또는x=3 

x축과 이 이치힘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의 

좌표는 A( -1, 0), B(3, 0) 
g절편01-3이므로 C(O, -3)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융 '4'3=6 
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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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삼+4x-3의 

그래프와 x축괴의 교점을 각각 A， B라 

하고 g축과의 교점을 C라 하자 

점 C를 지나고g축에 수직인 직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D라 할 때， 

사다리꼴 ACDB의 넓이를 구하여라. 

@톨A빠리롤 ABCD의 넓0단(뼈+CD)XOC 

y 

x 

STEPÐ 이차방정식을 이용하여 투 점 A， B의 죄표 구하기 

이차방정식 -x2+4x-3=0에서 x 2- 4x+3=0 
(x-1)(x-3)=0 

:. x=1 또는 x=3 

:. A (1, 0), B(3, 0) 

STEP밍 01챔수의 g쩔편을 이형뼈 점 C， D의 화표구해| 

주어진 그림에서 이차함수 y=-x2+4x-3의 그래프와 

g축과 교점의 g좌표는 -301므로 C(O, -3) 
점 C를 지나고 g축에 수직인 직선이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D를 구하면 

점 D의 g좌표는 -301므로 

-x2+4x-3=-3, x 2- 4x=0 

X(X-4)=0 :. x=O 또는 x=4 

:. D(4, -3) 

STEP$ ÁfC.f리훌 ACDB의 넓이 구해l 

오른쪽그림에서 g 

AB=3-1=2, CD=401고 
(사다리꼴 ACDB의높0 1)=OC=3 ;10 1:、 、 x 
이므로 사다리꿀 ACDB의 넓이는 

융 .(2+4)'3=9 

(2) 두 01차함수y=장-2x-3， y=상-IOX+21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두그래프의 꼭짓점을 각각 A， B라 하고 이차함수 

y=삼-2x-3의 그래프와z축으| 교점을 각각 C， D라 할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x 

I웹.평행사변영 ABCD의 넓이=(밑변의 길이)X(높이) 

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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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함수의 꼭짓점과Z축고띤| 교점을구흩뼈 네 접 A， B， C， D의 

좌표를각각구하기 

ν=x2 -2，χ-3二(X2 -2X+1-1)-3=(x-1)2-40 \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A(l, -4) 

y二X'- lOx+21=(x2 → 10x+25-25)+21=(X→ 5)2→40\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B(5, -4) 

이차함수 ν=x2→2x-3으|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C， D를 구하면 

x 2-2x-3=0, (x-3)(x+1)二O

x=3 또는 x=-l 

.. C(3, 0), D( -1, 0)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 구하기 

ν 

ν=x2 -2x-3 

A(l , 1_4) 

y=x2-10x+21 

x 

B(5, -4) 

AB /l DC, AB二 DC二4이므로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다. 

꼭짓점 A， B으| ν좌표가 ←40\므로 그림과 같이 꼭짓점 A에서 

I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H라하면 AH=I-41=4 

따라서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DC.AH二4.4二 16 

035톰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A， B는 각각 

이차함수 ν=-x2 +2x+3， 

y=-상+8x-12으| 꼭짓점이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CD 8 ~ 10 
@12 @14 

@16 

.멸I’포물선으로 둘러μ멘 부분의 넓이는 각부분을 잘라서 이동시켜 
직사각형으로유도하여 넓이를 구한다 

투 01치함수의 식을 변형하여 평행이동 관계 구하기 

ν二 x2 十 2x十3二 (X-1)2 +4 :. A(l, 4) ...... Gl 

ν=-x2 +8x-12=-(x-4)2+4 :. B(4, 4) ...... (Ç) 

iτ 

즉 이차함수 @을 I축으|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차함수 @이 된다.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갖는 

도형을찾아넓이구하기 

x 

ν =-x2+2x+3 Y二二←x2+8x-12

그림과 같이 꼭짓점 A， B에서 1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 하고 

각 영역의 넓이를 SI, S2, SI'이라 하자 

두 포물선의 평행이동 관계에 의하여 SI=SI'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 SI十S2는 직사각형 ACDB의 넓이 S2十SI '과 

같다 

직사Z펌 ACDB의 넓이를 구하기 

x 

y= χ2+2x+3 y=-x'+8x-12 

Gl, (Ç 에서 A(l , 4), B(4, 4), C(l, 0), D(4, 0) 

직사각형 ACDB = AB. BD= 3.4= 12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2이다.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 

j(X)=(X-2)2, g(x)=(X-2)2 +3의 

그래프위에네점 

A(l, j(l)), B(4, j(4)), 
C(4, g(4)), D(l, g(l))이 있다. 
두 함수 g二j(x)， ν =g(x)의 그래프와 

선분 AD, 선분 BC로 둘러 싸인 부분의 

넓이는? 

CD7 ~8 @9 
@10 @11 

I를평행入뻔형으로유도뼈 넓이 구하기 

01차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하기 

μ=，R' (x) c/iy=j(x) 

$ 

함수 y=g(x)의 그래프는 함수 y=j(x)으| 그래프를 g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선분 CD와 y=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과 선분 AB와 y=j(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은 합동이다. 

y y=g(x) 

C/ /y 二j(x)

A 
01 i 

즉 y=j(x), y=g(x)의 그래프와 선분 AD, 선분 BC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사각형 ABCD의 넓이와 같다. 

평행사변형으로 바꾸어 넓이 구하기 

또한， 선분 AD와 선분 BC는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된다. 

AD=g(1)-j(1)=30\고점 A으\x조}표가 1 ， 점 B의 1좌표가 4이므로 

평행사변형 ABCD의 높이는 3이다. 

u 

즉 AD//BC， AD二 BC二 3

ν =g(x) 

CJ ，ν =j(x) 

x 

따라서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AD.BD二 3.3=9



035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함수 y=ax2 +bx+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중옳지않은것은? 

G) ab>O ~ac<O 

@ bc < 0 @ a+b+c=O 
@a+2b+4c>0 

STEPÐ 주어진 그E딴띄 개혈을 이용하여 a, b, c의 부호 결정하기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므로 a>O 
또， 축이 g축의 왼쪽에 있으므로 

-옳<0 
:. b>O(.: a>O) 
g축과 y<O인 부분에서 만나므로 c<O 

STEP (Ë)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표팽하기 

a > 0, b > 0, c < 0이므로 
G) ab>O 
~ac<O 

@bc<O 
@ j(x)=ax2+bx+c라 하면 

이차함수가 두 점 (1, 0), (-3, 0)을 

지나므로 

nU < k + 
’ 

뼈
 다 

얘
 + 
m 

= 
Ly 

-Rg 

매
 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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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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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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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
 서
혜
 
민
R
ι
 
찮
 

( 

( 

C 

A 

f 
f 

횡
 

랴
 

@ 

따
 

(2) 오른쪽그림은 

이차함수 y=ax2 +bx+c의 그래프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끼.a>O 

L. bc> 0 
C. 4a-2b+c > 0 

G), 

@L, C 

~L 

@', L , C 

Yj y=ax2+bx+c 

g • y=ax2 +bx+c 

@', C 

STEPÐ 주어진그래프의개혈을이용하여 a， b， c의부호결정하기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므로 a>O 
또， 축Oly축으| 오른쪽에 있으므로 

x=-후>0 
~a 

:.b<O(.:a>O) 
g축과 y>O인 부분에서 만나므로 c>O 

STEP잉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표뱅를}기 

기.a>O [참] 

L.b<O, c>OOI므로 bc<O [거짓] 

C. y=ax2 +bx+c의 그래프는 점 

(-2， 4a-2b+c)를 지나고 주어진 

그래프에서 x=-2일 때， 함숫값이 

O보다 크므로 4a-2b+c>0 [참] 
따라서옳은것은 " 도이다 

g 

035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이 아닌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효H각. 

(개파매--다j 

(q) 옮=-댐 
!
띔
 
으
”
뚫
퍼
。
행
 

이때 이차함수 y=ax2 +bx+c으|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팩 @월 

@ 씨 ( @ g 

$ 

@ y 

x 

STEPÐ 주어진조건물이용히여 a， b， c의부호결정하기 

0이 아닌 세 실수 a, b, cOiI 대하여 

조건 (개에서 ι{b=-ιbOI므로 

x 

a<O, b< 0 

조건 (내에서 옮-댐01뾰 
b < 0, c>O 

STEP@ a, b, c의 부호률 이용하여 y=ax2+bx+c의 파띤의 개형 
구하기 

ν=ax2 +bx+c어|서 a<OOI므로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고 

a<O， b<OOI므로-옳<0， 즉축Oly축으| 왼쪽에 있다 
또， c>OOI므로 g축과y>O인부분에서 만난다. 

g 

y=ax2 +bx+c 

x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01차힘수 y=ax2 +bx+c의 그래프가될 수 있는 

것은@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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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함수 y=ax2+b.χ+c의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함수 y=따2+bx+F 

y=c성-bx+a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적S한것은? 

@ u (g) y 

$ 

@ μ @ 

x 

@ 

x 

I 

y 

x 

STEP (j) 주어진그래흠의개형을이훨뼈 a， b， c의부호결정해| 

g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므로 

a>O 
또， 축이 g축의 왼혐| 있으므로 

-옳<0 :, b>O(': a>O) 

g축과y<O인 부분에서 만나므로 

c<O 

y=ax2 +bx+c 

x 

STEP@ 힘수 y=cx2 -bx+a의 그리{프으PH형 그2.1기 

y=cx2 -bx+a의 그래프는 c<oOI므로 

우|로볼록01고옳<001므로 
축은 g축의 왼쪽에 있으며 a>O이므로 

g절펀은양이다. 

g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이다 

$ 

0358 
오른쪽그림과같이 이차함수 y=ax2+bx+c 

의 그래프가 x촉과 두 점 (-1, 0), (3, 0)에서 

만뇨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 a, b, c는상수이다，) 

"ab > 0 
L , a+b+c>O 
C ,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점-E2; c)를자난다 

@기 (g) L @C 

@L , C @ -i, L , C 

g 

STEPÐ 주어진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흩뼈 a， b의 부호 결정하기 

이차함수 y=ax2 +bx十C으l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므로 a<O 

도 축이 g축의 오른쪽에 있보로x=-옳>0 
:, b>O(': a<O) 

STEP0 뱉개의 참， 거짓의 진위판멍흘}기 

'， a<O， b>O이므로 ab<O [거짓] 

L , y=ax2+bx+c의 그래프는 

점 (1, a+b+c)를 지나고 주어진 
그래프에서 x=l일 때， 함숫값이 

양수이므로 a+b+c>O [침] 

C ， x절편01-1， 3이므로 이차함수 

ν=ax2 +bx+c으| 그래프는 

직선 x=l에 대하여 대칭이다 

즉 x=O에서의 함슷값과x=2어|서의 

함짧이 같으므로그래프가 

점 (0, c)를 지날 때， 점 (2, c)도 
지난다[챔 

따라서옳은것은 L， C이다 

@훌펼 z의 절편을 01용뼈 풀뼈}기 

y 

x 

I 

x 

STEP밍 x혹과만나는점의잖圖가-1， 3임을이훨뼈 이~I식울작성 

하여 a, b, c 사이의 관계식 구둥}기 

주어진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므로 a<O 
그래프가 x축과만나는점의 x좌표가 -1， 3 0 1므로 

이차방정식 ax2+bx+c=0의 두 근이 -1， 3이다 

즉 ax2+bx+c = a(x+ 1)(x-3)= ax2 -2ax-3aOI므로 

b=-2a, c=-3a 

STEP0 맴개의 함， 거짓의 진위판엉하기 

', ab=a '(-2a)=-2a2 < 0 [거짓] 

L , b=-2a, c=-3aOI므로 
a+b+c=a+(-2a)+(-3a)=-4a > 0(': a < 0) [참] 

C , y=ax2+bx+c의 그래프는 점 (2, 4a+2b+c)를 지난다 
즉그래프는점 (2， c)를지난다，(，: 4a+2b=0) [참] 

따라서옳은것은 L , C이다. 



l슴뻔훌훌술체i 01차함수 

寶펀摩펀펀寶 
0359 
이차함수 y=ZX2+4x의 그래프는 y=ZX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y축의 농항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때 a+b의 값은? 

CD -5 (2) -3 @ -1 
@ 1 @ 3 

STEPÐ 주어진 01치힐수를 y=a(x-p)"+q의꼴로변형하기 

y= 2x2+4x=2(x2 +ZX)=2(x2+ZX+ 1-1)= 2(x+ 1)"-2 

STEP굉 a， b의값구흩~71 

이치힘수 y=2(X+1)2-2의 그래프는 

y=2녔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으|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a=-l, b=-2 

따라서 a+b =( -1)+( -2)=-3 

0360 
이차함수 ν=-x2+4x-3의 그래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르면? 
r~.--'-._"-------_._._-' 

, 위로 볼록한포물선이다 
L.OI차힘수y=-잠의 그래프를z축으l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범 평행이동한 것이다. 

c. 직선 x=2에 대하여 대칭이다. 
2. 최뱃값은 -301다 

CD " L 

@기， L ， C ‘ 

@ 기， c @C , 2 

@', L , C , 2 

STEPÐ 주어진 이차힐수를 y=a(x-p)"+q의 훌로 변형하기 

y=-x2+4x-3 

=-(x2 - 4x+4-4)-3 

=-(x-2)2+ 1 
@ I 

y=-x2+4x-3 

STEP밍 01차함수외 그래프의 성질률 이용흩}여 [보기]의 참， 거짓의 진위 

판Ð하기 

, 상의 계수가 -1이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참] 

g 

L. 이차함수 y=-상의그래프를z축 

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으|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참] 
C. éj)에서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x=201다 
즉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x=2에 대하여 대칭이다 [참] 

2. éj)에서 삼의 계수가음수이므로 x=2일 때， 초|랫값은 1이다.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 L , cOI다. 

y~-x2 

0361 
이차함수 y=상-ax+a으| 그래프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 a는 실수이다.) 

흙l , 점(1， 1)을지난다. 

L.X축으| 방향으로-융탬평행01동한그래프는g축어| 대칭01다. 

"01챔섣뻐Ix대신 x+융를 대입한다 
c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도록 하는Q의 개수는 1이다. 

@톨몫l점의 g좌표가 001 될 때의 Q의 값구하기 

。
피
휴
따
없
;
누
비
←
 

으
 킹
빠
k
γ
 

CD , @', L (2) c 

@ L , C @ " L , C 

STEPÐ 이차힐수외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여 맴개의 참， 거짓의 진위 
판펀하기 

'. y=x2-ax+a어1 x=l, y=l을 대입하면 
1=12-a+a 
이때 위 등식이 성립하므로 01차함수 y=상-ax+a으| 그래프는 

점 (1, 1)을 지난다. [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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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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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 

y=x2-뚱+a 

y=(x+융-융)"-찮+a 
2 a2 

=x--τ+a 

즉 이차함수 y=x2-찮+a으| 
그래프는 g축에 대칭이다. [참] 

C 이차함수 μ=x2-ax+a={x-띄2-i+Q의 꼭짓점의 좌표가 " ~ ~，~ \~ 21 4 

(으 - 효+a)이므로 꼭짓점01 x축 위에 있으려면 
2 ’ 4 

-뚱+a=O이어야 한다 

즉 a2-4a=0에서 a(a-4)=O 
:. a=O 또는 a=4 
즉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Q의 개수는 2이다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 LOI다. 

0362 
이차힘수y=상+2ax+a2 +1의 그래프의 꼭짓점과 01치함수 

y=-x2+4x+b의그래프의꼭짓점이 얼치할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값은? 

CD1 (2) 2 @3 
@4 @5 

x 

STEPÐ 이치함수룰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어 꼭짓점의 화표 구하기 

y=x2+2aα+a2 +1=(x+a)"+1의 꼭짓점의 좌표는 

(-a, 1) 

y=-싱+4x+b=-(x-2)2+b+401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2, b+4) 

STEP (Ë) 투꼭짓점이월치할때， a， b의값구하기 

두꼭짓점이 일치하므로 -a=2， b+4=1 

따라서 a=-2, b=-3이므로 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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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ν=ax2+bx+c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가 (2， 5)01고 

이 그래프가 점 (1， 4)를 지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2+b2 +c2의 값을구하여，2.f. 

STEP밍 쪽짓점의 좌표률 이용하여 이차힐수，21 식 작성하기 

꼭짓점의 좌표가 E2, 5)01므로 이차함수의 식은 y=a(x-2)2+50 I고 

점 (1， 4)를 지나므로 

4=a+5, 즉 a=-1 

STEP잉 a, b, c 9.1 값구하기 

따라서 y=-(x-2)"+5=-상+4x+101므로 b=4, c=1 

:. a2+b2+c2=(-1)2+42+12=18 

(2) 01차힘수ν--장+ax-4의그래프의꼭짓점의좌표는 (b， c)OI고 

이 그래프가 점 (1 , 1)을 지날 때， 상수 a, b, c어|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01치함수의그래프가점 (1， 1)을지낱때， a의값구하기 

이차함수 ν--삼+ax-4의 그래프가 점 (1 , 1)을 지나므로 

대입하면 

1=-12+a'1-4 
:. a=6 

STEP 4]) 상수 a， b, c2.1값구하기 
y=-x2 +6.χ-4=-(x一3)"+5에서 꼭짓점의 좌표는 (3, 5)01므로 

b=3, c=5 

따라서 a+b+c=6+3+5= 14 

r7w신힘겨V문저V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H, f(6)의 값을 구하여라i 
ν 

W!.'_m-----…--

이차함수 y=f(x)의그래프으Ix절편01-2， 4이므로 

f(x)=a(x+2)(X-4) 

이 그래프가 점 (0, -4)를 지나므로 

f(0)=-8a=-4 

:. a=융 

f(x)=융(x+2)(X-4) 

따래 f(6)=융(6+2)(6-4)=8 

036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x(x-6)의 

그래프가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 0가 아닌 
점을 A라 하고 저1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 위의 

점을 P라 하자.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일 

때，점 P의 g좌표는? 

~6 ~7 @8 
@9 @10 

STEPÐ 점 A외화표툴구하여선분OA의길이구하기 

ν=-x(x-6)에 y=O을 대입하먼 

-x(x-6)=0 :. x=O 또는 x=6 

따라서 두 점 0(0, 0), A(6, 0)이므로 OA=6 

STEP밍 밑변의 길이가 일정활 때， 높이가 최대이면 심각형의 넓이가 최대 
임을이용하기 

삼각형 OAP의 밑변의 길이는 OA=6으로 

일정하므로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높이가 최대이어야 한다 

높이가 최대일 때는 점 P가 01차함수 

ν=-x(x-6)의 그래프의 꼭짓점일 때이다. 

y=-(x2 -6x)=-(x-3)2+90 I므로 

이 그래프의 목짓점의 좌표는 (3, 9) 

따라서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일 때， 점 P의 g좌표는 9이다 

0365 

x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1, 0), (-3, 0)에서 만나고 

꼭짓점이 직선 y=x-1 위에 있을 [[H, f(5)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두 점몰 지나는 01치함수의 쪽짓첩의 좌표 구하기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1, 이， (-3, 0)에서 지나므로 

y=a(x-1)(x+3)(a 추 0)으로 놀으면 

y=a(x2+2x-3)=a(x+1)2_4a, 즉꼭짓점의 좌표는 (-1 ， -4a) 

STEP굉 함수 f(x)의콕짓점을구하여 직선에 대입하여 f(5) 구하기 

y=f(x)의 꼭짓점의 좌표 (-1 , -4a)가 직선 y=x-1 위에 있으므로 

대입하면 -4a=-1-1 :. a=융 

따E써 f(x)=융(x-1)(x+3)01므로 β5)=융(5-1)(5+3)=16 

@흩펠 두 점을 이용해 꼭짓점의 죄표를 구하여 풀이하기 

STEPÐ 01치힐수의 꼭짓점의 죠|표 구하기 
1十(-3)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ε-=-=-1이므로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으Ix좌표는 l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x-1 위에 있으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1, -2) 

STEP@ 01치험수의식올구하여 f(5)의값구훌}기 

이차함수 f(x)=a(x+1)"-2라 하면 

이차함수 y=f(x)의그래프가 (1 ， 0)을지나므로 "(-3， 0)을지낱때도킬다. 

f(1)=a( 1+ 1)2_;2=0 :. a=융 

f(x)=웅(x+ 1)2-2 

따E써 f(5)=융(5+1)2_ 2= 빠2=16 



0366 
01차함수 y=상+ax-a으| 그래프는 Q으|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를 

지난다. 점 A7f 이 고H프의 꼭짓점일 때， 상수 Q으| 값을 구뼈라. 

STEPÐ a어|표딴항등식의성질을이용해l 

y=x2 +ax-a으| 그래프가 Q으|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를 지나므로 

y=앙+ax-a를 Q어|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x-l)a+(x2-y)=001 aOlI 대한 항등식이므로 계수비교법에 의해 

x-l=O, x 2-y=0 

:. x=l, y=1 

STEP밍 01차힐수를완전자핍식으로 나타내어 꼭짓점의 화표 구하기 

즉 점 A의 좌표는 (1, 1)이고 이 점이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01므로 

y=x2+ax-a=(x+ 융)"-찮-a어|서 꼭짓점의 조뾰는 

(-으 i-a)0|므로-므=1 -i-a=1 2 ’ 4 ~r'~ 2 ’ 4 

따라서 a=-2 

0367 
일차힘수 y=ax+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중 이차함수 

y=쉰-(a+b)x+ab의 그래프의 모양으로 

옳은것은? 

@ @ 

x x 

@ @ 

z $ 

@ 

I 

STEPÐ 일치함수 y=ax+b으|그래프어|서 a， b의부호구하기 

일차함수 y=ax+b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음수이고 g절편은 양수이므로 

a < 0, b > 0 

:. ab < 0 ...... (5) 

그래프에서 x=1일 때의 g의 값이 앙수이므로 

a+b>O ...... (g 

STEP@ y=성-(a+b)x+ab의 그래프의 모양구하기 

한편 이차함수 y=x2 -(a+b)x+ab으1 \ y 

_a+b 
그래프에서 축의 방정식이 x='-' :2 vOI고 

갤호>001므로주어진 01차함수의축은 \ 10 I x 

g축으|오른쪽에있다 

g절편은 ab< 001다 

따라서 Gl，(g에 의해 그래프의 모양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멀될콸>> f(I)>O임을 이용등뼈 a, b의 절뱃값의 대소 비교뼈 풀이해| 
y=ax+b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음수이고 g절편은 양수이므로 

a<O, b>O 

또， f(x)=ax+b라 할 때， f(I)=a+b > 0이므로 
(a의 절멋값)<(b의 절랫값 

y=x2 -(a+b)x+ab=(x-a)(x-b)이므로 

y=x2 -(a+b)x+ab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1축 위의 두 점 (a, 0), (b, 0)을 지나는 포물선이다. 
이때 a <0, b >001고 (a의 절랫값:)<(b의 절랫값)이므로 그래프의 모양은 

@과같다. 

l 
。
품
}
뾰
쇼
괄
。
행
 

0368 

x 

오른쪽그림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l이고 

f(-2)=f(4)=0인 01차험수 y=f(x)의 

그래프이다. 두물음에 답하여라 

(1) 방정식 f(2x-l)=O의 두 근의 합은? 

(j) 1 ~2 

@3 @4 

@5 

x 

y 
y=f(x) 

STEPÐ 함수 f(x)의식을구하여 f(2x-l)=O의근을구하기 

최고치항의 계수가 101고 주어진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z축과 두 점 (-2, 0), (4, 이에서 만나므로 f(x)=(x+2) (X-4) 

01차방정식 f(x)=O어Ix대신 2x-l을 대입하면 

f(2x-l)={(2x-l)+2} {(2x-l)-4} 

=(2x+1)(2x-5)=0 

따래 방정식 f(2x-l)=O의 두 근은 -융， 훌01므로 
1 , 5_4 

두근의 합은-~+←-←=2 2 . 2 2 

(2) 함수 y=f(χ)의 그래프와 함수 ν=-f(x)+2의 그래프의 꼭짓점을 

각각 A， B라 하고 함수 y=f(x)의 그래프와 함수 y=-f(x)+2의 

그래프가 만나는두 점을 각각 C， D라 하자 사각형 ADBC의 넓이는? 

(j) 5피o ~10펴 @10피6 

@20피 @20피6 

@톨 口텀모의 넓01 융 x(수직인 두 대각선의 길01의 곱) 

STEPÐ 두 힘수의 꼭짓점의 화표 구하기 

f(x)=(x+2) (x-4) 

=x2 - 2x-8 

=(x-l)2-9 

이므로 y=f(x)으| 꼭짓점은 A(I, -9) 

-f(x)+2=-(X+2)(x-4)+2 

=-x2+2x+l0 

=-(X-l)2+ 11 

이므로 y=-f(x)+2의 목짓점은 B(I, 1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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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밍 투 힐수외 교점으Ix화표롤 구하여 마를모의 넓이 구하기 

두 함수 y=f(x)， y=-f(x)十2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X-l)2-9 =-(X一 1)2+11

:. x= l:t (1õ 

:. C(I-피0， 1)， D(1 + 껴0， 1) 

따라서 사각형 ADBC가 마름모이므로 사각형 ADBC의 넓이는 

한 20X2패=때(1õ 

다=γγγγ .. 
0369 
오른쪽그림은두 이차함수 

y=환2， ν=x2의 그래프이다 직선 

x=a(a>O)이두포물선 ν=찰， 

ν=x2과묘止+는점을각각 P， Q라하자. • S 

y 

점 P를 지나면서 X촉과 평행한 직선이 이 x=La z 

포물선 y=찰과 묘止는 E띈 한 점을 S라 하고 점 Q를 지나면서 

z축과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 ν=성과 묘tq는 다른 한 점을 R이라 하자 

PQ=PS일 때， 사각형 PQRS의 넓이를 구하여라. 

I뭘aPQ=Ps OI므로 사각형 PQRS는 정사각형 

STEPÐ 이차합수의 과맨의 성질률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해l 

두 이차함수 y=얄， y=짚어Ix=a를 ν 

대입하면 P(a, 융a2)， Q(a, a2) 

따=a2-환2=ta2 \ 1\ J /1바함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g축어| 대하여 

대칭이뾰 S(-a, 괄) òlÞ- ~ X 

:. PS=a-(-a)=2a 

PQ=PS이므로 

한2=2ι a2 -3a=μ(a-3)=0 

:.a=3(':a>0) 

STEP밍 사각형 PQRS의 넓이를 구하기 

사각형 PQRS는 한 변의 길이가 2a=6인 정사각형이므로 

정사Z팽 PQRS의 넓이는 6'6=36 

037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제 1사분면 

에 있는 정사Z펑 ABCD의 모든 변은 X축 

또는 g축어| 평행하다. 두 점 A， C는 각각 

이차함수 y=상， y=한2의 그래프 위에 

있고， 점 A으Iy좌표는 점 C의 g조}표보다 

크다.AB三조윌땐， 점 A의 x조f표와 

g조f표의합은? 

G) 9 ~10 @11 
@12 @13 

를야한 변의 길이7fl인 정AI각형율 이용효다 

g 

x 

STEP밍 점 A의 X좌표를 t라 하고 점 C의 화표툴 t로 나타내기 

이차함수 y=상의 그래프 위의 점 A의 g 

X좌표를 t라 하면 A(t, t2)01다. 
점 A의 x조}표가 tOI고 정사Z볍 

ABCD의 한 변의 길01가 1이므로 

점 C의 x좌표는 t+ l 

:. C(t+ l , t2-1) 

STEP굉 t의값구흘.'1 

점 C가 01차함수 y=융x2의 그래프 위의 점01므로 

t2 -1=융(t+ l)2 

2t2-2=t2+2t+l, t2-2t-3=0 

(t+1 )(t-3)=0 
:. t=-1 또는 t=3 
이때 점 A는제 1사분면 위의 점01므로 t>O 

:. t=3 

STEP~ 점 A의 1화표와g조}표으|합구하기 

점 A의 x좌표는 301고 g좌표는 32=9이므로 A(3, 9) 

따라서 점 A의 x조}표와 g좌표의 합은 3+9=12 

rwv신명져V문저V 
오른쪽 그림과같이 두 함수 

y=-(X-l)2+1, y=X2의 그래프 

위에 각각 점 A와 C를 직선 y=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와D를 잡아 

사Z병 ABCD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히였다. 이때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는?(단， 점 A, B, C, D 

의 z조t표는 양수이다) 

@똥-1 
@돼-1 

~{5-2 

@3-펴 

y 

@2-펴 

..........• 멜 •.......... 

점 C으| χ조}표를 Q라 하면 점 C의 조뾰는 (a, a2)이 된다 

그런데 사zt형 ABCD가 정사각형01고 두 점 B， D가 

직선 y=x 위의 점이뾰 점 B의 좌표는 (a2, a2) 

점 D의 조딴는 (a, a), 점 A의 좌표는 (a2, a)가 된다. 
한편 점 A가콕선 y=-(x-l)2+1 ...... éj) 

위의 점01뾰 A(a2, a)를 @으l 식어| 대입하면 

a=-(a2-1)2+1 ...... (Ç) 

Q의 식을 a에 관하여 정리하면 

a4 -2a2+a=0 
조립제법의 인수분해하면 

a(a-l)(a2+a-l)=0 

이때 Q 수 0, a 추 1(': B, D는 서로 다른 점)이므로 

-1+ 45 a2 +a-l=0에서 a= -~-윤으 (η. a> 0) 

따라서 정사Z병의 한 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a-a2= a-( -a+ 1)= 2a-l=돼-2 

x 

$ 



0371 
이차함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개 /(1)=0 

(나) 모든 실수 Z에 대하여 f(x)르/(3)이다. 

[보개에서 옳은 것묘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ï. /(5)=0 

L. /(2)</(융)</(6) 
1::. /(O)=k라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 /(x)=kx의 두 실근의 합은 

1101다. 

CD ï ~ 1:: @ ï , L 

@ L , 1:: @ ï , L , 1:: 

I뭘.모든 실수z어| 대하어 /(x)르/(3)을 만족하므로 /(3)이 최슷값을 가진다. 

STEPÐ 01치힐수외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기 

조건 (내에서 이차함수 /(x)는모든 

실수$에 대하여 /(x)는/(3)01므로 

이차함수 y=/(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같다. 

즉 함수 /(x)는 x=3에서 최솟값을 

갖는다. 

STEP딩 ï , L의 참， 거짓의 진위판E땀t'l 

ï 이차함수 y=/(x)의 그래프가 직선 x=3 

에 대하여 대칭이고 조건 (가)에서 /(1)=0 

이므로 /(5)=0 [참] 

L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x)의 

그래프가 직선 x=3에 대하여 대칭이고 

O빼로볼록01므로 /(2)<채)</(6) [챔 

y 
y=/(x) 

y 
y=/(x) 

/(2) 

STEPG 방정식 /(x)=삶률구하고근과계수외관계를이용흘}여 I의 

침임을판벌하기 

1:: ï에서 /(x)=O의 두 근011， 501므로 

/(x)=a(x-l)(x-5)=a(x2- 6x+5) 

=ax2-6ax+5a (단， a>O인 실수) 

이때 /(O)=k에서 k=5a 

/(x)=kx에서 ax2-6ax+5a=5ax 

X2-11X+5=0(': a>O) 
즉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실근의 합은 11이다 [참] 

따라서 옳은 것은 ï , L , 1:: 01다. 

0372 
오른쪽그림과 같이 평평한지면 위에 있는 

두 지점 A， B사이의 거리는 6mOl다/ 꾀 

두 지점 A， B에서 각각4.5m，1.5m떨어진 / 3r펙 

C지점에 지면과수작으로높01가 3m인 기둥이 I ;1 

세워져 있다.A지점에서 쏘아올린 공이 포물선 I 3m 

모양으로날아기둥의 꼭cH71어써 지먼에 쩍 A “ i 꼬-앨 
으로3m 위엔 P지펌을 지나 B지점에 딸어졌다'<o.iJlll l.:Jm 

이 공이 가장높이 올라갔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단， 포물선의 

축은 지면에 수직이고 공의 크기와 기둥의 굵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CD 7.5m ~ 8m @ 8.5m 
@9m @9.5m 
I뭘.포웰을좌표평면 위에 나E배어 꼭짓점의 g죄표구하기 

STEPÐ 포물선인 이차함수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지점이 원점 0 , y 

선분 AB가x축 위에 오도록 좌표평면 

위에 풀으면 세 지점 B， C， P의 좌표는 

각각 B(6, 0), C(요 이 P(요 아이고 
\2 ’ /’ \2 ’ / 

세 점 O， P， B를 지나는 포물선을 

이차함수 y=a(x-p)2+q라 하면 

이차함수 y=a(x-p)2+q의 축의 방정식은 

x=301므로 p=3 

:. y=a(x-3)2+q 

STEP밍 01차힐수외 식 구하기 

이차함수 y=a(x-3)"+q으|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므로 

0=a(0-3)2+q 

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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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a+q 
@ 

$ 

01차함수 y=a(x-3)"+q의그래프는점 P(융， 6)을지나뾰 

6=a(용-3)"+q 
6=용a+q ...... (Q 

G>，(Q을 연립뼈 풀면 a=-용， q=8 

즉포물선에 해당등받 이차함수의 식은 y=-t(X-3)2+8 

STEPG 곰이 가장높이 올라갔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구하기 

01차함수 y=-흉(X-3)2+8은 x=3일 때， 최뱃값 8을 강는다 
따라서 공이 가장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는 8mOl다. 

0373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8m, 높이가 9m인 

건물이 있다. 어떤 사람이 건물 중앙으로부터 

4m떨어진 A지점에서 건물 정면을 항해 

건물 반대편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을 
던지려고 효빠.01때 지상으로부터의 초고점 

이 최소 몇 m가 초과 되도록 공을 던져야 

하는가?(단， 던지는 사람의 키와 바람의 

영향은무시효tCf.) 
CD 10m ~ 12m @ 14m 
@16m @18m 
.뭘.포물선을좌표평면 위어| 나타내어 꼭죠엠의 g좌표구하'71 

STEPÐ 포물선인 01치험수률 조}표평면에 나타내어 식 구하기 

A지점을 좌표평면의 원점이라 하면 

폭이 8m, 높이가 9m인 건물은 01치함수 

y=ax(x-16)에 내접하는 직사Z펑이다. 

이때 점 (4， 9)를 지나므로 이차함수에 

대입하면 9=-48a 

'. a=-효 '. y=-효X(X-16) 16 .. Y- 16 

g 

12 16 x 

STEP밍 치상으로부터의 최고점 구해l 

y=-효x(x-16) 
16 

=-효(X2-16x) 16 

=-옳(x~8)2+12 

따라서 x=8일 때， 최고점으Iy값은 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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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4 
이차함수 ν=x2-앓+k+i의 그래프는 X촉과 만L교， 이차함수 

y=상+2x+k의 그래프는 t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STEPÐ 이치합수와 01차방정식의 관계에 의한 표벌식 구하기 

( i ) 이차함수 y=x2-3χ+k+ i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려면 01차방정식 

상 앓+k+ -t=O의판별식을 D，이라할때， D，르 O이어야하뾰 

D, =( -3)2_4( k+ -t)=9-4k-1 =-4k+8 르 0 

:. k 드 2 

(ii) Ol~띔수y=상+2x+k의 그래프는x축과 만q:A 1 잃R으려면 이치방정신 

x2+2x+k=0의 판별식을 D2라 할 때， D2 <0이어야 하므로 

량=(-1)2-k <0， 1-k<0 
:. k> 1 

STEP@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해| 

( i ), ( ii)를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l<k 드 2 

037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y=잠+(a-1)x+1-a의그래프가 x축과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Q의 값의 합은? 
G) -4 (2) -3 @ -2 

@-1 @ 2 

STEPÐ 01차험수와 01치4방정식의 관계에 의한 표벌식 구하기 

이차함수 y=x2 +(a-1)x十 1-a의 그래프가 z축어| 접하므로 

01차방정식 x 2+(a-1)x+1-a=001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 D라 하면 D=O이어야 한다 

D=(a-1)2-4(1-a)=0 

STEP(}) 모든실수 Q의값의합구하기 

a2+2a-3=0, (a+3)(a-1)=0 

기• a=-3 또는 a=l 

따라서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3+1=-2 

f7w싣힘겨V문저V 
이치함수 y=삼+2ax-b2-2a+6b- 1O의 그래프가X축에 접할 때， 

실수 a, b의 합 a+b의 값은? 
G) -2 (2) -1 @ 0 
@ 1 @ 2 

.-------------.... 
STEPÐ 01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에 의한 판별식 구하기 

이차함수 y=장+2ax-b2 -2a+6b-10의 그래프가 z축Oll 접하려면 

01차방정식 x 2+2ax-b2-2a+6b-10=001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용= a2-( -b2-2a+6b-10)=0 

.. 삼+b2 +2a-6b+10=0 

STEP@ 실수A， B에서 IAI+IBI=oOI면 A=B=O임을 01，훨}기 

a2 +b2 +2a-6b+10=0에서 (a +1 )2+(b-3)2=0 

a， b는실수이므로 a+1=0， b-3=0 

따라서 a=-l, b=3이므로 a+b=2 

(2) 이차함수 y=삼-4x-k-4으| 그래프가 z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룩 하는 실수 k의 최솟값은? 
G) -10 (2) -8 @-6 
@-4 @-2 

I뭘.01j; 1함수 y=ax'+bx+c의 그.2.>>프가 X촉과 적어도 한점에서 많다 

0+ 01차방정식 ax'+bx+c=O의 실근을 갖는다 ‘ 01차방정식 ax2+bx+c=0의 D 즈 001다 

STEPÐ 이차함수와 01차방정식의 관계 이해하기 

이차함수 y=x2-4x-k-4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차방정식 x 2- 4x-k-4=001 실근을 갖는다. 

STEP@ 이차방정식이 실근올 가질 조건 구하기 

이차방정식 성-4x一k-4=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르 0이어야하므로 

몽=(-2)2_ 1-(-k-4)=k+8 츠 0 

:. k 르 -8 

따라서 k의 최솟값은 -801다. 

0376 
이차함수 y=x2-2(a+k)x+k2+2k+b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 

겐웹 항상첼엔절할땐? 상수 a, b어| 대하여 a+b의 값을구S뼈라. 
를렘101j;1방정식의 중근과 항왕!의 겨|수1:1 1교법을 01용응뼈 구효빠. 

STEPÐ 01치함수가x혹에 첩하므로 판별식 D=O일을 이용하기 

이차함수 y=상-2(a+k)x+k2 +2k+b가 x축에 접하려면 

01차방정식 앙 2(a+k)x+k2+2k+b=001 중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D=O이어야 한다. 

용=(a+k)2-{k'+앓+b)=O 

:. (2a-2)k+a2-b=0 

STEP@ kOlI 표한항휠의 성질릎 01용흥뼈 a， b의 값구해| 

(2a-2)k+a2-b=001 실수 k으|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2a-2=0, a2-b=0 .. k에대한항등식이다. 

따라서 a=l , b=l이므로 a+b=2 

037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y=3x2 -ax+b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1， 2가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의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01차힐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 이해하기 

이차함수 ν= 3x2-ax+b의 그래프와 z축과으| 교점의 x조}표가 

-1， 2 0 1므로 -1， 2는 이차방정식 3x2 -ax+b=0의 두 근이다. 

STEP@ 이차방정식의근과겨|수의관계률이용하여 a， b의값구하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1+2=융， (-1)'2=흉 
따라서 a=3, b=-6이므로 ab=-18 

(2) 이차함수 y=녔+αx+a의 그래프가 Z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실수 a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치함수와 이치방정식의 관계 이해하기 

이차함수 g二x2十ax+a으|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α， 0), (ß, 0)이라하면 두점사이의 거리가 501므로 |α 에=5 

이 식의 앙변을 제곱하면 (α-ß)"二 25 

이때 α， ß는 이차방정식 χ2+ ax+ a =0의 두근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a， αB二 Q 

(α←ß)2=(α+ß)2←4αß=25 

실수 Q으| 모든 값의 합 구하기 

:. a2-4a-25=0 
따라서 모든 Q으| 값들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4이다 

0378 
이차함수 g二x2 -ax+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01차함수 

ν=상+bx-a의 그래프와 x축과의 

두교점사이의거리는? 

0) 1 Ø2 

@펴 @4 

@2{5 

ν1ν=x2 -ax+b 

01차힘수ν=x2-ax+b으| 그래프를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이차함수 ν=x2 -ax+b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4, 0), (1 , 0)이라 하면 이차방정석 짚-aχ十b二 0의 두 근은 4， 1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4+1=a, (-4)'1 二 b :. a=-3, b=-4 

y=x2 +bx-a의그래프와z축과의두쿄접사이의거리구하기 

이차함수 y=녔十bx-a， 즉 ν =x2←4x+3의그래프와 x축으|두교점의 

x좌표는 이차방정식 짚←4x+3=0으| 근이므로 

x 2- 4x+3=0, (x-1)(x-3)=0 :. x二 1 또는 x=3 

따라서 이차방정식 y=x2←4x+3의 그래프가 z축과의 두교점 사이의 

거리는 3-1=2 

0379 
이차함수 y=ax2 +bx+c으| 그래프는 꼭짓점의 좌표가 (1 , 8)01고 

z축과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선분 AB의 길이가 4일 때， 

상수 a, b, c의 곱 abc를 구하여라. 

이차함수으Ix축과의 쿄점의 좌표를 구하여 식 작성하기 

이차함수 y=a상十bx+c의 꼭짓점의 좌표가 

(1 , 8)이고 AB二401므로축은 χ=101고 

두 점 A， B으| 좌표는 각각 (-1 , 0), (3, 0) 

즉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이차함수는 g二 a(x+1)(x-3) 

二 ax2← 2aυc-3a ...... Gl 

꼭짓점의 좌표가 (1 ， 8)인 이차함수의 식을 작성뼈 a, b, c의 
값구하기 

이때 꼭짓점의 좌표가 (1 , 8)인 이차함수의 식은 

g二 a(x-1)2+8=ax2 -2ax+a+8 ...... (Ç) 

Gl, ι 에서 ax2 -2ax+a+8二 a(x+1)(x-3)=aχ2_2ax-3α

a+8二 3a에서 a=-2 

따라서 이차함수가ν=-2상+4x+601므로 a=-2， b=4, c=6 

'. abc=-48 

I률뀔 두근의 i털 이용빼 풀이하기 

꼭짓점의 화포E가 (1 ， 8)인 이치함수의 식을 작성하기 

꼭짓점의 좌표가 (1 , 8)01므로 01차함수의 식은 

g二 a(x-1)2+8 =ax2 -2ax十Q十8=ax2十bx+c(a < 0) 

'. b=-2a, c=a+8 ...... Gl 

AB二 4를 이용하여 a, b, c으| 값 구하기 

이차방정식 ax2 +bx十C二 0의 두 근을 a, ß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R=-3， αß=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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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α β1=401므로 

(α-β)2二(α +ß)2-4αß=16

(-!)'-~ -!) 二 16한4ac = 16a2 ...... (Ç) 
a/ a 

@을 。에 대입하먼 4a2-4a(a+8)= 16a2 

32a=16a2 :. a=-2(": a<O) 

@에서 b二 4， c=6 

따라서 abc=-2'4'6=-48 

0380 
직선 y=x+a는 이차함수 y=x2 -3x+1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 

서 만나고， 이차함수 y=x2-X+4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 

이때 실수 Q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차방정식이 서로 디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직선 ν二x+a는 이차함수 y=x2→3x+1으|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므로이차방정석 x2 -3x+1二x+a 

즉 x2-4χ十 l←a=O으| 판별식을 DjOI라하먼 

똥=( _2)2 • (1 • a)>O :.a>-3 ...... Gl 

이차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또한， 직선 y=x+a는 이차함수 ν=x2→x+4으| 그래프와 만나지 않으므로 

이차방정식 x 2-x+4=x+a 
즉 x2-2x+4-a二 0 으| 판별식 D2라 하면 

광=(-1)2-(4-α)<0 
:. a < 3 
따라서 Gl，(Ç)에 의하여 3<a<3 

~ 
@ 

0381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ν =-ZX2+5x의 그래프와 직선 ν=2x十k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멋값은? 
3-8 

3)2 

@ 

@ 

3-4 

퍼
←
8
 

@ 

@ 

9 @ 
8 

01차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차함수 y=←2삼+5x의그래프와직선 y=2x+k가적어도한점에서 

만나므로 01차방정식 • 2x2+5x=2x+k 

즉 2x2 -3x十k=OOI 실근을가지므로판별식을D라하면 
D 르 001어야한다. 

D=(→3)2_4 ' 2 ' k 는 o :. k 드융 

따己써 실수 k의 초|뱃값은 융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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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함수 y=짚-2ax+a2 -1의 그래프가 Q으| 값에 관계없이 직선 

y=mx+η과 절할땐， 상수 m， n어| 대하여 m2+η2의 값은? 

G) 1 (g) 3 @5 
@8 @9 

I뭘.01:<:밤정식의 중근과 향황!의 계수비교법을 O용뼈 구효빠. 

STEPÐ 01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치함수 y=x2 -2ax+a2-1의 그래프와 직선 y=mx+η01 접하므로 

이차방정식 x2 -2ax+a2-1=mx+η 

즉 x 2-(2a+m)x+a2-1-n=001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D라하면 D=O이어야한다. 

D=(2a+m)'-4(a2 -1-η)=0 

:.4ma+(m2+4+4n)=0 

STEPC]) a어| 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흘뼈 m, η의 값구를t7 1 

이 식이 Q으|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4m=0， m2 +4+4η=0 

위의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m=O, η=-1 
따라서 m2+η2=02 +( _1)2= 1 

0382 
이차힘수 y=x2-2x+k으| 그래프와 직선 y= 2x-1의 교점의 개수를 

f(k)라 할 때， 다음 중 함수 y=f(k)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g) f(k) 

3 k 0 3 k 

@ f(k)• @ 

k 01 2 k 

@ 

k 

STEPÐ 이차방정식의 표뻗식 나타내기 

이차함수 y=상-2x+k의그래프와직선 y= 2x-1의교점의개수는 

01치방정식 x 2- 2x+k= 2x-1 

즉 x2-4x+k+1=0의 실근의 개수와 같으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용=( -2)' -(k+ 1)= -k+3 

STEP잉 과점의개수 f(k)의값률구하여그래프그리기 

( i ) 용=-k+3>0， 즉 k<3일 때， 
실근의 개수는 201므로 f(k)=2 

( ii) 용=냉+3=0， 즉 k=3일 때， 
실근의 개수는 1이므로 f(k)=l 

g 

y=f(k) 

1f-----……-----+ 

( iii) 용=-k+3 <0， 즉 k>3일때， 이 3 

실근의 개수는 0이므로 f(k)=O 

따라서 y=f(k)의 그래프의 개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번이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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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3 
이차함수 y=2x2 +3x+1의 그래프와 직선 y=ax+b의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2， 3일 [대，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두 식을 연립한 이차방정식을 구하기 

이치함수 y=2상+3x+1와 직선 y=ax+b의 두 교점으Ix조}표는 

이차방정식 2성+3x+1=ax+b의 두 근이다. 

STEP C]) 01차방정식의근과겨뿜l 관계를 01용뼈 a， b으l 값구해l 

이차방정식 2x2 +(3-a)x+1-b=0의 두 근이 -2， .3이므로 

근과계수관계에의하여 

(두근의 탬=-2+3=-뜰뜨 
:. a=5 

_l-b 
(두 근의 곱)=(-2) • 3 -E-

ν=ax+b y= 2x2+ 3x+1 

'. b=13 
따라서 a+b=18 x=3 

038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y=성-6x+12으|그래프가직선 y=ax+8과서로다른 

두 점 A(Xl, Yl), B(x., y2)에서 만난다. X， +x2=12일 때， a으| 

값은? 
G) 2 

@8 

(g) 4 
@10 

@6 

STEPÐ 두 식을 연립한 이차방절식을 구하기 

이차함수 y=x2 -6x+12와 직선 y=ax+8의 교점으Ix조}표 X" X2는 

01차방정식 x2-6x+12=ax+8으| 두 실근이다. 

STEP잉 이차밤웹21 근과 계수외 관계률 이용흘|여 a21 값구해| 

즉 앙-(6+a)x+4=0의 두 근이 X" X2이므로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X,+ x 2=6+a=12 

따라서 a=6 

(2) 01차함수 y=상+4x+3의 그래프와 직선 y= 2x+k는 서로 다른 

두 점 A(Xl, y ,), B(X2, y2)에서 만난다.I X2-Xll=4일 때， 상수 

k의값은? 

G) 2 (g) 4 @6 

@8 @10 

STEPÐ 투 식을 연립한 이차방정식을구흩}기 

이차함수 y=삼+4x+3의 그래프와 직선 y= 2x+k의 교점의 z좌표 

X" X2는 01차방정식 x2+4x+3= 2x+k 

즉 성+2x+3-k=0의 두 실근이다. 

STEPC]) 01차방정식의 근과 겨|수의 관계롤 이용하여 Q의 값구하기 

x2+2x+3-k=0의 두 근이 X" X2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X，+X2=一2， X,X2=3-k 
@ 

k 

이때 I X2-Xll=4의 양변을 제곱하면 (X2-Xl)'= 16 

즉 (X2-X,)'=(X,+X2)'-4x,X2=16 ...... (g 

@을 @에 대입하면 (-2)2_ 4(3-k)= 16 

4k =24 :. k=6 



038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오른쪽그림과같이 

이차함수 y=녔+ax+b으| 그래프는 

직선 y=4x-3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중 한 점의 x조}표가 1+ 돼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을 

구하여라. 
I뭘. 계수가유리수인 01차방정식 ax2 +bx+c=0으| 한근이 p+q!짜이먼 

p-q1m도근01다 (단， q 추 0， 1m은무리수) 

ν =4x-3 

두 식을 연립한 01차방점식을 구하기 

이차함수 y=상+ax+b으| 그래프와 직선 ν=4x-3으| 교점으Ix조f표는 

이차방정식 x2 +aχ+b=4x-3 

즉싱+(a-4)x+b+3=O으| 실근과같다. 

이차방정식의 컬레근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이때 이차방정식의 계수가 모두 유리수이고 한 근이 1+ 돼이면 

다른 한 근은 1 피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1+ 돼)+(1- 패)=2=-(a-4) 

:. a=2 

(두근의곱)=(1+돼)(1 돼)=-2=b+3 

:. b=-5 
따라서 a-b=2-(-5)=7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수 a, b에 g 

대하여 두 이차함수 y=x2-3x+1 

과 y=-x2+ax+b으| 그래프가 

만나는두점을각각 P， Q라하자 

점 P의 X좌IDf1- 껴일 때， 

a+3b으| 값을 구하여라 
x 

y~-x2+ax+b 

두 식을 연립한 01차방정식을 구하기 

9 

x 

y=-χ2+ax+b 

이차함수 ν-녔+ax+b의 그래프와 이차함수 ν=x2 -3x+1으| 

그래프의 교점으Ix조}표는 이차J방정식 -삼十ax+b=상-3x+1 

즉 2상 (3+a)x+1-b=O의 두실근이다. 

01차방정식의 컬레근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a, b는 유리수이므로 한 근이 1-β이면 나머지 한 근은 1+{2 

이때 이차방정식 2x2 -(3+a)x+1-b=O의 두 근이 

1- {2,1+ 피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으| 합)=(1- 피)+(1+ 피)=2=폼α 

:. a=l 

(두근의곱)=(1- {2)(1 +피)=-1=념k 
:. b=3 
따라서 a+3b= 1+3'3=10 

오른쪽그림과같이곡선 ν=상 Q와 ν 

직선 y=bx가만나는두점을 P， Q라 ν=x--a 

한다 점 P으Ix조f표가펴+1일 [대， 
ab의값을구하여라. 

(단， a， b는 유리수) 

y=bx 

$ 

。
-
”
많
뻐~
y
-
부
 。
-
”
-
빠
”
γ
 

01차방정식의 컬레근을 이용하여 a, b으| 값 구하기 

a, b가유리수01므로한근은 1+ 펴이면 다른한근은 1-댐이다 

이차방정식 x2 -bx-a=O으| 두 근이 1- {5,1+ 돼01므로 

근과계수의관계에의해 

(두근의 합)=(1+펴)+(1- 펴)=2=b :. b=2 

(두근의 곱)=(1+펴)(1- 피)=-4=-a :. a=4 

따라서 ab=4' 2=8 

이차함수 y=x2 -2χ+3의 그래프와 직선 y=ax+b의 교점의 z좌표는 

이차방정식 x2 -2χ+3=ax+b 

즉 x2 -(2+a)x+3-b=O으| 실근과 같다. 

이치방정식의 컬레근을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01때 a， b가 유리수이므로 01차방정식의 한 근이 2+ {2이면 

다른 한 근은 2-피01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 )=(2+ 퍼)+(2- 피)=4=2+a :. a=2 

(두 근의 곱)=(2+ 피)(2- 피)=2=3-b :. b=l 

따라서 a+b=2+1二3

0386 
다음 물음에 듭h하여라. 

(1) 이차함수 y=녔+2x-3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구하여라. 

두 식을 연립한 이차방정식을 구하기 

직선의 기울기가 2이므로 y=-2x+a로놓으면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하므로 이차방정식 삼+2x-3=-2χ+a 

즉 x 2+4x-3-a=OOI 중근을 가진다.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짐을 이용하여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D=O이어야 하므로 

용=4-(-3-a)=O :. a=-7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ν=-2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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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 이차함수 y=-싱十2x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ν= χ+1어| 

평행한직선의 방정식은 ν =ax+bOI다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여라. 

E!.1t Ái로 평행한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므로 직선 y=-x+1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ν=-x+b로 놓을 수 있다 

두 식이 평행함을 이용하여 직선의 기울기 구하기 

직선 ν=-x+1에 직선 y=ax+b가 평행하므로 직선의 기울기는 -1 

즉 Q二 -1 

01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짐을 이용하여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ν二 -χ+b가 이차함수 y=-상+2x의 그래프에 접하므로 

이차방정식 x2十 2x二 x+b 

즉장 3x+b=001 중근을가진다.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D=oOI어야 하므로 

D二9-4b=0 :. b=용 

즉구승는직선의 방정식은 ν=-x+용 
9 5 

따라서 a=-l，b=t이므로 a+b=-l+~= 4 4 

038￦ 
이차함수 ν=x2 -x으| 그래프 위의 한 점 P에서 직선 ν=χ 5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a, b)라 할 때， a+b의 값은? 

(j) 1 ~2 @3 

@4 @5 

톨휠I 곡선과 직선 Átol의 거리의 초앉값은 그 직선과 접하는 직선 Átol의 거리와 

같서각. 

ν =x2 -χ에서 ν=χ 5에 이르는거리가최소가되는절의 

위치구하기 

이차함수 y=x2 -x와 적선 ν=x-5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직선 g二x-5와 기울기가 같으면서 

y二x2 -x에 접하는 직선을 g二x+k

라 할 때， 이 직선에서 y=χ 5에 이르는 

거리가 구하는 최솟값이다. 

u ν 二二 x2 -x

1/ 

이치방정식이 중근을 가짐을 이용하여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한편 g二x2 -x와 g二x+k가 접하는 점이 POI므로 

이차방정식 z2-z=1十k

즉 x2 -2x-k=0 ...... ô) 

이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D=OOI어야 한다. 

몽二( 따k=O :. k=-l 

거리가 최소인 점 P으| 화표 구하기 

이때 접점 P는 @에 k=-l을 대입하면 

x 2-2x+1=0, (X一 1)2=0 :. x=l 

χ=1을 y=x2-x어| 대입하면 ν二 001묘로 접 P(l , 0) 

따라서 a+b= 1+0= 1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최솟값 구하기 

거리의 최솟값은 직선 y=X-l과 직선 ν=x-5 사이의 거리이므로 

y=x-1 위의 한 점으로부터 직선 x ν←5二 0에 이르는 거리와 같으므로 

임의의 한 점을 (0, → 1)로 하면 구하는 최솟값은 

‘-[3단원] 도형의 방정식에서 공부한다. 

0388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부분의 폭이 4m, 

높이가 4m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그 효쩔 끝에 있는 높이 9m인 가로등이 

가로등 

설치되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내는포물선의 
식을구하여라. 

(2)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내는 포물선과 

가로등의 불빛이 접할 때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여라. 

(단， 그림자의 길이는 가로등에서부터 시작된다.)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내는 포물선의 식 구하기 

(1) 포물선의 꼭짓점의 좌표가 (2， 4)01므로 g 

포물선의식을 

ν=a(x-2)2+4 (a < 0)로 놀으면 
이때 이 포물선이 원점 (0， 0)을 

지나므로 0=a(0-2)2+4 

:. a= • 1 

따라서 구하는 포물선의 식은 ν =_(X-2)2十4

조형물의 그림자의 길이 구하기 

(2) 가로등의 불빛이 접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ν二mx+9(m < 0)로 
놀으면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에서 ν를 

소거하면 -(x • 2)2+4=mx+9 

x 2+(m-4)x+9=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m-4)2-4 . 1. 9=0 

m2• 8m • 20=0, (m→ 1O)(m+2)二 0

:. m二 10 또는 m二 2 

ν 
9 

그런데 m<O이므로구하는직선의 방정식은 y=-Zx+9 

맨}서 이 직선으Ix절편에용， 이01멀 그림X띤| 길01는 용m 

0389 

x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ν ν =g(x) 

f(x)=x 2+ax+3, g(x)二 2x+b의 

그래프는 두 접 A， B에서 만난다. 점 A의 

z조}표가 1이고， 점 B으Ix좌표는 4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구하여라 

4 x 

교접으Ix조}포￡가 1 ， 4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하기 

두 할수 f(x)=삼+ax+3， g(x)二 2χ+b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x 2+ax+3 二 2x+b어|서 
χ2+(a-2)x+3-b二 o ...... Ô) 

주어진 그림에서 @의 두 근이 1 ， 4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1+4=-(a-2), 10 4=3-b 

:. a=-3, b=-l 

두점사이의거리구하기 

f(x)=성 3x+3, g(x)二 2x-101고 두 합수 y=f(x), ν =g(x)의 
그래프의 교점으| χ좌표는 1 ， 4이므로 A(l ， 1), B(4, 7) 

따라서 뾰콰(4-1)2+(7-1)2=3펴 



0390 
직선 y=x-k가 01치함수 y=상-6x+l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 

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굉일 때， 실수 k의 값은? 

~1 ~2 @3 
@4 @5 

STEPÐ 교점으Ix화표률 α， ß로놓고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툴 

이용훌}기 

직선 y=x-k와 01차함수 y=x2-6x+l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 a-k), (ß, β-k)라 하면 
이차방정식 x 2- 6x+l=x-k 

즉 x2 -7x+l+k=0의 두근01 a, β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β=7， αß= 1+k ...... (J) 

STEP(Ë)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k으| 값 구하기 

이때 주어진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α， a-k), (ß, ß-k) 

사{)I의 거리가 5퍼01므로 

~(α-β)2+(a-k-ß+k?=5껴 
양변을 저|곱하여 정리하면 

(α-ß)2=25 

:. (α+β)2_4α'ß=25 ...... (Q 

@을 Q에 대입하면 49-4(1+k)=25 

따라서 k=5 

0391 
이차함수 y=상-5x+5의 그래프와 직선 y=x+k가 두 점 P， Q에서 

만난다 점 P의 x조}표가 2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STEPÐ 점 Q으| 죠|표를 구하기 

이차함수 y=x2-5x+5으| 그래프와 직선 y=x+k의 교점이 P, QOI므로 

두 점 P， Q으Ix조f표는 01차방정식 x2-5x+5=x+k 

즉 x 2- 6x+5-k=0 
의두근과같다. 

• ••• (J) 

1 # x ‘ 4 
i x 

이때 점 P의 x조田i가 201므로 @의 한 근이다 

22-6.2+5-k=0 
:. k=-3 
k=-3을@에 대입하면 

x 2- 6x+8=0, (x-2)(x-4)=0 

:. x=2 또는 4 

즉 점 Q으Ix좌표는 4이므로 Q(4, 1) 

STEP잉 선분 PQ의 길이 구하기 

두 점 P， Q가 직선 y=x-3 우|의 점이므로 

P(2, -1), Q(4, 1) 

.. 따=따그강{1-(-IW=2피 

0392 
오른쪽 그림은 최고치항의 계수가 101고 

f( -2)=f(4)=0인 01치함수 y=f(x)의 

그래프이다. 

방정식 f(2x-l)=O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g 

x 흙I 
으
b”
-
따
써
따
~
4비
}
 
。
-
”
멘k
γ
 

STEPÐ 최고치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의 식 구하기 

초|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주어진 이차함수 ν=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2, 0), (4, 0)에서 만나므로 

f(x)=(x+2) (x-4) 

STEP@ f(2x-l)=O의 투근의 합구흥~71 

이차방정식 f(x)=O어Ix대신 2x-l을 대입하면 

f(2x-l)={(2x-l)+2} {(2x-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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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방정식 f(강-1)=0으| 투근은-감는훌 
1 , 5_4 

따라서두근의합은 -1c+*=~=2 2 '2 2 

얻홉웰 2x-l=t로놓고휠|하기 

2x-l=t로 풀으면 f(t)=(t+2)(t-4)=0의 두 근을 

a=-2 또는β=4라하면 

이때의 x의 값을각각 Xl， X2라고하면 

-α+1 __ β+1 "l rI::::I _ 1 __ α+β+2 -2+4+2_ 
Xl= LC 2 ~， X2=" :2 ~ 01므로 Xl+X2=~ε----강-←=2 

~싣힘겨V문저V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y=f(x)의그래프가오른쪽 ν 

그림과 같을 때， x어| 대한 방정식 

f(2x-3)=0으| 두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y=f(x) 

$ 

(2)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x어| 대한 방정식 

f(X+l)=O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z 

--------------------

(1) 함수 ν=f(x)의 그래프는 z축과 두 점 (1, 0), (2, 0)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하므로 f(x)=a(x-l)(x-2)(a > 0)로 놓는다. 
:. f(2x-3)=a(2x-3-1)(2x-3-2) 

=2a(x-2)(2x-5) 

f(았-3)=0에서 x=2 또는 x=흉 

따라서 f(2x-3)=0의 두 실근의 합은 2+ 흉=융 
(2) 01차방정식 f(x)=O으| 두 근을 α， β라 하면 

y=f(x)의 그래프에서 축01 x=IOI므로 α+ß=2 

f(x+l)=O의 두근은 x+l=a， x+l=ß에서 

x=α-1 또는 x=ß-l 

따라서 (α-1)+(ß-l)=(α+β)-2=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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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3 
이차함수 ν=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x어| 대한 방정식 f(x+a)=O의 

두 실근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Q의 값은? 

CD-4 ~-3 

@-2 @-1 

@ 0 

이차함수 f(χ)의 삭 구하기 

이차힘수 ν=f(x)의 그래프는 x축과 두 점 (-3, 0), (1, 0)을 지나므로 

f(x)=p(x+3)(x-1)(p < 0)라 하자. 

두 실근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Q의 값구하기 

이차농엠식 f(χ)=0에 z대신 x+a를 대입하면 

f(x+a)=p(χ十a+3) (x+a-1) 

이차방정식 f(x+a)=O으| 두 실근은 

X二 a-3 또는 x=-a+1 

이때 f(x+a)=O의 두 실근의 합이 4이므로 (-a-3)+( -a+ 1)=4 

따라서 Q二 3 

멀훌꽤 평행이동뼈풀이해| 

y=f(x+a)의 그래프는 ν=f(x)의 그래프를 z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것이다. 

이때 이차방정식 f(x)=O의 두실근이 x=-3 또는 x=l이므로 

방정식 f(x+a)=O의 두실근은 x=-a-3 또는 x=-a+1 

따라서 f(x+a)=O의 두 실근의 합이 4이므로 ( -3-a)+(1-a)=4 

:. a=-3 

039~‘ 
오른쪽그림은 f(-2)=f(1)二 0인 이차합수 

ν=f(x)의 그래프이다 방정식 f(x+k)=O 

의 두 실근의 곱이 10이 되도록 히는 실수 k 
의합을구하여라. 

이차함수 f(χ)의 식 구하기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불록이고 

두 점 (-2, 이， (1, 0)을 지나므로 

f(x)=a(x+2)(x-1)(a> 0)로 놀을 수 있다. 

두 실근의 곱이 10이 되도록 하는 k으| 값구하기 

01차방정식 f(χ)=0어Ix대신 x+k를 대입하면 

f(x+k)= a(x+k+ 2) (x+k-1)0 1므로 

이차방정식 f(x+k)=O의 두 실근은 

x=-k-2 또는 χ=-k+1 

이[[H f(x+k)=O의 두 실근의 곱이 10이므로 

(-k-2)(-k+ 1)=10 

k2+k-12=0, (k-3)(k+4)=0 

:. k=3 또는 k=-4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합은 3+(-4)=-1 

멀홉펠 평행이동뼈풀이해| 

ν=f(x+k)의 그래프는 ν=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것이다 

이때 이차방정식 f(x)二0의 두실근이 x=-2 또는 x=l이므로 

방정식 f(x+k)=O의 두 실근은 x=-2-k 또는 x=l-k 

x 

x 

이때 f(x+k)=O의 두 실근의 곱이 10이므로 

(-2-k)(1-k)= 10 

k2+k-12=0, (k-3)(k+4)=0 

:. k=3 또는 k=-4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합은 3+(一4)= 一 1

0395 
다음물음에답하여라i 

(1) x에 대한 방정식 Ix2 -4x I=a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상수 Q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Ix2 -4x I=a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홉þt> y=lx2 -4x 1와 

y=a으! 교점의 개수와 같음을 알기 

방정식 Ix2 -4x I=a의서로다른실근의개수는 

함수 ν =1 x 2 -4x 1=1 (X-2)2 -41의 그래프와 직선 y=a으| 교점의 개수와 

같다. 

y=a 

x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이 교점014개가 되도록 직선 ν=a를움직이면 

상수 Q의 범위는 0<a<4 

(2) x에 대한 방정식 Ix2 -4x+31=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실수 Q으| 값을 구하여라 

Ix2 -4x+31二 Q으l 서로다른실근의개수는함수 

y=lx2 -4x+31과 y=a으|교점의개수와같음올알기 

방정식 IX2-4χ+31=a으|서로다른실근의개수는 

함수 y=lx2 -4x+3 I=I(x-2)2 -11으| 그래프와직선 y=a으| 교점의 개수 

와같다i 

y 
ν =lx2 -4x+31 

y=a 

x 

따라서 위의 그림과 같이 교점013개가 되도록 직선 ν=a를 움직이면 

상수 Q는 a=l 



0396 
x에 대한 방정식 Ix2-21+x-k=001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 9 ‘ 2 ~ 21 ‘ 2 ~_= φ」二 ø -~，: - @3J2 
~ 4 

@ 27，피 • 

8 렐
 

4 
@ 

Ix2 -21=-x+k의서로다른실근의개수는함수 y=lx2 -21 

와 y=-χ+k으l 교점의 개수와 같음을 알기 

방정식 Ix2 -21=-x+k가서로다른세실근을갖는경우를 

두 함수 y=lx2-21, y=-x+k으| 그래프를 이용하여 나타내먼 다음 그림과 

같다 

ν y=lx2-21 

x 
→~ ~ 

y=-χ+ 융 

ν=-x+ {2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모든 실수 k의 값구하기 

( i ) ν =-x+k의 그래프가 (피， 0)을 지날 때， 

0=-피十k 

:. k=피 

( i i ) 두함수 ν二-성+2， y=-x+k으|그래프가접할때， 

-x2+2=-x+k 
01차방정식 x2-x+k-2二O이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 D라 하면 

D=1-4k+S二O

'. k=용 

따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β. 요=요피 
4 4 

0397 
z으| 방정식 Ix2 -11=x+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Ix2 -11=x+k의서로다른실근의개수는효싹 y=lx2 -11과 

y=x+k의 교점의 개수와 같음을 알기 

방정식 Ix2 -11=x+k가서로다른두개의실근을가지려먼 

ν=lx2 -11， y=x+k의교점이 2개가도|도록y=x+k를움직이면된다 

서로 다른두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싣악 k의 값의 범위 구해| 

( i) y=-x2 +1과 y=x+k가접할때， 

x2+1=x+k어|서 x2+x+k-1=001 중근을 가지므로 
D= 1-4(k-l)=0 

5 '. k= 4 

즉교점을 2개쩨려면 k>홍 

( i i ) 직선 ν=x+k가 (-1 ， 0)과 (0， 1)을지날때， k=1이고 

(1, 0)을지날때， k=-1 

즉교점을 2개가지려면 1<k<1 

[[꿈써 ( i ), ( i i )에서 k값의 범위는k>3 또는 -1<k<1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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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쐐 AL EXERC!SE 

단뭔졸합문제 

이차함수 f(x)=χ2- 2.χ+a의 그래프를 g축으|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 

동시킨 그래프가 z축어| 접할 때， 상수 Q의 값은? 

Ø5 ~4 @3 
@2 @1 

평행이동한 이차함수 구하기 

y=x2 -2x+a의 그래프를 ν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므로 

ν+4=x2 -2x+a :. y=x2-2x+a-4 

평행이동한 이차함수가 t축어| 접하므로 판별식 D=O임을 

이용하기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x축과 접한다고 하므로 

01차방정식싱 2x+a-4二 0으|판별식을 D라하면 

용二 1-(a-4)=O 
:. a=5 
멀률펠 완전제곱식을 이용때 물이하기 

y=x2 -2x+a으| 그래프를 g축으|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üf-드민료 y+4=x2-2x+a 

y=χ2_ 2χ+a-4=(x-1)2 +a-5에서 꼭짓접의 좌표가 (1 ， a-5)이므로 

z축과접하려면 g좌표가 0이어야하므로 a-5=0 

:. a=5 

이차함수 ν=x2+mx+η의 그래프가 점 (-1, 1)을 지나고 z축과 

접할 때， 상수 m, η에 대하여 m+η값을 구하여라. (단， m 추 이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차함수 y=상+mx+η의그래프가점 (-1 ， 1)을지나므로 

1 二 1-m+η :. m二η ...... Gl 

이차함수 y=x2+mx+η으| 그래프가 I축과 접하므로 

이차방정식 x2十mx+η=0으| 판별식을 D라하면 

D=m2-4η二 001어야 하므로 @을 대입하면 

m2-4m二 0， m(m-4)=0 :. m=O 또는 m=4 

m 추 0을 만족하는 m, η으| 값 구하기 

그런데 m二η01므로구히는 m， n의값은 

m=O, η=0 또는 m=4, η=4 
따라서 m=4， η 二 4(.: m 추 0)에서 m+η=8 

이차함수 g二x2-4χ十Q으|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01차함수 

g二성+2(a-1)x+a2으|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정수 Q으|개수는? 
Øl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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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차함수 y=x2 -4χ+a으l 그래프가 1축과 만나므로 

이차방정식 x2-4x+a=0의 판별식을 D라 하먼 

D 는 0이어야하므로 

... Gl 

01차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또， 이차함수 ν=x2 +2(a-1)x+a2의 그래프는 z축과 만나지 않으므로 

:. a 드 4 

x 2 +2(a-1)x+a2= 0의 판별식을 D라 하먼 
D<O이어O~ 읍f드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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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함수 y= 2.x2 +ax+b의그래프가 

오른쪽그림과같을[대，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값은? 

Ø-4 ~-3 

@一2 @ 1 
@ 3 

x 

01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 이해하기 

이차함수 ν=2x2+ax+b의 그래프와 z축의 두 교점의 χ좌표는 

이차방정식 2상+ax+b二0으| 해이다.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 b으| 값구하기 

이차방정식 2χ2+ax+b=0으| 두 근이 3， 1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3十 1=-융， (-3).1 二융 
따라서 Q二 4， b 二 -6이므로 a+b=-2 

(2) 이차함수 ν=상→ax+5으|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의 합 
Q十b으|값은? 

Ø8 ~10 

@11 

@13 
@12 

x 

01차함수와 01차방정식의 관계 이해하기 

이차함수 ν=x2 -ax+5의 그래프와 z축의 교점의 z좌표가 1， b이므로 

이차방정식상 ax+5二 0으|두근은 1 ， b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 b의 값구하기 

이차방정식 x2 -aχ+5=0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l+b二 a， l.b二 5

:. a=6, b二 5

따라서 a+b二 6+5二 11 



0402 
오른쪽 그림과 갈이 이차함수 y=x2-4x+a의 

그래프와 x축과으| 두 교점을 각각A， B라고 

할 때， AB=601다.01때 a의 값은? 

G) -6 ~-5 

@-4 @-3 

@-2 

Yl ν=x2-4x+a 

STEPÐ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 이해해| 

이차효t* y=x2-4x+a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a, 0), (ß, 0)이라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므로 Ja-ßJ=6 

이때 a, β는 01차방정식 성-4x+a=O의 두 근이므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4， αß=a 

STEP밍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a의 값 구등}기 

|α-βJ=6을 양변을 제곱하면 

(a-ß)2=36이므로 

(α-ß)'=(a+β)'-4aß= 16-4a=36 

:.4a=-20 
따라서 a=-5 

@률펠 x촉과의 두교점의 좌표를구빼 풀01하기 

y=x2-4x+a=(x-2)'+a-4어|서 ν 

축은 x=201고 AB=6이므로 

두점 A， B의좌표는각각 

(-1, 0), (5, 0) 
01차방정식 x2-4x+a=0으| 두근은 
-1， 5 0 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곱은 (-1) '5=a 
:. a=-5 

멀흩펠 x축과의 두교점을연립뼈 풀01하기 

두 점 A， B의 x좌표를 각각 a， ß라고 하면 

AB=6에서 ß-α=6 ...... (5) 

01치방정식 장-4x+a=O의 두근01 α，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4 ...... (Q 

(5)，(Q을 연립하여 풀면 a=-l, ß=5 

:. a=(-1)'5=-5 

0403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힘수 y=삼의그래프를t축으|농항으로 3만큼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직선 y=2x+k와 만나도록 할 때， 실수 k으| 최솟값은? 

G) -10 ~-g @-8 
@-7 @-6 

STEPÐ 평행이동한 01*뿜수구하기 

이차함수 y=삼의 그래프를 x축으|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y=(x-3)' 

STEP딩 이차방정식의 표밸식을 이용하여 실수 k의 최슷값 구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 2x+k와 만나려면 

(x-3)'= 2x+k 

즉 x2~8x+9-k=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용= 16-(9-k)르 o :. k 르 -7 
따라서 정수 k의 최솟값은 -701다 

(2) 이차함수 y=-상+4x의그래프와직선 y= 2x+k가적어도한점 

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랫값은? 

@융 ~1 @흉 

@2 @흉 l STEPÐ 01치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므로 이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짐을 이해하기 

이차함수 ν=-x2+4x의그래프와직선 y= 2x+k가적어도한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01차방정식 -잠+4x=2x+k가 실근을 가져야 한다. 

STEP밍 이차방정식의 표뱉식을 이용하여 실수k의 최랫값구하기 

즉 이차방정식 x2-2x+k=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용=l-k 늘 0 
:. k~l 
따라서 k의 최뱃값은 101Cf.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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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tV싣힘겨V문저V 
다음 물음에 듭F하어라. 

(1) 이차함수 y= 2x2+ax+1의 그래프와 직선 y= 6x -101 한 점에서 

만나도룩 하는 실수 a의 값을모두구하여라 

(2) 01치험수 y=-잠+x의 그래프와 직선 y=3x+k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k의 값의 범워를 구하여라 

""""""".훌헬.------------

(1) y= 6x-1을 y= 2x2 +ax+1어| 대입하여 g를 소거하면 

2x2+ax+1= 6x-1 
2삼+(a-6)x+2=0 ...... (5) 

이차함수 y= 2x2 +ax+1의 그래프와 직선 y= 6x -101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의 판별식은 D=oOI어야 한다. 

D=(a-6)'-4'2 '2=0 

a2-12a+20=0, (a-2)(a-10)=0 

:. a=2 또는 a=10 

(2) y=-상+x를 ν=3x+k어| 대입하여 g를소거하면 

-x2+x= 3x+k 
x2+2x+k=0 ...... (5) 

이차함수 y=-x2+x으| 그래프와 직선 y= 3x+k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의 판별식은 D 늘 O 

용=l-k~O :. k~ 1 

040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서 힘수 

y=2-x2의 그래프와 직선 ν=kx가 

~q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OA: OB=2: 1이 되도록하는앙수 k의 

값은?(단'， 0는 원점이다.) 

@좋 @3 
@1 @융 

@흉 
I렐 01차함수와직선울 연립한이행정식은서로 다른두실근을 7댄다 

Yj y=kx 

x 

y=2:'_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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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쿄점으Ix화표를α， ß로놓고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 

이용흘}기 

이차함수 y=2-x2의그래프와직선 g 

y=kx가 만나는 두 점 A， B의 

Z좌표를 각각 α， β라고 하면 

α， ß는 01차방정식 2-짚=kx i / /10 β \ x 

즉 x2+kx-2=0의 두 근이다. 
이차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k， αß=-2 y=2_':'_x2 @ 

STEP딩 OA: δB=2: 1을이용하여양수 k의값구하기 

한편 OA: OB=2: 1이므로 

1α1: IßI=2: 1 

|α1=21β1 

.. α=-2ß (.:α'ß <O) ...... (Ç) 

@을@에대입하면 

(-2ß).β= _2ß2= -2, ß2= 1 

:. ß= -:t l 

즉 a=2， ß=-1 또는 a=-2， ß=1이므로 

이를@에대입하면 

k=1 또는 k=-1 

따라서 k>O이므로 k=1 ‘a+β=-k<O 

040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함수 y=짚+ax+2의 꼬띤와 

직선 y=-x+b가오른쪽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의 합 a+b의 

값은? 

(1) 2 (2) 4 
@5 @6 

@8 

g • y=x2+ax+2 

$ 

STEPt) 두식을연립한이차방정식올구하기 

이차함수 y=X2+ax+2와 직선 y=-x+b어l서 

01차방정식 x 2+ax+2=-x+b 

STEP딩 이차방정식의 근과 껴뷰의 관계를 이용하여 a, b의 값구하기 
x2 +(a+l)x+2-b=0으| 두 근이 3, 1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의하여 

-3+ 1=-(a+1), (-3) .1=2-b 

:. a=l, b=5 

따라서 a+b=6 

(2)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 y= x2t 4x+n y 
y=x2+4x+n으| 그래프와 직선 

y=mx+l01다. 이때상수 m， η으| 

합 m+η으|값은? 

(1) 0 (2) 2 
/ 

@4 @6 y=mx+l 
@8 

STEP밍 두식을연립한이차방정식을구하기 

이차함수 y=x2+4x+η과 직선 y=mx+l어|서 

x2 +4x+η=η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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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굉 01치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률미용훌뼈 m， η의값구하기 

짚+(4-m)x+η-1=0의두근은 -3， 1 

01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3十 1=-(4-m) 

(두근의 곱)=(-3) .1=η-1 

:. m=2, η=-2 
따라서 m+η=2+(-2)=0 

0406 
01차함수 y=잠+ax+3의그래프와직선 y= 2x+b가서로다른두점 

에서 만나고두교점의 x좌표가-2와 1일 때，2b-a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b는 상수이다) 

STEP밍 두식옳연립한이치방장식을구하기 

y=x2+ax+3의 그래프와 직선 y= 2x+b의 두 교점으Ix좌표는 

01차방정식 x2 +(a-2)x+3-b=0의 두 근이다 

STEP@ 01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톨이용하여 a， b 의값구하기 

01차방정식 삼+(a-2)x+3-b=0 

의 두 근이 -2와 1이므로 

근과계수의관계로부터 

(두근의 합)=-2+1=-a+2 

(두 근의 곱)=(-2).1=3-b 

따라서 a=3, b=5이므로 2b-a=7 

0407 
이차함수 y=f(x)의 패프가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f(x+a)=O으| 두 실근의 합이 2이다 

이때상수 Q으|값은? 

(1) -4 (2) -2 
@-1 @ 2 

@ 4 

x=1 

g 
y=f(x) 

x 

STEPÐ 이차방정식의투근구훌}기 

y=f(x)의 그래프와Z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4， 2이므로 

f(x)=O의두실근은 -4， 2 

STEP밍 f(x+a)=O의두실근의합이 2입률이용하여 a 구하기 

이때 f(x+a)=O의 두근은 x+a=-4， x+a=2에서 

x=-a-4 또는 x=-a+201고 그 합-0 12이므로 
-a-4-a+2=2 
따라서 a=-2 

멸흩펠 평행이동뼈 풀이해| 

y=f(x+a)의 그래프는 y=f(x)의 그래프를 x축의 농항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것이다. 

이때 이차방정식 f(x)=O의 두 실근이 x=-4 또는 x=201므로 ; 

방정식 f(x+a)=O의두실근은 x=-4-a 또는 x=2-a 

따라서 f(x+a)=O의 두 실근의 합이 2이므로 (-4-a)+(2-a)= 2 

:. a=-2 



040δ 
다음물음에듭녕{여라 

(1) 이차함수 y=x2 -ax+5의 그래프와 직선 ν=-5x+2가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선분 AB의 중점의 좌王E가 (3, -13)일 [[H, 상수 

Q으|값은? 

(j) 7 ~9 @11 

@13 @15 

STEPe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구하기 

이차함수 y=x2 -ax+5의 그래프와 

직선 y=-5x+2가 두 점 A， B에서 

만나므로 

이차방정식 x2-aχ+5=-5x+2 

즉 x2 -(a-5)x+3=0의 두실근을 

α， ß라하면 

두 점 A， B의 x좌표이므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ν二x2 -ax+5

α 

의하여 α+ß=a-5 

STEP G) 선분 AB의 중점의 Z좌표까 3임을 이용하여 Q으| 값구해| 

이때 선분 AB의 중점이 (3, -13)이고 선분 AB의 중점으Ix좌표는 

α+β α+ß_a-5 
"←01.9로 =3 
ι 2 2 

따라서 a= l1 

(2) 이차함수 y=상-2χ의그래프를 I축으|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먼 직선 ν=mx와 두 점 P, Q에서 

만난다. 선분 PQ의 중점이 원점일 때， 상수 m의 값은? 

(j) -2 ~ -1 @O 
@ 1 @ 2 

STEPe 이치함수의그래프를평행이동하기 

이차함수 y=x2 -ZX=(X-1)2- 1의 그래프를 x축으1 방향으로 -2만큼， 

ν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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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ν =(x+1)2-2 ...... Gl 

STEP잉 선분 PQ의젊이원점임을이용뼈%으|값을구하기 

@의그래프와직선 ν=mx으|교점으| ν 
3 ν二(x+l)2_ 2 ν y=2x 

x좌표는 (x+1)2-2=mx 

즉녔十(2-m)x-1=0으| 근이고 

선분 PQ의 중점이 원점이므로 

두근의합010이다. 

따라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m)=0 

:. m=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01차함수 y=상+5의그래프와직선 y=mx가접할 [[H ， m2으| 값을 

구하여라 (단， m은 상수이다.) 

x 

STEPe 이차함수의그래프와직선이접할때의조건구하기 

이차함수 y=X2 +5의 그래프와 직선 ν=mx가 접하므로 

이차방정식 x2 +5=mx는 중근을 갖는다 

Y1 。
ν =xι+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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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상←mx+5=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m2-4.5=0 

:. m2=20 

(2) 이차함수 y=삼+ax+b으|그래프가두직선 ν=-x+4와 

y=5x+7어| 동시에 접할 [대， 두 상수 a, b의 곱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e ν=상+ax+b의그래프와직선 ν=-x+4가접할때의조건 
을구하기 

y=x2+ax+b와 y=-x+4가 접할 때， 

x2 +ax+b二-x+4에서 x2 +(a+1)x+b-4=0으| 판별식을 D라 하먼 

D=(a+1)2-4(b-4)=0 ...... Gl 

STEPG) y=x2 +ax+b의그래프와직선 ν=5x+7이접할때의 
조건을구하기 

y=χ2+ax+b오fy=5x+70 1 접할 때， 

x2 +ax+b=5x十7에서 x2 +(a-5)x+b←7=0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 二(a-5)2 -4(b-7)二 o ...... (Ç) 

STEP8 Gl, <9을연립하여 ab의값구하기 

@•(Ç 에서 12a-36=0 u 
:. a=3 ν=x2 +ax+b ν=5x+7 
a=3을@에대입하면 

16-4b+16=0, 4b=32 

:. b=S 

따라서 ab=3.S=24 

x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ν=x2 -2(a+k)x+k2 -2k+b의 그래프가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어| 접하도록 두 상수 a， b으| 합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e 01차방정식이 줌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이차함수 g二x2 -2(a+k)χ+k2→2k+b가 x축어| 접하므로 

이차방정식 x 2-2(a+k)x+k2-2k+b=001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D라 하면 

꽁(a+k)2_(k2 -2k+b)=0 ...... Gl 

STEP G) k어| 대한항힘의 성질을 이용뼈 a, b으| 값구하기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i째| 대한 형원 

(2a+2)k+a2-b=0, 2a+2=0, α2-b=0 
:. a=-l , b二 1

따라서 a+b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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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함수 ν=잠-2값+k2+4k+1으| 그래프가 실수 k으| 값에 

관계없이 직선 y=aχ+b에 접할 [대， 두 상수 a, b의 합 a+b으| 

값을구하여라. 

STEP (j) 이차방정식이중근을가질조건구하기 

이차함수 y=상 2kx+k2+4k+1와직선 ν=ax+bOI 접하므로 

이차방정식 x2-2kx十k2 +4k+1=ax+b

즉 x2-(2k+a)x+k2+4k+1-b=001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을 D라하면 

D={-(2k+a)}2-4(k2 +4k+1-b)=0 ...... c5l 

STEP (1) 째| 대한 항탕땀| 성질을 이용하여 a, b의 값 구해|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k에 대한항탱 

(4a-16)k+a2-4+4b =0 

4a-16=0, a2-4+4b=0 

:. a二 4， b 二 -3

따라서 a+b= 4+( -3)= 1 

$ 
이차함수 y=x2-x+1 우|의 점 중에서 직선 ν=x-3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a , b)라 할 [대， a+b의 값을 구하여라. 

STEPO 직선 ν=x-3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 y=x-3에 평행한 직선 y=x+k와 ν 

이차함수 y=X2 -X+1으| 접점이 구하는 

점이다. 

랜
 행 

2 

ν
ν
 

강
 
’ ν

 

이치함수와 직선을 연립하여 01차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하기 

01차방정식상-x+l=x+k， 즉 x2 -2x+1-k=0이중근을가진다. 

판별식을 D라하면 

용=(-1)2-(1-k)=0에서 k=O 

즉 x2 -2χ+1 二 0， (x-1)2=0 

따라서 x=l, ν=1이므로 a=l， b 二 1 :. a+b二 2

$에 대한이차방정식 Ix2 -3χ 41=k가양의근 2개와음의근 2개를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는? 

CDk>l (2) 3 드 k<5 

@0<k<4 @k 는 3 

@2<k<5 

STEPO ν =If(χ) 1의그래프그리기 

방정식 Ix2 -3x-41=k의 실근은 

함수 ν=lx2 -3χ-41으| 그래프와 

직선 ν=k으| 교점의 χ조f표와 같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x>O일 [[H, 
서로 다른 두 점 x<O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의 값의 

범위는 0<k<4 

9 
ν=1χ2_3x-4 1 

g二二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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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이차함수ν=녔-2ax+3a와Z축과의 두교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Q의 합을 구하여라 

STEPO 01차함수와 01차방정식의관계이해하기 

이차합수 ν二χ2-2ax+3a와 I축과으| 

두교점사이의 거리가 401므로 

01차방정식 x2←2ax十3a=0의 두 근의 
차가 4이어야한다. 

\A B/ 
α었/ß x 

STEP (1)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Q으| 값 구하기 

두 근을 α， ß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2a， αß=3a 

(α ß)2二(α+ß)2-4αß=4a2 -12a=16

a2 -3a-4二 0， (a-4)(a十 1)二O

:. a=4 또는 a=-l 

따라서 모든 상수 Q의 합은 4+(-1)=3 

(2) 이차함수 y=x2 +α:r-2의 그래프와 직선 ν=x+101 두 점에서 

만날 [대，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효fqol때 모든 상수 Q의 

합을구하여라. 

x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6인 조건 구하기 

이차함수 y=성+ax-2의 그래프와 직선 y=x+l의 두 교점의 z좌표를 

α， ß라 하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α+1)， (β， ß+ 1)01므로 교점 사이의 거리는 

.;(α β)2+(α냉)2二ιι펴)2=6 
:. (α_ß)2= 18 ...... c5l 

STEP (1) 이차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를이용하여 Q의값구하기 

이차방정식 녔+ax-2=x十 1 ， 싱 +(a← 1)χ 3=0의 두 근이 

a， β이므로근과겨|수의관계에의하여 α十β二←(a-l)， αß=-3 

따라서 @에 의하여 (α ß)2二(α+ß)2-4αß=18

a2 -2a-5二 001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모든 상수 Q으| 합은 2 

두 함수 f(x)=x2 十ax+b， g(x)=bx+a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두 점 A， B의 z조f표를 각각 α， β라 하자 다음은 

| α-ßI=j퍼일 때， f(-l)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단， b> a) 

x 

두 함수 ν =f(x)， ν =g(x)의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나므로 

방정식 f(χ)-g(x)=O으| 해는 x=α 또는 x=ß 

f(x)-g(x)二x2 +(a-b)x+b-aOI므로 

b-a二 t(t> 0)라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lα-ßI2=t2 -댄만그 

|α ßI=펴01므로 f二亡illD 

따E써 f(←l)=l-a+b=댄띤 

위의 (가)에 알맞은 식을 h (t), (나)와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 q라 
할 [대 ， p+q+h(l)의 값은? 

CD7 (2) 9 @11 
@13 @15 



STEPÐ 방정식 j(x)-g(x)=O을 묘별하는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기 

두 함수 y=j(x), y=g(x)의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나므로 

방정식 j(x)-g(x)=O의 해는 x=α 또는 x=β 

j(x)-g(x)=x2 +(a-b)x+b-aO I므로 

b-a=t(t > 0)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b-a=t, α'ß=b-a=t 

STEP굉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t으| 값구하기 

la-ßI2=(a+β)"-4αß=t2 - 뎌[] 

|α-β1=펴01므로 |α-β12=5 

t2-4t-5=0 , (t-5)( t+ l)=0 

:. t=5 또는 t=-1 

t>oOI므로 t=뎌그 

j(-I)=I-a+b= 1+t=댁] 

:. h(t)=4t, p=5, q=6 

따라서 p+q+h(I)=5+6+4= 15 

O때 
이치함수 j(x)에 대하여 Z어| 대한 방정식 j(x)+x-l=O으| 두 근을 

α， ß라 하자 a+ß=I , αß=-3이고 j(I)=-6일 때， j(3)의 값은? 

roo ~2 @4 

@6 @8 

STEPÐ 두근이주어진이차방정식작성하기 

방정식 j(x)+x-l=O의 두근이 α， β이고 

a+β=1， α'ß =-301므로 01차방정식을 작성하면 

j(X)+X-l=k{x2 -(α+ß)x+aß}(단" k 추 0인 실수) 

=k(x2-x-3) ...... G) 

STEP밍 이차함수 j(x)툴작성하여 j(3) 구하기 

j(I)=-6이므로 x=1을@에 대입하면 

j(I)+I-1 =k(12 -1-3)에서 -6=-3k 

:. k=2 
k=2를@에 대입하면 

j(x)+x-l=2(x2-x-3) 

따라서 j(x)= 2x2 -3x-5이므로 j(3)=2'9-3'3-5=4 

뭘률켈>> 01치함수 j(x)툴 임으덮놓고 연립방정식을 세원 풀이하기 

STEPÐ j(x)= αx2 +bx+c로놓고 a， b， c 사이의관계식세우기 

j(x)=ax2+bx+c(a 수 0)라 하면 

j(χ)+ x-l = ax2 +(b+ l)x+(c-l)= 0의 두 근01 α， ßOI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b+l_ 
a+β=_V~~=1 

:. b=-a-l 

αß=힘=-3 
:. c=-3a+l 

또， j(I)=-6이므로 

@ 

.. <9 

a+b+c=-6 ...... @ 

STEP딩 01치험수 j(x)를 작성하여 j(3) 구하기 

G)，<9;@을 연립하여 풀면 

a=2, b=-3, c=-5 

따라서 j(x)= 2x2 -3x-50 1므로 j(3)=2'9-3'3-5=4 

0416 
01차방정식 x2+x+l=0의두근 a， β에 대하며 이차함수 

j(x)=앙+px+q가 j(a2)=-4a와 j(ß2)=-삶를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 q어| 대하여 p+q의 값을 구하여라 l STEPÐ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껴|툴 이용하여 주어진 식 정리하기 

α， β가 이차방정식 상+x+l=O의 두근이므로 

α2+α+1=0 :. a=-a2-1 ...... G) 

β2+β+1=0 :. β=-β2- 1 ...... <9 

이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a+ß=-1이므로 

a+l=-β를@에 대입하먼 a2=ß 

β+1=-a를@에 대입하면 ß2=a 

j(α2)= -4a, j(ß")=-4β01므로 G), 。에서 

j(a2)=4α2+4=4ß+4， j(ß2)=삶2+4=4a+4 

j(ß)=뼈+4， j(a)=4α+4 .. ，，'=β，ß'=" 

:. j(ß)-4β-4=0， j(α)-4α-4=0 

STEP밍 p， q의 값을 구해l 

즉 01치방정식 j(x)-4x-4=0으| 두 근01 α， ßOI고 

j(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므로 

j(x)-4x-4=(x-a)(x-β) 

이때 α， β가앙+x+l=O으| 두근이므로 

장+ x+ 1 = j(x )-4x-4 

j(x)=x2+5x+5 

따라서 P=5, q=50 1므로 p+q=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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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 m인 직선이 이차함수 y=상-2의 그래프 

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두 점 A， B에서 x축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 B'이라 하자 선분 AA'과 선분 BB'으| 길이의 차가 16일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STEPÐ 01치힘수와직선의투교칩의 X화표:21 휠구하기 

y=mx 

x 

-2 

위의그림과같이 두점 A' ， B'의 Z좌표를각각 α， ß(α <O<ß)라하면 

a, β가 방정식 상-2=mx 
즉 x2-mx-2=0의 두근이므로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ß=m 

STEP@ 선분 AA'과선분 BB'의 길이의 i까 16임을 이용를뼈 m으| 값 

구하기 

AA'=-mα， BB'=mßOI고선분 AA'과선분 BB’의 길이의 차가 

1601므로 

1 AA' - BB' I=I-mα-m에=Im(α+β)1=m2=16 

따라서 m=4(':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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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함수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H , 

함수 ν =f(x)의 그래프와 Z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α， 0), (ß, 0)이라 
할 [[H ， Iß-α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겨|로 서술하여라. 

(가) 이차함수 ν=f(x)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z二 201다. 

(Lf) 이차방정식 f(x)=-l은중근을갖는다 

[1단겨1] 조건 (가)를 만족하는 이차함수 f(x)의 식을 작성한다. 

[2단계] 조건 (나)에서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이차함수 f(x)를 

구효H二h 

[3단겨1] 합수 y=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 

Iß-α 1의 값을 구한다. 

1 단겨1 1 조건 (가)를 E혹하는 이차함수 j(x)의 식을 작성효kCf. 

조건 (가)에서 축의 방정식이 x=2이므로 

이차함수 f(x)=(x-2)"十k (단， k는 실수) ...... éD 

... 30% 

‘ 40% 

조건 (내에서 이차방정식 f(χ)=-1은 중근을 가지므로 

(x-2)2+k=-1에서 x2-4x+k+5=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二0이어야 하므로 

몽=(-2)"-(k+5)二 0=4-(k+5)=0 
:. k=-l 

k二 1을 @에 대입하면 f(χ)=(x-2)2- 1 

뎌먼「기 Iß α|의값을구효따 

함수 g二f(x)의 그래프와 x축01 만나는 점의 좌표는 

(x-2)2- 1 二 0， x 2- 4x+3=0 

(x • 3)(X-1)=0 

.. χ=1 또는 x=3 

따라서 점의 좌표는 (1， 0), (3, 0)이므로얘-α|二13-11=2 

‘ 30% 

이차함수 ν=ax2 +bx+c의 그래프와 z축으| 교점의 개수와 이차방정식 

ax2 +bx+c=0으| 근의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교점의 개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 50% 

이차함수 ν=ax2 +bx+c으| 그래프와z축의 교점의 개수는 

이차함수 y= αx2 +bx+c으| 함숫값010이 되도록 하는 실수 Z의 값의 

개수와같다. 

즉 이차방정식 ax2 +bx十c=O의 근의 개수와 같음을 의미한다. 

‘ 50% 

이차함수 y=ax2 +bx+c의 그래프오fx축의 교점의 개수는 

이차방정식 Q녔+bx+c二 0에서 판별식 D二 b2 -4αc의 부호에 따라 

결정할수있다. 

즉 D>oOI먼 교점의 개수는 2개， 

D二 0이먼 교점의 개수는 l개， 

D<O이면 교점의 개수는 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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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이차함수 f(x)=심의 그래프를 χ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하였더 

니 함수 ν =g(x)의 그래프와 일치랬다 련E람랙펀힐순 
ν=f(x)， y=g(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날 때， 네 교점의 

z조f표의 합019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은? (단， p>OOI다.) 
5-2 

4 

@ 

@ 
@5 3 

9
•2 

@ 

@ 

@톨j(x)=한+1， g(x)=양+1으| 두근을 각각구뼈 네 괜| 합을구해| 

STEPO 01치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두 근의 합 
구하기 

g y=f(x) 
1li 

싫2
 

ψ
 

P 

( 

2
ι
 

렇
’
 

ν
ν
 

x4 X 

함수 y=g(x)의 그래프는 함수 y=f(x)의 그래프를 x축으|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g(X)=(X-p)2이 된다. 

이차함수 y=x2의 그래프와 직선 g二융x+1의 교점 A， B으Ix좌표를 

각각 x" χ2라 하면 X 1, X2는 방정식 x2二감+1의 근이 된다 

즉 이차방정식 2x2 -x-2=0의 두 근의 합은 

X， +X2=융 .. éD 

같은 방법으로 이차함수 ν二(χ一p)2 으| 그래프와 

직선 y=람+1의 교점 C， D의 Z좌표를 Xs, X4라 하면 

χ3， X4는 방정석 (X_p)2=늙+1으| 근이 된다 

즉이차방정식 2π2-(4P+1)X+2p2-2=0의두근의합은 

월냥4-ψ+융 。

STEP엉 직선과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서로 다른 네 교점으Ix조}표의 

합을 이용하여 p의 값을구하기 

1 , A. , 1 éD, 。에서 x , +X2+X3+X4=강+2p十강二 1+2p 

따라서 1+2p=9이므로 p=4 

0421 
방정식 2상=χ+3[x]의 실근의 개수를 p , 모든 실근의 합을 q라 할 때， 
pq의 값은? (단， [X]는 z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j) 12 
@15 

(g) 13 
@16 

@14 

STEPO 2x2 -x=3[x]을 이용하여 실근의 개수와 실근 구하기 

%드 x< η+101면 

[x]= η01므로 2x2 -x=3η 

이때 이차함수 ν=2x2 -x과직선 y=3η과교점의 개수가실근의 개수와 

같고 교점으Ix조}표가 실근의 값과 같다. 



( i ) 0 :드 x<l일 [대， 

2녔-x=O이므로 

x(2x-1)=0 

χ=0 또는 Z二뭉 

( i i) 1 드 x<2일 [[H ， 2x2 -x=301므로 

(2x -3) (x十 1)=0

x=t(': 1 드 x<2) 

( iii) 2 드 x<3일 때，2.τ2-x =601므로 

(X-2)(2x十3)=0

:. x=2(': 2 드 x<3) 

따라서 실근의 개수 P二4 ， 

1 , 3 
모든 실근의 합 q=O+ 강+ 강+2=4 

0423 찮
 펀

u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a, 2)를 지나고 
꼭짓점이 점 B(O， -2)인 이차함수 y=f(x) 

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ν=g(x)가 

점 A에서 만난다.x어| 대한 방정식 

f(x)=g(x)의 두 근의 차가 6일 [대， 방정식 

f(x)=O의 두근의 곱은? 

(단.， a는 양수01고， 0는 원점이다) 
CD-12 0-10 
@-6 @-4 

y=f(x) y• y=g(x) 

x 

[B (O, -2) 으
h”
-
맨
뼈t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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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y=f(x), ν =g(x)를 Q를 이용하여 나타내기 

콕선 ν=f(x)의 꼭짓점 B의 좌표가 B(O, -2)이므로 

f(x)=kx2-2 (단， k>O인 상수) 

이때 곡선 y=f(x)가 점 A(a， 2)를 지나므로 f(a)=ka2-2=2 

k=풍 f냉=환2_ 2 ...... Gl 

또， 직선 y=g(x)가 원점과 점 A(a, 2)를 지나뾰 g(x)=휩 

STEP 4]) 방정식 f(x)=g(x)의 두 근의 차가 6임을 이용하여 Q의 값 
구하기 

f(x)=g(x)에서 -환2_2=함 

2x2 -ax-a2二 O(η. a >0) 

(앓+a)(x-a)=O :. x= 융 또는 Z二 Q 

이때두근으|차가 601뾰 a-{-의=6. *a=6 :. a=4 \ 21 ’ 2 

STEP~ y二f(x)를 구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방정식 

f(x)=O의 두 근의 곱을 구하기 

a=4를 애| 대입하면 f(x)=합-2 

방정식 f(x)二 0， 즉 값2-2 =0에서 근과 겨|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곱은 801다. 

:.pq=16 

0422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ν =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kx 우|에 있다.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가 직선 g二kx+5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으Ix좌표를 α， ß라 하자.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으| 축01 직선 x=떻E i일 떼α-β|의 값은? 
(단， k는 상수이다.) 

CDt 0짤 @똥 
(Lì)J; c5、 29”ι ，~，~ 

= 2 "'" 6 

STEPÐ 01차함수와 01차방정식의 관계률 이용하여 α十β， 얘로 나타내기 

이차항의 계수가 l인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의 꼭짓점이 직선 y=kx 우|에 

있으므로 꼭짓점의 좌표를 (a, 삶)라 하면 
f(x)=(x-a)" +ka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ν=kx+5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 α， ß는 이차방정식 

(x-a)2+ka=kx+501다 

즉 x2 -(2a+k)x+a2 +ka-5=0의 근이다.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α+β=2a+k ...... Gl 

αß=a2十ka-5 ...... 。

STEP 4]) 이챔수의 그래프으| 측이 직선 x=풍E i임을 이용뼈 

y 

ν=kx 

0424 x 

오른쪽 그림과 같이 -2< k< 2인 실수 k에 

대하며 이차함수 ν=-x2+1으| 그래프와 직 

선 ν=2x+k가만나는두점을각각A， B라 

할 때， A， B에서 z축어| 내린 수선의 발을 각 

각 A" B 1 이라하고직선 y= 2x+k와 z축 

이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두 삼각형 ACA1 

과 BCB1의 넓이의 합0| 3일 때， 상수 k으| 

값이 p+q껴01다.10p+q의 값을 구하여라 
(단， p, q는유리수이다) 
뭘꽤’ A， B으Ix좌표를 α， β로 놓고 식을 정리하기 

ν↑ ν=2χ+k 

x 

|α ßI의값을구하기 

이j:~함수 ν =f(x)의 그래프의 축01 직선 Z二쁨4- io|므로 
0 쁘±강_l -

2 4 

α+ß二싫+융 @ 

Gl，@에서 

2a+k=싫+융 k=웅 
k二융을@에 대입핸 αβ=a2 + 융a-5 
:. Iα ßI二~(α+β)2_4α딩 

=~(2a+ 웅)"-4.(a2 + 융a-5) 
=감과=~흥二용 

STEPÐ A, B, A1, B1, C의좌표를구하기 

두점 A， B의 z좌표를각각 α， ß라하면 
두점 A， B는 ν =2x+k 위의점이므로 

A(α， 2α-얘)， B(ß, 2ß十k)

또， A1 (α， 0), B, (ß, 0), C(-좋 0) 

ν↑ y=2x+k 

x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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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밍 이치방정식의근과계수의관계률이용하여 α， ß， k 사이의 

관계식을구하기 

α， β는 이차방정식 -x2十 1= 2x+k

즉 심+2x+k-l=O의 근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α+ß=-2， aß=k-l ...... éj) 

STEPæ 각첩의화표률이용하여삼각형 ACA，과 BCB，의넓이률구한 

후k의값구하기 

삼각형 ACA，의 넓이를 S， OI라 하면 

(k \_( k , \2 S，=융(-싫-k)\ -강-α)=\t+α) 
삼각형 BCB，의 넓이를 S2라하면 

( n , k \_( k , n \2 
S2=t(2ß+k) \ß+ 강)=\t+β) 

두 삼각형 ACA，과 BCB，의 넓이의 합oltol므로 

(a+ 흉)" +(ß+ 흉)"=흉 01고 (α2+β2)+k(a+ß)+ 장=흉 
즉 2(α2+β2)+2k(α+β)+k2 -3=0 

이 식에 @을 대입하면 힘-8k+9=0 

:. k=4 ::t 껴 

이때 -2<k<2이므로 k=4-껴 
따라서 p=4, q=-101므로 10φ+q=39 

0425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y=-삼+ax+b가 x=1에서 최멋값 1을가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을 구하여라. 

STEPÐ y=a(x-m)2+η꼴로 변형뼈 최맺값또는 획쳤t구해l 

이차함수 y=-상+ax+b가 x=1에서 최뱃값 1을 가지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1, 1) 

y=-x2十αx+b=-(X-l)2+1

-x2+ax+b=-x2+2x 

:. a=2, b=O 

따라서 a+b=2+0=2 

(2) 01차함수 y=장-4χ+a의 최솟값이 3일 때， a으| 값을구하여라 

STEPÐ y=a(x-m)2+η꼴로변형승뼈효l햇값또는최슷값구해| 

이차함수 y=x2- 4x+a 

=(잠-4x+4)-4+a 

=(X-2)2_4+ a 

따라서 x=2일 때， 최솟값은 4+aOI므로 -4+a=3 :. a=7 

0426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이차함수 /(x)= 삶+bx+c의 그래프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가)x=2일 때， 최뱃값 7을갖는다. 

(내 /(4)=-1 

상수 a， b， c에 대하여 a+b+c의 값은? 

G) 1 (2) 2 @3 

@4 @5 

STEPÐ 조건 (깨에서 y=a(x-m)2+η의 꼴로 나타내기 

조건 (가)에서 이차함수 /(x)가 x=2일 때， 초|랫값 701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2, 7)01고 상항의 계수가 음수이다. 

즉 y=a(x-2)2+7(a < 0) 

STEP윈 조건 (나)톨 이용하여 /(x) 구하기 

조건 (나)에서 /(4)=-1이므로 4a+7=-1 :. a=-2 

:. y=-2(x-2)2+7=-2x2+Sx-l 

따라서 a=-2, b=8, c=-101므로 a+b+c=5 

(2) 01차함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x=-1일 때， 최솟값 -2를갖는다. 

(내 /(1)=10 

/(0)의값은? 

G) -1 

@ 2 

(2) 0 
@3 

@1 

STEPÐ 조건 (캐에서 y=a(x-m)2+η의 꼴로 나타내기 

조건 (가)에서 이차함수’ /(x)가 x=-1일 때， 최솟값 -2를가지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1, -2)01고 상항의 계수가 양수이다. 

즉 /(x)=a(x+l)2- 2(a > 0)라 할 수 있다. 

STEPG) 조건 (내를 이용하여 /(x) 구하기 
조건 (나)에서 /(1)=10이므로 a(I+I)2-2 =10， 4a=12 :. a=3 

따라서 /(x)=3(x+1)2-20 I므로 /(0)=1 

0427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실수 Q에 대하여 이차함수 /(x)=장+2ax+2a-4의 최솟값을 

일띤라고 할 때， g(a)의 최랫값을 구하여라. 

I뭘. 힘수 j(x)으| 상의 겨|수가 g싹Ol므로꼭짓점에서 초l싫k을 7 Æ!cf. 

STEPÐ 01차함수의 식을 /(x)=(x+a)2+g(a)훌로 변형하기 

/(x)=x2+2ax+2a-4=(x+a)2-a2+2a-4 

x=-a일 때， 최솟값은 -a2 +2a-401므로 

g(a)= -a2 +2a-4 

STEP@ g(a)의 최햇값구해l 

g(a)= -a2 +2a-4= -(a2 -2a+ 1)-3= -(a-l)2-3 

따라서 a=1일 때， g(a)는 최랫값 -3을 갖는다. 

(2) 실수 0에 대하여 01차함수 ν=-앙+2ax-l0a+15의 최뱃값을 

/(a)라고 할 [대， /(a)의 최솟값을 구히여라 

I뭘.함g으Ix'의 겨|수가흙01뾰꼭짓점에서 초|랫값을 챈다 

STEPÐ 이차할수외 식을 y=-(x-a)2+/(a)꼴로 변형하기 

y=-삼+2ax-l0a+15=-(x-a)2+a2-10a+1501므로 

이차함수ν=-잠+2ax-l0a+15는 x=a어|서 

최랫값 a2 -10a+15를 갖는다. 

:. /(a)=a2-10a+15 

STEP0 /(a)의 최슷값구해l 

/(a)=a2-10a+15=(a-5)"-10 

따라서 /(a)는 a=5일 때， 초|솟값 -10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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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드 X 드 2에서 이차함수 ν二 -ax2 +6ax-b(a > 0)의 최뱃값이 3, 

최솟값이 -6일 [대， 상수 a, b에 대하여 a+b으| 값을 구하여라.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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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a는 상수이다) 

(1) 0 드 X 드 3에서 이차함수 f(x)二x2 -4x十Q 으| 최멋값이 12일 [대， 
f(x)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3 

0430 
$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최랫값이 12가 되도록 히는 Q으| 값 

구하기 

함수 f(x)=x2 ←4x+a어|서 

f(x)=(x 2- 4x+4)+a-4 

=(x←2)" 十a-4

이므로 O 드 Z 드 3일 때， 

함수 y=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꼭짓점의 x좌표 2가 범우10 드 Z 드 3 

에 포함되므로 함수 f(x)는 x=O에서 

최멋값 Q를 갖고 f(O)二 a=12 

‘ yt 
’ ‘ ‘ ‘ ‘ ‘ ‘、i_a / 

a-3 、----:I!’
a-41--'‘ ri 

, . 
•-

2 3 0 

x 짧F寶 

a>O일 때，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 f(x)의 그래프 그리기 

y=-a(x2-6x+9-9)-b 

=-a(x • 3)2+9a - b 

Q는 양수이므로 1 드 1 드 2에서 그래프는 
오른쪽그림과같다i 
이때 꼭짓점의 x좌표 3이 주어진 범위 
1 드 X 드 2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x=2일 때， 초|뱃값 8a-b 

x=l일 [대， 최솟값 5a-b 

f(x)의 최랫값과 최슷값을 구하여 a, b의 값 구하기 

f(x)의 최슷값을 구하기 

따라서 함수 f(x)는 x=2에서 최솟값 Q←4를가지므로 

f(x)의 최솟값은 f(2)二 Q←4=12←4=8 

(2) -2 드 Z 드 2에서 이차함수 f(x)=x2 +6x十Q으| 최솟값이 2일 때， 

함수 f(x)의 최멋값을 구하여라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최슷값이 2가 되도록 하는 Q으| 값 

구하기 주어진 조건에서 최멋값이 -3, 최솟값이 6이므로 

8a-b=-3, 5a • b=-6 

따라서 두식을 언립하여 풀면 a=l , b二 11이므로 a+b二 12 

O 드 Z 드 2에서 이차함수y=-삼+2ax←a2 +6의 최멧값012일 때， 

상수 Q의값을구하여라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최슷값과 최햇값구하기 

f(x)=2x2 -4x十5=2(x-1)2+3

이므로 -3 드 x<3일 [[H , 함수 ν二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꼭짓점의 x좌표 101 주어진 범위 

-3 드 x<3에 포함되므로함수 f(x)는 

x=l일 [대， 초|솟값 f(1)=3을갖고 

x=-3일 때， 초|뱃값 f(-3)=35를 갖는다. 

따라서 최뱃값과 최솟값의 합은 35+3=38 

0431 
x 

y 

꼭짓점의 I좌표가 미지수이므로 범위를 나부기 

f(x)=x2 十6x+a어|서 

f(x)=x 2+6x+a 

=(x+3)2+a • 9 

이므로 2sx 르 2일 [[H , 

함수 y=f(x)의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꼭짓점의 x좌표 -3이 범위 

-2 드 X 드 2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수 f(x)는 z二→2일 때， 

최솟값 -2를가지므로 

f(-2)=4-12+a二 2 

:. a=6 

u 

최햇값012일 때， a의 값 구하기 

(i)a<O인 경우 

최멋값은 x=O일 [[H , 

f(0)=-a 2+6=2 

:. a=-2 또는Q二 2 

이[[H a <0이므로 a=-2 

f(x)의 최랫값을 구하기 

함수 f(x)는 x=2에서 최멋값 f(2)= 4+ 12+a=16十Q를가지므로 

f(x)의 최멋값은 16+a=16+6二 22 

y 

l廠
( ii) 0 드 a<2인 경우 

최멋값은 x=a일 [[H, 

f(a)=←a2 十 2a2 -a2 +6=6

주어진 조건에서 최멋값이 2이므로 

조건을만족하지않는다 

등식훨-찮혈을만족랜실수Z에 대하여 
함수 y=2X2-4x+5의 최랫값과최솟값의 합은? 

ffi3 ø~ @~ 

@3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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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ii) a 르 2인 경우 

최멋값은 X二 2일때， 

f(2)二 -4+4a-a2十6=2

a2-4a=0, a(a-4)=0 

... a=O 또는 a=4 

이때 Q 르 2이므로 a=4 
( i ), ( i i ), (iii) 에서 Q의 값은 2 또는 4 

많二-많01면a<O， b 는 O끓O협뼈Z으|쁨|꽤| 

파검- 다누효，，'떠 
쿄는효 1 궁二IVI긴 

x-3<0이고 χ+3>0 또는 x=←3 

•• →3 르 x<3 



STEPÐ 힘수의 최뱃값이 13이기 위한 Q값의 범워 구하기 

y=-2x2+Sx+7=-2(x-2)2+15 

꼭짓점의 x조f표가 201다. 

이때 Q 드 2이면 최랫값은 15이므로 최랫값이 13에 모순이 되므로 

a>201다. 

-1 드 X 드 1에서 이차함수 y=-녕+2ax의 최멋값이 9일 때， 모든 실수 

Q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f7Hi싣힘겨V문저V 

f?#꽉i 
꾀02a 작 z 

STEP잉 a>2를만족하는 Q의값구하기 

즉 a>2이므로 꼭짓점으| χ좌표 2가 

범우la 드 Z 드 6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수 ν=-2(x-2)2+15는 

x=a일 때， 초|맺값 13을갖고 

x=6일 때， 최솟값 17을 가져야 한다. 

2a2+8a+7= 13에서 a2 -4a+3=。

(a-l)(a一3)=0

'. a=3(': a>2) 

......• 를멘 •................ 

STEPQ 꼭짓점으Ix화핍 미짜이드료 범위툴 나부기 

y=-(x2 -2ax+a2 -a2)=-(x-a}'十 a2 01므로 

목짓점의 좌표가 (a , a2 ) 

꼭짓점의 x조}묘:.7 faOI므로 제한 범위에서 a 드 -1, -1 < a < 1, a 르 l로 

나눌수있다 

STEP(?) 초|뱃값이 9일 때， a의 값구하기 

띔
 했

 

( i) a 드 1인 경우 

최랫값은 x=-1일 때， 

j(-I)=-1-2a=9 

:. a=-5 
즉 Q 드 -1이므로 a=-5 

0433 
이차함수 y=장-2ax+a2十 101 다음 조건을 모두 묘혹할 때， 실수 a으| 

값을구하여라 

(가) 이 그래프의 폭짓점이 저11사분면에 있다. 

(나) 0 드 X 드 1에서 최솟값015이다. 

倫
네
뼈
 

M 

(ii) -1 < a < 1인 경우 
최랫값은 x=a일때， 

j(a)=a2=9 

:. a= :t 3 
그런데 이 값은 -1 < a < 1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STEPÐ 꼭짓점의 Z좌표가 미:XI수이므로 범워툴 나누기 

j(x)=장-2ax+a2 +1로 놓으면 j(x)=(x-a}' + 1 

꼭짓점의 좌표 (a,I)OI 저11사분면에 있으므로 a>O 

꼭짓점의 t좌표가 aOI므로 제한 범위에서 O<a 드 1, a> 1로 나눌 수 있다. 
삐 

-1 1 a x 

( iii) α 르 1인 경우 
최뱃값은 x=1일때， 

j(I)=2a-l=9 :. a=5 

즉 a~1이므로 a=5 

( i ), ( ii) , (iii)에서 a=-5 또는 a=5 

이므로곱은 -25 

01 a 1 i 
최솟값은 j(a)=10 1다. 이것은조건에 맞지 않는다. 

(ii) a>1일때， y' 

STEP훌 O 드 X 드 1일 때， 최슷값 구하기 
”
s 

‘‘‘‘‘‘‘‘‘‘ 
(i)O<a 드 1일 때， 

043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O:S; x 드 Q일 때， 이차함수 y=상+4x의 최맺값이 5가 되도록 하는 
Q의값은? 
(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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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은 j(I)= 1-2a+앙+1=5 

:. a2-2a-3=0, (a-3)(a +1 )=0 

:. a=3(': a>l) 
( i ), ( ii)에서 a=3 

x 

STEPQ 최대가 도|는 z 구하기 

ν=x2+4x =(x+2)2_401므로 

O 드$르 a에서그래프는오른쪽 

그림과같다. 

이때 꼭짓점의 x좌표가 -201고 

범위 O 드 X 드 Q어| 포함되지 않으므로 

x=O에서 최솟값을 x=a어l서 

최뱃값을갖는다. 

STEP흉 최맺표.tol5가 되도록 히는Q으| 값구하기 

x=a어|서 최맺값 5를가지므로 a2 +4a=5 

a2+4a-5=0, (a-l)(a+5)=0 

:. a=1 또는 a=-5 

따라서 a>O이므로 a=1 
0434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함수 y=-(-상+4x)2+ 2(-잠+4x)+5의 최뱃값을 구하여라. 

STEPÐ -x2+4x =t로 치꿇뼈 t죠엠 범위 구등f71 

-x2 +4x =t로놓으면 t=-x2+4x=-(x-2)'+4 
즉 t는 x=2에서 최랫값4을 가지므로 t 드 4 

(2) a 드 Z 드 6에서 이차합수 y=-2x2+Sx+7의최멋값이 13， 최솟값이 

-17일 때， 실수 Q으| 값은? 

(j) 1 ~2 

@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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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x2 -2χ =t로 ~I환하여 t값의범위구하기 

---j3 
x2 -2x =t로놓으면 

t=x2-2x =(X-1)"-101므로 

-1 드 X 드 1일 [대， t는 오른쪽 

그림과같이 x=-l에서 최랫값 3， 

x=l일 때， 초|솟값 -1을 가진다. 

:. -1 드 t 드 3 

STEP앨 t값의 범위를 이용하여 최뱃값구하기 

ν=-(-상+4x)"+2( 삼+4x)+5 

=-t2+2t+5 

= -(t-1)2 +6(t 드 4) 

이므로오른쪽그림과같이 t=l일 때， 

최랫값 601다 

따라서 t=l일 때， 최랫값은 6이다. 

STEP잉 t값의 범위롤 이용하여 최햇죠웰효l슷값구하기 

y=(x2 -2x+2) (x2 -2x-2)-4x2 +Sx+ 10 

=(t+2)(t-2)-4t+ 10=t2-4t+6 

=(t-2)2+2(-1 드 t 드 3) 

이므로 -1 드 t 드 3일 [대， y는오른쪽 

그림과같이 t=-l에서 최멋값 11， 

t=2일 때， 초|솟값 2를가지므로 2 드 g드 11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최랫값이 11, 초|솟값은 2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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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드 Z 드 2일 때， 힘수 y=(x2- 4x+3)" -4(x2 -4x+3)+3의 

최랫값과 최솟값을 각각구하여라 

0437 
지면에서 위로 쏘아올린 공으Ix초 후의 높이를 ym라 하면 

y=40t-5t2 0I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히여라 

(1)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2) 공이 기장높이 올라갔을 때부터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ζ을구하여라. 

x 

STEPÐ 공이가장높이올라갔을때의높이구하기 

(1) y=40t-5t2=-5(t2-8t) y 

=-5(t2-8t+ 16-16) 

=-5(t-4)2+80 

이므로 t=4일 때 주어진 힘수의 

최뱃값은 80이다. 

따라서 공이 올라가는 최대 높이는 80m 

STEP@ t값의 범위률 이용하여 최랫짧}최슷값구흩f71 

y=(x2 -4x+3)" -4(x2 -4x+3)+3 

= t2 -4t+3=(t-2)"-1 

이므로 -1 드 t 르 3일 때， y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t=-l에서 최랫값은 8, 

t=2일 때， 최솟값 -1을가지므로 

-1:::::y:::::8 

따라서주어진함수는 

최맺값이 8, 최솟값은 1을 갖는다. 

x2-4x+3=t로 치환하여 t값의 범워 구하기 

J 

3 

STEPÐ 

t=x2 -4x+3으로 놀으면 

t=x2- 4x+3=(x-2)2- 1 

이므로 O 드 X 드 2일 때， t는오른쪽 

그림과같이 x=O에서 최랫값은 3， 

x=2일[대，최솟값 1을가진다 . 

. -1 드 t 드 3 

STEP@ 지면에 쩔어질 때의 높이가 Om임을 이용흘뼈 결린 시간구흘}기 

(2) (1)에서 공이 가장높이 올라갔을 때는쏘아올린 지 t=4초후이다. 
공이 지면에 딸어질 때의 높이는 OmOI므로 

0= 4Ot-5t2, t(t-8)=0 :. t=8(.: t>O) 

따라서 쏘아올린 지 8초 후에 다시 떨어지므로 구하는 시간은 4초이다. 

0435 
힘수 y=-2(x2 -2x+3)"+12(x2 -2x)+k-16의 최랫값016일 때， 

ε악k의값은? 
CD 10 
@40 

@30 (2) 20 
@50 

0438 
디음물음어|답하여라 

(1) 어느 문구점에서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연필 한 자루를 100원에 팔먼 
하합1180자루가 팔리는데， 가격을 $원 내리면 4x자루만큼 연필이 

더 팔린다는 것을 알았다. 연필의 하루 총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을 구하여라. 

STEPÐ 삼-2x+3=t로치환하여 t값의범위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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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2x+3=t로놀으면 

t=x2-2x+3=(x-1)2+20 I므로 t 르 2 

주어진힘수는 

y= -2(x2 -2x+3)" + 12(x2 -2x)+k-16 

= -2t2+ 12(t-3)+k-16 

=-2t2+12t+k-52 

= -2(t-3)2 +k-34(t 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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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Ð 판매 가격을 X원씩 내릴 때의 매훌액을식으로서|우기 

가격을 x원 내리면 4x자루만큼 연필이 더 팔리므로 

연필의 하루 총 판매액을 f(x)라 하면 

f(x)=(100-x) (80+ 4x) 

* 연필의 하루총판n쐐=(x원 내릴 때 연열의 판매가격)X(4x자루만큼 더 팔린 언필의 개수) 

=-4x2+320x+8000 

=-4(x-4O)2+ 14400(0 드 x < 100) 

"x=looOI연 연필의 가격은 100-100=0원01므로 쩨외한다 

이므로 x=4O일 때， 최뱃값 14400을 가진다 

STEP@ 매훌액이 회대가 되게 하는 연필 가격 구하기 

따라서 연필의 하루 총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연필의 가격은 

100-40 =60 (원)으로 해야 한다. 

STEP@ t죠앨| 범우}를 이용하여 k의 값구하기 

t=3일 때， 최멧값은 k-34를가지므로 k-34=6 

따라서 k=4O 

-1 드 X 르 l일 때， x에 대한 함수 

y=(x2-2x+2)(x2 -2x-2)-4x2+Sx+10으| 최랫값과 최솟값을 

구등f여라.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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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가 800원인 문구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을 원가에 팔면 10.0.개가 
팔리고， 판매 가격을 10.0.원씩 인상하면 판매되는 저|품의 개수는 10. 
개씩 감소한다고 한다. 이때 매출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판매 가격을 
정하여라. 

‘웹. 매출액=(10.0.원 올랄 때 문구의 판매가격)X(lo.개씩 감소히는 개수) 

STEPÐ 판매 가격를 1o.o.x월씩 인상할 때의 매흩액을 식으로 세우기 

원가가 80.0.원인 문구 제품을 원가에 팔면 1o.o. 7H 팔리므로 
판매 가격을 lOo.x원씩 인ε빨다면 제품의 개수는 1o.x개씩 감소한다 

이때 매출액을 g원o. l 2.f고 하면 

ν =(80.0.+ 1o.o.x) (1o.o.-1Ox) 

=-1000.χ2 + 2o.o.o.x + 80.0.0.0. 

= -lOo.o. (x-1)2+81o.o.o.(o. 드 X< 10.) 

STEP@ 매웰이 최대가되게 핸판빼 7벅 구하기 

x=1일 때， 최랫값은 810.0.0. (원) 
따라서 매출액이 최대가되게 하는판매 가격은 8o.o.+lo.o. =90o.(원) 
으로해야한다 

0439 
H사 컴퓨터용 사인펜 1개의 원가는 80.0.원이다. 시장 조사 결과 정가를 

10.0.0.원으로 하면 한 달에 10.0.0.0.개를 팔 수 있고， 정기를 lo.x원씩 올렬 
때마다 판매량은 2o.o.x개씩 줄어든다고 한다. 이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팔아 최대 이윤을 얻으려면 정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 

(단'，0.드 X 드 5이 
CD 10.50.원 ~lo.lo.원 @lo.l5원 

@115o.원 @125o.원 

.뭘.전처101윤={(정개 (원개}X (판매량) 

STEPÐ 전체이윤={(정깨-(원가)}x(판매량)임을 이용하여 식 작성 
하기 

정가를 lo.x원 올랄 때， 컴퓨터용 사인펜 1개의 이윤은 

(10.0.0.+ l o.x)-8o.o.= 2o.o.+lo.x(원) 
정가 원가 

이때 판매량은 (10.0.0.0.- 2o.o.x)개이므로 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필아 얻은 

전체 이윤을 g원0. 1라 하면 

y=(20o.+ lo.x) (lo.o.o.o.-2o.o.x) 

= -2o.o.o. (x+2o.) (x-5o.) 
=-2o.o.o. (x2 -3o.x- lOo.o.) 

= -2o.o.o. (x2 -3o.x+ 152)+450.0.0.0.+20.0.0.0.00 

=-2o.oo(x-15)2+245ooo.o.(o. 드 X 드 50.) 

STEP@ 최대이뚫 얻을 때， 정7f를구해l 

x=15일 때， 이윤의 최랫값은 2450.0.0.0. (원) 
따라서 x=15일 때， 정가는 100.0.+10. '15= 1150. (원) 

["7w싣띤껴V문저V 
현재 500원에 판매되는 과자가 매일 60.0.0.개씩 팔리고 있다 

이 과자의 가격을 x(o. 드 X 드 10.0.)원 올리면 판매량은 10..χ개가 줄어든다고 

한다 순이익이 매출액으130.%라고 할 때， 가능한 최대 순이익은 얼마인가? 

CD 90.70.00원 ~ 90.7100원 @9o.72o.o.원 

@9o.75o.o.원 @9o.77o.o.원 

.홉삐.------------

가격을 x원 올리면 판매량은 1o.x개 줄어들고 순이익은 매출액의 30.%이므로 

순이익 f(x)는 

f(x)=(50o.十x)(6ooo.-lo.x)' 릎 .. nH짧(x원옳럴 때， 과자의 빼빽) 
X(lOx개찍 갑소하는 개수) 

= 3(50o. +x)(6o.o.-x) 

=-3x2+3o.o.x+9o.o.o.oo 

=-3(x-5o.)2+9o.75o.o. 

따라서 최대 순이익은 50.원을 인싱할 때으1 90.750.0. (원) 

["7w싣힘겨V문저V 
어떤 상품을 Z개 생-Wo-f는데 필요한 비용은 (lo.o.o.+X-잠)원0. 1고 생산된 

제품 Z개를 모두 팔려면 한 개의 가격이 (lo.l-2x)원0. 1어야 한다 

몇 개의 상품을 생t념}여 팔면 이익이 최대가 되겠는가? 

CD50개 ~lo.o.개 @15o. 7H 
@2o.o. 7H @25o.개 

-←---~--

어떤 상품을 x개 생H<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lo.o.o.+x-x2)원이고 

생산된 제품 X개를 모두 팔려면 (lo.l-2x)원이어야 하므로 

생산된 제품 Z개의 판매 금액은 x(lo.l-2x)원이다. 

즉 이익은 (판매 금액)-(생산 비용)이므로 
χ(lo.l-2x)-(lo.o.o.+x-x2)= -x2+1o.o.x-lo.o.o. 

=-(X-5o.)2+ 15o.o. 

따라서 50.개의 상품을 생t념뼈 팔아야 이익이 최대가 된다. 

I훌홉EJ-최흡1퍼I흙돌-→최대흐1 0. 1획흘멀는-벼려 7f^1흘01 방돕기 

@ 실수조건이 있을 때， (x'+y')(a'+b')는 (ax+by)'OI 성립하고 

최뱃값또는 최솟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좋=함|다 

@a> o., b> o.일 때， a+b 르 2{ãb가 성립하고 최랫값또는 최솟값은 

등호가성립할때， 즉 a=bOI다 

@ 이차함수를 이용하여 최랫값또는 최솟값을 구한다 

0'4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lOm， 2o.m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땅에 바닥면이 직사각형 모양인 

건물을지으려고한다. 

건물의 바닥면의 넓이의 최멋값을 구하 

여2.t 

10.뺨k 

STEPÐ 닮음울 이용하여 x , y의 관계식과 x의 범위 구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 A 
에서 BD=xm, DE=ym 
L}.ADE와 L}.ABC는 닮음이므로 

lo.ri:I다E뇨륜 

AD : DE=AB : BC 
(lo.-x) : ν=1: 2 0. 1므로 y=2o.-2x 

이때 변의 길이는 양수이므로 

x > 0., y=2o.-2x > 0. 

:. o. <x< 10. 

STEP@ 직사각형의 넓이의 회랫값 구하기 

한편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 하면 

” “ lν z 、、‘

B -----------_____ '}/'~ ______________ -- \_, ----------2o.m---------“ 

S=xy=x(2o.-2x)=-2(x-5)2+50(o. < x < 10.) 

따라서 건물의 바닥면의 넓이는 x=5일 때， 초|뱃값은 50.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면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울타리의 길이가 12m일 때， 꽃밭의 

넓이의최뱃값은? 

(단， 벽면에는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다.) 
(j) 3m2 (2) 6m2 @ 12m2 

@18m2 @36m2 

I뭘l꽃밭의 가로의 길이와세로의 길이를문자로 나타내어 식 세우기 

꽃밭의 넓이를 한문자에 대하여 정리하기 

꽃밭의세로의길이를 
xm(0<x<6) .. 서|로의길이를최대로해도6을넘을수없다 

가로의 길이를 νm라 하면 울타리의 길이가 

12mOl므로 2x+y= 12 ‘꽃일과벽면이 만나는부분은제외될을주의한다 

.. y=12-2x 12-2x 、

꽃밭의넓이는 1 1\ 
zν =x(12-앓)=-2x2 +1았 | 꽃밭 삭 

=-2(x2• 6x) I L 
=-2(x-3)2+ 18 

0<x<6에서 넓이의최랫값구하기 

이때꼭짓점으Ix좌표 3이 범위 0<x<6에 

포함되므로 x=3일 때， 최멋값은 18이다. 

따라서 구하는 꽃밭의 넓이의 최멋값은 

18m2 01다. 

이차함수외 최대， 최소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일때를구하기 

직사각형의 꼭짓점 중 제 1사분면에 

있는 꼭짓접의 좌표를 B라 하면 

A(a, 이 (0< a< 2)에서 B(a, 4-a2) 

직사각형 ABCD의 둘러의 길이를 

l이라하면 

1=2(AD+互j3)

=2{2a+(-a2+4)} 

二 -2α2十4a十8

=-2(a2-2a+1)+ 1O 

=• 2(a-1)2+10 

0<a<2이므로 a=l일 [대 ， 1의 값이 

최대가 된다 .. 둘러|의 길이의 최뱃값은 10 

0442 
다음물음에답하여라 

(1) 오른쪽그림과같이 이차함수ν=4 χ2 

의 그래프와 z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킬 때， 인침4끈펼왼 
둘레의 길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 

를구하여라. 

를렐 01차함수와 직ÁfZ)형이 E바는교점의 
좌표를 01용히여 식을 유도하기 

ν=4강챔~(α， 4-a2) 

a=l일 때， 직사Z팽의 넓이를 구하기 

따라서 a=l일 때， AD二 2， AB二4-1 2=3이므로둘래의 길이가최대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2.3=6 

(2) 두 이차함수 j(x)=삼←7과 

g(x)=-2상+5가 있다. 

그림과같이 

네 점 A(a, j(a)), B(ι g(a)), 
C(-a, g(-a)), D(-a, j(-a))를 
꼭짓점으로하는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Q의값을구하여라. 

(단， 0<a<2이다) 
I꽤 01챔수와직Áf각형01 만Lf.는교점의 좌표를 이용때 식을 유도하기 

Y• j(x)=x2-7 

x 

으
‘
”
휴
안
}
써

μ
~
y
-

부
 。
-
부
빠h
γ
 

직사~헝 ABCD으| 둘례를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j(X)=X2-7, g(x)=-2，상 +501므로 

AD=BC=a-(-a)=2a 

BA=CD二g(a)-j(a)

=( -2a2+5)-(a2-7) 

=-3a2+12 

ν↑ j(x)=x2-7 

따라서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l(a)라 하면 

l(a)二AD+BC+BA+CD

=2(매+굶) 

二 2(2a-3a2 + 12) 

=-6a2+4a+24 

직사Z쩡 ABCD의 툴레의 길이의 최랫값구하기 

l(a)二 6a2 +4a+24 

• ,..( ~ 1 \2 , 74 
-~ ... -•, -• 
~\ι 3/ 3 

1 
따라서 0<a<2이므로 Q二효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74 강→로최대가된다. 

다음물음에답하여라 

( 1) 직선 x+y+3=0 위를 움직이는 점 P(x, y)에 대하여 x2 +2y2 으| 

최솟값을구하여라. 

Q 

조건식을 한 문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01차식에 대입하여 Z어| 

관한 이차함수로 고쳐 최솟값구하기 

점 P(x， ν)가직선 x+ν十3二 O 위를움직이므로 

ν二 -x-3

이 식을상+2y2어| 대입하먼 

x 2+2( -X-3)2=X2十2(X2 +6X+9)

= 3x2 + 12x+ 18 

=3(X+2)2+6 

따라서 x=-2일 [[~， 초|솟값은 6이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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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 , y가실수이고녕+y2=4일 때， 4χ+ν2 으| 최멋값과최솟값을 

구하여라. 

조건식을 한문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01차식에 대입하여 z어| 

관한 01차험수로 고치기 

X2+y2=4어|서 y2=4-X2 

@을 4x+y2어l 대입하먼 

4x+y2=4x+(4←삼) 

=-x2+4x+4 

二 (X-2)2+ 8 

..... 6) 

이때 g가실수이므로 ν2二4~X2르 O 

(x+2)(x-2)드 0 

:. -2 드 X 드 2 

-2 드 X 드 2어|서 최햇값과 최슷값 구하기 

f(x)=-(x-2)"+8로 놓으면 

-2 드$르 2에서 함수 y=f(x)으| 

그래프는오른쪽 그림과같으므로 

x=2일 때， 최뱃값 f(2)二8 

x=-2일 때， 초|솟값 f(-2)二 -8 

따라서 Z二2일 때， 초|멋값 8이고 

x=-2일 때， 최솟값 -8이다. 

0444 

y 

x 

x 르 O, y 三 001고， x+y二3일 때， 삼+2y2으| 최멋값을 M, 최솟값을 

mOI2.f 할 때， M+m의 값은? 

G) 12 ~ 24 @30 
@36 @40 

조건식을 한문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01치식에 대입하여 X어| 

표펜이치할수로고치기 

x+y二3에서 y=3-x ...... 6) 

이때 x;:::O, y 르 O어l서 3→X 는 001므로 

0 드 Z 드 3 

@을 상+2y2어| 대입하면 

X2+2y2=X'+2(3-x)2 

= 3x2 -12x+ 18 

=3(x-2)2十6

O 드 $드 3에서 최햇값과 최슷값구하기 

f(x)二 3(x一2)2+6으로 놀으면 

O 드 Z 드 3에서 함수 ν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x二0일 때， 초|뱃값 f(O)= 18 

x=2일 때， 최솟값 f(2)=6 

따라서 M+m=18+6=24 
0 x 

044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ν=-x2+4x-3의 그래프는 g축과 점 A 

에서 만나고 1축과 두 점 B， C에서 만난다. 

점 P(x, y)가 점 A에서 점 C까지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일 때， 일차식 12x-4y+5의 최멋값 

과 최솟값을 각각 M， m이라 하자 

이때 M+m으| 값을 구하여라 

Yi y=-x2十4x-3

조건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고 01차식에 대입하여 z어| 

표딴 01차함수로 고치기 

-x2 +4x-3二0에서 (x-1)(x-3)二 0

:. x=l 또는 x=3 

이때 세 점의 좌표는 A(O, -3), B(l, 0), C(3, 0) 
점 P(x, ν)가 점 A에서 점 C까지 그래프 위를 움직이므로 
O 드 Z 드 3 •••••• 6) 

12χ -4y+5=k라 하면 접 P(x, ν)가 이차함수 y=-x2+4x-3의 

그래프위의점이므로 

k= 12x-4y+5= 12，χ 4(-x2+4x-3)+5 

=4x2- 4x+17 

=4(X 웅)" +16 

O 드 X 드 3어|서 최햇갑웰} 초|슷값 구하기 

。에서 x=융일때 
k으의l 최솟값은 m=16 
x=3일 때， k으| 최뱃값은 

M=4'32-4'3+17=41 
'.M+m二41+16二 5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에서 가로， 서|로가 각각 2， 3인 직사각형 

모양 2개를 잘라내었더니 남은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다. 이때 남은 부분의 

넓이의 최뱃값을 구하여라 

1짧 
x 

조건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고 01차식에 대입하여 x어l 

관한이치함수로고치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잘라내기 전의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a, b라 하면 
잘라 내고 남은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20이므로 2a+2b=20 

'.b=10-a ...... 6) 

또한" a-4>0, b-3>0에서 
a>4, b-3二(10-a)一3>0
:.4< a < 7 ...... φ 

4<a<7에서 최뱃갑웰} 최슷값 구하기 

이때 남은부분의 넓01를 S라하면 

S=ab-2'6 ...... @ 

@을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S二←(a-5)'+13

랬 

따라서 4<a<7의 범위에서 넓이 S의 최멋값은 a=5일 [대， 13이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