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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답과 풀이

I  자연수의 성질

소인수분해1

01 ⑴ 합 ⑵ 소 ⑶ 합 ⑷ 소 ⑸ 소 ⑹ 합

02 ⑴ × ⑵ ◯ ⑶ × ⑷ ×

03 ⑴ 밑：5, 지수：2 ⑵ 밑：;2!;, 지수：4

04 ⑴ 2Ü` ⑵ 3Û`_5Ü` ⑶ {;6!;}Ý` ⑷ 
1

3Ü`_7Û`
05 ⑴ 3Û` ⑵ 2_7 ⑶ 2Û`_3Û` ⑷ 2_3_7

06 ⑴ 2 ⑵ 3, 5 ⑶ 2, 7 ⑷ 2, 3, 5

07 ⑴ 100=2Û`_5Û`, 표 참조 ⑵ 1, 2, 4, 5, 10, 20, 25, 50, 100 ⑶ 9개

08 ⑴ 6개 ⑵ 8개 ⑶ 8개 ⑷ 12개

교과서가 한눈에 p.3

02 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또 가장 작은 소수는 2이다.

 ⑶ 2는 소수이지만 짝수이다.

 ⑷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06 ⑴ 8=2Ü`이므로 소인수는 2이다.

 ⑵ 15=3_5이므로 소인수는 3, 5이다.

 ⑶ 28=2Û`_7이므로 소인수는 2, 7이다.

 ⑷ 60=2Û`_3_5이므로 소인수는 2, 3, 5이다.

07 ⑴ 100=2Û`_5Û`

_ 1 2 2Û`

1 1 2 4

5 5 10 20

5Û` 25 50 100

 ⑶ (2+1)_(2+1)=9(개)

08 ⑴ 5+1=6(개)

 ⑵ (3+1)_(1+1)=8(개)

 ⑶ 30=2_3_5이므로 (1+1)_(1+1)_(1+1)=8(개)

 ⑷   126=2_3Û`_7이므로 

(1+1)_(2+1)_(1+1)=12(개)

정답과 해설정답과 풀이

01 3 02 ④ 03 8개 04 ② 05 ①, ③  06 ③ 07 ③, ⑤

08 7 09 35 10 2Ú`Ü`가닥 11 ④ 12 ③ 13 ⑤ 14 14 

15 ⑤ 16 ② 17 ⑤ 18 ① 19 5 20 57 21 56 22 ③ 

23 ③ 24 ④ 25 ④ 26 ② 27 ② 28 7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1 02 14 03 12개

또또! 나오는 문제 p.4~7

01 소수는 5, 11, 17, 41, 53의 5개이므로 a=5

 합성수는 25, 39의 2개이므로 b=2

 ∴ a-b=5-2=3

02 ④ 87의 약수는 1, 3, 29, 87이므로 87은 합성수이다. 

03 4, 6, 8, 9, 10, 12, 14, 15의 8개이다.

04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는 소수이다.

   따라서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는 11, 13, 

17, 19의 4개이다.

05 ②   21의 약수는 1, 3, 7, 21이므로 21은 합성수이다. 즉 일의 

자리의 숫자가 1인 수 중 합성수도 있다.

 ④ 3은 3의 배수이지만 소수이다.

 ⑤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1 또는 합성수이다.

06 ① 9는 합성수이지만 홀수이다.

 ② 가장 작은 합성수는 4이다.

 ③ 한 자리의 자연수 중 소수는 2, 3, 5, 7의 4개이다.

 ④ 6은 합성수이지만 약수가 1, 2, 3, 6의 4개이다.

 ⑤   4의 약수는 1, 2, 4의 3개이므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다.

07 ① 3_3_3_3=3Ý`  ② 2+2+2=2_3

 ④ ;7!;_;7!;_;7!;={;7!;}Ü`

08 2_2_2_3_5_3_5=2Ü`_3Û`_5Û`이므로

 a=3, b=2, c=2

 ∴ a+b+c=3+2+2=7

09 2Þ`=32이므로 a=32

 27=3Ü`이므로 b=3

 ∴ a+b=32+3=35

10 한 번 접으면 2=2Ú`(가닥)

 두 번 접으면 4=2Û`(가닥)

 세 번 접으면 8=2Ü`(가닥)

⋮

 따라서 13번 접으면 꿀 실은 2Ú`Ü`가닥이 된다.

11 ④ 70=2_5_7

12 600=2_2_2_3_5_5=2Ü`_3_5Û`

13 252=2Û`_3Û`_7이므로 a=2, b=3, c=7

 ∴ a+b+c=2+3+7=12

14 392=2Ü`_7Û`이므로

 a=2, b=7, m=3, n=2 또는 a=7, b=2, m=2, n=3

 ∴ a+b+m+n=2+7+3+2=14

15 210=2_3_5_7이므로 210의 소인수는 2, 3, 5, 7이다.

 따라서 210의 소인수가 아닌 것은 ⑤ 11이다.

16 150=2_3_5Û`이므로 150의 소인수는 2, 3, 5이다.

 따라서 150의 모든 소인수의 합은 2+3+5=10

17   140=2Û`_5_7에서 5, 7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곱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5_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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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4_x=2_3Ü`_x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자

연수 x는 2_3_(자연수)Û̀ 의 꼴이다.

 ② 6=2_3_1Û`    ③ 24=2_3_2Û`
 ④ 54=2_3_3Û`  ⑤ 150=2_3_5Û`
 따라서 자연수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2이다.

19 80=2Ý`_5이므로 5, 2Û`_5, 2Ý`_5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5이다.

20 76_a=2Û`_19_a이므로 a=19

 76_a=(2Û`_19)_19=2Û`_19Û`=(2_19)Û`=38Û`이므로 

 b=38

 ∴ a+b=19+38=57

21   224=2Þ`_7이므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자연

수 a는 2_7_(자연수)Û`의 꼴이다.

   따라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2_7, 2_7_2Û`, 2_7_3Û`, y이므로 두 번째로 작

은 수는 2_7_2Û`=56

22 180=2Û`_3Û`_5이므로 180의 약수는

 (2Û`의 약수)_(3Û`의 약수)_(5의 약수)이다.

 따라서 180의 약수가 아닌 것은 ③ 2Û`_3Ü`이다.

23   300=2Û`_3_5Û`이므로 300의 약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

열하면 2Û`_3_5Û`, 2_3_5Û`, 2Û`_5Û`, y
 따라서 300의 약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는 ③ 2_3_5Û`이다.

24 ① (2+1)_(1+1)=6(개)

 ② (2+1)_(2+1)=9(개)

 ③ (1+1)_(1+1)_(1+1)=8(개)

 ④   60=2Û`_3_5이므로 

(2+1)_(1+1)_(1+1)=12(개)

 ⑤ 128=2à`이므로 7+1=8(개)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④ 60이다.

25 ① 6=2_3이므로 (1+1)_(1+1)=4(개)

 ② 8=2Ü`이므로 3+1=4(개)

 ③ 10=2_5이므로 (1+1)_(1+1)=4(개)

 ④ (1+1)_(2+1)=6(개)  ⑤ 3+1=4(개)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④ 2_3Û`이다.

26 2Ü`_5Å` 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이므로 

 (3+1)_(x+1)=12, 4_(x+1)=4_3

 x+1=3  ∴ x=2

27 ①   3Û`_4=3Û`_2Û`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2+1)_(2+1)=9(개)

 ② 3Û`_9=3Û`_3Û`=3Ý`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4+1=5(개)

 ③   3Û`_25=3Û`_5Û`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2+1)_(2+1)=9(개)

 ④ 3Û`_7Û`의 약수의 개수는 (2+1)_(2+1)=9(개)

 ⑤ 3Û`_3ß`=3¡`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8+1=9(개)

28 120=2Ü`_3_5이므로 120의 약수의 개수는

 (3+1)_(1+1)_(1+1)=16(개) 

 3Å`_5의 약수의 개수는 (x+1)_(1+1)=2_(x+1)(개)

 따라서 2_(x+1)=16이므로 2_(x+1)=2_8

 x+1=8　　∴ x=7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3Ú`=3, 3Û`=9, 3Ü`=27, 3Ý`=81, 3Þ`=243, y과 같이 3의 거듭

제곱의 일의 자리의 숫자는 3, 9, 7, 1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100=4_25이므로 3Ú`â`â`의 일의 자리의 숫자는 3Ý`의 일

의 자리의 숫자와 같은 1이다. 

02   1_2_3_y_10

 =1_2_3_2Û`_5_(2_3)_7_2Ü`_3Û`_(2_5)

 =2¡`_3Ý`_5Û`_7

 따라서 a=8, b=4, c=2이므로 a+b+c=8+4+2=14

03 96
n  이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 n은 96의 약수이어야 한다.

 96=2Þ`_3이므로 96의 약수의 개수는

 (5+1)_(1+1)=12(개)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12개이다.

01 ② 02 ④ 03 ② 04 ②, ⑤ 05 ③ 06 12 07 ⑤ 08 ③

09 ④ 10 ② 11 ① 12 ⑤ 13 ② 14 ②, ④ 15 ③ 16 ③

튼튼! 만점 예상 문제 1회 p.8~9

01 ① 15의 약수는 1, 3, 5, 15이므로 15는 합성수이다. 

 ③ 21의 약수는 1, 3, 7, 21이므로 21은 합성수이다. 

 ④ 27의 약수는 1, 3, 9, 27이므로 27은 합성수이다. 

 ⑤ 33의 약수는 1, 3, 11, 33이므로 33은 합성수이다.

02   20 이상 40 미만인 자연수 중 소수는 23, 29, 31, 37의 4개이

다.

03 ① 2는 짝수이지만 소수이다.

 ③ 2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의 8개이다.

 ④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

 ⑤ 1의 약수는 1의 1개뿐이다.

04 ① 8=2Ü`  ③ 2_2_3_3_2=2Ü`_3Û`

 ④ ;1Á1;_;1Á1;_;1Á1;_;1Á1;={;1Á1;} Ý`

05 ① 밑은 3이다.  ② 지수는 5이다.

 ④ 3_3_3_3_3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⑤ 3Þ`=3_3_3_3_3=243과 같은 값이다. 

06 2Ý`=16이므로 a=16, 625=5Ý`이므로 b=4

 ∴ a-b=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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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07 ① 16=2Ý` ② 27=3Ü` ③ 48=2Ý`_3 ④ 66=2_3_11

08 56=2Ü`_7이므로 a=3

 126=2_3Û`_7이므로 b=2

 ∴ a+b=3+2=5

09 2, 3, 4, 5, 6 중 2의 배수는 2, 4=2_2, 6=2_3

   따라서 2_3_4_5_6을 소인수분해하면 2는 모두 4번 곱

해지므로 소인수 2의 지수는 4이다.

10 135=3Ü`_5이므로 135의 소인수는 3, 5이다.

11   48=2Ý`_3에서 3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3이다.

12 2Û`_5Ü`의 약수는 (2Û`의 약수)_(5Ü`의 약수)이다.

 따라서 2Û`_5Ü`의 약수가 아닌 것은 ⑤ 2Ü`_5Ü`이다.

13   117=3Û`_13이므로 117의 약수는 1, 3, 3Û`, 13, 3_13, 

 3Û`_13, 즉 1, 3, 9, 13, 39, 117이다.

 따라서 구하는 합은 1+3+9+13+39+117=182

14 ② 72의 소인수는 2와 3이다. 

 ④  2Ü`_3Ü`은 72의 약수가 아니다.

 ⑤ 72의 약수의 개수는 (3+1)_(2+1)=12(개)

15 ① (4+1)_(3+1)=20(개)

 ② (2+1)_(1+1)_(1+1)=12(개)

 ③ (3+1)_(1+1)=8(개)

 ④   90=2_3Û`_5이므로 

(1+1)_(2+1)_(1+1)=12(개)

 ⑤ 100=2Û`_5Û`이므로 (2+1)_(2+1)=9(개)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③ 7Ü`_11이다.

16 3Û`_5Å`_7의 약수의 개수가 30개이므로

 (2+1)_(x+1)_(1+1)=30, 6_(x+1)=6_5

 x+1=5　　∴ x=4  

04 ① 7+7+7=7_3  ② 5_5=5Û`
 ④ 2_2+3_3=2Û`+3Û` ⑤ ;5@;_;5@;_;5@;_;5@;_;5@;={;5@;} Þ`

05 2_2_2_3_3_7_7_7_7=2Ü`_3Û`_7Ý`이므로 

 a=3, b=2, c=4  ∴ a-b+c=3-2+4=5

06   7Ú`=7, 7Û`=49, 7Ü`=343, 7Ý`=2401, 7Þ`=16807, y과 같이

7의 거듭제곱의 일의 자리의 숫자는 7, 9, 3, 1이 반복되어 나

타난다.

   따라서 30=4_7+2이므로 7Ü`â`의 일의 자리의 숫자는 7Û`의 

일의 자리의 숫자와 같은 9이다.

07 ④ 160=2Þ`_5

08 360=2Ü`_3Û`_5이므로 a=3, b=2, c=5

 ∴ a+b-c=3+2-5=0

09 ① 18=2_3Û`이므로 18의 소인수는 2, 3이다.

 ② 48=2Ý`_3이므로 48의 소인수는 2, 3이다.

 ③ 54=2_3Ü`이므로 54의 소인수는 2, 3이다.

 ④ 60=2Û`_3_5이므로 60의 소인수는 2, 3, 5이다.

 ⑤ 96=2Þ`_3이므로 96의 소인수는 2, 3이다.

 따라서 소인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④ 60이다.

10 280=2Ü`_5_7이므로 280의 소인수는 2, 5, 7이다.

 따라서 280의 모든 소인수의 합은 2+5+7=14

11   240=2Ý`_3_5이므로 3_5, 2Û`_3_5, 2Ý`_3_5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3_5=15

12 ④ 7Û`_2=98

13 126=2_3Û`_7이므로 126의 약수는

 (2의 약수)_(3Û`의 약수)_(7의 약수)이다.

 따라서 126의 약수가 아닌 것은 ④ 2Û`_7이다.

14 3Ü`_5Û`_11의 약수의 개수는

 (3+1)_(2+1)_(1+1)=24(개)이므로 a=24

 52=2Û`_13의 약수의 개수는

 (2+1)_(1+1)=6(개)이므로 b=6

 ∴ a-b=24-6=18

15 ① 2Ü`_2=2Ý`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4+1=5(개)

 ② 2Ü`_3의 약수의 개수는 (3+1)_(1+1)=8(개)

 ③   2Ü`_6=2Ý`_3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4+1)_(1+1)=10(개)

 ④   2Ü`_9=2Ü`_3Û`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3+1)_(2+1)=12(개)

 ⑤ 2Ü`_16=2Ü`_2Ý`=2à`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7+1=8(개)

16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소수)Û`의 꼴이다. 

 따라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2Û`=4, 3Û`=9, 5Û`=25, 7Û`=49의 4개이다.

01 ③ 02 37 03 ②, ③ 04 ③ 05 ② 06 ⑤ 07 ④ 08 0

09 ④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③ 15 ③ 16 ②

튼튼! 만점 예상 문제 2회 p.10~11

01 합성수는 6, 15, 33, 58의 4개이다.

02 ㈏ 에 의하여 구하는 자연수는 소수이다. 

 따라서 ㈎ 에 의하여 35 이상 40 미만의 소수는 37이다.

03 ② 15는 홀수이지만 합성수이다. 

 ③ 100에 가장 가까운 소수는 97이다.

 ④   두 소수 p, q의 곱 p_q의 약수는 1, p, q, p_q이므로 합

성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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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⑴ 81 ⑵ 3 02 ⑴ 7 ⑵ 9 03 45

04 1, 2, 3, 4, 6, 9, 12, 18, 27, 36, 54, 108 05 4개

06 21 07-1 2 07-2 4개 07-3 3개

별별! 서술형 문제 p.12~13

01 ⑴ 3Ý`=81이므로 a=81

 ⑵ 125=5Ü`이므로 b=3

02 ⑴ 10=2_5이므로 <10>=2+5=7

 ⑵ 28=2Û`_7이므로 <28>=2+7=9

03 ⑴  60=2Û`_3_5

 ⑵ 60_a=2Û`_3_5_a이므로 a=3_5=15

 ⑶ 60_a  =(2Û`_3_5)_(3_5) 

=2Û`_3Û`_5Û`=(2_3_5)Û`=30Û`
∴ b=30

 ⑷ a+b=15+30=45

04 ⑴ 108=2Û`_3Ü`
 ⑵ _ 1 2 2Û`

1 1 2 4

3 3 6 12

3Û` 9 18 36

3Ü` 27 54 108

 ⑶ 1, 2, 3, 4, 6, 9, 12, 18, 27, 36, 54, 108

05 88=2Ü`_11 …… [1점]

 _ 1 2 2Û` 2Ü`

1 1 2 4 8

11 11 22 44 88

 

 …… [3점]

   위의 표에서 88의 약수 중 11의 배수는 11, 22, 44, 88의 4개

이다. …… [1점]

06 36=2Û`_3Û`의 약수의 개수는

 (2+1)_(2+1)=9(개)  ∴ a=9 …… [2점]

 84=2Û`_3_7의 약수의 개수는 

 (2+1)_(1+1)_(1+1)=12(개)

 ∴ b=12 …… [2점]

 ∴ a+b=9+12=21 …… [1점]

07-1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합성수는 99이고 가장 

큰 소수는 97이다.  …… [2점]

 따라서 구하는 차는 99-97=2 …… [1점]

07-2 ㈏에 의하여 a는 합성수이다. …… [2점]

   따라서 ㈎에 의하여 한 자리의 자연수 a의 값은 4, 6, 8, 9의

4개이다.   …… [2점]

07-3 ㈏에 의하여 n의 약수는 1과 n뿐이므로 n은 소수이다.  

 …… [3점]

 따라서 ㈎에 의하여 자연수 n의 값은 41, 43, 47의 3개이다. 

 …… [2점]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2

01   ⑴ 1, 2, 3, 4, 6, 12 ⑵ 1, 2, 3, 5, 6, 10, 15, 30 ⑶ 1, 2, 3, 6 ⑷ 6

02 1, 3, 5, 15  03 ㉠, ㉢

04 ⑴ 2_3 ⑵ 3_5Û` ⑶ 2_7  05 ⑴ 4 ⑵ 15 ⑶ 10

06   ⑴ 9, 18, 27, 36, 45, 54, 63, 72, y  ⑵ 12, 24, 36, 48, 60, 72, y 

⑶ 36, 72, y  ⑷ 36

07 32, 64, 96  08 ⑴ 2Ü`_3Û` ⑵ 2Ý`_3_5Û` ⑶ 2_3Û`_5_7

09 ⑴ 72 ⑵ 216 ⑶ 1260  10 2

교과서가 한눈에 p.15

02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므로 1, 3, 5, 15이다.

03 ㉠ 3과 13의 최대공약수는 1이므로 서로소이다.

 ㉡ 4와 6의 최대공약수는 2이므로 서로소가 아니다.

 ㉢ 8과 11의 최대공약수는 1이므로 서로소이다.

 ㉣ 9와 21의 최대공약수는 3이므로 서로소가 아니다.

04 ⑴ 2Û`_3
2 _3Û`

(최대공약수)=2 _3

 ⑵ 3Ü`_5Û`
2_3 _5Û`

(최대공약수)= 3 _5Û`
 ⑶ 2 _5Û`_7Û`

2Û` _7Ü`
2Û`_5Û`_7

(최대공약수)=2 _7

05 ⑴ 16=2Ý`
28=2Û`_7

(최대공약수)=2Û̀ =4

 ⑵ 30=2_3 _5
45= 3Û`_5

(최대공약수)= 3 _5=15

 ⑶ 20=2Û`_5
50=2 _5Û`
70=2 _5 _7

(최대공약수)=2 _5 =10

07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므로 두 수의 공배수 중 두 자

리의 자연수는 32, 64, 96이다.

08 ⑴ 2 _3Û`
2Ü`_3

(최소공배수)=2Ü`_3Û`

 ⑵ 2Ü` _5Û`
2Ý`_3_5Û`

(최소공배수)=2Ý`_3_5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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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3 _7
3Û`_5

2_3Û` _7
(최소공배수)=2_3Û`_5_7

09 ⑴ 18=2 _3Û`
24=2Ü`_3

(최소공배수)=2Ǜ _3Û̀ =72

 ⑵ 54=2 _3Ü`
72=2Ü`_3Û`

(최소공배수)=2Ǜ _3Ǜ =216

 ⑶ 36=2Û`_3Û`
60=2Û`_3_5
84=2Û`_3 _7

(최소공배수)=2Û̀ _3Û̀ _5_7=1260

10 (두 자연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60=(최대공약수)_30　　∴ (최대공약수)=2

01 ④ 02 ③ 03 4 04 12개 05 ③, ④ 06 ④ 07 ②, ⑤ 08 6개

09 ④ 10 ③ 11 ⑤ 12 414 13 ④ 14 8개 15 ④ 16 540

17 ② 18 ③ 19 ① 20 ② 21 8 22 ③ 23 30 cm

24 남학생 수：9명, 여학생 수：10명 25 24개 26 12 27 ③, ⑤

28 회원 수：9명, 바나나의 수：3개 29 72 cm 30 오전 9시 30분

31 90개 32 72개 33 톱니바퀴 A：7바퀴, 톱니바퀴 B：4바퀴 34 61

35 75 36 :»3¥: 37 ④ 38 3개 39 169 40 ④ 41 ② 42 ⑤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30 02 22그루 03 178명

또또! 나오는 문제 p.16~21

01 2_3Û`_7Û`, 2Û`_3Ü`_7Û`, 2Ü`_3Û`_7Ü`의 최대공약수는 

 2_3Û`_7Û`
 따라서 ④ 2Û`_3Û`은 2_3Û`_7Û`의 약수가 아니다.

02  두 자연수 A, B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인 36의 약수이므로 

1, 2, 3, 4, 6, 9, 12, 18, 36이다.

03  2Û`_3_5Û`, 150=2_3_5Û`, 600=2Ü`_3_5Û`의 최대공약수

는 2_3_5Û`
 따라서 a=1, b=1, c=2이므로

 a+b+c=1+1+2=4

04 2_7Û`_11, 2Ü`_7Û`_11Û`의 최대공약수는 2_7Û`_11 

   따라서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공약수인 2_7Û`_11의 약수의 

개수와 같으므로

 (1+1)_(2+1)_(1+1)=12(개)

05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3  ② 2  ③ 1  ④ 1  ⑤ 7

 따라서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③, ④이다.

06   18과의 최대공약수를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　　② 9　　③ 2　　④ 1　　⑤ 6

 따라서 18과 서로소인 것은 ④ 11이다. 

07 ① 6과 9의 최대공약수는 3이므로 서로소가 아니다.

 ③   3과 9는 모두 홀수이지만 최대공약수가 3이므로 서로소가 

아니다.

 ④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1의 1개뿐이다.

08  15 이하의 자연수 중 10=2_5와 서로소인 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이다.

 따라서 1, 3, 7, 9, 11, 13의 6개이다.

09 2Ü`_3_7, 360=2Ü`_3Û`_5의 최소공배수는 2Ü`_3Û`_5_7

10   2Û`_3Û`_5, 2Û`_3_7의 최대공약수는 2Û`_3이고 최소공배수

는 2Û`_3Û`_5_7이다.

11 2Û`_3, 2_3Ü`_5의 최소공배수는 2Û`_3Ü`_5

  이때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므로 주어진 두 수의 공배

수인 것은 ⑤ 2Û`_3Ü`_5_7이다.

12 A=2_3=6, B=2Û`_3_5_7=420이므로

 B-A=420-6=414

13  세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인 18의 배수이므로 보기 

중 공배수는 ㉡ 54, ㉢ 72, ㉥ 126이다.

14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인 12의 배수이다.

  따라서 100보다 작은 공배수는 12_1=12, 12_2=24, y, 

12_8=96의 8개이다.

15  세 자연수 3_x, 6_x, 10_x의

 최소공배수가 120이므로

 x_2_3_5=120

 x_30=120　　∴ x=4

  따라서 세 자연수는 3_4=12, 6_4=24, 10_4=40이므

로 구하는 합은 12+24+40=76

16 15=3_5, 20=2Û`_5, 45=3Û`_5의 최소공배수는 

 2Û`_3Û`_5=180

 이때 세 수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인 180의 배수이다.

  180_2=360, 180_3=540이므로 세 수의 공배수 중 500

에 가장 가까운 수는 540이다.

17 최대공약수가 2_3Û`이므로 

 2Ü`, 2º`의 지수 중 작은 것이 1이다.  ∴ b=1

 3�̀ , 3Ü`의 지수 중 작은 것이 2이다.  ∴ a=2

 최소공배수가 2Ü`_3Ü`_5이므로 c=5

 ∴ a+b+c=2+1+5=8

18 최대공약수가 2Ü`_13º`이므로

 2Ý`, 2�̀ 의 지수 중 작은 것이 3이다.  ∴ a=3

 13Û`, 13Ü`의 지수 중 작은 것이 b이다.  ∴ b=2

 ∴ a_b=3_2=6

x>ù 3_x  6_x  10_x
2>ù  3 6 10
3>ù  3 3 5
 1 1 5

정답과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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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최소공배수가 3Ü`_5Û`_7�̀ 이므로

 3�̀ , 3Û`, 3의 지수 중 가장 큰 것이 3이다.  ∴ a=3

 5, 5, 5º`의 지수 중 가장 큰 것이 2이다.  ∴ b=2

 7의 지수가 c이다.  ∴ c=1

 ∴ a+b+c=3+2+1=6

20 최대공약수가 2�̀ _3Û`이므로

 2Û`, 2Ü`의 지수 중 작은 것이 2이다.  ∴ a=2

 최소공배수가 2Ü`_3º`_7�̀ 이므로

 3Ý`, 3Û`의 지수 중 큰 것이 b이다.  ∴ b=4

 7의 지수가 c이다.    ∴ c=1

 ∴ a+b-c=2+4-1=5

21 최대공약수가 3_7이므로

 7Û`, 7�̀ 의 지수 중 작은 것이 1이다.  ∴ c=1

 최소공배수가 3Û̀ _5_7Û̀ 이므로

 3�̀ , 3의 지수 중 큰 것이 2이다.  ∴ a=2

 또 b는 3, 7이 아닌 소수이다.  ∴ b=5

 ∴ a+b+c=2+5+1=8

22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학생 수는 48, 36, 72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48, 36, 72의 최대공약

수는 2Û`_3=12

   따라서 12명의 학생에게 나

누어 줄 수 있다.

23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붙이려면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는 150과 120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150과 120의 최대공

약수는 2_3_5=30

   따라서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는 30 cm이다.

24  보트의 수를 최대로 하려면 보트의 수는 54와 60의 최대공약

수이어야 한다.

   이때 54와 60의 최대공약

수는 2_3=6

  따라서 보트의 수는 6대이

   므로 한 보트에 타는 남학생 수는 54Ö6=9(명), 여학생 수는 

60Ö6=10(명)

25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면 주사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56, 42, 28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56, 42, 28의 최대공

약수는 2_7=14

  따라서 주사위의 한 모서

리의 길이는 14`cm이므

 로 만들어지는 주사위의 수는 가로는 56Ö14=4(개),

 세로는 42Ö14=3(개), 높이는 28Ö14=2(개)

 즉 4_3_2=24(개)이다.

48=2Ý`_3
36=2Û`_3Û`
72=2Ü`_3Û`

(최대공약수)=2Û̀ _3 =12

150=2 _3_5Û`
120=2Ü`_3_5

(최대공약수)=2 _3_5=30

54=2 _3Ü`
60=2Û`_3 _5

(최대공약수)=2 _3 =6

56=2Ü` _7
42=2 _3_7
28=2Û` _7

(최대공약수)=2 _7=14

26  어떤 자연수로 74-2=72, 61-1=60, 33+3=36을 나누

면 나누어떨어지므로 구하는 가장 큰 수는 72, 60, 36의 최대

공약수이다.

   이때 72, 60, 36의 최대공

약수는 2Û`_3=12

   따라서 구하는 수는 12이

다.

27  초콜릿은 57-3=54(개), 사탕은 94-4=90(개)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수는 54와 90의 공약수이다.

   이때 54와 90의 최대공약

수는 2_3Û`=18

 즉 학생 수는 18의 약수이

 면서 4보다 큰 수이므로 6, 9, 18

 따라서 학생 수가 될 수 없는 것은 ③, ⑤이다.

28  사과는 45개, 귤은 80+1=81(개), 바나나는 29-2=27(개)

가 있으면 회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최대 회

원 수는 45, 81, 27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45, 81, 27의 최대공약수

는 3Û`=9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최대 

회원 수는 9명이고, 한 회원에

 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나나의 수는 27Ö9=3(개)이다.

29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면 정육면체의 한 모

서리의 길이는 18, 12, 8의 최소공배수이어야 한다.

   이때 18, 12, 8의 최소공배수

는 2Ü`_3Û`=72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의 길이는 72 cm이다.  

30  세 버스가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하여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 15, 18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10, 15, 18의 최소공

배수는 2_3Û`_5=90

  따라서 구하는 시각은 오

전 8시로부터 90분,

 즉 1시간 30분 후인 오전 9시 30분이다.

31  되도록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과 20의 최소공배수이어야 한다.

   이때 18과 20의 최소공

배수는 2Û`_3Û`_5=180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

   의 길이는 180 cm이므로 필요한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은 가

로는 180Ö18=10(개), 세로는 180Ö20=9(개)

 즉 10_9=90(개)이다.

72=2Ü`_3Û`
60=2Û`_3 _5
36=2Û`_3Û`

(최대공약수)=2Û̀ _3 =12

54=2_3Ü`
90=2_3Û`_5

(최대공약수)=2_3Û̀ =18

45=3Û`_5
81=3Ý`
27=3Ü`

(최대공약수)=3Û̀ =9

18=2 _3Û`
12=2Û`_3
8=2Ü`

(최소공배수)=2Ǜ _3Û̀ =72

10=2 _5
15= 3 _5
18=2_3Û`

(최소공배수)=2_3Û̀ _5=90

18=2 _3Û`
20=2Û` _5

(최소공배수)=2Û̀ _3Û̀ _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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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8, 6, 4의 최소공배수이어야 

한다.

  이때 8, 6, 4의 최소공배수는 

2Ü`_3=24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의 길이는 24 cm이므로 필요

   한 벽돌은 가로는 24Ö8=3(개), 세로는 24Ö6=4(개), 높이

는 24Ö4=6(개)

 즉 3_4_6=72(개)이다.

33  두 톱니바퀴 A, B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톱니에서 처음

으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맞물리는 톱니의 수는 24와 42의 최

소공배수이다.

   이때 24와 42의 최소공

배수는 2Ü`_3_7=168

  따라서 톱니바퀴 A는  

168Ö24=7(바퀴),

 톱니바퀴 B는 168Ö42=4(바퀴)씩 회전해야 한다.

34  3, 4, 5로 나누면 모두 1이 남는 자연수를 x라 하면 x-1은 3, 

4, 5의 공배수이므로 구하는 가장 작은 수는 3, 4, 5의 최소공

배수이다.

 이때 3, 4, 5의 최소공배수는 3_4_5=60

 x-1=60, 120, 180, y

 ∴ x=61, 121,   181, y

 따라서 구하는 가장 작은 수는 61이다.

35  4, 6, 18 중 어느 수로 나누어도 모두 3이 남는 자연수를 x라 

하면 x-3은 4, 6, 18의 공배수이다.

 이때 4, 6, 18의 최소공배수는

 2Û`_3Û`=36

 x-3=36, 72, 108, y

 ∴ x=39, 75, 111, y

 따라서 구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75이다.

36 두 분수 ;4!9@;, ;1!4%;의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는 
(49와 14의 최소공배수)
(12와 15의 최대공약수)  이다.

  이때 12와 15의 최대공약수는 

3이고, 49와 14의 최소공배수

는 2_7Û`=98이다.

 따라서 구하는 수는 :»3¥:이다.

37 두 분수 ;1Á4;, ;2Á1; 중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

   게 하는 수는 14와 21의 공배수이고,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4와 21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14와 21의 최소공배

수는 2_3_7=42

   따라서 구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42이다.

8=2Ü`
6=2 _3
4=2Û`

(최소공배수)=2Ǜ _3=24

24=2Ü`_3
42=2 _3_7

(최소공배수)=2Ü`_3_7=168

4=2Û`
6=2 _3

18=2 _3Û`
(최소공배수)=2Û̀ _3Û̀ =36

12=2Û`_3
15= 3_5

(최대공약수)= 3

49= 7Û`
14=2_7

(최소공배수)=2_7Û̀ =98

14=2 _7
21= 3_7

(최소공배수)=2_3_7=42

38 두 분수 
20
n  , 

28
n  이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 n의 값은 20과 28

 의 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20과 28의 최대공약

수는 2Û`=4

 따라서 자연수 n의 값은 4

 의 약수이므로 1, 2, 4의 3개이다. 

39 두 분수 ;2@0&;, ;3̂2#;의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는 
(20과 32의 최소공배수)
(27과 63의 최대공약수)  이다.

  이때 27과 63의 최대공약수

는 9이고, 20과 32의 최소공

배수는 160이다.

 따라서 구하는 수는 
160
9  이

 므로 a=9, b=160

 ∴ a+b=9+160=169

40 (두 자연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540=(최대공약수)_90  ∴ (최대공약수)=6

41 (두 자연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60_A=12_420  ∴ A=84

42 두 자연수 A, B의 최대공약수가 5이므로

 A=5_a, B=5_b(a, b는 서로소)라 하자. 

 두 자연수 A, B의 최소공배수가 70이므로

 5_a_b=70  ∴ a_b=14

 이때 A<B, 즉 a<b이므로

 Ú a=1, b=14일 때, A=5_1=5, B=5_14=70

 Û a=2, b=7일 때, A=5_2=10, B=5_7=35

 그런데 두 자연수 A, B는 두 자리의 자연수이므로

 A=10, B=35

 ∴ A+B=10+35=45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세 자연수를 2_x, 4_x, 5_x

 (x는 자연수)라 하자.

 최소공배수가 120이므로 

 x_2_2_5=120, x_20=120  ∴ x=6

 따라서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5_x=5_6=30

02  나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고 나무를 가능한 한 적게 심으려

고 하므로 나무 사이의 간격은 105와 60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105와 60의

 최대공약수는

 3_5=15

20=2Û`_5
28=2Û` _7

(최대공약수)=2Û̀ =4

27=3Ü`
63=3Û`_7

(최대공약수)=3Û̀ =9

20=2Û`_5
32=2Þ`

(최소공배수)=2Þ̀ _5=160

x>ù 2_x  4_x  5_x
2>ù  2 4 5
 1 2 5

105= 3_5_7
60=2Û`_3_5

(최대공약수)= 3_5 =15

정답과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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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5 m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하므로 필요한 나무는

 (105Ö15)_2+(60Ö15)_2=14+8=22(그루)

03  4, 5, 6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부족하므로 캠프에 참가

한 학생 수를 x명이라 하면 x+2는 4, 5, 6의 공배수이다. 

   이때 4, 5, 6의 최소공배수

는 2Û`_3_5=60

 x+2=  60, 120, 180,  

240, y

 ∴ x=58, 118, 178, 238, y

   따라서 캠프에 참가한 학생 수는 150명에서 200명 사이이므

로 178명이다.

4=2Û`
5= 5
6=2 _3

(최소공배수)=2Û̀ _3_5=60

08 최소공배수가 3Ý`_5Ü`_7�̀ 이므로

 3�̀ , 3Ü`의 지수 중 큰 것이 4이다.  ∴ a=4

 5Û`, 5º`의 지수 중 큰 것이 3이다.  ∴ b=3

 7, 7Û`의 지수 중 큰 것이 c이다.  ∴ c=2

 ∴ a+b-c=4+3-2=5

09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누려면 정사각형의 한 변

의 길이는 45와 60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45와 60의 최대공약

수는 3_5=15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

의 길이는 15 cm이다.

10  가능한 한 많은 조로 나누려면 조의 수는 56과 40의 최대공약

수이어야 한다.

   이때 56과 40의 최대공약

수는 2Ü`=8 

   따라서 조는 8개로 나누어

야 한다.

11  복숭아는 87-3=84(개), 자두는 101+4=105(개)가 있으

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최대 학생 수는 

84와 105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84와 105의 최대

공약수는 3_7=21

   따라서 최대 학생 수

는 21명이다.

12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면 정육면체의 한 모

서리의 길이는 12, 15, 6의 최소공배수이어야 한다.

   이때 12, 15, 6의 최소공배

수는 2Û`_3_5=60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

서리의 길이는 60 cm이다.

13  A관에서는 (1시간 45분)+(15분)=(2시간)마다 영화를 상

영하고, B관에서는 (2시간 45분)+(15분)=(3시간)마다 영

화를 상영하므로 두 상영관 A, B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영

화를 상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와 3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2와 3의 최소공배수는 2_3=6

  따라서 구하는 시각은 오전 9시로부터 6시간 후인 오후 3시

이다.

14  8, 10, 15 중 어느 수로 나누어도 모두 1이 남는 자연수를 x라 

하면 x-1은 8, 10, 15의 공배수이다.

   이때 8, 10, 15의 최소공

배수는 2Ü`_3_5=120

 x-1=  120, 240, 

360, y

 ∴ x=121, 241, 361, y

 따라서 구하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21이다.

45= 3Û`_5
60=2Û`_3 _5

(최대공약수)= 3 _5=15

56=2Ü` _7
40=2Ü`_5

(최대공약수)=2Ü` =8

84=2Û`_3 _7
105= 3_5_7

(최대공약수)= 3 _7=21

12=2Û`_3
15= 3_5
6=2 _3

(최소공배수)=2Û̀ _3_5=60

8=2Ü`
10=2 _5
15= 3_5

(최소공배수)=2Ǜ _3_5=120

01 ④ 02 9개 03 ③ 04 ② 05 ④ 06 864 07 ⑤ 08 ①

09 ⑤ 10 8개 11 21명 12 60 cm 13 오후 3시 14 121

15 ④ 16 ③

튼튼! 만점 예상 문제 1회 p.22~23

01  72=2Ü`_3Û`, 90=2_3Û`_5, 126=2_3Û`_7의 최대공약수

는 2_3Û`=18

02 2Û`_3Û`_5Û`, 2_3Ü`_5Û`, 3Û`_5Ü`의 최대공약수는 3Û`_5Û`이다.

  따라서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공약수인 3Û`_5Û`의 약수의 개수

와 같으므로 (2+1)_(2+1)=9(개)

03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　　② 5　　③ 1　　④ 7　　⑤ 2

 따라서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③이다.

04 ㉠ 12와 35의 최대공약수는 1이므로 서로소이다.

 ㉡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최대공약수는 1이므로 공약수는 1

의 1개이다. 

 ㉣ 두 수 4와 9는 서로소이지만 두 수 모두 소수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 ㉢이다.

06 36=2Û`_3Û`, 48=2Ý`_3의 최소공배수는 2Ý`_3Û`=144

 이때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인 144의 배수이다.

  144_6=864, 144_7=1008이므로 두 수의 공배수 중 가장 

큰 세 자리의 자연수는 864이다.

07 세 자연수를 3_x, 4_x,

 6_x (x는 자연수)라 하자. 

 최소공배수가 180이므로 

 x_2_3_2=180

 x_12=180　　∴ x=15

  따라서 세 자연수는 3_15=45, 4_15=60, 6_15=90이

므로 구하는 합은 45+60+90=195

x>ù 3_x  4_x  6_x
2>ù  3 4 6
3>ù  3 2 3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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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두 분수 :ª6°:, ;2$2%;의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는 
(6과 22의 최소공배수)
(25와 45의 최대공약수)  이다.

   이때 25와 45의 최대공

약수는 5이고,

   6과 22의 최소공배수는 

2_3_11=66이다.

 따라서 구하는 수는 :¤5¤:

 이다.

16 (두 자연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A_32=8_224  ∴ A=56

25= 5Û`
45=3Û`_5

(최대공약수)= 5

6=2_3
22=2 _11

(최소공배수)=2_3_11=66

09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사람 수는 120과 96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120과 96의 최대공

약수는 2Ü`_3=24

   따라서 24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10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으로 나누려면 정육면 체의 한 모

서리의 길이는 36, 54, 72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36, 54, 72의 최대공약

수는 2_3Û`=18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의 길이는 18 cm이다.

11  두 열차가 오전 6시에 동시에 출발하여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0과 50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20과 50의 최소공배수

는 2Û`_5Û`=100

  따라서 구하는 시각은 오전 

 6시로부터 100분, 즉 1시간 40분 후인 오전 7시 40분이다.

12  두 톱니바퀴 A, B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톱니에서 처음

으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맞물리는 톱니의 수는 36과 60의 최

소공배수이다.

   이때 36과 60의 최소공

배수는 2Û`_3Û`_5=180

   따라서 톱니바퀴 B가 

 180Ö60=3(바퀴) 회전한 후이다.

13  5, 6, 15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부족하므로 구하는 수

를 x라 하면 x+1은 5, 6, 15의 공배수이다.

   이때 5, 6, 15의 최소공배

수는 2_3_5=30

 x+1=30, 60, 90, 120, y

 ∴ x=29, 59, 89, 119, y

 따라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89이다.

14 두 분수 
84
n  , 

126
n  이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 n의 값은 84와 

   126의 공약수이어야 하고,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84

와 126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84와 126의 최대공

약수는 2_3_7=42

   따라서 자연수 n의 값 중 

가장 큰 수는 42이다.

120=2Ü`_3_5
96=2Þ`_3

(최대공약수)=2Ǜ _3 =24

36=2Û`_3Û`
54=2 _3Ü`
72=2Ü`_3Û`

(최대공약수)=2 _3Û̀ =18

20=2Û`_5
50=2 _5Û`

(최소공배수)=2Û̀ _5Û̀ =100

36=2Û`_3Û`
60=2Û`_3 _5

(최소공배수)=2Û̀ _3Û̀ _5=180

5= 5
6=2_3

15= 3_5
(최소공배수)=2_3_5=30

84=2Û`_3 _7
126=2 _3Û`_7

(최대공약수)=2 _3 _7=42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① 07 ④ 08 ③

09 24명 10 ③ 11 ② 12 3바퀴 13 89 14 42 15 ① 16 ②

튼튼! 만점 예상 문제 2회 p.24~25

01  2Û`_3_5Û`, 2Û`_5Ü`_7의 최대공약수는 2Û`_5Û`
 따라서 ⑤ 2Ü`_5Û`은 2Û`_5Û`의 공약수가 아니다.

02  두 자연수 A, B의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공약수인 20의 약수

의 개수와 같다.

 따라서 20=2Û`_5이므로 (2+1)_(1+1)=6(개)

03 ⑤  두 수 12, 21의 최대공약수는 3이므로 두 수는 서로소가 아

니다.

04 105=3_5_7이므로 105의 소인수는 3, 5, 7이다.

 이때 15와 서로소인 수는 7이다.

05  24=2Ü`_3, 42=2_3_7, 108=2Û`_3Ü`의 최소공배수는 

 2Ü`_3Ü`_7

 따라서 a=3, b=3, c=1이므로 a+b-c=3+3-1=5

06 2Û`_3Ü`_11, 2_3Ü`_11Û`의 최소공배수는 2Û`_3Ü`_11Û`
  이때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므로 주어진 두 수의 공배

수가 아닌 것은 ① 2Ü`_3Û`_11Û`이다.

07  28=2Û`_7이고 최소공배수가 2Û`_3Û`_7이므로 A는 3Û`의 배

수이고 2Û`_3Û`_7의 약수이어야 한다.

 ① 9=3Û` ② 18=2_3Û` ③ 36=2Û`_3Û`
 ④ 45=3Û`_5  ⑤ 63=3Û`_7

08  최대공약수가 2Û`_3Û`이므로 3Ü`, 3º`의 지수 중 작은 것이 2이

다.  ∴ b=2

  최소공배수가 2Ý`_3Ü`_5이므로 2�̀ , 2Û`의 지수 중 큰 것이 4이

다.  ∴ a=4

 ∴ a_b=4_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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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두 자연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216=6_(최소공배수)  ∴ (최소공배수)=36

16 세 수 15, 45, A의 최대공약수가 15이므로 
 A=15_a(a는 자연수)라 하자.

  이때 90=15_2_3이므로 a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2, 2_3=6이다.

 ∴ A=15_2=30 또는 A=15_6=90

 따라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② 30이다.

15>ù 15  45  A
1  3   a

04 ⑴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면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105와 90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105와 90의 

최대공약수는  

3_5=15

따라서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15 cm이다.

 ⑵ 가로：105Ö15=7(개)

세로：90Ö15=6(개)

따라서 타일은 7_6=42(개)가 필요하다.

05 ㈎, ㈏에 의하여 15 이상의 소수이다. …… [2점]

  ㈐에서 34=2_17과 서로소이므로 2의 배수 또는 17의 배수

가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는 19이다.

 …… [3점]

06  세 사람이 출발한 곳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6, 12, 15의 최소공배수이다. …… [2점]

 이때 6, 12, 15의 최소공배

 수는

 2Û`_3_5=60

…… [2점]

  따라서 세 사람은 출발한 지 60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고, 

혜인이는 자전거 도로를 한 바퀴 도는 데 6분이 걸리므로  

60Ö6=10(바퀴)를 돌았다. …… [2점]

07-1 최대공약수는 2_5_7=70  …… [1점]

 최소공배수는 2Û`_5Û`_7=700  …… [1점]

 따라서 구하는 합은 70+700=770 …… [1점]

07-2 최대공약수가 2Û`_3Ü`이므로
 2�̀ , 2Ü`의 지수 중 작은 것이 2이다.  ∴ a=2

 3Ý`, 3º`의 지수 중 작은 것이 3이다.  ∴ b=3

 최소공배수가 2Ü`_3Ý`_5_13이므로 c=13 …… [3점]

 ∴ a+b+c=2+3+13=18 …… [1점]

07-3 18=2_3Û`, 7560=2Ü`_3Ü`_5_7 …… [2점]

 최대공약수가 2_3Û`, 최소공배수가 2Ü`_3Ü`_5_7이므로

 2�̀ , 2Û`, 2의 지수 중 가장 큰 것이 3이다.  ∴ a=3

 3Ü`, 3º`, 3Ü`의 지수 중 가장 작은 것이 2이다.  ∴ b=2

 5, 5�̀의 지수 중 큰 것이 1이다.  ∴ c=1 …… [3점]

 ∴ a+b+c=3+2+1=6 …… [1점]

105= 3 _5_7
90=2_3Û`_5

(최대공약수)= 3 _5 =15

6=2 _3
12=2Û`_3
15= 3_5

(최소공배수)=2Û`_3_5=60

01 ⑴   2�̀ , 2Û`의 지수 중 작은 것이 1이므로 a=1  

3Ü`, 3º`의 지수 중 작은 것이 2이므로 b=2  

5Û`, 5�̀의 지수 중 작은 것이 1이므로 c=1  

∴ a+b+c=1+2+1=4

 ⑵   2�̀ , 2Û`의 지수 중 큰 것이 3이므로 a=3  

3Ü`, 3º`의 지수 중 큰 것이 4이므로 b=4  

5Û`, 5�̀의 지수 중 큰 것이 4이므로 c=4  

∴ a+b+c=3+4+4=11

02 ⑴   어떤 자연수로 16-1=15, 31-1=30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므로 구하는 가장 큰 수는 15와 30의 최대공약수이

다.

이때 15와 30의 최대공

약수는 3_5=15

따라서 구하는 수는 15

이다.

 ⑵   4, 6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모두 1이 남는 자연수를 x라 

하면 x-1은 4와 6의 공배수이다.

이때 4와 6의 최소공배수

는 2Û`_3=12

x-1=12, 24, 36, y

∴ x=13, 25, 37, y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는 13이다.

03 ⑴   세 자연수 4_a, 5_a, 6_a의 

최소공배수가 120이므로  

a_2_2_5_3=120  

a_60=120　　∴ a=2

 ⑵  a=2이므로 구하는 세 자연수는 

4_2=8, 5_2=10,  6_2=12

 ⑶ 8+10+12=30

15= 3_5
30=2_3_5

(최대공약수)= 3_5=15

4=2Û`
6=2 _3

(최소공배수)=2Û`_3=12

a>ù 4_a  5_a  6_a
2>ù  4 5 6
 2 5 3

01 ⑴ 4 ⑵ 11 02 ⑴ 15 ⑵ 13 03 30 04 42개

05 19 06 10바퀴 07-1 770 07-2 18 07-3 6

별별! 서술형 문제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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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1

01 ⑴ -5  ⑵ -400`m  ⑶ -5`¾  ⑷ +1000원

02 ⑴ 1, +7  ⑵ -5, -4, -6  ⑶ 0

03 ⑴ ;2^;, ;3&;  ⑵ -;3@;, -3, -;4!;  ⑶ ;2^;, 0, -3  ⑷ -;3@;, -;4!;, ;3&;

04 그림 참조

05 ⑴ 2  ⑵ 3  ⑶ 0  ⑷ ;3%;

06 ⑴ 5, -5  ⑵ 8, -8  ⑶ ;3!;, -;3!;  ⑷ 0

07 ⑴ >  ⑵ <  ⑶ >  ⑷ <  ⑸ <  ⑹ >

08 ⑴ aÉ4  ⑵ -1Éb<3  ⑶ x¾6  ⑷ -;3%;<y<1.4

교과서가 한눈에 p.29

04 
-3 -2 -1 1-4 0 2 3 4

(1)(3)(2)(4)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3 06 ①, ⑤  07 ①

08 ② 09 a=-2, b=3 10 ① 11 ③ 12 ④ 13 ② 14 ②, ③

15 4 16 ③ 17 ④ 18 ② 19 ④ 

20 -4, -;3%;, -1, +;5&;, +2, +2.5 21 ④ 22 ③ 23 ① 

24 ④ 25 ②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x=-2, y=4  02 8개 03 ①

또또! 나오는 문제 p.30~33

01 ① +5`%　② +3분　③ +10점

 ④ +2계단　⑤ -12000원

 따라서 부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⑤이다.

02 ① -500`g ② -2`¾ ③ -20분

 ④ +0.02`% ⑤ -10점

 따라서 부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④이다.

03 ① 정수는 +3, -2, 0이다.

 ② 유리수는 +3, -;2&;, -2, 0, -1.5이다.

 ④ 음의 유리수는 -;2&;, -2, -1.5의 3개이다.

 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2&;, -1.5의 2개이다.

04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Á5ª:, +2.7, ;1£0;, -1.8의 4개이다.

05 A에 해당하는 수는 양의 정수이므로 ;2$;(=2)의 1개이다.

	 B에 해당하는 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므로 +;3%;, -3.7의 

 2개이다.

 따라서 a=1, b=2이므로 a+b=1+2=3

06 ②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③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④ 유리수는 양수, 0, 음수로 이루어져 있다.

07 ① A：-3.5

08 -;2#;=-1;2!;, :Á3Á:=3;3@;이므로 주어진 수를 각각 수직선 위

 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2 -1 1-4 0 2 3 4

①② ③ ④⑤

 따라서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② -;2#;

 이다.

09 -;3%;=-1;3@;, :Á5£:=2;5#;을 각각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2 -1 3210

- 3
5

5
13

 수직선 위에서 -;3%;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2이고 :Á5£:에 가

 장 가까운 정수는 3이므로 a=-2, b=3

10  수직선 위에서 -9와 1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

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4이다.

 

-3-4-5-6-7-8 -2 -1-9 0 1

11 주어진 수의 절댓값을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  ② 2  ③ 5  ④ 0  ⑤ ;2(; (=4.5)

 따라서 절댓값이 가장 큰 수는 ③ -5이다.

12 -10의 절댓값은 10이므로 a=10

 절댓값이 5인 양의 정수는 5이므로 b=5

 ∴ a+b=10+5=15

13 주어진 수의 절댓값을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4  ② 6  ③ ;2%; (=2.5)  ④ 3.2  ⑤ 1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에 대응하는 수는 

② 6이다.

14 ② 절댓값은 항상 0 또는 양수이다.

 ③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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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네 점 A, B, C, D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x -1 1-5 -4 0

6
BA C D

2 3 y

 이때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6Ö2=3

 ∴ x=-2, y=4

02 -;3@;=-;1¥2;과 ;4%;=;1!2%;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 

 분모가 12인 기약분수는 -;1¦2;, -;1°2;, -;1Á2;, ;1Á2;, ;1°2;, 

 ;1¦2;, ;1!2!;, ;1!2#;의 8개이다.

03 ㈎에 의하여 a>-3, c>-3

 ㈏에 의하여 b>3

 ㈎, ㈐에 의하여 a=3

 이때 b>3이므로 a<b

 b, c는 모두 -3보다 크므로 ㈑에 의하여 b<c

 ∴ a<b<c

15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에 각각 대응하는 두 점 사

이의 거리가 8이므로 두 점은 원점으로부터 각각 4만큼 떨어

져 있다.

 따라서 두 수는 -4, 4이므로 두 수 중 양수는 4이다.

16  정수 a, b를 나타내는 두 점은 원점으로부터 각각 6만큼 떨어

져 있다.

 그런데 a가 b보다 작으므로 a=-6, b=6

17 ① -3>-4  

 ② 1.2=;5^;이므로 1.2<;5&;

 ③ -;6%;=-;1!2);, -;4#;=-;1»2;이므로 -;6%;<-;4#;

 ④ |+;3@;|=;3@;=;2!1$;, |-;7%;|=;7%;=;2!1%;이므로 

  |+;3@;|<|-;7%;|

 ⑤ |-5|=5이므로 |-5|>0

18 ①, ③, ④, ⑤ <

 ② -;2!;=-;4@;이므로 -;2!;>-;4#;

  따라서 ☐ 안에 들어갈 부등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②

이다.

19 주어진 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5, 0.75, ;3@;, 0, -;4#;, -1

 ④ -;2!;보다 큰 수는 5, 0.75, ;3@;, 0의 4개이다.

21 주어진 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1535, 327.5, -209.9, -218.4, -259.1

  따라서 세 번째로 큰 수는 -209.9이므로 녹는점이 세 번째로 

높은 것은 질소이다.

22 ① a>3　　② b>-5　　④ d¾-4　　⑤ eÉ1

23 x는 -2보다 작지 않으므로 x¾-2

 x는 5보다 크지 않으므로 xÉ5

 ∴ -2ÉxÉ5

24 -:Á3Á:=-3;3@;, ;3(;=3이므로 구하는 정수 x는 -3, -2, 

 -1, 0, 1, 2, 3의 7개이다.

25 절댓값이 1 초과 4 이하인 정수를 x라 하면

 1<|x|É4에서 |x|=2, 3, 4

 ∴ x=-4, -3, -2, 2, 3, 4

 따라서 구하는 정수의 개수는 6개이다.

01 ③ 02 ③ 03 ④ 04 2 05 ① 06 ③ 07 ⑤ 08 -3, 0

09 a=-3, b=3 10 ③ 11 ①, ③  12 ;2#; 13 ④ 14 ⑤ 

15 ② 16 ⑤

튼튼! 만점 예상 문제 1회 p.34~35

01 ③ -3일

02 음수는 -7, -1.5, -;2!;의 3개이므로 a=3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1.5, -;2!;, +;4#;의 3개이므로 b=3

 ∴ a+b=3+3=6

03 ④ 1과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04 ;4(;=2;4!;, -;4!;을 각각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0 2 3

- 4
1

4
9

 수직선 위에서 ;4(;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2이고 -;4!;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0이므로 a=2, b=0

 ∴ a+b=2+0=2

05  수직선 위에서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인 두 

점에 대응하는 두 수는 -7, 1이다.

 

-3 -2 -1 1-4

4

-5-6-7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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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①  두 점 A, D가 나타내는 수 사이에는 -4, -3, -2, -1, 

0의 5개의 정수가 있다.

 ② 음수를 나타내는 점은 A, B의 2개이다.

 ④ 점 C가 나타내는 수의 절댓값이 가장 작다.

 ⑤  점 E가 나타내는 수의 절댓값이 점 A가 나타내는 수의 절

댓값보다 작다.

07 5의 절댓값은 5이므로 a=5

 -3의 절댓값은 3이므로 절댓값이 3인 양의 정수는 3이다.

 ∴ b=3

 ∴ a+b=5+3=8

08 -3.5와 :Á6£:=2;6!; 사이에 있는 정수는 -3, -2, -1, 0, 1, 

 2이다.

  이때 각 수의 절댓값은 3, 2, 1, 0, 1, 2이므로 절댓값이 가장 큰 

수는 -3이고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09  절댓값이 같고 a<b인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므로 두 수 a, b를 나타내는 두 점은 원점으로부터 각각 3

만큼 떨어져 있다.

 ∴ a=-3, b=3

10 ③ -;2!;=-;6#;, -;3@;=-;6$;이므로 -;2!;>-;3@;

11 ② 가장 작은 수는 -2.3이다.

 ④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는 ;3!;이다.

 ⑤ 원점에 가장 가까운 수는 ;3!;이다.

12 |-7|=7, |-0.5|=0.5이므로 주어진 수를 큰 수부터 차례

 대로 나열하면 10, |-7|, ;2#;, |-0.5|, 0, -1, -4

 따라서 세 번째에 오는 수는 ;2#;이다.

13 ④ -;2!;Éd<;3!;

14 :Á3¤:=5;3!;이므로 구하는 정수 x는 -5, -4, -3, -2, -1, 

 0, 1, 2, 3, 4, 5의 11개이다.

15 -:Á9Á:보다 크지 않은 유리수 중 가장 큰 정수는 -2이므로

 a=-2

 ;4%;보다 작은 유리수 중 가장 큰 정수는 1이므로 b=1

 따라서 -2 이상 1 이하인 정수는 -2, -1, 0, 1의 4개이다.

16 ①, ③ x, y가 모두 음의 정수이면 x>y이다.

 ② x<0, y>0인지 알 수 없다.

 ④  x, y가 모두 음의 정수이면 수직선 위에서 x는 y보다 오른

쪽에 있다.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9 ② 10 3, ;2%;, 0, -;4!;, -1, -:Á5Á:, -7 11 ② 12 9개 13 ④

14 6개 15 ③

튼튼! 만점 예상 문제 2회 p.36~37

01 ① -12는 음의 정수이다.

 ② 유리수는 -2.7, 6, :Á2¼:, -12, -;3!;이다.

 ③ 자연수는 6, :Á2¼:의 2개이다.

 ④ 양의 유리수는 6, :Á2¼:의 2개이다.

 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2.7, -;3!;의 2개이다.

02 ㉡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 -를 붙인 수이다.

 ㉢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 한다.

03 ③ C：+;3@;

04 -:Á5¤:=-3;5!;과  ;4(;=2;4!; 사이에 있는 정수는 -3, -2, 

 -1,  0, 1, 2의 6개이다.

05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고 두 점의 한가운데에 있는 점에 대

응하는 수가 -2이므로 두 점은 -2로부터 각각 10Ö2=5만

큼 떨어져 있다. 

 

-3-4-5-6-7 -2 -1 210 3

5
10

5

 따라서 두 점 중 왼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7이다.

06 주어진 수의 절댓값을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4(; (=2.25) ② 2 ③ ;3&; (=2.333y)  

 ④ 2.1 ⑤ :Á6¦: (=2.833y)

 따라서 절댓값이 가장 큰 수는 ⑤ :Á6¦:이다.

07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의 차가 3이므로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원점으로부터 각각 ;2#;만큼 떨어져 있다.

 따라서 두 수는 -;2#;, ;2#;이므로 두 수 중 큰 수는 ;2#;이다.

08 ① 절댓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③  양수의 절댓값은 음수의 절댓값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④ 음의 정수 중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⑤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절댓값이 크

다.

09 ① -;2#;=-;4^;이므로 -;2#;<-;4#;



정답과 풀이    15

 ② -;6%;=-0.833y이므로 -0.8>-;6%;

 ③ :Á4Á:=2.75이므로 :Á4Á:>2.1

 ④ |-5|=5, |+4|=4이므로 |-5|>|+4|

 ⑤ -;2!;<0

10 -;4!;=-0.25, -:Á5Á:=-2.2, ;2%;=2.5이므로

 -7<-:Á5Á:<-1<-;4!;<0<;2%;<3

 따라서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3, ;2%;, 0, -;4!;, -1, -:Á5Á:, -7

11 x는 -3보다 작지 않으므로 x¾-3

 x는 ;2&;보다 크지 않으므로 xÉ;2&;

 ∴ -3ÉxÉ;2&;

12 절댓값이 6인 음의 정수는 -6이므로 a=-6

 절댓값이 3인 양의 정수는 3이므로 b=3

  따라서 -6 이상 3 미만인 정수는 -6, -5, -4, -3, -2, 

-1, 0, 1, 2의 9개이다.

13  |x|=1, 2, 3, 4이므로 구하는 정수 x는 -4, -3, -2, -1, 

1, 2, 3, 4의 8개이다.

14 -;2%;=-:Á6°:와 ;3@;=;6$;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 

 분모가 6인 기약분수는 -:Á6£:, -:Á6Á:, -;6&;, -;6%;, -;6!;, ;6!;

 의 6개이다.

15  ㈎에 의하여 |c|É4이므로 c가 될 수 있는 수는 -4, -3, 

-2, -1, 0, 1, 2, 3, 4이다.

 ㈏에 의하여 a<-4, b<-4

 ㈐에 의하여 b<a<c

02 ⑴ 0이 아닌 수의 절댓값은 항상 양수이므로 

  |a|>0, |b|>0, -|a|<0, -|b|<0

  따라서 양수는 |a|, |b|의 2개이다.

 ⑵  a<b<0이므로 -|a|<-|b|<|b|<|a|

따라서 가장 큰 수는 |a|이다.

03 ⑴ 음의 정수는 -;2*;(=-4), -5, -10의 3개이므로 a=3

 ⑵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0.9, ;5&;의 2개이므로 b=2

 ⑶ a-b=3-2=1

04 ⑴ :Á3¦:=5;3@;보다 작은 양의 정수는 1, 2, 3, 4, 5의 5개이므로 

  a=5

 ⑵  -2.5보다 작지 않은 음의 정수는 -2, -1의 2개이므로 

b=2

 ⑶ a+b=5+2=7

05 |-2.7|=2.7, |-;7*;|=;7*;이므로 …… [2점]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3.2, -2, 0, |-;7*;|, |-2.7|, :Á4£:, +5 …… [2점]

 따라서 세 번째에 오는 수는 0이다. …… [1점]

06 ㈎ 에 의하여 0.5<a<1 …… [1점]

 ㈏ 에 의하여 -;3&;=-2;3!;, -;2#;=-1;2!;이므로

 -;3&;<b<-;2#;을 만족하는 정수 b는 b=-2 …… [2점]

 ㈐ 에 의하여 -;4#;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1이므로 

 c=|-1|=1 …… [1점]

 ㈑ 에 의하여 dÉ-3 …… [1점]

  따라서 네 유리수 a, b, c, d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d, b, a, c이다. …… [1점]

07-1 -7의 절댓값은 7이므로 a=7 …… [1점]

 4의 절댓값은 4이므로 b=4 …… [1점]

 ∴ a+b=7+4=11 …… [1점]

07-2  두 수 a, b의 절댓값이 같고 a는 b보다 14만큼 크므로 두 수 a, 

b를 나타내는 두 점은 원점으로부터 각각 7만큼 떨어져 있다.

 …… [2점]

 따라서 두 수는 -7, 7이므로 a=7 …… [2점]

07-3 ㈎에 의하여 정수 A의 값은 -2, -1, 0, 1이다. …… [2점]

 ㈎, ㈏에 의하여 정수 A의 값은 -2이다. …… [3점]

01 ⑴ +7점  ⑵ -4`¾  ⑶ +63층  ⑷ -15`% 02 ⑴ 2개  ⑵ |a|

03 1 04 7 05 0 06 d, b, a, c  07-1 11 

07-2 7 07-3 -2

별별! 서술형 문제 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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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와 유리수의 계산2

01 ⑴ +9  ⑵ -3  ⑶ -;4!;  ⑷ -8.6  ⑸ +4  ⑹ +5  ⑺ -;1¦2;  ⑻ -4.2

02 ㈎ 덧셈의 교환법칙  ㈏ 덧셈의 결합법칙

03 ⑴ 1  ⑵ 3  ⑶ -;8&;  ⑷ -12

04 ⑴ +12  ⑵ -22  ⑶ -;1Á0;  ⑷ +15

05 -11, -11, -66

06 ⑴ 4  ⑵ -;7!;  ⑶ ;2%;  ⑷ -2

07 ⑴ +5  ⑵ -3  ⑶ -10  ⑷ +;5*;

08 ①

교과서가 한눈에 p.41

01 ⑶ {-;2!;}+{+;4!;}={-;4@;}+{+;4!;}=-;4!;

 ⑺ {-;4!;}-{+;3!;}={-;1£2;}+{-;1¢2;}=-;1¦2;

03 ⑶ {-;4!;}-{+;8!;}+{-;2!;}

  =-;8@;+{-;8!;}+{-;8$;}=-;8&;

07 ⑶ {-;2%;}Ö{+;4!;}={-;2%;}_(+4)=-10

 ⑷ {-;3$;}Ö{-;6%;}={-;3$;}_{-;5^;}=+;5*;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5 ⑤ 06 ③ 07 ⑴ 14  ⑵ :Á8Á:

08 ④ 09 ;1Á2; 10 ③ 11 ③ 12 ③ 13 ② 14 -4 15 ④

16 ③ 17 537 18 ⑤ 19 23 20 ① 21 ⑤ 22 ④ 23 ③ 

24 3 25 ② 26 ④ 27 ① 28 ③ 29 ⑤ 30 ④ 

31 ⑴ ;1¦2;  ⑵ -;4&; 32 ⑤ 33 ③ 34 ④ 35 8 36 ⑤

37 ④ 38 ⑤ 39 ④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11 02 0 03 -;10!0; 04 19점 05 -;2#; 06 ㉥

또또! 나오는 문제 p.42~47

01 ① -3　　② -9　　③ -2

 ④ {+;3@;}+{-;5!;}={+;1!5);}+{-;1£5;}=+;1¦5;

 ⑤ {-;3!;}-{-;2!;}={-;6@;}+{+;6#;}=+;6!;

02 ①, ②, ③, ⑤ -7  ④ -5

03 ① 덧셈의 교환법칙  ② 덧셈의 결합법칙

 ③ +5  ⑤ -1

04 (-3)+{+;4%;}-(-2)-{+;4#;}

 =(-3)+{+;4%;}+(+2)+{-;4#;}

 ={(-3)+(+2)}+[{+;4%;}+{-;4#;}]

 =(-1)+{+;2!;}=-;2!;

05 a=5+(-2)=3, b=;3!;-;2!;=;6@;-;6#;=-;6!;

 ∴ a-b=3-{-;6!;}=3+;6!;=:Á6»:

06 -3+5=2

 ① -8  ② 8  ③ 2  ④ -14  ⑤ -2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은 ③이다.

07 ⑵ ;4&;-;8!;+;2!;-;4#;=:Á8¢:-;8!;+;8$;-;8^;=:Á8Á:

08 {-;3%;}-(-4)+ =7에서 

 {-;3%;}+(+4)+ =7

 ;3&;+ =7  

 ∴ =7-;3&;=:ª3Á:-;3&;=:Á3¢:

09 어떤 유리수를 A라 하면 A+;3!;=;4#;

 ∴ A=;4#;-;3!;=;1»2;-;1¢2;=;1°2;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1°2;-;3!;=;1°2;-;1¢2;=;1Á2;

10 한 변에 놓인 네 수의 합은 -5+10+(-7)+9=7 

 9+6+(-4)+b=7이므로 11+b=7  ∴ b=-4

 -5+a+3+(-4)=7이므로 -6+a=7  ∴ a=13

 ∴ a-b=13-(-4)=13+4=17 

11 ① -6  ② +;2!;  ④ +6  ⑤ 0



정답과 풀이    17

12 ① -;8!;  ② -1  ④ -9  ⑤ ;9$;

13  정수 a, b를 나타내는 두 점은 원점으로부터 각각 10Ö2=5

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데 a가 b보다 크므로 a=5, b=-5

 ∴ a_b=5_(-5)=-25

14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2#;이므로 a=-;2#;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3*;이므로 b=;3*;

 ∴ a_b={-;2#;}_;3*;=-4

15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하여 곱한 값이 가장 크려면 음수 2개

와 절댓값이 큰 양수 1개를 선택해야 한다.

 ∴ {-;2%;}_(-6)_0.5={-;2%;}_(-6)_;2!;=:Á2°:

16 2.3_1.4+2.3_1.6 =2.3_(1.4+1.6) 

=2.3_3 

=6.9

 따라서 a=2.3, b=3, c=6.9이므로 

 a+b+c=2.3+3+6.9=12.2

17 5.37_54+5.37_46 =5.37_(54+46) 

=5.37_100 

=537

18 a_(b+c)=a_b+a_c이므로 

 18=-54+a_c  ∴ a_c=72

19 (-28)_[;7#;+{-;4%;}]

	 =(-28)_;7#;+(-28)_{-;4%;}

 =-12+35=23

20 0.3=;1£0;의 역수는 :Á3¼:이므로 a=:Á3¼:

 -;6%;의 역수는 -;5^;이므로 b=-;5^;

 ∴ a_b=:Á3¼:_{-;5^;}=-4

21 ⑤ 0.1_10=;1Á0;_10=1이므로 두 수 0.1과 10은 서로 역수

  이다.

22 ;2A;의 역수는 ;a@;이므로 ;a@;=;5!;  ∴ a=10

 ;b#;의 역수는 ;3B;이므로 ;3B;=-2  ∴ b=-6

 ∴ a+b=10+(-6)=4

23 -0.9=-;1»0;의 역수는 -:Á9¼:이므로 a=-:Á9¼:

 ;5(;의 역수는 ;9%;이므로 b=;9%;

 따라서 -:Á9¼:<x<;9%;를 만족하는 정수 x는 -1, 0의 2개이다.

24 0.5=;2!;의 역수는 2, -3의 역수는 -;3!;, ;4#;의 역수는 ;3$;이므

 로 2+{-;3!;}+;3$;=3

25 ① +;3!;　　② +;2%;　　③ -0.48　　④ -4　　⑤ +;7!;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②이다.

26 0.25Ö{-;3%;}_(-4)=;4!;_{-;5#;}_(-4)=;5#;

27 a_(-4)=12에서 a=12Ö(-4)=-3

 bÖ{-;2%;}=-2에서 b=(-2)_{-;2%;}=5

 ∴ a-b=-3-5=-8

28 {-;2&;}Ö4Ö{-;2#;}3`={-;2&;}Ö4Ö{-:ª8¦:}

  ={-;2&;}_;4!;_{-;2¥7;}

	 	 =;2¦7;

29 (-1)Ü`_{-;3$;}2`Ö{-;1¥5;}=(-1)_:Á9¤:_{-:Á8°:}

  =:Á3¼:

30 {-;2#;}Ö _{-;5$;}=;1Á5;에서

	 {-;2#;}_ 1 _{-;5$;}=;1Á5;

 ;5^;_ 1 =;1Á5;

 
1 =;1Á5;Ö;5^;=;1Á5;_;6%;=;1Á8;　　

 ∴ =18

31 ⑴ 어떤 유리수를 A라 하면 

  A+{-;3!;}=;4!;

  ∴ A=;4!;-{-;3!;}=;1£2;+;1¢2;=;1¦2;

 ⑵ ;1¦2;Ö{-;3!;}=;1¦2;_(-3)=-;4&;

32 (주어진 식)=7+{-;8!;}_[3+(-1)_;3!;]

  =7+{-;8!;}_[3+{-;3!;}]

  =7+{-;8!;}_;3*;

  =7+{-;3!;}=:ª3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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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에는 (거듭제곱) ➡ (괄호) ➡ (곱셈, 나

눗셈) ➡ (덧셈, 뺄셈)의 순으로 계산한다.

  또 괄호는 (소괄호) ➡ {중괄호} ➡ [대괄호]의 순으로 계산

한다.

 따라서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면 ㉡, ㉢, ㉣, ㉠, ㉤이다.

34 (주어진 식)=|-1|-9_{-;9%;}

  =1-(-5)

  =1+5=6

35 (주어진 식)=-4+;3!;_{16+8_;2%;}

  =-4+;3!;_(16+20)

  =-4+;3!;_36

  =-4+12=8

36 ① (주어진 식)=5_2-9=10-9=1

 ② (주어진 식)=1_3Ö3=3Ö3=1

 ③ (주어진 식)=2_5Ö5-1=10Ö5-1=2-1=1

 ④ (주어진 식)=7-{5-(-1)}=7-6=1

 ⑤ (주어진 식)=2Ö{(-8)+6}=2Ö(-2)=-1

37 ① a+b의 부호는 알 수 없다.

 ② a-b=(음수)-(양수)=(음수)+(음수)=(음수)

 ③ a_b=(음수)_(양수)=(음수)

 ④ |a|_b=(양수)_(양수)=(양수)

 ⑤ aÖb=(음수)Ö(양수)=(음수)

38 a_b<0이므로 a와 b는 서로 다른 부호이다.

 이때 a<b이므로 a<0, b>0

 또 bÖc<0이고 b>0이므로 c<0

 ∴ a<0, b>0, c<0

39 ④ a>0, bÛ`>0이므로 a+bÛ`>0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a|=3이므로 a=-3 또는 a=3

 |b|=8이므로 b=-8 또는 b=8

 Ú a=-3, b=-8일 때, a-b=-3-(-8)=-3+8=5

 Û a=-3, b=8일 때, a-b=-3-8=-11

 Ü a=3, b=-8일 때, a-b=3-(-8)=3+8=11

 Ý a=3, b=8일 때, a-b=3-8=-5

 Ú~Ý에 의하여 a-b의 값 중 가장 큰 값은 11이다.

02 (주어진 식) =(-1)+1+(-1)+1+y+(-1)+1

=0

03  주어진 식에서 음수는 49개이므로 계산 결과의 부호는 -이

다.

 ∴ (주어진 식)=-{;2!;_;3@;_;4#;_;5$;_y_;9(9*;_;1»0»0;}

  =-;10!0;

04 6, 4는 짝수이므로 -;2!;을 곱하고 3, 5는 홀수이므로 3을 곱해

 야 한다.

 따라서 지원이가 얻은 점수의 합은

 6_{-;2!;}+3_3+5_3+4_{-;2!;}

	 =-3+9+15+(-2)

 =19(점)

05 a_b>0이므로 a와 b는 서로 같은 부호이다.

 또 a+b<0이므로 a<0, b<0

 따라서 a=-;4%;, b=-0.25이므로

 a+b=-;4%;+(-0.25)=-;4%;+{-;4!;}

 =-;4^;=-;2#;

06 x=;2!;이라 하면

 ㉠ x=;2!;  ㉡ ;[!;=2  ㉢ xÛ`=;4!;    

 ㉣ xÜ`=;8!;  ㉤ 
1
xÛ`

=4  ㉥ 
1
xÜ`

=8

 따라서 가장 큰 수는 ㉥이다.

01 ⑤ 02 ④ 03 -5.5  04 ③ 05 ② 06 24 07 ① 

08 ④ 09 ② 10 4.8 11 -2 12 ① 13 ② 14 ;1Á0; 15 10 

16 ⑤

튼튼! 만점 예상 문제 1회 p.48~49

02 {+;2#;}-{+;3$;}+{+;4%;}

 ={+;1!2*;}+{-;1!2^;}+{+;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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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3)=-5이므로 

 a=-5-(-3)=-5+3=-2

 (-6.2)-b=-2.7이므로 

 b=-6.2-(-2.7)=-6.2+2.7=-3.5

 ∴ a+b=(-2)+(-3.5)=-5.5

04 a=-7+;2%;=-:Á2¢:+;2%;=-;2(;

 b=2-{-;3!;}=2+;3!;=;3&;

 따라서 -;2(;<x<;3&;을 만족하는 정수 x는 -4, -3, -2, 

 -1, 0, 1, 2의 7개이다.

05 점 A가 나타내는 수는

 4-:Á3¤:+;2%;=:ª6¢:-:£6ª:+:Á6°:=;6&;

06 절댓값이 5인 정수를 a라 하면 a=-5 또는 a=5

 절댓값이 7인 정수를 b라 하면 b=-7 또는 b=7

 Ú a=-5, b=-7일 때, a+b=(-5)+(-7)=-12 

 Û a=-5, b=7일 때, a+b=(-5)+7=2

 Ü a=5, b=-7일 때, a+b=5+(-7)=-2 

 Ý a=5, b=7일 때, a+b=5+7=12

 Ú~Ý에서 가장 큰 값은 12, 가장 작은 값은 -12이므로 

 M=12, m=-12

 ∴ M-m=12-(-12)=12+12=24

07 어떤 유리수를 A라 하면 A-{-;4#;}=;1°2;

 ∴ A=;1°2;+{-;4#;}=;1°2;+{-;1»2;}=-;1¢2;=-;3!;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3!;+{-;4#;}=-;1¢2;+{-;1»2;}=-;1!2#;

08  음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홀수이면 거듭제곱을 푼 결과가 

음수이다.

  주어진 식에서 지수가 홀수인 경우는 (-1)Ü`, (-1)Þ`,  
(-1)à`, (-1)á`의 4개이므로 계산 결과의 부호는 +이다.

 ∴  (-1)Û`_(-1)Ü`_(-1)Ý`_y_(-1)Ú`â` 
=+(1_1_1_y_1) 

=1

09 세 수 2, -;4#;, -3이 적혀 있는 면과 마주 보는 면에 적혀 있

 는 수를 각각 a, b, c라 하면

 a+2=0에서 a=-2

 b+{-;4#;}=0에서 b=;4#;

 c+(-3)=0에서 c=3

 ∴ a_b_c=(-2)_;4#;_3=-;2(;

10 (주어진 식) =4.31_{(-1.6)+2.8}-1.2_0.31 

=4.31_1.2-1.2_0.31 

=1.2_(4.31-0.31) 

=1.2_4=4.8

11 -;2%;의 역수는 -;5@;이므로 a=-;5@;

 0.2=;5!;의 역수는 5이므로 b=5

 ∴ a_b={-;5@;}_5=-2

12 ① (-2)_(-3)=6

 ② (+4)Ö(-0.5)=(+4)Ö{-;2!;}

  =(+4)_(-2)=-8

 ③ {-;3%;}_{+;5^;}=-2

 ④ (-6)Ö{-;2#;}=(-6)_{-;3@;}=4

 ⑤ (-0.2)Ö(-0.5)={-;5!;}Ö{-;2!;}

	 	 ={-;5!;}_(-2)=;5@;

13 A={-;5^;}Ö(-3)Û`={-;5^;}Ö9={-;5^;}_;9!;=-;1ª5;

	 B={-;4%;}_;3@;Ö{-:Á9¼:}={-;4%;}_;3@;_{-;1»0;}=;4#;

 ∴ A_B={-;1ª5;}_;4#;=-;1Á0;

14 {-;9*;}Ö{-;5@;}_ =;9@;에서

 {-;9*;}_{-;2%;}_ =;9@;

 :ª9¼:_ =;9@;

 ∴ =;9@;Ö:ª9¼:=;9@;_;2»0;=;1Á0;

15 (주어진 식)=2_[;2!;-[;5$;_{-:Á2°:}+1]]-1

  =2_[;2!;-{(-6)+1}]-1

  =2_[;2!;-(-5)]-1

  =2_{;2!;+5}-1

  =2_:Á2Á:-1

  =11-1=10

16 a<0, b>0이므로

 ① a_b<0　　

 ② aÖb<0

 ③ a+b의 부호는 알 수 없다. 

 ④ a-b=(음수)-(양수)=(음수)+(음수)<0

 ⑤ b-a=(양수)-(음수)=(양수)+(양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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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① {-;7@;}_(+21)=-6

 ② {+;3@;}Ö{-;2%;}={+;3@;}_{-;5@;}=-;1¢5;

 ③ (+15)_{-;5#;}_{+;3@;}=-6

 ④ {-;1¥5;}_{-;1°2;}Ö{+;6%;}

	 	 ={-;1¥5;}_{-;1°2;}_{+;5^;}=+;1¢5;

 ⑤ {-;4(;}Ö{-;6%;}Ö{-;1»0;}

	 	 ={-;4(;}_{-;5^;}_{-:Á9¼:}=-3

09 {-;2!;}2`_( )Ö{-;3@;}3`=;8#;에서 

 ;4!;_( )Ö{-;2¥7;}=;8#;

 ;4!;_( )_{-:ª8¦:}=;8#;

 {-;3@2&;}_( )=;8#;

 ∴ =;8#;Ö{-;3@2&;}

	 	 =;8#;_{-;2#7@;}=-;9$;

10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하여 곱한 값이 가장 작으려면 양수 2

개와 절댓값이 큰 음수 1개를 선택해야 한다.

 ∴ 2_;6%;_(-4)=-:ª3¼:

11  계산 순서는 ㉢, ㉣, ㉡, ㉤, ㉠이므로 세 번째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이다.

12 (주어진 식)=1-4_{1-;2Á0;}

  =1-4_;2!0(;

  =1-:Á5»:=-:Á5¢:

13 A=;5$;, B=-1.5, C=3이므로

 A+BÖC=;5$;+(-1.5)Ö3

 =;5$;+{-;2#;}_;3!;

 =;5$;+{-;2!;}

 =;1¥0;+{-;1°0;}=;1£0;

01 ③ 02 :Á2£: 03 ② 04 ⑤ 05 ⑤ 06 ④ 07 -;2Á0;

08 ④ 09 -;9$; 10 -:ª3¼: 11 ② 12 ① 13 ③ 14 9 

15 ②

튼튼! 만점 예상 문제 2회 p.50~51

01 ①, ②, ④, ⑤ +2　　③ +6

02 주어진 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Á2Á:, 5, 3.6, ;3$;, 

 -1, -8이므로 가장 큰 수는 :Á2Á:이다.

 ∴ a=:Á2Á:

 또 주어진 수의 절댓값을 각각 구해 보면 8, ;3$;, 5, 3.6, 1, :Á2Á:

 이므로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 b=-1

 ∴ a-b=:Á2Á:-(-1)=:Á2Á:+1=:Á2£:

03 A=-;4&;+;5#;=-;2#0%;+;2!0@;=-;2@0#;

	 B=;3@;-{-;2%;}=;3@;+;2%;=;6$;+:Á6°:=:Á6»:

	 C=;4#;+{-;2!;}=;4#;+{-;4@;}=;4!;

 ∴ A<C<B

04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2#;이므로 a=-;2#;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5$;이므로 b=-;5$;

 점 C에 대응하는 수는 ;4(;이므로 c=;4(;

 ∴ a-b+c=-;2#;-{-;5$;}+;4(;

 =-;2#0);+;2!0^;+;2$0%;

 =;2#0!;

05 ⑤ -;3$;

06 ① 4　　② -4　　③ -4　　④ -8　　⑤ 8

 따라서 가장 작은 수는 ④이다.

07  주어진 식에서 음수는 19개이므로 계산 결과의 부호는 -이

다.

 ∴ (주어진 식)=-{;2!;_;3@;_;4#;_y_;2!0(;}=-;2Á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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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치 A에서 

 {-;2#;-2}_(-3)={-;2&;}_(-3)=:ª2Á:

 장치 B에서 

 :ª2Á:Ö;2#;-(-2)=:ª2Á:_;3@;+2=7+2=9

15 a_b<0이므로 a와 b는 서로 다른 부호이다.

 또 a-b<0이므로 a<0, b>0

 따라서 a=-6, b=2이므로 

 a+b=-6+2=-4

01 ⑴ 8  ⑵ 7  ⑶ 5  ⑷ -9 02 ⑴ 1  ⑵ -1 03 3 04 33 05 ;2$8#;

06 6계단  07-1 -;2#; 07-2 ;5$;  07-3 ;3!;

별별! 서술형 문제 p.52~53

01 ⑴ 5+3=8

 ⑵ -2+9=7

 ⑶ 1-(-4)=1+4=5

 ⑷ -6-3=-9

02 ⑴ n이 홀수이면 n+1, n+3은 짝수이고 n+2는 홀수이다.

  ∴ (주어진 식) =1+(-1)+1=1

 ⑵ n이 짝수이면 n+1, n+3은 홀수이고 n+2는 짝수이다.

  ∴ (주어진 식) =(-1)+1+(-1)=-1

03 ⑴ 4+(-3)+2=3

 ⑵ 4+A+0=3이므로 A=-1

  0+B+2=3이므로 B=1

  -3+B+C=3이므로 -3+1+C=3　　∴ C=5

 ⑶ A-B+C=-1-1+5=3

04 ⑴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하여 곱한 값이 가장 크려면 음수 2

개와 절댓값이 큰 양수 1개를 선택해야 한다. 

  ∴ a=(-3)_{-;9$;}_;2(;=6

 ⑵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하여 곱한 값이 가장 작으려면 양수 

2개와 절댓값이 큰 음수 1개를 선택해야 한다.

  ∴ b=;2(;_2_(-3)=-27

 ⑶ a-b=6-(-27)=6+27=33

05 ;7^;+A=;2°8;이므로 …… [1점]

	 A=;2°8;-;7^;=;2°8;-;2@8$;=-;2!8(; …… [2점]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7^;-{-;2!8(;}=;7^;+;2!8(;=;2@8$;+;2!8(;=;2$8#; …… [2점]

06 경수는 5번 이기고 3번 졌으므로

 5_(+2)+3_(-1) =10+(-3)

=7(계단) …… [2점]

 미연이는 3번 이기고 5번 졌으므로

 3_(+2)+5_(-1) =6+(-5)

=1(계단) …… [2점]

 따라서 경수와 미연이의 위치의 차는

 7-1=6(계단) …… [1점]

07-1 -;2&;의 역수는 -;7@;이므로 a=-;7@; …… [1점]

 :ª4Á:의 역수는 ;2¢1;이므로 b=;2¢1; …… [1점]

 ∴ aÖb={-;7@;}Ö;2¢1;={-;7@;}_:ª4Á:=-;2#; …… [2점]

07-2 A={-;3@;}_{-;2%;}Ö;3$;

={-;3@;}_{-;2%;}_;4#;=;4%;  …… [3점]

 따라서 ;4%;의 역수는 ;5$;이다.  …… [2점]

07-3 (주어진 식)=5-[;3@;+(-1)_[9Ö{-;4#;}+8]]

  =5-[;3@;+(-1)_[9_{-;3$;}+8]]

  =5-[;3@;+(-1)_(-12+8)] …… [2점]

  =5-[;3@;+(-1)_(-4)] …… [1점]

  =5-{;3@;+4} …… [1점]

  =5-:Á3¢: …… [1점]

  =;3!;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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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5x-3y
4 =(5x-3y)Ö4=(5_x-3_y)Ö4

05 ① 50x원　　④ (y-200x)원

06 ② (aÖ12)_5=;1°2;a (원)

07 3_{2000-2000_;10{0;}=3(2000-20x)(원)

08 5ab-aÛ`=5_(-2)_1-(-2)Û`=-10-4=-14

09 ① -;4!;  ② 16  ③ 4  ④ 5  ⑤ -3

 따라서 식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⑤이다.

10 ㉠ aÛ`b=(-2)Û`_3=4_3=12

 ㉡ 2a+3b=2_(-2)+3_3=-4+9=5

 ㉢ 
5+a
ab = 5+(-2)

(-2)_3
= 3

-6 =-;2!;

 ㉣ -a+;3B;=-(-2)+;3#;=2+1=3

  따라서 식의 값이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 ㉣, ㉡, 

㉠이다.

11 |a|=5에서 a=-5 또는 a=5

 그런데 a<0이므로 a=-5

 |b|=2에서 b=-2 또는 b=2

 그런데 b>0이므로 b=2

 ∴ 4a-b=4_(-5)-2=-20-2=-22

12 ⑴ (사다리꼴의 넓이)

  =;2!;_{(윗변의 길이)+(아랫변의 길이)}_(높이)이므로

  S=;2!;(a+b)h

 ⑵ S=;2!;(a+b)h에 a=5, b=8, h=6을 대입하면

  S=;2!;_(5+8)_6=39

13 ;9%;(x-32)에 x=86을 대입하면

 ;9%;_(86-32)=;9%;_54=30(¾)

14 0.6x+331에 x=20을 대입하면

 0.6_20+331=12+331=343(m)

15 ⑴  (평행사변형의 넓이)=(밑변의 길이)_(높이)이므로 

S=ah

 ⑵ S=ah에 a=7, h=5를 대입하면 S=7_5=35

III  문자와 식

문자와 식1

01 ⑴ 2xy  ⑵ 0.01a  ⑶ xÜ`  ⑷ 3abc  ⑸ :£4õ:  ⑹ -:£]Ó:

02 ⑴ 400x원  ⑵ aÛ``cmÛ`  ⑶ 70x`km  ⑷ (5000-3a)원

03 ⑴ -4  ⑵ 17  ⑶ -3  ⑷ 20  

04 ⑴ xÛ`, -4x, 3, 3  ⑵ 2, 2  ⑶ 1, -4  ⑷ 3

05 ㉠, ㉢

06 ⑴ -12a  ⑵ 6-9x  ⑶ -35b  ⑷ 5y-3

07 3a, ;2A;, -a`/`-4, ;4#;

08 ⑴ 10a-11  ⑵ -3a-6  ⑶ -3x+8  ⑷ -7x+6

교과서가 한눈에 p.55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①, ④  06 ② 07 ④ 

08 ① 09 ⑤ 10 ④ 11 -22  12 ⑴ S=;2!;(a+b)h  ⑵ 39

13 30`¾	 14 343`m 15 ⑴ S=ah  ⑵ 35 16 ③ 

17 ② 18 ①, ⑤ 19 ④ 20 ② 21 4 22 ④ 23 3 24 ⑤ 

25 ④ 26 ④, ⑤ 27 ③ 28 ④ 29 4x-12 30 8 

31 -11x+20 32 1 33 -6 34 -14 35 x+5  36 ⑤

37 -12 38 ③ 39 ③ 40 ① 41 4x-6 42 ③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⑴ (3x+1)개  ⑵ 46개 02 -8 03 x-8

또또! 나오는 문제 p.56~61

01 ① 10abÛ`　　② 0.1aÛ`　　③ -xy　　⑤ x+;3};

02 ⑤ a-b_cÖ(-2)=a-b_c_{-;2!;}=a+:õ2�:

03 ① aÖ(bÖc)=aÖ;cB;=a_;bC;=:�b�:

 ② ;b!;_a_c=:�b�:

 ③ b_aÖc=b_a_;c!;=:�cõ:

 ④ aÖbÖ;c!;=a_;b!;_c=:�b�:

 ⑤ aÖb_c=a_;b!;_c=:�b�:

  따라서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③이

다.

03 ⑷ 3a-5b=3_5-5_(-1)=15+5=20

08 ⑷ (주어진 식)=10-4x-3x-4=-7x+6



정답과 풀이    23

16 ③ x의 계수는 -2이다.

17 다항식의 차수는 2이므로 a=2

 x의 계수는 -3이므로 b=-3

 상수항은 5이므로 c=5

 ∴ a+b+c=2+(-3)+5=4

18 ② x-3은 다항식이다.

 ③ 4xÛ`-2x+1의 차수는 2이다.

 ④ 2x-5y+3의 y의 계수는 -5이다.

19 ①, ② 차수가 2인 다항식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③ 분모에 문자가 있으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⑤ 일차항의 계수가 0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20 ㉠ 상수항은 일차식이 아니다.

 ㉡, ㉥ 차수가 2인 다항식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 분모에 문자가 있으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따라서 일차식인 것은 ㉢, ㉣의 2개이다.

21  다항식 (4-a)xÛ`-2x+7이 x에 대한 일차식이 되려면 xÛ`의 

계수가 0이어야 하므로

 4-a=0　　∴ a=4

22 ④ (x-8)Ö2=(x-8)_;2!;=;2!;x-4

23 {;2!;x-1}Ö{-;6!;}={;2!;x-1}_(-6)=-3x+6

 따라서 a=-3, b=6이므로 a+b=-3+6=3

24 ①, ②, ③, ④ 3x-4　　⑤ -3x-4

25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이므로 3aÛ`과 동류항인 

 것은 ④ 
aÛ`
4 이다.

26 ① 차수가 다르다.

 ② 문자가 다르다.

 ③ ;]#;은 분모에 문자가 있다.

27 ③ -2(x+1)-(4x-3)=-2x-2-4x+3=-6x+1

28 ① (주어진 식)=x+3

 ② (주어진 식)=3x-2-2x+1=x-1

 ③ (주어진 식)=6x+2

 ④ (주어진 식)=14x-2-5x-15=9x-17

 ⑤ (주어진 식)=-4x+4-3x+2=-7x+6

 따라서 x의 계수가 가장 큰 것은 ④이다.

29 (주어진 식)=3x-2+x-10=4x-12

30 (3x-9)Ö{-;2#;}-2(-3x+1)

 =(3x-9)_{-;3@;}-2(-3x+1)

 =-2x+6+6x-2=4x+4

 따라서 x의 계수가 4, 상수항이 4이므로 4+4=8

31 (주어진 식) =4x+{9x-2(7x-14+5x)-8} 

=4x+{9x-2(12x-14)-8} 

=4x+(9x-24x+28-8) 

=4x+(-15x+20) 

=-11x+20

32 (주어진 식)= 3(x-3)-2(2x-1)
6

  = 3x-9-4x+2
6 =-;6!;x-;6&;

 따라서 a=-;6!;, b=-;6&;이므로

 a-b=-;6!;-{-;6&;}=-;6!;+;6&;=;6^;=1

33 (주어진 식) =10x-3y-(4x+6y-2x+5y) 

=10x-3y-(2x+11y) 

=10x-3y-2x-11y=8x-14y

 따라서 x의 계수는 8, y의 계수는 -14이므로 

 8+(-14)=-6

34 (주어진 식)=;2!;(4x-3)-{;2(;-3x-2}

	 	 =2x-;2#;-{-3x+;2%;}

  =2x-;2#;+3x-;2%;=5x-4

 위의 식에 x=-2를 대입하면 

 5_(-2)-4=-10-4=-14

35 (색칠한 부분의 넓이) =3(x+1)-2(x-1) 

=3x+3-2x+2 

=x+5

36 3A-2B =3(x-2)-2(-2x+1) 

=3x-6+4x-2 

=7x-8

37 2A-B =2(x-6)-(-3x+5) 

=2x-12+3x-5=5x-17

 따라서 a=5, b=-17이므로 a+b=5+(-17)=-12

38 어떤 다항식을 라 하면 +(2x-5)=6x+3

 ∴ =6x+3-(2x-5)=6x+3-2x+5=4x+8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4x+8-(2x-5)=4x+8-2x+5=2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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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⑤ 06 5 07 76회 08 ②

09 ⑴ (18-6x)`¾  ⑵ 6`¾ 10 ⑤ 11 ④ 12 ②, ⑤ 

13 ④ 14 ④ 15 ⑤ 16 ⑤ 17 ④ 18 ③ 19 ⑤ 

20 ;6&;x-3 21 ④ 22 ① 23 ⑤

튼튼! 만점 예상 문제 1회 p.62~64

01 ① a_1_a=aÛ`  ② x_(-0.1)=-0.1x

 ③ 7Öx-y=;[&;-y ⑤ a+b_cÖ3=a+:õ3�:

02 aÖ(bÖc)=aÖ{b_;c!;}=aÖ;cB;=a_;bC;=:�b�:

 ① aÖ(b_c)=aÖbc=;b�c;

 ② aÖbÖc=a_;b!;_;c!;=;b�c;

 ③ (aÖb)Öc=;bA;Öc=;bA;_;c!;=;b�c;

 ④ a_bÖc=a_b_;c!;=:�cõ:

 ⑤ aÖb_c=a_;b!;_c=:�b�:

 따라서 계산 결과가 aÖ(bÖc)와 같은 것은 ⑤이다.

03 ④ (5a+2)개

04 (시간)= (거리)

(속력)
이므로 ;5A;+;6¤0;=;5A;+;1Á0; (시간)

05 ① -xÛ`=-(-1)Û`=-1

 ② xÜ`=(-1)Ü`=-1

 ③ -(xÛ`)Ü`=-{(-1)Û`}Ü`=-1Ü`=-1

 ④ xÞ`=(-1)Þ`=-1

 ⑤ (-xÜ`)Û`={-(-1)Ü`}Û`={-(-1)}Û`=1Û`=1

 따라서 식의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⑤이다.

06 ;a$;+;b!;=4Öa+1Öb=4Ö;2!;+1Ö{-;3!;}

  =4_2+1_(-3)=8+(-3)=5

07 :£5¤:x-32에 x=15를 대입하면

 :£5¤:_15-32=108-32=76(회)

08 (색칠한 부분의 넓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이므로 S=xÛ`-yÛ`
 위의 식에 x=8, y=5를 대입하면 

	 S=8Û`-5Û`=64-25=39

09 ⑴  지면에서 x`km 높아지면 기온이 6x`¾ 낮아지므로 높이

가 x`km인 곳의 기온은 (18-6x)`¾이다.

 ⑵ 18-6x에 x=2를 대입하면

  18-6_2=18-12=6(¾)

실수하기 쉬운 문제

01 ⑴  정사각형을 1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

4개

   정사각형을 2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

  (4+3)개

  정사각형을 3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

  (4+3_2)개

      ⋯

  따라서 정사각형을 x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는

  4+3_(x-1)=4+3x-3=3x+1 (개)

 ⑵ 3x+1에 x=15를 대입하면 3_15+1=46 (개)

02 상수항이 -4인 x에 대한 일차식의 x의 계수를 k라 하자.

 kx-4에 x=3을 대입하면 a=3k-4

 kx-4에 x=-3을 대입하면 b=-3k-4

 ∴ a+b=(3k-4)+(-3k-4)=-8

03 n이 짝수이므로 n+1은 홀수, n+2는 짝수이다.

 즉 (-1)Ç`=1, (-1)n+1=-1, (-1)n+2=1이므로

 (주어진 식) =(3x-2)-(-2x+1)-(4x+5)

=3x-2+2x-1-4x-5

=x-8

39  =2x-5-3(2x-1)

=2x-5-6x+3

=-4x-2

40 어떤 다항식을 라 하면

 -(-4x+1)=x-5

 ∴ =x-5+(-4x+1)=-3x-4

41 5x-8
㉠ 2x-2 A
x -x+4

 대각선에 있는 세 식의 합은 

 (5x-8)+(2x-2)+(-x+4)=6x-6

 (5x-8)+㉠`+x=6x-6이므로 6x-8+㉠`=6x-6

 ∴ ㉠` =6x-6-(6x-8)=6x-6-6x+8=2

 따라서 2+(2x-2)+A=6x-6이므로 2x+A=6x-6

 ∴ A=6x-6-2x=4x-6 

42 A+(-5x+3)=-3x-5에서

	 A=-3x-5-(-5x+3)=-3x-5+5x-3=2x-8

 2x-1-B=3x+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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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2x-8)+(-x-3)=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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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③ 02 ③, ⑤  03 ④ 04 (2x+1)개 05 ③ 06 ④ 

07 ① 08 ④ 09 ② 10 ④ 11 ⑤ 12 ④ 13 ③, ④

14 -8 15 ③ 16 14x+6 17 ⑤ 18 ⑤ 19 -a+6 

20 ② 21 9x-10 22 ③

튼튼! 만점 예상 문제 2회 p.65~67

01 ③ (x+y)Öz_4= 4(x+y)
z

02 ① a_bÖc=a_b_;c!;=:�cõ:

 ② aÖb_c=a_;b!;_c=:�b�:

 ③ a_;b!;_;c!;=;b�c;

 ④ a_;b!;_c=:�b�:

 ⑤ aÖbÖc=a_;b!;_;c!;=;b�c;

 따라서 ;b�c;와 같은 것은 ③, ⑤이다.

03 ① 2(x+y)`cm ② ;5{;원

 ③ (5000-2a)원 ⑤ (10000+6a)원

04 정삼각형을 1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

 3개

 정삼각형을 2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

 (3+2)개

 정삼각형을 3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

 (3+2_2)개

    ⋯

10 ① 상수항은 -2이다.

 ② 항의 개수는 3xÛ`, -x, -2의 3개이다.

 ③ xÛ`의 계수는 3이다.

 ④ 다항식의 차수가 2이므로 x에 대한 일차식이 아니다.

 ⑤ x의 계수는 -1, 상수항은 -2이므로 -1+(-2)=-3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11 x의 계수는 -;2!;이므로 a=-;2!;

 y의 계수는 3이므로 b=3

 상수항은 -;2(;이므로 c=-;2(;

 ∴ a+b-c=-;2!;+3-{-;2(;}=7

12 ①, ③ 차수가 2인 다항식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④ 분모에 문자가 있으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13 ① -;2!;(4x-8)=-2x+4

 ② 2{;2%;x-;2!;}=5x-1

 ③ (x+4)Ö2=(x+4)_;2!;=;2!;x+2

 ⑤ (6x-2)Ö;2#;=(6x-2)_;3@;=4x-;3$;

14 ①, ⑤ ;[!;, ;a@;는 분모에 문자가 있다.

 ② 문자가 다르다.

 ③ 문자와 차수가 모두 다르다.

15 (3x+2)-(x+3)=3x+2-x-3=2x-1

 따라서 a=2, b=-1이므로 

 ab=2_(-1)=-2

16 ⑤ ;3!;(6y-9)-2(3y+5)=2y-3-6y-10=-4y-13

17 ㈎=(4x-1)+(-x+2)=3x+1

 ㈏=(-x+2)+(-3x+1)=-4x+3

 ∴ ㈐=㈎+㈏`=(3x+1)+(-4x+3)=-x+4

18 (주어진 식)= 4(2x+4)-3(3x+1)
12

  = 8x+16-9x-3
12

  = -x+13
12

19 5x-{3x-4-(2x-5)} =5x-(3x-4-2x+5)

=5x-(x+1)

=5x-x-1

=4x-1

 따라서 a=4, b=-1이므로 

 a-b=4-(-1)=4+1=5

20 (주어진 식) =;3!;(6x-4x-14-1)+;2!;(x+4)

  =;3!;(2x-15)+;2!;(x+4)

  =;3@;x-5+;2!;x+2

  =;6&;x-3

21 2A+5B =2(4x-5)+5(-x+3)

=8x-10-5x+15

=3x+5

 따라서 x의 계수는 3, 상수항은 5이므로 3+5=8

22 a：b=1：3에서 b=3a이므로

 
4a+3b
4a-3b = 4a+9a

4a-9a = 13a
-5a =-:Á5£:

23  =-x+5-(-2x+3)

=-x+5+2x-3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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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x+a-(bx-3)=2x+a-bx+3=(2-b)x+a+3

 2-b=3에서 b=-1, a+3=-4에서 a=-7

 ∴ a+b=-7+(-1)=-8

15 (주어진 식)= 3(2x-1)-(4x-2)
3

  = 6x-3-4x+2
3

  = 2x-1
3

16 (주어진 식) =3x-{4x-3(5-2x-3+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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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4x-15x-6)

=3x-(-11x-6)

=3x+11x+6

=14x+6

17 (둘레의 길이) =(4x+1)_2+(4x-1)_2+(2x+1)_2

=8x+2+8x-2+4x+2

=20x+2

18 A-3B-(B+2A)=A-3B-B-2A=-A-4B

 위의 식에 A=x-2y, B=4x-3y를 대입하면

 -A-4B =-(x-2y)-4(4x-3y)

=-x+2y-16x+12y

=-17x+14y

19 A=;6!;a+;3!;, B=;2!;a-1이므로

 6A-4B=6{;6!;a+;3!;}-4{;2!;a-1}

 =a+2-2a+4=-a+6

20 = 3x-2
4 - x-5

6 = 3(3x-2)-2(x-5)
12

  = 9x-6-2x+10
12 =;1¦2;x+;3!;

21 어떤 다항식을 라 하면

 -(2x-3)=5x-4

 ∴ =5x-4+(2x-3)=7x-7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7x-7+(2x-3) =9x-10

22 두 번째 가로에 있는 세 식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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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3)+(2x-1)+A=6x-3이므로 

 -4+A=6x-3

 ∴ A=6x-3+4=6x+1

 (6x+1)+(-x+3)+B=6x-3이므로 

 5x+4+B=6x-3

 ∴ B=(6x-3)-(5x+4)=6x-3-5x-4=x-7

 따라서 정삼각형을 x개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는

 3+2_(x-1)=3+2x-2=2x+1(개)

05 ① 9-a=9-(-2)=9+2=11

 ② 4a+5=4_(-2)+5=-8+5=-3

 ③ ;a$;+3= 4
-2 +3=-2+3=1

 ④ -aÛ`=-(-2)Û`=-4

 ⑤ |a|-1=|-2|-1=2-1=1

 따라서 식의 값을 바르게 구한 것은 ③이다.

06 ① x+4=2+4=6

 ② yÛ`-3=(-3)Û`-3=9-3=6

 ③ xÜ`-x=2Ü`-2=8-2=6

 ④ 3x-y=3_2-(-3)=6+3=9

 ⑤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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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 =6

 따라서 식의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④이다.

07 (삼각형의 넓이)=;2!;_(밑변의 길이)_(높이)이므로 

 S=;2!;ah

 위의 식에 a=4, h=5를 대입하면 

 S=;2!;_4_5=10

08 ④ ;[!;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아니므로 다항

  식이 아니다.

09 ㉠ 상수항은 일차식이 아니다.

 ㉣ 분모에 문자가 있으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 차수가 2인 다항식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따라서 일차식인 것은 ㉡, ㉢, ㉥이다.

10 -xÛ`-6x+2+axÛ`+3x-1=(a-1)xÛ`-3x+1

  이때 이 다항식이 x에 대한 일차식이 되려면 xÛ`의 계수가 0이

어야 하므로

 a-1=0　　∴ a=1

11 ⑤ (3x-12)Ö(-3)=(3x-12)_{-;3!;}=-x+4

12 ① 2x의 항은 1개이다.

 ② 3x와 3y는 문자가 다르므로 동류항이 아니다.

 ③ 4x-3의 상수항은 -3이다.

 ⑤ 5x-6y+4의 x의 계수는 5이다.

13 ① 문자가 다르다.

 ② 차수가 다르다.

 ⑤ 문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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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⑴ (6a-b)원  ⑵ 100x+10y+z  ⑶ ;1¦0;a원  ⑷ (200-60x)`km

02 ⑴ 28  ⑵ 21  ⑶ -8 03 61  04 9x-8 05 11 

06 (22000x-11000)원 07-1 ;2#;  07-2 45 07-3 28

별별! 서술형 문제 p.68~69

01 ⑴ 6명이 a원씩 냈을 때, 총 금액은 6_a=6a (원)

  따라서 b원짜리 빵을 사고 남은 금액은 (6a-b)원`
 ⑵ 100_x+10_y+z=100x+10y+z

 ⑶ 정가 a원의 30`%는 a_;1£0¼0;=;1£0;a (원)

  따라서 바지의 판매 가격은 a-;1£0;a=;1¦0;a (원)`

 ⑷  (거리)=(속력)_(시간)이므로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간 거리는 60_x=60x(km)

  따라서 남은 거리는 (200-60x)`km

02 ⑴ (주어진 식)=3x+10x+2=13x+2

  위의 식에 x=2를 대입하면

  13_2+2=26+2=28 

 ⑵ (주어진 식)=3x+9-2x+10=x+19

  위의 식에 x=2를 대입하면

  2+19=21

 ⑶ (주어진 식) =3x-2-8x+4

=-5x+2

  위의 식에 x=2를 대입하면

  -5_2+2=-10+2=-8

03 ⑴  (색칠한 부분의 넓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이므로 S=x_x-4_5=xÛ`-20

 ⑵ S=xÛ`-20에 x=9를 대입하면

  S=9Û`-20=81-20=61

04 ⑴ A-(3x-2)=-2x+5이므로

  A=(-2x+5)+(3x-2)=x+3

 ⑵ B =(x+3)+2(2x-3)

=x+3+4x-6=5x-3

 ⑶ 2B-(A-1) =2B-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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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x-6-x-3+1

=9x-8

05 -;2#;(4x-8)+;3!;(6x+9)=-6x+12+2x+3

  =-4x+15 …… [2점]

 따라서 a=-4, b=15이므로 …… [1점]

 a+b=-4+15=11 …… [1점]

06  지난주에 입장한 청소년은 (2x+4)명, 어린이는 (3x-9)명

이다. …… [2점]

 따라서 지난주 한강 야외수영장의 입장료 총액은

 5000x+4000(2x+4)+3000(3x-9)

 =5000x+8000x+16000+9000x-27000

 =22000x-11000(원) …… [3점]

07-1 |a|+;a!;=|-2|+ 1
-2  …… [2점]

  =2-;2!; …… [1점]

  =;2#; …… [1점]

07-2 aÛ`+5ab-;b$;=7Û`+5_7_{-;5@;}-4Ö{-;5@;} …… [2점]

  =49-14-4_{-;2%;} …… [1점]

  =49-14+10 …… [1점]

  =45 …… [1점]

07-3 ;a$;-;b^;+;c#;=4Öa-6Öb+3Öc …… [2점]

  =4Ö;3!;-6Ö{-;2!;}+3Ö;4#; …… [1점]

  =4_3-6_(-2)+3_;3$; …… [1점]

  =12+12+4 …… [1점]

  =28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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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a=3, b=2 07 ③

08 38 0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③ 14 ⑤ 15 ②

16 ③ 17 ⑤ 18 ① 19 ④ 20 ⑤ 21 ⑤ 22 ④ 23 ② 

24 ③ 
서술형  

25 ⑴ 189=3Ü`_7  ⑵ 풀이 참조  ⑶ 1, 3, 7, 9, 21, 27, 63, 189

26 ⑴ 124=2Û`_31  ⑵ 31  ⑶ 62 27 8개 28 144 29 63 30 72초 후

대단원 마무리 문제 p.71~82

01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는 합성수이다.
 ①, ②, ③, ⑤ 소수  ④ 합성수

02 ④ 55의 약수는 1, 5, 11, 55이므로 소수가 아니다.

03 ① 소수 중 2는 짝수이다.
 ② 가장 작은 소수는 2이다.

 ③ 7의 배수 중 소수는 7의 1개이다.

 ④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⑤  한 자리의 자연수 중 소수는 2, 3, 5, 7의 4개, 합성수는 4, 

6, 8, 9의 4개이다.

04 ⑤ 3Ý`=3_3_3_3=81

05 ① 3Û`=9 ② 7+7+7+7=7_4

 ③ 5_5_5=5Ü` ⑤ ;7!;_;7!;_;7!;={;7!;}3`

06 392=2Ü`_7Û`이므로 a=3, b=2

07 ① 24=2Ü`_3 ② 30=2_3_5

 ④ 42=2_3_7 ⑤ 84=2Û`_3_7

08 ㉠을 만족하는 수는 36, 37, 38, 39이다.
 ㉡ 36, 37, 38, 39 중 2개의 소인수를 가지는 수는

  36=2Û`_3Û`, 38=2_19, 39=3_13

  이때 두 소인수의 합이 21인 수는 38이다.

10 ①  18=2_3Û`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1+1)_(2+1)=6(개)

 ②  20=2Û`_5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2+1)_(1+1)=6(개)

 ③ 32=2Þ`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5+1=6(개)

 ④  50=2_5Û`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1+1)_(2+1)=6(개)

 ⑤  60=2Û`_3_5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2+1)_(1+1)_(1+1)=12(개)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다른 하나는 ⑤ 60이다.

11 8_5�`=2Ü`_5�`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3+1)_(a+1)=36, 4_(a+1)=4_9

 a+1=9  ∴ a=8

자연수의 성질I

12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소수)Û`의 꼴이다.
 따라서 1부터 2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Û`의 꼴인 수는
  2Û`=4, 3Û`=9, 5Û`=25, 7Û`=49, 11Û`=121, 13Û`=169로 모두 

6개이다.

13 ③  96=2Þ`_3

 108=2Û`_3Ü`
 150=2`_3_5Û`
(최대공약수)=2`_3 =6

14 ⑤  39=3_13, 65=5_13이므로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13

이다.

15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3Û`_7이므로 보기 중 약수가 아닌 것은 

② 2이다.

16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므로 36, 72, 108, 144로 모두 
4개이다.

17  2Û` _5

 2Û`_3Û`_5

 50=2 _5Û`
(최대공약수)=2` _5

(최소공배수)=2Û`_3Û`_5Û`

18  최대공약수가 2Ü`_3이므로 2Ý`, 2�`의 지수 중 작은 것이 3이
다.  ∴ a=3

  최소공배수가 2Ý`_3º`_5이므로 3Û`, 3의 지수 중 큰 것이 b이
다.  ∴ b=2

 ∴ a+b=3+2=5

19  학용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는 24, 32, 48의 최대공약
수이다.

  이때 24, 32, 48의 최대공약수  24=2Ü`_3

 32=2Þ`
 48=2Ý`_3

(최대공약수)=2Ü` =8

 는 2Ü`=8

  따라서 학용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는 8명이다.

20  구하는 자연수는 111-3=108과 76-4=72의 공약수이고,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108과 72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108과 72의 최대공약수  108=2Û`_3Ü`
 72=2Ü`_3Û`
(최대공약수)=2Û`_3Û`=36

 는 2Û`_3Û`=36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는 36

이다.

21  두 기차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은 12와 16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12과 16의 최소공배수는  12=2Û`_3

 16=2Ý`
(최소공배수)=2Ý`_3=48

 2Ý`_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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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오전 9시 이후 두 기차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48분 

후인 오전 9시 48분, 96분 후인 오전 10시 36분, …이므로 구

하는 시각은 오전 10시 36분이다.

22  가장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2, 3, 9의 최소공배
수이다.

  이때 2, 3, 9의 최소공배수는   2=2

 3= 3`
 9= 3Û`
(최소공배수)=2_3Û`=18

 2_3Û`=18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의 길이는 18`cm이므로 필요
한 나무토막의 개수는

 가로：18Ö2=9(개)

 세로：18Ö3=6(개)

 높이：18Ö9=2(개)

 즉 9_6_2=108(개)이다.

23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맞물리는 톱니의 수는 9와 12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9와 12의 최소공배수는  9= 3Û`
 12=2Û`_3

(최소공배수)=2Û`_3Û`=36

 2Û`_3Û`=36

  따라서 톱니바퀴 A가 

36Ö9=4(번) 회전한 후이다.

24 (두 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N_56=8_168  ∴ N=24

서술형

25 ⑴ 3 >³ 189
3 >³ 63
3 >³ 21
 7     ∴ 189=3Ü`_7 …… [30 %]

 ⑵ _ 1 3 3Û` 3Ü`
1 1_1=1 1_3=3 1_3Û`=9 1_3Ü`=27
7 7_1=7 7_3=21 7_3Û`=63 7_3Ü`=189

 …… [40 %]

 ⑶ 1, 3, 7, 9, 21, 27, 63, 189 …… [30 %]

26 ⑴ 2 >³ 124
2 >³ 62
 31     ∴ 124=2Û`_31 …… [30 %]

 ⑵  2Û`_31에서 소인수 31의 지수가 홀수이므로 2Û`_31에 자

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

은 자연수는 31이다. …… [40 %]

 ⑶  2Û`_31_31=2Û`_31Û`=(2_31)Û`=62Û`이므로 62의 제곱
이 된다. …… [30 %]

27  200=2Ü`_5Û`의 약수의 개수는 (3+1)_(2+1)=12(개)이

다.  …… [50 %]

  이 중 5의 배수가 아닌 것은 1, 2, 2Û`, 2Ü`의 4개이므로 5의 배수
는 12-4=8(개) …… [50 %]

28 ㉠ 18과 24로 나누어떨어지므로 18과 24의 공배수이다.
 …… [40 %]

 ㉡  18과 24의 최소공배수는  18=2_3Û`
 24=2Ü`_3

(최소공배수)=2Ü`_3Û`=72

  2Ü`_3Û`=72

   따라서 세 자리의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는 144이다.  …… [60 %]

29 구하는 수는 (4, 5, 6의 최소공배수)+3이다. …… [40 %]

  이때 4, 5, 6의 최소공배수  4=2Û`
 5= 5

 6=2`_3

(최소공배수)=2Û`_3_5=60

 는 2Û`_3_5=60

 따라서 구하는 수는 

 60+3=63 …… [60 %]

30  등대 A, B에 동시에 불이 켜진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불이 
켜지는 것은 16+8=24와 26+10=36의 최소공배수이다.

 …… [50 %]

 이때 24와 36의 최소공배수는  24=2Ü`_3`
 36=2Û`_3Û`
(최소공배수)=2Ü`_3Û`=72

 2Ü`_3Û`=72

  따라서 처음으로 다시 동시

에 불이 켜지는 것은 72초 후이다. …… [50 %]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④ 06 ① 07 ④ 08 ①

09 ③, ④ 10 ④ 11 ① 12 ③ 13 ⑤ 14 ② 15 ③ 16 ④

17 ⑤ 18 ② 19 ③ 20 ① 21 ③ 22 ② 
서술형  

23 ⑴ 5개  ⑵ 2개  ⑶ 7개 24 -2 

25 ⑴ A시：10`¾, B시：20`¾, C시：12`¾  ⑵ B시

26 -;1¦6; 27 -;2#;  28 -:ª2»:

01 ① +50원  ② +7`%  ③ -10점  ⑤ -10000원

02 ㉠ 양수 중 1.2, 1.5, …는 자연수가 아니다.
 ㉣ 1과 3 사이에는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

 ㉤ 유리수는 양수, 0, 음수로 분류된다.

03 ①, ② A：-;2&;, B：-;2%;, C：0, D：;2#;, E：3

 ③ 자연수를 나타내는 점은 E의 1개이다.

 ④ 정수를 나타내는 점은 C, E의 2개이다.

 ⑤ 유리수를 나타내는 점은 A, B, C, D, E의 5개이다.

04 각각의 절댓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① :Á3Á:  ② 2  ③ 0  ④ 1.5  ⑤ 3

 따라서 원점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이다.

정수와 유리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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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18 (a-b)_c=a_c-b_c이므로 ;4%;=a_c-{-;2&;}

 ∴ a_c=;4%;+{-;2&;}=;4%;+{-:Á4¢:}=-;4(;

19 a=-;4#;, 0.8=;5$;이므로 b=;4%;

 ∴ a+b=-;4#;+;4%;=;4@;=;2!;

20 1.2=;5^;의 역수는 ;6%;, -;4#;의 역수는 -;3$;, -1;3@;=-;3%;의

 역수는 -;5#;이므로

 ;6%;+{-;3$;}+{-;5#;}=;3@0%;+{-;3$0);}+{-;3!0*;}

  =-;3#0#;=-;1!0!;

21 [{-;9$;}+{-;3@;}]Ö;3@;_ =1에서

 {-:Á9¼:}_;2#;_ =1, {-;3%;}_ =1

 ∴ =1Ö{-;3%;}=-;5#;

22  a_b>0이므로 a와 b는 서로 같은 부호이고 bÖc<0이므로 

b와 c는 서로 다른 부호이다.

 또 b>c이므로 a>0, b>0, c<0이다.

05 ① 절댓값이 4인 수는 +4, -4이다.

 ② -7의 절댓값은 7이다.

 ③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④ 절댓값이 2 이하인 정수는 -2, -1, 0, 1, 2의 5개이다.

 ⑤ 음수끼리는 절댓값이 큰 수가 작다.

06  수직선 위에서 두 수 a, b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Á5ª:

 이므로 

 |a|=|b|=:Á5ª:Ö2=;5^; 

 이때 a>b이므로 a>0, b<0  ∴ b=-;5^;

07 ① ;3@;<;4#;이므로 -;3@;>-;4#;

 ③ :Á4Á:=2.75이므로 :Á4Á:>2.5

08  수직선 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양수 
중 가장 큰 수인 5이다.

09 ① a>3    ② b¾1    ⑤ -5<e<2

10 -:Á3¤:Éx<2를 만족하는 정수 x는 -5, -4, -3, -2, 

 -1, 0, 1의 7개이다.

11 a=1+(-2)=-1, b=-1-(-8)=7

 ∴ a-b=-1-7=-8

12 -1+4=3

 ① -5    ② 5    ③ 3    ④ -13    ⑤ -3

 따라서 결과가 같은 것은 ③이다.

13 어떤 정수를 A라 하면 A+(-7)=20  

 ∴ A=20-(-7)=27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27-(-7)=27+(+7)=34

14 ;1£0;-;2#;+1=;1£0;-;1!0%;+;1!0);=-;1ª0;=-;5!;

15 |a|=4이므로 a=4 또는 a=-4

 |b|=3이므로 b=3 또는 b=-3

 Ú a=4, b=3일 때, a+b=4+3=7  

 Û a=4, b=-3일 때, a+b=4+(-3)=1

 Ü a=-4, b=3일 때, a+b=-4+3=-1

 Ý a=-4, b=-3일 때, a+b=-4+(-3)=-7

 따라서 a+b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③ 0이다.

16 주어진 식에서 음수는 20개이므로 계산 결과의 부호는 +이다.

 ∴ (주어진 식)=+{;3!;_;5#;_;7%;_y_;4#1(;}

  =;4Á1;

서술형

23 ⑴ -5, 0, 2, ;2*;=4, (-3)Û`=9의 5개이다.  …… [40 %]

 ⑵ -;7#;, -:Á5Á:의 2개이다.  …… [30 %]

 ⑶ 주어진 수가 모두 유리수이므로 7개이다. …… [30 %]

24 5+1+(-3)=3이므로  …… [20 %]

 b+(-3)+4=3  ∴ b=2 …… [30 %]

 a+1+b=a+3=3  ∴ a=0 …… [30 %]

 ∴ a-b=0-2=-2 …… [20 %]

25 ⑴ A시：-6-(-16)=-6+16=10`(¾)

  B시：0-(-20)=0+20=20`(¾)

  C시：7-(-5)=7+5=12`(¾) …… [90 %]

 ⑵ 10<12<20이므로 일교차가 가장 큰 도시는 B시이다.

 …… [10 %]

26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곱한 값이 가장 크려면 양수 1개와 절
댓값이 큰 음수 2개를 뽑아야 한다.

 ;5!;_(-3)_{-:Á8°:}=;8(; …… [40 %]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곱한 값이 가장 작으려면 음수 3개를 

뽑아야 한다.

 -3_{-:Á8°:}_{-;1°8;}=-;1@6%; …… [40 %]

 ∴ ;8(;+{-;1@6%;}=;1!6*;+{-;1@6%;}=-;1¦6;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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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0.1a    ② aÜ`    ④ x+2y    ⑤ ;3Ó];

02 ② ;4{;`cm

03 ① xÛ`-1=(-2)Û`-1=4-1=3

 ② 15-3xÛ`=15-3_(-2)Û`=15-12=3

 ③ 3x+9=3_(-2)+9=-6+9=3

 ④ ;2!;x+4=;2!;_(-2)+4=-1+4=3

 ⑤ 7-2x=7-2_(-2)=7+4=11

04 ① ;2Á5;    ② -;2Á5;    ③ 5    ④ -5    ⑤ 1

05 30-6h에 h=4를 대입하면

 30-6_4=30-24=6`(¾)

06 ;[@;+;]#;=2Öx+3Öy=2Ö;3@;+3Ö{-;2!;}

  =2_;2#;+3_(-2)=3-6=-3

07 ① 2x-3의 차수는 1이다.

 ② aÛ`+a-1은 다항식이다.

 ④ 2a-3b의 항은 2a, -3b의 2개이다.

 ⑤ xÛ`-x+5의 상수항은 -5이다.

08 일차식은 ㉢, ㉣, ㉥의 3개이다.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③ 08 ②

09 ④ 10 ③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③ 16 ②

17 ⑤ 18 ④ 19 ⑤
서술형  

20 15 21 ⑴ (5000-50a)원  ⑵ 3750원 22 a=3, b=-3, c=7

23 -1 24 -x-7 25 ㈎ -3x+8  ㈏ -5x+13

문자와 식III

09 ④ (2y-6)Ö;2!;=(2y-6)_2=4y-12

10 (-3x+2)Ö;3!;=(-3x+2)_3=-9x+6

 -2(5-3x)=-10+6x

 따라서 x의 계수의 합은 -9+6=-3

12 ;2!;(4x-3)-(-x+2)=2x-;2#;+x-2

  =3x-;2&;

 따라서 x의 계수가 3, 상수항이 -;2&;이므로

 3+{-;2&;}=-;2!;

13 2x-1
3 - x-3

2 = 2(2x-1)-3(x-3)
6

  = 4x-2-3x+9
6

  =;6!;x+;6&;

 따라서 a=;6!;, b=;6&;이므로

 a+b=;6!;+;6&;=;6*;=;3$;

14 (주어진 식) =x-{3x+2(x-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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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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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7x+2

=-6x+2

15 (둘레의 길이)
 =(5b+1)+(4b+2)+4a_2+(2b-1)+b

 =5b+1+4b+2+8a+2b-1+b

 =8a+12b+2

16 (2A+1)-3(B-1) =2A+1-3B+3

=2A-3B+4

 이므로

 2A-3B+4 =2(2x+1)-3(x-3)+4

=4x+2-3x+9+4

=x+15

17  =2x+3-(5x-1)

=2x+3-5x+1

=-3x+4

18 어떤 일차식을 라 하면

 4x-5+ =x-2

 ∴  =(x-2)-(4x-5)

=x-2-4x+5

=-3x+3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4x-5-(-3x+3) =4x-5+3x-3=7x-8

27 -3의 역수에 1을 더한 수는 -;3!;+1=;3@; …… [40 %]

 -3에서 -;4#;을 뺀 수는 -3-{-;4#;}=-;4(; …… [40 %]

 따라서 출력되는 수는

 ;3@;_{-;4(;}=-;2#; …… [20 %]

28 (주어진 식)=;1Á6;Ö{-;8!;}-(-10)_{-;5&;}

  =;1Á6;_(-8)-(-10)_{-;5&;} …… [60 %]

  =-;2!;-14

  =-;2!;-:ª2¥:

  =-:ª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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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풀이

01 ③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② 07 ③, ④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① 13 ②, ④ 14 ⑤ 15 ③ 16 ②  

17 ② 18 ④ 19 ⑤ 20 ③
서술형  

1 ⑴ 135=3Ü`_5  ⑵ 풀이 참조  ⑶ 1, 3, 5, 9, 15, 27, 45, 135

2 118 3 3개 4 21 5 ⑴ -;4%;, 5, -;3!;  ⑵ ;1$2!;  ⑶ ;1@2%;

실전 모의고사 1회 p.83~86

01 ① 2는 소수이지만 짝수이다.
 ② 가장 작은 소수는 2이다.

 ④ 1은 자연수이지만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이므로 약수가 2개이다.

02 ① 3Û`=3_3=9  ② 5_5_5_5=5Ý` 

 ③ ;5@;_;5@;_;5@;={;5@;}3`  ④ 4+4+4+4=4_4=4Û`

03 ③ 36=2Û`_3Û`

04 18=2_3Û̀이므로 자연수 a는 2_(자연수)Û̀의 꼴이어야 한다.

 따라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②이다.

05 72
가 자연수이려면  안의 수는 72의 약수이어야 하므로

 72=2Ü`_3Û`에서 약수의 개수는 
 (3+1)_(2+1)=12(개)

06 ① (5+1)_(2+1)=18(개)

 ② (3+1)_(2+1)_(1+1)=24(개)

 ③  63=3Û`_7이므로 (2+1)_(1+1)=6(개)

 ④  72=2Ü`_3Û`이므로 (3+1)_(2+1)=12(개)

 ⑤  120=2Ü`_3_5이므로 

(3+1)_(1+1)_(1+1)=16(개)

07  ① 15, 21의 최대공약수는 3이다.
 ② 12, 18의 최대공약수는 6이다.

 ⑤ 22, 55의 최대공약수는 11이다.

10  최대공약수는 20=2Û`_5, 최소공배수는 1800=2Ü`_3Û`_5Û`
이므로 a=2, b=2, c=1

 ∴ a+b+c=2+2+1=5

11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50과 120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150과 120의 최대공  150=2`_3_5Û`

 120=2Ü`_3_5

(최대공약수)=2`_3_5=30

 약수는 

 2_3_5=30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cm이므로 정사각형의 
개수는 가로：150Ö30=5(개), 세로：120Ö30=4(개)

 즉 5_4=20(개)이다.

12  두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은 24와 18의 최소공배수이다.

서술형

20 a=-;2#;, b=;4!;이므로 …… [20 %]

 4aÛ`-16ab=4_{-;2#;}2`-16_{-;2#;}_;4!;

  =4_;4(;-(-6)=9+6=15 …… [80 %]

21 ⑴ 5000원을 a`% 할인한 가격은

  5000-5000_;10A0;=5000-50a(원) …… [60 %]

 ⑵ 5000-50a에 a=25를 대입하면

  5000-50_25 =5000-1250

=3750(원) …… [40 %]

22 -3x+7y-9에서 

 항은 -3x, 7y, -9의 3개이므로 a=3 …… [40 %]

 x의 계수는 -3이므로 b=-3 …… [30 %]

 y의 계수는 7이므로 c=7 …… [30 %]

23 { 3x-1
4 - x+2

3 }Ö;2!;={ 3x-1
4 - x+2

3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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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3x-1)-4(x+2)
6

  = 9x-3-4x-8
6

  =;6%;x-:Á6Á: …… [60 %]

 따라서 a=;6%;, b=-:Á6Á:이므로 …… [20 %]

 a+b=;6%;+{-:Á6Á:}=-;6^;=-1 …… [20 %]

24 ㈎에서 3A=6x-21  

 ∴ A=(6x-21)Ö3=2x-7 …… [40 %]

 ㈏에서 B+(-x+1)=2x+1  

 ∴ B=2x+1-(-x+1)=3x …… [40 %]

 ∴ A-B =2x-7-3x

=-x-7 …… [20 %]

25 ㈎ =(4x+2)-(7x-6)=4x+2-7x+6

=-3x+8 …… [50 %]

 ㈏ =㈎-(2x-5)=(-3x+8)-2x+5

=-5x+13 …… [50 %]

19 두 번째 가로에 있는 세 식의 합은
 (5x-4)+(2x-1)+(-x+2)=6x-3

 (-2x-2)+(2x-1)+B=6x-3이므로 

 -3+B=6x-3  ∴ B=6x

 B+(-x+2)+A=6x-3이므로

 6x+(-x+2)+A=6x-3

 5x+2+A=6x-3

 ∴ A=(6x-3)-(5x+2)=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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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24와 18의 최소공배수  24=2Ü`_3

 18=2`_3Û`
(최소공배수)=2Ü`_3Û`=72

 는 2Ü`_3Û`=72

  따라서 구하는 시각은 오전 8

시 30분에서 72분 후인 오전 9시 42분이다.

13 ② 가장 작은 정수는 알 수 없다.
 ④ 절댓값이 5인 정수는 +5, -5이다.

14 ⑤ -;3!;=-;6@;, -;2!;=-;6#;이므로 -;3!;>-;2!;

15 ① a¾4 ② a>9 ④ 7ÉbÉ8 ⑤ -5Éb<2

16 a=-3+3=0, b={-;3@;}-2=-;3*;

 ∴ a+b=0+{-;3*;}=-;3*;

17 ② ;3%;-{-;3!;}=;3%;+;3!;=;3^;=2

18 A=1-;9$;_;8(;=1-;2!;=;2!;

 B=(-16)_;4#;Ö(-2)=(-12)_{-;2!;}=6

 ∴ A_B=;2!;_6=3

19 (주어진 식)=4-[;3!;+(-1)_[(-9)_{-;3%;}-7]]

  =4-[;3!;+(-1)_(15-7)]

  =4-{;3!;-8}

  =4-{-:ª3£:}=:£3°:

20 a_b<0이므로 a와 b는 서로 다른 부호이다.

 이때 a>b이므로 a>0, b<0이다.

 ① a>0 ② b<0 ④ aÖb<0 ⑤ aÖ(-b)>0

서술형

1 ⑵ 135의 약수를 구하는 표는 다음과 같다.
  _ 1 3 3Û` 3Ü`

1 1_1=1 1_3=3 1_3Û`=9 1_3Ü`=27
5 5_1=5 5_3=15 5_3Û`=45 5_3Ü`=135

2  10, 6, 4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부족하므로 구하는 수
를 x라 하면 x+2는 10, 6, 4의 공배수이다. …… [3점]

 이때 10, 6, 4의 최소공배  10=2` _5

 6=2`_3`
 4=2Û`
(최소공배수)=2Û`_3_5=60

  수는 

 2Û`_3_5=60 …… [2점]

 x+2=60, 120, 180, …

 ∴ x=58, 118, 178, y

 따라서 구하는 수는 118이다. …… [3점]

3 ㈎에 의하여 a의 값은 -3, -2, -1, 0, 1, 2, 3이다.

 …… [4점]

 ㈏에 의하여 a는 음수이다. …… [1점]

  따라서 주어진 두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은 -3, -2, -1의 

3개이다. …… [3점]

4 (-60)_[;5@;+{-;4#;}]

 =(-60)_;5@;+(-60)_{-;4#;} …… [4점]

 =-24+45=21 …… [3점]

5 ⑴ -;5$;의 역수는 -;4%;, 0.2=;5!;의 역수는 5, -3의 역수는  

  -;3!;이다.

 ⑵ {-;4%;}+5+{-;3!;}=-;1!2%;+;1^2);+{-;1¢2;}=;1$2!;

 ⑶ {-;4%;}_5_{-;3!;}=;1@2%;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5 ⑤ 06 ①, ⑤ 07 ① 08 ③

09 ④ 10 ⑤ 11 ① 12 ② 13 ② 14 ⑤ 15 ②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④
서술형  

1 12개 2 :ª5Á: 3 40 4 ;3&; 5 10

실전 모의고사 2회 p.87~90

01 23, 29, 31, 37, 41, 43, 47의 7개이다.

02 ① 3Ý` ② 5_4 ③ 2_7Ü` ⑤ 10Ý`

03 2_3_2_2_7_3_7=2Ü`_3Û`_7Û`이므로 
 a=3, b=3, c=2

 ∴ a+b+c=3+3+2=8

04  48=2Ý`_3이므로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다.

05  180=2Û`_3Û`_5이므로 보기 중 약수가 아닌 것은 

⑤ 2_3_5Ü`이다.

06 ② 12와 26의 최대공약수는 2이다.
 ③ 12와 27의 최대공약수는 3이다.

 ④ 12와 28의 최대공약수는 4이다.

07 63=3Û`_7이므로 a=2, b=1

 ∴ a+b=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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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구하는 최대 학생 수는 43-3=40과 54+6=60의 최대공약

수이다.

 이때 40과 60의 최대공약  40=2Ü` _5

 60=2Û`_3_5

(최대공약수)=2Û` _5=20

 수는 

 2Û`_5=20

  따라서 최대 20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09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6과 30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36과 30의 최소공  36=2Û`_3Û`

 30=2`_3`_5

(최소공배수)=2Û`_3Û`_5=180

 배수는 

 2Û`_3Û`_5=180

  따라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80`cm이므로 필요한 타일
의 수는 가로：180Ö36=5(장), 세로：180Ö30=6(장)

 즉 5_6=30(장)이다.

10 ① 자연수는 4, ;2^;(=3)의 2개이다.

 ② 정수는 4, 0, -32, ;2^;(=3)의 4개이다.

 ③ 음의 정수는 -32의 1개이다.

 ④ 양의 유리수는 +;1Á3;, 4, ;2^;(=3)의 3개이다.

 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1Á3;, -3.14, -;5@;의 3개이다.

11 ② B：-;2!; ③ C：;3@;=0.666y 

 ④ D：;4%; ⑤ E：;4&;=1.75

12 -;1#0!;=-3;1Á0;과 ;6!; 사이에 있는 정수는 -3, -2, -1, 0이

 므로 그 합은 

 (-3)+(-2)+(-1)+0=-6

13 ;2#;=;1@4!;, :Á7¤:=;1#4@;이므로 ;2#; 초과 :Á7¤: 미만인 유리수 중 분

 모가 14인 기약분수는 ;1@4#;, ;1@4%;, ;1@4&;, ;1@4(;, ;1#4!;의 5개이다.

14 |a|=5에서 a=-5 또는 a=5

 |b|=8에서 b=-8 또는 b=8

 이때 M=5-(-8)=13, m=(-5)-8=-13이므로

 M-m=13-(-13)=26

15 ;2!;-;3%;+;4#;-;6!;=;1¤2;-;1@2);+;1»2;-;1ª2;=-;1¦2;

16 a={-:Á5ª:}_{+:Á3¼:}=-8

 b={-;6%;}_{-;5#;}=;2!;

 ∴ aÖb=(-8)Ö;2!;=(-8)_2=-16

서술형

1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는 두 수의 최대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와 같다. …… [3점]

  이때 두 수의 최대공약수는 2Ü`_3Û`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3+1)_(2+1)=12(개) …… [3점]

 따라서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는 12개이다. …… [1점]

2 두 분수 :£7¼:, :ª3°:의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는 
( 7과 3의 최소공배수)
( 30과 25의 최대공약수)

 이다. …… [3점]

  이때 30과 25의 최대공약수는 5이고, 7과 3의 최소공배수는 

21이다. …… [3점]

 따라서 구하는 수는 :ª5Á:이다. …… [2점]

3  최대공약수가 5이므로 어떤 두 자연수를 5a, 5b (단, a, b는 서
로소)라 하자.

 이때 두 수의 최소공배수가 75이므로 

 5_a_b=75에서 a_b=15 …… [3점]

  이때 순서쌍 (a, b)가 될 수 있는 것은 (1, 15), (3, 5), 

 (5, 3), (15, 1)이다.

  그런데 (1, 15), (15, 1)인 경우에는 두 수가 1_5=5, 

15_5=75가 되어 두 수가 모두 두 자리의 자연수라는 조건

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는 (3, 5) 또는 

 (5, 3)이다.  …… [3점]

 그러므로 구하는 두 수의 합은 3_5+5_5=40 …… [2점]

4 어떤 유리수를 A라 하면 A+{-;4#;}=;6%;

 ∴ A=;6%;-{-;4#;}=;6%;+;4#;=;1!2);+;1»2;=;1!2(; …… [4점]

18 ① 18_(-2)Ö(-6)=-36Ö(-6)=6

 ② 9-12Ö(-2)Û`=9-12Ö4=9-3=6

 ③ -3Û`_6Ö9=-54Ö9=-6

 ④ 2_(-3)Ö(-1)=-6Ö(-1)=6

 ⑤ 21Ö(-7)+9=-3+9=6

19 Ö{-;2!;}3`=;4#;에서 Ö{-;8!;}=;4#;

 ∴ =;4#;_{-;8!;}=-;3£2;

20 (주어진 식)=8_[;2!;+(-1)_;4!;_{-;2!;}]-1

  =8_{;2!;+;8!;}-1

  =8_;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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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은

 ;1!2(;-{-;4#;}=;1!2(;+;4#;=;1!2(;+;1»2;=;1@2*;=;3&; …… [4점]

5  지영이는 7번 이겼으므로 3번 졌고, 석원이는 3번 이기고 7번 
졌다. …… [2점]

 지영이의 위치의 값은

 7_(+3)+3_(-2)=+15

 석원이의 위치의 값은

 3_(+3)+7_(-2)=-5 …… [5점]

 따라서 두 사람의 위치의 값의 합은

 (+15)+(-5)=10 …… [2점]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② 08 ②

09 ① 10 ④ 11 ④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①

17 ⑤ 18 ①, ③ 19 ①, ④ 20 ②
서술형  

1 5바퀴 2 ⑴ 4개  ⑵ 3개  ⑶ 7개 3 -:Á5»: 4 -;3$; 5 ;9Á7;

실전 모의고사 3회 p.91~94

01 소수는 2, 3, 7, 11, 17, 19, 37의 7개이다.

02 ① 1000=10Ü` ② 2_5=10

 ③ 
1

2_2_2 = 1
2Ü`
 ④ 3+3+3+3+3=3_5

03 60=2Û`_3_5이므로 60의 소인수는 2, 3, 5이다.

 따라서 60의 모든 소인수의 합은 2+3+5=10

04 ① (2+1)_(3+1)=12(개)

 ② (1+1)_(1+1)_(2+1)=12(개)

 ③ (5+1)_(1+1)=12(개)

 ④ 100=2Û`_5Û`이므로 (2+1)_(2+1)=9(개)

 ⑤ 11+1=12(개)

05 2Û`_3_5에 곱하여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수는 

 3_5_(자연수)Û`의 꼴이므로 

 3_5, 3_5_2Û`, 3_5_3Û`…
 따라서 구하는 수는 3_5_2Û`=60

06  36=2Û`_3Û`, 60=2Û`_3_5이므로 최대공약수는 2Û`_3, 최소

공배수는 2Û`_3Û`_5이다.

07 세 자연수 2_x, 5_x, 10_x의  x >³ 2_x 5_x 10_x

2 >³ 2 5 10

5 >³ 1 5 5

 1 1 1

 최소공배수는 

 x_2_5=x_10

 x_10=30이므로 x=3

08  75와 90을 모두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는 75와 90의 공약수
이며 이 중 가장 큰 수는 75와 90의 최대공약수이다. 

 따라서 75와 90의 최대공  75= 3`_5Û`
 90=2_3Û`_5

(최대공약수)= 3`_5=15

 약수는 

 3_5=15

09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의 한 변의 길이는 240과 
150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240과 150의 최대공  240=2Ý`_3_5

 150=2`_3_5Û`
(최대공약수)=2`_3_5=30

 약수는 

 2_3_5=30

  따라서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의 한 변의 길이는 30`cm이므로 
필요한 그림의 개수는

 가로：240Ö30=8(장), 세로：150Ö30=5(장)

 즉 8_5=40(장)이다.

 따라서 20명의 학생이 각각 2장씩 그려야 한다.

10 ① -10분 ② +2`kg ③ +15`¾ ⑤ +4점

11 ① |a|=|b|이면 a=b 또는 a=-b이다.

 ② 절댓값이 0인 유리수는 0이다.

 ③ |x|É2인 정수 x는 -2, -1, 0, 1, 2의 5개이다.

 ⑤ 두 음수는 절댓값이 클수록 더 작다.

12  -7<xÉ3을 만족하는 정수 x는 -6, -5, -4, -3, -2, 

-1, 0, 1, 2, 3의 10개이다.

13 ② (-7)-(-1)=(-7)+(+1)=-6

14 a_(b+c)=a_b+a_c이므로

 -3=a_b+5

 ∴ a_b=-8

15 -;4#;_10Ö{-;2%;}=-;4#;_10_{-;5@;}=3

16  가장 큰 값은 음수 2개와 절댓값이 큰 양수 1개를 선택해야 한
다.

 {-;2¦4;}_{-;1£0;}_5=;1¦6;

  가장 작은 값은  양수 2개와 절댓값이 큰 음수 1개를 선택해야 

한다.

 2_5_{-;1£0;}=-3

 ∴ ;1¦6;+(-3)=;1¦6;-;1$6*;=-;1$6!;

17 a_b>0이므로 a와 b는 서로 같은 부호이다.

 이때 a+b<0이므로 a<0, b<0

  또 bÖc>0이므로 b와 c는 서로 같은 부호이고 b<0이므로 

c<0

  ∴ a<0, b<0, c<0

18 ② -4aÛ` ④ x+;z}; ⑤ 3
a-b

19 ① ;1�0;원

 ④ (속력)= (거리)
(시간)

이고 20분은 ;3!;시간이므로 

  bÖ;3!;=b_3=3b`(km/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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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1  두 톱니바퀴 A, B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모두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맞물리는 톱니의 수는 42와 28

의 최소공배수이다. …… [3점]

 이때 42와 28의 최소공배수는  42=2_3_7

 28=2Û` _7

(최소공배수)=2Û`_3_7=84

 2Û`_3_7=84

 …… [3점]

  따라서 A는 84Ö42=2(바퀴), B는 84Ö28=3(바퀴) 회전

해야 하므로 구하는 회전 수의 합은 

 2+3=5(바퀴) …… [3점]

2 ⑴ 정수는 4, -2, 0, :Á3°:(=5)의 4개이다.

 ⑵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1.6, 2.3, -;2#;의 3개이다.

 ⑶ 주어진 수가 모두 유리수이므로 유리수는 7개이다.

3 a+(-2)=-2이므로 a=0 …… [2점]

 b+(+1)=-2이므로 b=-3 …… [2점]

 c+{-;5^;}=-2이므로 c=-;5$; …… [2점]

 ∴ a+b+c=0+(-3)+{-;5$;}=-:Á5»: …… [3점]

4 5의 역수는 ;5!;이므로 A=;5!; …… [2점]

 -;2£0;의 역수는 -:ª3¼:이므로 B=-:ª3¼: …… [2점]

 ∴ A_B=;5!;_{-:ª3¼:}=-;3$; …… [2점]

5  주어진 식에서 음수는 48개이므로 계산 결과의 부호는 +이
다. …… [4점]

 ∴ (주어진 식)=+{;3!;_;5#;_;7%;_y_;9(7%;}

  =;9Á7; …… [4점]

01 ④ 02 ⑤ 03 ②,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③ 10 ⑤ 11 ④ 12 ① 13 ⑤ 14 ④ 15 ② 16 ②

17 ④ 18 ⑤ 19 ① 20 ①
서술형  

1 5 2 오후 8시 32분 3 6 4 41 5 7x+4

실전 모의고사 4회 p.95~98

오후 시 

01 ㉠ 60=2Û`_3_5이므로 소인수는 2, 3, 5이다.

 ㉢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의 4개이다.

02 ① 7Ü` ② 3_4 ③ 3_5Ü` ④ 2Û`_3Ü``

03 ① 4, 10의 최대공약수는 2이다.
 ③ 11, 33의 최대공약수는 11이다.

 ⑤ 18, 27의 최대공약수는 9이다.

04  두 수 2Û`_3Ü``, 2Ü`_3Ý`_5의 최대공약수는 2Û`_3Ü`이므로 구하
는 공약수의 개수는 (2+1)_(3+1)=12(개)

06 3Ü`_5�`의 약수의 개수는 
 (3+1)_(a+1)=36, 4_(a+1)=4_9

 a+1=9  ∴ a=8

07  만들려는 모둠의 수는 72와 54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72와 54의 최대공약수  72=2Ü`_3Û`

 54=2`_3Ü`
(최대공약수)=2`_3Û`=18

 는 2_3Û`=18

  따라서 모둠은 최대 18개 만

들 수 있다.

08 ① 주어진 수가 모두 유리수이므로 유리수는 7개이다.

 ② -5<-;2*;<-;4!;<0<;5&;<1.9<;3^;

 ③ 정수는 -5, ;3^;(=2), -;2*;(=-4), 0이다.

 ④ 절댓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5&;, 1.9, -;4!;의 3개이다.

09 ① -2<0  ② |-1|=1이므로 0<|-1|

 ④ -;3$;=-;6*;, -;2#;=-;6(;이므로 -;3$;>-;2#;

 ⑤ |-2|=2, |-5|=5이므로 |-2|<|-5|

10 a=-1-;3!;=-;3$;, b=;3@;+1=;3%;

 따라서 -;3$;<x<;3%;를 만족하는 정수 x는 -1, 0, 1의 3개이

 다.

11 ① (-2)+(-4)=-6 ② (-1)-(-5)=4

 ③ (-35)_0=0 ④ (-2)_(-3)=6

 ⑤ (-35)Ö(+7)=-5

12 2.38_3.4+2.38_(-2.9)-0.5_5.38

 =2.38_(3.4-2.9)-0.5_5.38

 =2.38_0.5-0.5_5.38

 =0.5_(2.38-5.38)=0.5_(-3)=-1.5

13 ㉠ a_a_(-3)=-3aÛ`

14 ④ ;10{0;시간

15 ① (-a)Û`={-(-3)}Û`=9 ② -aÛ`=-(-3)Û`=-9

 ③ -;a!;=- 1
-3 =;3!; ④ ;a!;= 1

-3 =-;3!;  

 ⑤ |a|=|-3|=3

20 ① 4x-3y=4_(-3)-3_5=-12-15=-27

 ② -xy+5=-(-3)_5+5=15+5=20

 ③ 2x+y=2_(-3)+5=-6+5=-1

 ④ -x-;5#;y=-(-3)-;5#;_5=3-3=0

 ⑤ 
4x-2y

11 = 4_(-3)-2_5
11 = -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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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1 280을 소인수분해하면 280=2Ü`_5_7 …… [4점]

 따라서 a=3, b=1, c=1이므로 …… [2점]

 a+b+c=3+1+1=5 …… [1점]

2  네온사인 A는 5+1=6(초)마다 다시 켜지고, 네온사인 B는 

6+2=8(초)마다 다시 켜지고, 네온사인 C는 7+3=10(초)

마다 다시 켜지므로 세 네온사인 A, B, C가 처음으로 다시 동

시에 켜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6, 8, 10의 최소공배수이다.

 …… [3점]

 이때 6, 8, 10의 최소공배  6=2`_3

 8=2Ü`
 10=2 _5

(최소공배수)=2Ü`_3_5=120

 수는 

 2Ü`_3_5=120

  …… [3점]

  따라서 구하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으로부터 120초 후, 

 즉 2분 후인 오후 8시 32분이다. …… [3점]

16 ;5(;x+32에 x=20을 대입하면 

 ;5(;_20+32=36+32=68(ùF)

17 ㉠ 3 ㉡ -;4!; ㉢ 3 ㉣ -8이므로

 3_{-;4!;}_3_(-8)=18

18 (주어진 식)= 3(5x-3)-2(4x-2)+6
6

  = 15x-9-8x+4+6
6 = 7x+1

6

19 ;6%;{-;5#;a+2}-(6a-8)Ö4

 =;6%;{-;5#;a+2}-(6a-8)_;4!;

 =-;2!;a+;3%;-;2#;a+2

 =-2a+:Á3Á:

 따라서 a의 계수는 -2, 상수항은 :Á3Á:이므로 그 합은

 -2+:Á3Á:=;3%;

20 대각선에 놓인 세 식의 합은
 (2x+2)+5x+(8x-2)=15x

 A+(x+3)+(8x-2)=15x에서

 A+9x+1=15x

 ∴ A=15x-9x-1=6x-1

 A+5x+B=15x에서

 (6x-1)+5x+B=15x

 11x-1+B=15x

 ∴ B=15x-11x+1=4x+1

 ∴ A-3B =6x-1-3(4x+1)

=6x-1-12x-3=-6x-4

3 (주어진 식)=:Á2°:+[8_;4#;-(-27)_;9!;]_{-;6!;}

 …… [2점]

  =:Á2°:+{6-(-3)}_{-;6!;} …… [2점]

  =:Á2°:+9_{-;6!;} …… [2점]

  =:Á2°:+{-;2#;}=6 …… [2점]

4 -aÜ`-7b =-(-3)Ü`-7_(-2) …… [3점]

=27+14=41 …… [4점]

5 A+(2x-3)=5x+4에서

 A=5x+4-(2x-3)=3x+7 …… [3점]

 (3x-2)-B=7x-5에서

 B=(3x-2)-(7x-5)=-4x+3 …… [3점]

 ∴ A-B =(3x+7)-(-4x+3)=7x+4 …… [3점]

01 ①, ⑤ 02 ④ 03 ② 04 ② 05 ② 06 ③ 07 ③ 08 ②

09 ③ 10 ③ 11 ⑤ 12 ② 13 ⑤ 14 ⑤ 15 ④ 16 ④

17 ③ 18 ① 19 ③ 20 ②
서술형  

1 33 2 3Û`_5, 2_3Û`_5, 3Û`_5Û`, 2_3Û`_5Û` 3 ;5^;

4 ⑴ ㉣ → ㉢ → ㉡ → ㉤ → ㉠  ⑵ -;1ª5; 5 ⑴ S=;2!;(a+b)h  ⑵ 18

실전 모의고사 5회 p.99~102

01 ① 51의 약수는 1, 3, 17, 51의 4개이므로 합성수이다. 
 ⑤ a=b_c일 때, b,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02  5_5=5Û`, 7_7_7_7=7Ý`이므로 
 5Û`의 지수는 2이고 7Ý`의 밑은 7이다.  
 ∴ 2_7=14

03  126=2_3Û̀ _7이므로 보기 중 약수가 아닌 것은 ② 2_5이다.

04 5 _16=5 _2Ý`의 약수의 개수가 20개이므로
 ( +1)_(4+1)=20, ( +1)_5=4_5

 +1=4  ∴ =3

06  두 수 2Û`_5, 2_3Û`_5Û`의 최소공배수는 2Û`_3Û`_5Û`=900

  이때 900_8=7200, 900_9=8100이므로 8000 이하의 공

배수의 개수는 8개이다.

07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640, 320, 400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640, 320, 400의 최대공  640=2à`_5

 320=2ß`_5

 400=2Ý`_5Û`
(최대공약수)=2Ý`_5=80

 약수는 2Ý`_5=80

  따라서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80`cm
이므로 필요한 상자의 개수는

 가로：640Ö80=8(개), 세로：320Ö80=4(개),

 높이：400Ö80=5(개), 즉 8_4_5=16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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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1  132를 소인수분해하면 132=2Û`_3_11 …… [2점]

  이때 132를 자연수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

려면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한다. …… [1점]

  따라서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나눌 수 있는 자연수는 3_11, 

2Û`_3_11이고 이 중 작은 수는 3_11=33이다. …… [5점]

2  30=2_3_5, 75=3_5Û`이고 세 수의 최대공약수가 
15=3_5이므로 N은 3, 5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한다.

 …… [4점]

  또 세 수의 최소공배수가 450=2_3Û`_5Û`이므로 N은 3의 지
수가 2이고 2_3Û`_5Û`의 약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3Û`_5, 2_3Û`_5, 3Û`_5Û`, 
2_3Û`_5Û`이다. …… [4점]

3  -0.25=-;4!;의 역수는 -4이므로 a=-4 …… [2점]

 2의 역수는 ;2!;이므로 b=;2!; …… [2점]

 -;5#;의 역수는 -;3%;이므로 c=-;3%; …… [2점]

 ∴ a_bÖc=(-4)_;2!;Ö{-;3%;}

  =(-4)_;2!;_{-;5#;}=;5^; …… [3점]

4 ⑵ (주어진 식)=-;3!;-{-1+;2%;_;2»5;}_2

  =-;3!;-{-1+;1»0;}_2

  =-;3!;-{-;1Á0;}_2

  =-;3!;-{-;5!;}=-;3!;+;5!;

  =-;1°5;+;1£5;=-;1ª5;

5  ⑵ S=;2!;(a+b)h에 a=3, b=6, h=4를 대입하면

  S=;2!;_(3+6)_4=18

08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출발점에서 만나는 것은 15와 18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15와 18의 최소공배  15= 3`_5

 18=2_3Û`
(최소공배수)=2_3Û`_5=90

 수는 

 2_3Û`_5=90

  따라서 두 사람은 90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출발점에서 만나

므로 지수는 운동장을 90Ö18=5(바퀴) 돌아야 한다.

09 ③ 음수끼리는 절댓값이 큰 수가 작다.

10 ① 자연수는 D이다.
 ② 음의 정수는 A의 1개이다.

 ③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B, E의 2개이다.

 ④ 절댓값이 가장 큰 수는 E이다.

 ⑤  두 점 A, D가 각각 나타내는 두 수는 -2, 2이므로 그 절댓

값의 합은 2+2=4이다.

11 계산 결과의 절댓값은 다음과 같다.
 ① 0 ② 4 ③ 10 ④ 9 ⑤ 32

12 각 변에 놓인 네 수의 합은
 -7+4+(-5)+2=-6

 -7+(-9)+11+B=-6에서 B=-1

 2+A+8+(-1)=-6에서 A=-15

 ∴ A-B=-15-(-1)=-14

13 ⑤ ㉤：-1

14 어떤 유리수를 A라 하면 A+{-;5$;}=-;4!;

 ∴ A=-;4!;-{-;5$;}=-;4!;+;5$;=-;2°0;+;2!0^;=;2!0!!;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2!0!;-{-;5$;}=;2!0!!;+;5$;=;2!0!!;+;2!0^;=;2@0&;

15 ;3$;-;1¦2;+2-;4#;=;1!2^;-;1¦2;+;1@2$;-;1»2;=;1@2$;=2

16 {-;2#;}3`Ö _;1¦2;_(-1)Ý`=-;8&;에서

 {-:ª8¦:}_ 1 _;1¦2;_1=-;8&;

 1 _{-;3^2#;}=-;8&;

 1 ==-;8&;_{-;6#3@;}=;9$;

 ∴ =;4(;

17 ③ 10x+y

18 ① 5xÛ`항이 있으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19 ① aÛ`={-;2!;}2`=;4!; 

 ② 
1
aÛ`

=1ÖaÛ`=1Ö{-;2!;}2`=1Ö;4!;=1_4=4

 ③ -aÛ`=-{-;2!;}2`=-;4!;

 ④ -;a!;=(-1)Öa=(-1)Ö{-;2!;}=(-1)_(-2)=2

 ⑤ -a=-{-;2!;}=;2!;

20 x-3
4 - 2x-1

3 = 3(x-3)-4(2x-1)
12

  = 3x-9-8x+4
12 =-;1°2;x-;1°2;

 따라서 a=-;;1°2;, b=-;;1°2;이므로

 a+b={-;1°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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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인수분해 p.104~106

01 ③ 02 15명 03 8개 04 ①, ② 05 5 06 ③ 07 7 08 10

09 ⑤ 10 ⑤ 11 15 12 17 13 ③, ⑤ 14 7 15 6 16 ①

17 ⑤ 18 ②, ⑤ 19 ② 20 18 21 5 22 ③ 23 14 24 16개

01 ③	27의	약수는	1,	3,	9,	27이므로	27은	소수가	아니다.

02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는	합성수이다.
	 	1부터	25까지의	자연수	중	합성수는	4,	6,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5의	15개이다.	

	 따라서	교실	청소를	해야	하는	학생은	모두	15명이다.

03 ㈏에	의하여	n은	소수이다.
	 	따라서	㈎에	의하여	자연수	n은	2,	3,	5,	7,	11,	13,	17,	19의

8개이다.

04 ①,	②	2는	소수	중	유일한	짝수이며	가장	작은	소수이다.

05 14_100000=14_10Þ`이므로	☐	안에	알맞은	수는	5이다.

06 ①	2_2_2=2Ü`	 	 ②	3_3_3_5_5=3Ü`_5Û`

	 ④	;3!;_;3!;={;3!;}Û`	 	⑤	;5!;+;5!;+;5!;=;5#;

07 3_3_3_5_7_5_7=3Ü`_5Û`_7Û`이므로
	 a=3,	b=2,	c=2

	 ∴	a+b+c=3+2+2=7

08 64=2ß`이므로	a=6

	 81=3Ý`이므로	b=4

	 ∴	a+b=6+4=10

09 	2Ú`=2,	2Û`=4,	2Ü`=8,	2Ý`=16,	2Þ`=32,	y와	같이	2의	거듭제

곱의	일의	자리의	숫자는	2,	4,	8,	6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2019=4_504+3이므로	2Û`â`Ú`á`의	일의	자리의	숫자는	
2Ü`의	일의	자리의	숫자와	같은	8이다.

10 ⑤	144=2Ý`_3Û`

11 396=2Û`_3Û`_11이므로	a=2,	b=2,	c=11

	 ∴	a+b+c=2+2+11=15

12 2_3_4_y_10

	 =2_3_2Û`_5_(2_3)_7_2Ü`_3Û`_(2_5)

	 =2¡`_3Ý`_5Û`_7

	 따라서	소인수는	2,	3,	5,	7이므로	2+3+5+7=17

13 126=2_3Û`_7이므로	126의	소인수는	2,	3,	7이다.

	 따라서	126의	소인수가	아닌	것은	③,	⑤이다.

14 200=2Ü`_5Û`이므로	200의	소인수는	2,	5이다.
	 따라서	200의	모든	소인수의	합은	2+5=7

I  자연수의 성질
15 	150=2_3_5Û`에서	2,	3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곱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_3=6

16 	432=2Ý`_3Ü`이므로	x의	값은	432의	약수	중	3_(자연수)Û`의	
꼴이어야	한다.

	 ①	6=2_3	 	 ②	12=2Û`_3	 	 ③	27=3Ü`
	 ④	48=2Ý`_3	 	 ⑤	108=2Û`_3Ü`
	 따라서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6이다.

17 3Ü`_5Û`의	약수는	(3Ü`의	약수)_(5Û`의	약수)이다.
	 따라서	⑤	3Ü`_5Ü`은	3Ü`_5Û`의	약수가	아니다.

18 240=2Ý`_3_5이므로	240의	약수는

	 (2Ý`의	약수)_(3의	약수)_(5의	약수)이다.

	 따라서	240의	약수인	것은	②,	⑤이다.

19 ①	(2+1)_(2+1)=9	(개)

	 ②	(4+1)_(2+1)=15	(개)

	 ③	(1+1)_(3+1)=8	(개)

	 ④	(4+1)_(1+1)=10	(개)

	 ⑤	(2+1)_(1+1)_(1+1)=12	(개)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②	2Ý`_3Û`이다.

20 48=2Ý`_3이므로	a=(4+1)_(1+1)=10

	 54=2_3Ü`이므로	b=(1+1)_(3+1)=8

	 ∴	a+b=10+8=18

21 180=2Û`_3Û`_5이므로	180의	약수의	개수는	

	 (2+1)_(2+1)_(1+1)=18	(개)

	 2Û`_5Ç`	의	약수의	개수는

	 (2+1)_(n+1)=3_(n+1)(개)

	 따라서	3_(n+1)=18이므로	3_(n+1)=3_6

	 n+1=6　　∴	n=5

22 ①		3Ü`_4=3Ü`_2Û`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3+1)_(2+1)=12	(개)

	 ②	3Ü`_5의	약수의	개수는	(3+1)_(1+1)=8	(개)

	 ③		3Ü`_6=3Ü`_(2_3)=2_3Ý`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1+1)_(4+1)=10	(개)

	 ④		3Ü`_8=3Ü`_2Ü`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3+1)_(3+1)=16	(개)

	 ⑤	3Ü`_9=3Ü`_3Û`=3Þ`이므로	약수의	개수는	5+1=6	(개)

23 36=2Û`_3Û`이므로	A(36)=(2+1)_(2+1)=9

	 81=3Ý`이므로	A(81)=4+1=5

	 ∴	A(36)+A(81)=9+5=14

24 280
n 	이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	n은	280의	약수이어야	한다.

	 280=2Ü`_5_7이므로	280의	약수의	개수는

	 (3+1)_(1+1)_(1+1)=16	(개)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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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p.107~112

25 2Û`_5  26 ② 27 ③ 28 ④ 29 ③, ⑤  30 ②

31 13 32 2Ý`_3Ü`_5Û` 33 최대공약수：2_7, 최소공배수：2Ü`_3_7Û`

34 6 35 240 36 3개 37 3 38 45 39 3 40 4 41 ③

42 12 cm 43 6명 44 7 45 390개 46 80개

47 56 48 20 49 140분 50 72 cm 51 5바퀴

52 ④ 53 ② 54 62명 55 28 56 14 57 ① 58 ;:@6$:%;

59 ;:#4!:%; 60 864 61 7 62 56 63 18

25 	140=2Û`_5_7이므로	두	수	2Ü`_3_5,	140의	최대공약수는	

2Û`_5이다.

26 	300=2Û`_3_5Û`이므로	세	수	300,	2Û`_3Ü`_5,	2Û`_3Û`_5의	

최대공약수는	2Û`_3_5이다.

	 	이때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므로	주어진	세	수의	공약

수가	아닌	것은	②	2_3Û`이다.

27 	24=2Ü`_3,	48=2Ý`_3,	96=2Þ`_3의	최대공약수는	2Ü`_3이

다.

	 	따라서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공약수인	2Ü`_3의	약수의	개수

와	같으므로	(3+1)_(1+1)=8(개)

28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3　　②	3　　③	2　　④	1　　⑤	14

	 따라서	서로소인	것은	④이다.

29 ①	22와	45의	최대공약수는	1이므로	서로소이다.
	 ②	30과	55의	최대공약수는	5이므로	서로소가	아니다.

	 ③	2와	4는	모두	짝수이지만	서로소가	아니다.

	 ⑤	4와	9는	서로소이지만	모두	소수가	아니다.

30 	12=2Û`_3이므로	1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2와	서로소인	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이

다.

	 따라서	11,	13,	17,	19,	23,	25,	29의	7개이다.

31 ㈎,	㈏에	의하여	구하는	자연수는	10	이상의	소수이므로
	 11,	13,	17,	19,	y

	 	이때	㈐에	의하여	구하는	자연수는	22와	서로소이므로

	 13,	17,	19,	y

	 따라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13이다.

34 	60=2Û`_3_5,	72=2Ü`_3Û`이므로	세	수	2Ü`_3,	60,	72의	최

소공배수는	2Ü`_3Û`_5이다.

	 따라서	a=3,	b=2,	c=1이므로	a+b+c=3+2+1=6

35 8=2Ü`,	24=2Ü`_3,	30=2_3_5의	최소공배수는

	 2Ü`_3_5=120

	 	이때	세	수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인	120의	배수이므로	세	수	

8,	24,	30의	공배수는	120,	240,	360,	y

	 따라서	2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240이다.

36 12=2Û`_3,	18=2_3Û`,	60=2Û`_3_5의	최소공배수는

	 2Û`_3Û`_5=180

	 	이때	세	수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인	180의	배수이므로	600	

이하의	자연수	중	세	수	12,	18,	60의	공배수는	180,	360,	540

의	3개이다.

37 최소공배수가	180이므로
	 x_2_5_3_2=180

	 x_60=180　　∴	x=3

38 세	자연수를	2_x,	3_x,

	 4_x(x는	자연수)라	하자.

	 최소공배수가	60이므로

	 x_2_3_2=60

	 x_12=60　　∴	x=5

	 따라서	세	자연수는	10,	15,	20이므로	10+15+20=45

39 3�̀ ,	3Û`의	지수	중	작은	것이	1이므로	a=1

	 5Ü`,	5º`의	지수	중	작은	것이	2이므로	b=2

	 ∴	a+b=1+2=3

40 	최대공약수는	20=2Û`_5이므로	2�̀ ,	2Ü`의	지수	중	작은	것이
2이다.	 	 ∴	a=2

	 	최소공배수는	600=2Ü`_3_5Û`이므로	5,	5º`의	지수	중	큰	것이	
2이다.	 	 ∴	b=2

	 ∴	a+b=2+2=4

41 	A는	최대공약수인	2Û`_3Û`을	인수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한
편	2Ü`_3Û`_5는	최소공배수	2Ü`_3Ü`_5의	3Ü`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3Ü`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	A=2Û`_3Ü`

42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면	타일의	한	변
의	길이는	84와	96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84와	96의	최대공약

수는	2Û`_3=12

	 		따라서	타일의	한	변의	길

이는	12	cm이다.

43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학생	수는	60,	42,	30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60,	42,	30의	최대

공약수는	2_3=6

	 		따라서	학생	수는	 6명

이다.

44 	조의	수를	최대로	하려면	조의	수는	32와	24의	최대공약수이
어야	한다.

	 이때	32와	24의	최대공약수는

	 2Ü`=8

	 따라서	한	조에	남학생은	

	 32Ö8=4(명),

	 여학생은	24Ö8=3(명)을	배정해야	하므로	a=4,	b=3

	 ∴	a+b=4+3=7

45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하려면	블록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0,	100,	260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x>ù	5_x		6_x		20_x
2>ù		 5	 6	 20
5>ù		 5	 3	 10
	 1	 3	 2

x>ù	2_x		3_x		4_x
2>ù		 2	 3	 4
	 1	 3	 2

84=2Û`_3_7
96=2Þ`_3

(최대공약수)=2Û`_3 =12

60=2Û`_3_5
42=2 _3 _7
30=2 _3_5

(최대공약수)=2_3 =6

32=2Þ`
24=2Ü`_3

(최대공약수)=2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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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120,	100,	260

의	최대공약수는

	 2Û`_5=20

	 따라서	블록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20	cm이므로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가로：120Ö20=6(개),	세로：100Ö20=5(개),

	 높이：260Ö20=13(개)

	 즉	6_5_13=390(개)이다.

46 	말뚝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고	말뚝을	가능한	한	적게	박아야	하
므로	말뚝	사이의	간격은	92와	68의	최대공약수이어야	한다.

	 		이때	92와	68의	최대공

약수는	2Û`=4

	 	따라서	4`m	간격으로	말
	 뚝을	박아야	하므로	필요한	말뚝의	개수는

	 (92Ö4)_2+(68Ö4)_2=46+34=80(개)

47 	어떤	자연수로	172-4=168과	118-6=112를	나누면	나누

어떨어지므로	구하는	가장	큰	수는	168과	112의	최대공약수

이다.

	 		이때	168과	112의	최대공

약수는	2Ü`_7=56

	 따라서	구하는	수는	56이다.

48 	어떤	자연수로	47-2=45와	57+3=60을	나누면	나누어떨

어지므로	구하는	수는	45와	60의	공약수	중	3보다	큰	수이다.

	 		이때	 45와	 60의	최대공

약수는	3_5=15

	 15의	약수	중	 3보다	큰

	 수는	5,	15이므로	그	합은	5+15=20

49 	두	열차	A,	B가	동시에	출발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0과	28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20과	28의	최소공

배수는	2Û`_5_7=140	

	 		따라서	구하는	시간은		

140분이다.

50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면	정육면체의	한	모
서리의	길이는	12,	8,	18의	최소공배수이어야	한다.

	 	이때	12,	8,	18의	최소공배수

는	2Ü`_3Û`=72

	 		따라서	정육면체의	한	모서

리의	길이는	72	cm이다.

51 	두	톱니바퀴	A,	B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톱니에서	처음
으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맞물리는	톱니의	수는	84와	105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84와	105의	최

소공배수는		

2Û`_3_5_7=420

	 따라서	톱니바퀴	A가	420Ö84=5(바퀴)	회전한	후이다.

120=2Ü`_3_5
100=2Û` _5Û`
260=2Û` _5_13

(최대공약수)=2Û` _5 =20

92=2Û` _23
68=2Û`_17

(최대공약수)=2Û` =4

168=2Ü`_3_7
112=2Ý` _7

(최대공약수)=2Ü` _7=56

45= 3Û`_5
60=2Û`_3_5

(최대공약수)= 3_5=15

20=2Û`_5
28=2Û` _7

(최소공배수)=2Û`_5_7=140

12=2Û`_3
8=2Ü`
18=2 _3Û`

(최소공배수)=2Ü`_3Û`=72

84=2Û`_3 _7
105= 3_5_7

(최소공배수)=2Û`_3_5_7=420

52 	광현이와	은서가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
각	30+10=40(분),	40+10=50(분)이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동시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0과	50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40과	50의	최소공배수

는	2Ü`_5Û`=200

	 	따라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쉬게	되는	것은	일을	시작한	지	200-10=190(분)	후이다.

53 	세	사람이	다음	번에	처음으로	모두	공연을	보는	날까지의	날
수는	4,	6,	15의	최소공배수이다.

	 		이때	4,	6,	15의	최소공배

수는	2Û`_3_5=60

	 	따라서	4월	1일에	세	사람

이	모두	공연을	본	후	60

	 일	후,	즉	5월	31일에	모두	공연을	보게	된다.

54 	게임에	참여한	학생	수는	4,	6,	10의	공배수보다	2만큼	큰	수
이다.

	 		이때	4,	6,	10의	최소공배

수는	2Û`_3_5=60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므로	게임에	참여

	 한	학생	수는	60+2=62(명)

55 	3,	5,	6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부족하므로	구하는	수를	
x라	하면	x+2는	3,	5,	6의	공배수이다.

	 		이때	3,	5,	6의	최소공배수

는	2_3_5=30

	 x+2=30,	60,	90,	y

	 ∴	x=28,	58,	88,	y

	 따라서	구하는	가장	작은	수는	28이다.

56 두	분수	 28n 	,	
42
n 	가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	

	 	중	가장	큰	수는	28과	42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28과	42의	최대공약

수는	2_7=14

	 		따라서	구하는	수는	14이

다.

57 	구하는	수는	6과	9의	최소공
배수인	 2_3Û`=18의	배수이

다.

	 	즉	18의	배수	중	1과	100	사이의	자연수는	18,	36,	54,	72,	90

의	5개이다.

58 두	분수	;3!5*;,	;4!9@;의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는	
(35와	49의	최소공배수)
(18과	12의	최대공약수) 	

	 이다.	

40=2Ü`_5
50=2 _5Û`

(최소공배수)=2Ǜ _5Û̀ =200

4=2Û`
6=2 _3

15= 3_5
(최소공배수)=2Û`_3_5=60

4=2Û`
6=2 _3

10=2 _5
(최소공배수)=2Û`_3_5=60

3= 3
5= 5
6=2_3

(최소공배수)=2_3_5=30

28=2Û` _7
42=2 _3_7

(최대공약수)=2 _7=14

6=2_3
9= 3Û`

(최소공배수)=2_3Û`=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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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18과	12의	최대공약수

는	2_3=6

	 35와	49의	최소공배수는

	 5_7Û`=245

	 따라서	구하는	수는	;:@6$:%;이

	 다.

59 세	분수	:Á5ª:,	;7$;,	;6$3);의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

	 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수는	

	
(5,	7,	63의	최소공배수)
(12,	4,	40의	최대공약수)이다.

	 		이때	12,	4,	40의	최대공

약수는	2Û`=4

	 		5,	7,	63의	최소공배수는	

3Û`_5_7=315

	 따라서	구하는	수는

	 ;:#4!:%;이다.

60 (두	자연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A_B=(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12_72=864

61 (두	자연수의	곱)=(최대공약수)_(최소공배수)이므로
	 490=(최대공약수)_70	 	 ∴	(최대공약수)=7

62 N과	35의	최대공약수가	7이므로
	 N=7_n,	35=7_5	(단,	n과	5는	서로소)

	 따라서	50보다	큰	자연수	중	가장	작은	N의	값은	7_8=56

63 	최대공약수가	18이므로	A=18_a

	 (a는	자연수)라	하자.

	 	최소공배수가	108=18_2_3이므로	자연수	a의	값은	1,	2,	

3,	2_3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연수	A의	값이	가장	작으려면	a=1이어야	하므로

	 A=18_a=18_1=18

18>ù	36	 54	 A
2	 3	 	a

02 영상	17	¾	➡	+17	¾

	 해발	540	m	➡	+540	m

	 2000원어치	사	먹다.	➡	-2000원

	 시속	3`km만큼	속력을	더	내다.	➡	+시속	3	km
	 40분	적게	소요	➡	-40분

	 따라서	+	부호는	모두	3번	사용된다.	

03 양의	정수는	:Á3°:	(=5),	+2의	2개이므로	a=2

	 음의	정수는	-9의	1개이므로	b=1

	 ∴		a-b=2-1=1

04 ④	음의	유리수가	아닌	수는	2.7,	;5(;,	0,	:Á7¢:,	5의	5개이다.

	 ⑤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수는	2.7,	;5(;,	0,	-:Á4Á:의

4개이다.

05 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③	;2!;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는	무수히	많다.

	 ④	모든	유리수는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⑤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06 ④	D：+;3@;

07 A：-4,	B：-;2%;,	C：-;3!;,	D：2,	E：:Á4°:

	 ③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점은	점	A의	1개이다.

08 수직선	위에	;3&;=2;3!;과	;4#;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3

3
70 1 2 3

	 수직선	위에서	;3&;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2이고	;4#;에	가장	가

	 까운	정수는	1이므로	a=2,	b=1

	 따라서	두	수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1=1

09 	수직선	위에서	7과	-3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

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2이다.

-3-2-1 70 1 2 3 4 65

10

10 	두	점	A,	C	사이의	거리는	4이므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
는	4Ö2=2

	 	따라서	점	B가	나타내는	수는	-6이고	점	D가	나타내는	수는	

-2이다.

-8 -7 -6 -5 -3-4 -2

4
A B C D

11 절댓값이	7인	양의	정수는	7이므로	a=7

	 -4의	절댓값은	4이므로	b=4

	 ∴	a+b=7+4=11

18=2 _3Û`
12=2Û`_3

(최대공약수)=2_3=6

35=5_7
49= 7Û`

(최소공배수)=5_7Û`=245

12=2Û`_3
4=2Û`
40=2Ü` _5

(최대공약수)=2Û` =4

5= 5
7= 7
63=3Û` _7

(최소공배수)=3Û`_5_7=315

1. 정수와 유리수 p.113~116

01 ① 02 3번 03 1 04 ④, ⑤ 05 ② 06 ④ 07 ③ 08 1

09 ① 10 B：-6, D：-2 11 11 12 5개 13 ④ 14 ②, ⑤

15 ⑤ 16 -:Á2£: 17 ④ 18 ① 19 ③ 20 ② 21 7

22 9개 23 ③ 24 ⑤ 25 ⑴ -1Éx<3　⑵ -1, 0, 1, 2 26 ②

01 ①	+4`%　　②	-2	¾　　③	-1	cm　　④	-3층

	 ⑤	-700원

	 따라서	부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①이다.

II  정수와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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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댓값이	;3*;보다	작은	정수는	-2,	-1,	0,	1,	2의	5개이다.

13 주어진	수의	절댓값을	각각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7	 	 ②	5	 	 ③	2	 	 ④	1	 	 ⑤	3

	 따라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에	대응하는	수는	④+1이다.

14 ②	절댓값이	4인	수는	+4,	-4이다.

	 ⑤		절댓값이	작을수록	그	수를	나타내는	점은	원점에	가까이	

있다.

15 절댓값이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9!;,	;7#;,	-3,	+4.1,	7

	 따라서	두	번째에	오는	수는	;7#;이다.

16 	수직선	위에서	두	수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3

	 이므로	|a|=|b|=:Á2£:

	 	이때	수직선	위에서	a를	나타내는	점이	b를	나타내는	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a>0,	b<0

	 ∴	b=-:Á2£:

17 ①	2>-8

	 ②	-5<3

	 ③	|-3|=3이므로	|-3|>-7

	 ⑤	|0|=0이므로	-4<|0|

18 ①	-;6%;=-;3@0%;,	-;5$;=-;3@0$;이므로	-;6%;<-;5$;

	 ②	1.5=;1!0%;,	;5&;=;1!0$;이므로	1.5>;5&;

	 ③	-;2!;=-;1°0;,	-0.6=-;1¤0;이므로	-;2!;>-0.6

	 ④	|-4|=4,	|+2|=2이므로	|-4|>|+2|

	 ⑤	|-:Á3¼:|=:Á3¼:,	|-3|=3=;3(;이므로	|-:Á3¼:|>|-3|

19 주어진	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4(;,	;2#;,	0.5,	-1,	-:Á3¢:

	 ③		|-:Á3¢:|=:Á3¢:=;1%2^;,	|;4(;|=;4(;=;1@2&;이므로	절댓값이

가장	큰	수는	-:Á3¢:이다.

20 -;4&;=-1;4#;,	:ª5£:=4;5#;이므로

	 -;4&;과	:ª5£: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0,	1,	2,	3,	4의	6개이다.

21 -:Á4°:보다	작은	수	중	가장	큰	정수는	-4이므로	a=-4

	 :Á6£:보다	큰	수	중	가장	작은	정수는	3이므로	b=3

	 ∴	|a|+|b|=|-4|+|3|=4+3=7

22 ;3@;=;1!5);,	;5(;=;1@5&;이므로	;3@;와	;5(;	사이에	있는	분모가	15인	

	 기약분수는

	 ;1!5!;,	;1!5#;,	;1!5$;,	;1!5^;,	;1!5&;,	;1!5(;,	;1@5@;,	;1@5#;,	;1@5^;의	9개이다.

23 ㈎	에	의하여	a>-7

	 ㈏	에	의하여	|a|=|-7|	 	 ∴	a=7

	 ㈐	에	의하여	c>7

	 ㈑	에	의하여	|b|<|a|	 	 ∴	-7<b<7

	 ∴	b<a<c

24 ①	x¾3　　②	xÉ2　　③	xÉ-1　　④	-2Éx<2

26 	|x|=3,	4,	5이므로	x의	값은	-5,	-4,	-3,	3,	4,	5의	6개이

다.

2.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p.117~122

27 ⑤ 28 ④ 29 ㈎ 덧셈의 교환법칙 ㈏ 덧셈의 결합법칙 30 -1

31 ;3!0&; 32 ;1!2#; 33 -;2£0; 34 -8 35 a=-;4#;, b=;6%;

36 ④ 37 ㉠, ㉣, ㉡, ㉢ 38 ⑤ 39 ② 40 :ª5¥: 41 -50 42 -1

43 100 44 ⑴ -13 ⑵ -324 45 -3 46 ② 47 ;3%; 48 -;4!;

49 ;1#5*; 50 ④ 51 1 52 -12 53 -;1Á0; 54 ;2%;

55 ㉢, ㉡, ㉣, ㉠ 56 ⑤ 57 ㉣ 58 -13  59 -;8#; 60 ③

61 4개 62 3 63 10 64 ;4¢5; 65 ③ 66 ⑤ 67 ③

27 ⑤	{-;1¦0;}-{-;2%;}={-;1¦0;}+{+;1@0%;}

=+;1!0*;=+;5(;

28 ①	-11　　②	8　　③	-12　　④	13　　⑤	8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④이다.

30 a=-;6&;-{-;3!;}=-;6&;+;6@;=-;6%;

	 b=;3!;+{-;2!;}=;6@;-;6#;=-;6!;

	 ∴	a+b=-;6%;+{-;6!;}=-;6^;=-1

31 (주어진	식)=;5#;-;1¦0;-;3@;+;3$;

=;1¤0;-;1¦0;+;3@;

=-;1Á0;+;3@;		

=-;3£0;+;3@0)=;;3!0&;

32 {-;4#;}-{-;3@;}+5+ =6에서

	 -;1»2;+;1¥2;+;1^2);+ =6,	;1%2(;+ =6

	 ∴	 =6-;1%2(;=;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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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떤	유리수를	A라	하면	A-{-;5!;}=;4!;

	 ∴	A=;4!;+{-;5!;}=;2°0;-;2¢0;=;2Á0;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2Á0;+{-;5!;}=;2Á0;-;2¢0;=-;2£0;

34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은	1+0+(-1)=0

	 3+A+1=0에서	A=-4

	 A+0+B=0에서	(-4)+0+B=0　　∴	B=4

	 ∴	A-B=-4-4=-8

35 a의	절댓값은	;4#;이므로	a=;4#;	또는	a=-;4#;

	 b의	절댓값은	;6%;이므로	b=;6%;	또는	b=-;6%;

 Ú	a=;4#;,	b=;6%;일	때,	a+b=;4#;+;6%;=;1»2;+;1!2);=;1!2(;

 Û	a=;4#;,	b=-;6%;일	때,

a+b=;4#;+{-;6%;}=;1»2;-;1!2);=-;1Á2;

 Ü	a=-;4#;,	b=;6%;일	때,

a+b=-;4#;+;6%;=-;1»2;+;1!2);=;1Á2;

 Ý	a=-;4#;,	b=-;6%;일	때,

a+b=-;4#;+{-;6%;}=-;1»2;-;1!2);=-;1!2(;

 Ú~Ý에서	a=-;4#;,	b=;6%;

36 (주어진	식)=1+1+y+1=50

37 ㉠	-36	 	 ㉡	28	 	 ㉢	30	 	 ㉣	-32

	 	따라서	계산	결과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	㉣,	

㉡,	㉢이다.

38 ①	;9$;	 	 ②	-;9$;	 	 ③	;9@;	 	 ④	;3$;

39 (주어진	식)	=-2+4+(-8)+16+(-32)=-22

40 	서로	다른	세	수의	곱이	가장	크려면	양수	1개와	절댓값이	큰	
음수	2개를	선택해야	하므로

 M=3_{-;7$;}_{-;2&;}=6

	 	서로	다른	세	수의	곱이	가장	작으려면	음수	3개를	선택해야	

하므로

	 m=-;5!;_{-;7$;}_{-;2&;}=-;5@;

	 ∴	M+m=6+{-;5@;}=:ª5¥:

41 	주어진	식에서	음수는	49개이므로	계산	결과의	부호는	-
이다.

	 (주어진	식)=-{;2#;_;3$;_;4%;_;5^;_;6&;_y_:Á9¼9¼:}

=-100
2 	=-50	

50개

42 	n이	홀수이므로	n-2,	n+2는	홀수이고	n-1,	n+1은	짝수

이다.

	 ∴	(주어진	식)	=-1+1+(-1)+1+(-1)	

=-1

43 77_101	=77_(100+1)	

=77_100+77_1	

=7777

	 따라서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수는	100이다.

44 ⑴	(주어진	식)={+;3@;}_(+12)+{-;4&;}_(+12)

=(+8)+(-21)=-13

	 ⑵	(주어진	식)		=-3.24_{159+(-59)}	

=-3.24_100=-324

45 a_(b-c)=a_b-a_c이므로

	 -8=a_b-5　　∴	a_b=-3

46 주어진	수의	역수를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	 	 ②	;2%;	 	 ③	;7@;	 	 ④	2	 	 ⑤	;2!;

	 따라서	역수가	가장	큰	수는	②	;5@;이다.

47 0.3=;1£0;의	역수는	:Á3¼:이므로	a=:Á3¼:

	 -;5#;의	역수는	-;3%;이므로	b=-;3%;

	 ∴	a+b=:Á3¼:+{-;3%;}=;3%;

48 2;3@;=;3*;의	역수는	;8#;이므로	a=;8#;

	 -1.5=-;2#;의	역수는	-;3@;이므로	b=-;3@;

	 ∴	a_b=;8#;_{-;3@;}=-;4!;

49 a는	{-;2!;} Û`=;4!;의	역수이므로	a=4

	 b는	-5의	역수이므로	b=-;5!;

	 c는	-0.6=-;5#;의	역수이므로	c=-;3%;

	 ∴	a-b+c=4-{-;5!;}+{-;3%;}=;1^5);+;1£5;-;1@5%;=;1#5*;

50 ①	6	 	 ②	-2	 	 ③	4	 	 ④	-54	 	 ⑤	-10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④이다.

51 a_(-1)Ý`=5에서	a_1=5	 	 ∴	a=5

	 (-2)Þ`Öb=-8에서	-32Öb=-8	 	 ∴	b=4

	 ∴	a-b=5-4=1

52 A=(+12)Ö(-2)_(+3)=(-6)_(+3)=-18

	 B=(-3)Û`_(-2Û`)Ö(+6)	=9_(-4)Ö(+6)	

=(-36)Ö(+6)=-6

	 ∴	A-B=-18-(-6)=-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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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의	역수는	-;4!;이므로	a=-;4!;

	 0.4=;5@;의	역수는	;2%;이므로	b=;2%;

	 ∴	;bA;=-;4!;Ö;2%;=-;4!;_;5@;=-;1Á0;

54 어떤	수를	A라	하면	A_{-;5#;}=;1»0;

	 ∴	A=;1»0;Ö{-;5#;}=;1»0;_{-;3%;}=-;2#;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2#;Ö{-;5#;}=-;2#;_{-;3%;}=;2%;

55 (주어진	식)=;3!;-[1-{-;1Á0;}]Ö;5^;

=;3!;-{1+;1Á0;}Ö;5^;=;3!;-{;1!0);+;1Á0;}Ö;5^;

=;3!;-;1!0!;Ö;5^;=;3!;-;1!0!;_;6%;

=;3!;-;1!2!;=;1¢2;-;1!2!;=-;1¦2;

	 따라서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면	㉢,	㉡,	㉣,	㉠이다.

56 ①	(주어진	식)=-15-(-4)=-11

	 ②	(주어진	식)	=2_5Ö5-1=10Ö5-1=2-1=1

	 ③	(주어진	식)	=6-5_(-3+9)=6-5_6=6-30			

=-24

	 ④		(주어진	식)	={123+(-23)}_(-7)	 	

=100_(-7)=-700

	 ⑤	(주어진	식)	={9-(-8)_3}Ö3={9-(-24)}Ö3		

=33Ö3=11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⑤이다.

57 -12+[(-2)Û`+{7-(-5)}]Ö4		 	

	 =-12+{4+(7+5)}Ö4		 	

	 =-12+(4+12)Ö4		 	

	 =-12+16Ö4		 	

	 =-12+4		 	

	 =-8

	 따라서	처음으로	잘못된	곳은	㉣이다.

58 (주어진	식)=5-3_[16+4Ö{-;5@;}]

=5-3_[16+4_{-;2%;}]

=5-3_{16+(-10)}

=5-3_6=5-18=-13

59 (주어진	식)=-1+{;9$;_;5(;-;1£0;}Ö0.8

=-1+{;5$;-;1£0;}Ö0.8

=-1+{;1¥0;-;1£0;}Ö0.8

=-1+;2!;Ö0.8=-1+;2!;_;4%;

=-1+;8%;=-;8#;

㉡

㉠

㉢

㉣

㉤

60 [{-;9$;}+{-;3@;}]Ö;3@;_ =1에서

	 [{-;9$;}+{-;9^;}]Ö;3@;_ =1

	 -:Á9¼:Ö;3@;_ =1,	-:Á9¼:_;2#;_ =1

	 {-;3%;}_ =1

	 이때	 	는	-;3%;의	역수이므로	 	=-;5#;

61 a=[2+;2!5^;Ö{-;1¥5;}]Ö;5!;=[2+;2!5^;_{-:Á8°:}]Ö;5!;

=[2+{-;5^;}]Ö;5!;=;5$;Ö;5!;=;5$;_5=4

	 b=-;2#;-[-1+;5$;_;1Á6;Ö{-;8!;}]

=-;2#;-[-1+;5$;_;1Á6;_(-8)]

=-;2#;-[-1+{-;5@;}]

=-;2#;-{-;5&;}=-;2#;+;5&;

=-;1!0%;+;1!0$;=-;1Á0;

	 따라서	-;1Á0;<x<4를	만족하는	정수	x는	0,	1,	2,	3의	4개

	 이다.	

62 A：{-5+(-3)}Ö2=-8Ö2=-4

	 B：{(-4)-8}_{-;3@;}=-12_{-;3@;}=8

	 C：8Ö(-4)+5=-2+5=3

63 철수는	6번	이기고	4번	졌으므로
	 6_(+2)+4_(-1)=12+(-4)=8

	 영희는	4번	이기고	6번	졌으므로

	 4_(+2)+6_(-1)=8+(-6)=2

	 따라서	철수와	영희의	위치의	값을	더한	값은	8+2=10

64 (주어진	식)={;5!;-;6!;}+{;6!;-;7!;}+{;7!;-;8!;}+{;8!;-;9!;}

=;5!;-;9!;=;4»5;-;4°5;=;4¢5;

65 0<a<1이므로	a=;2!;이라	하면

	 ①	;2!;	 	 ②	-2	 	 ③	2	 	 ④	-;2!;	 	 ⑤	;4!;

	 따라서	가장	큰	수는	③이다.

66 ①	b-a<0	 	 ②	a_b<0	 	 ③	aÖb<0

	 ④	aÛ`>0이므로	aÛ`_b<0

	 ⑤	bÛ`>0이므로	aÖbÛ`>0

	 따라서	항상	양수인	것은	⑤이다.

67 a_b<0에서	두	수	a,	b는	서로	다른	부호이다.

	 이때	a<b이므로	a<0,	b>0

	 cÖa<0에서	a<0이므로	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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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와 식 p.123~128

01 ③ 02 ② 03 ①, ④  04 ③ 05 {80000-;5$;a}원

06 (10x-30) cmÛ` 07 -4 08 ⑤ 09 26 10 54 kg

11 -11 ¾ 12 ⑴ (5n-4)개 ⑵ 46개 13 ① 14 2

15 ②, ③ 16 ⑤ 17 ⑤ 18 ⑴ -7x+8 ⑵ 43 19 ⑤ 20 -2

21 B 마트 22 ④ 23 2개 24 ④ 25 9 26 3

27 5x-12 28 -;6%;x-;2!; 29 -6 30 -14x-3

31 (12x+40) cmÛ` 32 x-9  33 7x-11 34 ④

35 2x-9 36 14x-11 37 10x-3

01 ①	0.1_x=0.1x

	 ②	aÖbÖ5_c=a_;b!;_;5!;_c= ac
5b

	 ③	aÖ(b+c)_d=a_ 1
b+c_d= ad

b+c

	 ④	(-1)_a+bÖ;c!;=-a+b_c=-a+bc	

	 ⑤	x_x-(y-1)Ö3=x_x-(y-1)_;3!;=xÛ`- y-1
3

02 ①	y_x_(-2)_x=-2xÛ`y

	 ③	(x+y)Ö3=(x+y)_;3!;=x+y
3

	 ④	a_3+1Öb=a_3+1_;b!;=3a+;b!;

	 ⑤	xÖ7_y=x_;7!;_y=xy
7

03 ①	4_b_;a!;=:¢aõ:

	 ②	a_;4!;Öb=a_;4!;_;b!;=;4�b;

	 ③	aÖ4Öb=a_;4!;_;b!;=;4�b;

	 ④	aÖ4_b=a_;4!;_b=:�4õ:

	 ⑤	aÖ(4_b)=aÖ4b=a_;4Áb;=;4�b;

	 따라서	계산	결과가	;4�b;와	같지	않은	것은	①,	④이다.

04 ①	;10ÒÓ00;	kg	 ②	a_;1Á0°0;=;2£0;a	(원)	 ④	10a대

	 ⑤	;2!;(a+b)h	cmÛ`

05 (판매하는	금액)=a-a_;1ª0¼0;=;1¥0¼0;a=;5$;a(원)

	 따라서	구하는	거스름돈은	{80000-;5$;a}원이다.

06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x-1_3=x-3	(cm),

	 	세로의	길이가	11-1=10	(cm)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으

므로	(x-3)_10=10x-30	(cmÛ`)

07 8xÛ`-2y=8_{-;2!;}Û`-2_3=8_;4!;-6

=2-6=-4

08 ①	-aÛ`=-{-;3!;} Û`=-;9!;

	 ②	-a=-{-;3!;}=;3!;

	 ③	;a!;=1Öa=1Ö{-;3!;}=1_(-3)=-3

	 ④	-;a!;=-1Öa=-1Ö{-;3!;}=-1_(-3)=3

	 ⑤	- 1
aÛ`
=-1ÖaÛ`=-1Ö{-;3!;} Û`=-1Ö;9!;

=-1_9=-9

	 따라서	식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⑤이다.

09 ;[!;+;]@;-;z#;=1Öx+2Öy-3Öz

=1Ö;3!;+2Ö;4!;-3Ö{-;5!;}

=1_3+2_4-3_(-5)

=3+8+15=26

10 0.9(x-100)에	x=160을	대입하면

	 0.9_(160-100)=0.9_60=54	(kg)

11 25-6x에	x=6을	대입하면

	 25-6_6=25-36=-11(¾)

12 ⑴			1단계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	➡	1개	
2단계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	➡	(1+5)개	

3단계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	➡	(1+5_2)개	

4단계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	➡	(1+5_3)개

⋮

따라서	n단계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는

1+5_(n-1)=5n-4(개)

	 ⑵			5n-4에	n=10을	대입하면	

5_10-4=50-4=46(개)

13 ①		항은	3xÛ`,	;2{;,	-4의	3개이다.

	 ②	상수항은	-4이다.	

	 ③		x의	계수는	;2!;이다.

	 ④	xÛ`의	계수는	3이다.
	 ⑤	다항식의	차수는	2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이다.

14 	항은	-2x,	5y,	-1의	3개이므로	a=3

	 x의	계수는	-2이므로	b=-2

	 상수항은	-1이므로	c=-1

	 ∴	a+b-c=3+(-2)-(-1)=2

15 ②	차수가	2인	다항식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③	분모에	문자가	있으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16 ⑤		;4{;-3y에서	x의	계수는	;4!;이고,	y의	계수는	-3이다.

17 	다항식	(a-5)x+7이	x에	대한	일차식이	되려면	a-5+0

이어야	하므로	a+5

	 따라서	상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⑤	5이다.

III  문자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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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⑴			x의	계수가	-7인	x에	대한	일차식의	상수항을	k라	하자.	

-7x+k에	x=2를	대입하면	-6이므로	 	

-7_2+k=-6,	-14+k=-6	 	 ∴	k=8		 	

따라서	구하는	일차식은	-7x+8이다.

	 ⑵			-7x+8에	x=-5를	대입하면	 	

-7_(-5)+8=35+8=43

19 ①	-3_2x=-6x

	 ②	7_(-x)=-7x

	 ③	-4xÖ;2!;=-4x_2=-8x

	 ④	-2(3x+3)=-6x-6

	 ⑤	(10x+4)Ö5=(10x+4)_;5!;=2x+;5$;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20 (6x-4)_{-;2#;}=-9x+6이므로

	 a=-9,	b=6

	 {x+;3@;}Ö;3!;={x+;3@;}_3=3x+2이므로

	 c=3,	d=2

	 ∴	a+b+c-d=-9+6+3-2=-2

21 A	마트에서	음료수	한	묶음을	구입할	때	음료수	1개의	가격은

	 6xÖ7=;7^;x(원)

	 B	마트에서	음료수	한	묶음을	구입할	때	음료수	1개의	가격은

	 {6x-6x_;1ª0¼0;}Ö6={6x-;5^;x}Ö6

=:ª5¢:x_;6!;=;5$;x	(원)

	 이때	;7^;x>;5$;x이므로	B	마트에서	사는	것이	음료수	1개의	

	 가격이	더	싸다.

23 -5x와	동류항인	것은	5x,	;2!;x의	2개이다.	

24 ①	-6x_(-3)=18x

	 ②	5(3x-1)=15x-5

	 ③	x+3x-5x=-x

	 ④	2(-2x+3)+(6x-5)		=-4x+6+6x-5		 	

=2x+1

	 ⑤		(4x-1)-3(4+3x)+x	=4x-1-12-9x+x	 	

=-4x-13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25 ;5@;(10x+20)-(8x-12)Ö{-;3$;}

	 =;5@;(10x+20)-(8x-12)_{-;4#;}

	 =4x+8-(-6x+9)

	 =4x+8+6x-9

	 =10x-1

	 따라서	x의	계수는	10,	상수항은	-1이므로	a=10,	b=-1

	 ∴	a+b=10+(-1)=9

26 a(x-2)+(-6x+2)Ö2		=ax-2a-3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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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5이므로	a=-5+3=-2

	 -2a+1=b이므로	b=-2_(-2)+1=5

	 ∴	a+b=-2+5=3

27 색칠한	부분의	날짜를	차례대로	x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x-8,	x-7,	x,	x+1,	x+2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날짜의	합은

	 (x-8)+(x-7)+x+(x+1)+(x+2)=5x-12

28 (주어진	식)= 3(x-3)-2(4x-3)
6

= 3x-9-8x+6
6

=-;6%;x-;2!;

29 (주어진	식)	=-6x-{9x-1+(-x-2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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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x-(6x-6)	 	

=-6x-6x+6		 	

=-12x+6

	 따라서	x의	계수는	-12,	상수항은	6이므로

	 -12+6=-6

30 (주어진	식)=3x-[2x-15{x-2x-;5!;}]

=3x-[2x-15{-x-;5!;}]

=3x-(2x+15x+3)

=3x-(17x+3)

=3x-17x-3

=-14x-3

31 	(색칠한	부분의	넓이)	=10_10-6_(10-2x)	 	

=100-60+12x	 	

=12x+40	(cmÛ`)

32 3A-B	=3(x-4)-(2x-3)	 	

=3x-12-2x+3		 	

=x-9

33 2(A-2)-(3B-4)	=2A-4-3B+4		 	

=2A-3B	 	

=2(2x+5)-3(7-x)	 	

=4x+10-21+3x	 	

=7x-11

34 A=2(x+y),	B=3x+2y이므로

	 ;2!;A-B=;2!;_2(x+y)-(3x+2y)

=x+y-3x-2y

=-2x-y



48    정답과 풀이

정답과 풀이 _ 프리미엄

35 		=5x-1-(3x+8)	

=5x-1-3x-8		

=2x-9

36 어떤	다항식을	 라	하면

	 +(-4x+5)=6x-1

	 ∴	 	=6x-1-(-4x+5)	

=6x-1+4x-5		

=10x-6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10x-6-(-4x+5)		=10x-6+4x-5		

=14x-11

37 x-2-㉠=6x-2이므로

	 ㉠=x-2-(6x-2)=x-2-6x+2=-5x

	 ㉠-(-x-1)=㉡이므로

	 ㉡=-5x-(-x-1)=-5x+x+1=-4x+1

	 따라서	6x-2-㉡=A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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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