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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식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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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축복으로 태어난 그는 인생의 

1/6을 소년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1/12이 지난 

뒤에는 얼굴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

했다.

다시 1/7이 지난 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하여 화촉을 밝혔으며, 

결혼한 지 5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다.

아! 그러나 그의 가엾은 아들은 아

버지의 반밖에 살지 못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는 그 뒤 4년간 정수론에 

몰입하여 스스로를 달래다가 일생

을 마쳤다.

이게 내 묘비야.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알려주었지.

내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겠니?

이게 방정식의 묘미지. 

하하.. 아직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저도 방정식을 열심히 배워야겠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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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수량을�나타내는�문자는�보

통�a,�b,�c,�x,�y,�z,�y를�사
용한다.

•�식을�세울�때는�단위에�주의�

한다.

���500원짜리�연필�a자루의�

가격

�500_a�(×)

�(500_a)원�()

⑴	문자를	사용한	식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⑵	문자를	사용하여	식	세우기

	 ①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	또는	규칙을	찾는다.	

	 ②	문자를	사용하여	①에서	찾은	관계를	식으로	세운다.
예 	제과점에서	800원짜리	빵을	1개,	2개,	3개,	y	살	때,	필요한	돈은

	 800_1=800(원),	800_2=1600(원),	800_3=2400(원),	y
	 이므로	빵의	가격은	{800_(빵의	개수)}원이다.

	 	여기서	빵의	개수	대신	문자	x를	사용하면	빵을	살	때	필요한	돈은	(800_x)원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참고 	자주	쓰이는	수량	관계

•(거스름돈)=(지불	금액)-(물건	가격)

•x의	a`%=x_;10A0;

•(삼각형의	넓이)=;2!;_(밑변의	길이)_(높이)

•(	a`%	할인된	가격)=(정가)-;10A0;_(정가)

•(거리)=(속력)_(시간),	(속력)=
(거리)

(시간)
,	(시간)=

(거리)

(속력)

•(소금물의	농도)=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_100(%)

•십의	자리의	숫자가	a,	일의	자리의	숫자가	b인	두	자리의	자연수는	10_a+b

예 	(거리)=(속력)_(시간)이므로	시속	80`km로	y시간	달린	거리는	(80_y)`km이다.

	 십의	자리의	숫자가	x,	일의	자리의	숫자가	5인	두	자리의	자연수는	10_x+5이다.

개념 1 문자를 사용한 식

수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안에 적당한 식을 써넣으시오.

⑴	10000원을	내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a개를	사고	받은	거스름돈		(	 )원

⑵	밑변의	길이가	a`cm,	높이가	h`cm인	삼각형의	넓이		{ 	  }`cmÛ`

⑶	무게	60`kg의	x`%		{ 	  }`kg

⑷	5점짜리	문제	a개,	4점짜리	문제	b개를	맞혔을	때의	점수		(	 )점

개념 확인 문제 1

문자를 사용한 식 Ⅲ-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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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Ⅲ. 문자와 식

•�1�또는�-1과�문자의�곱에

서는�1을�생략한다.

���1_a=a,�� �

(-1)_x=-x

주의�0.1_a는�0.a로�쓰지�

않고�0.1a로�쓴다.

•�;2!;_a는��;2!;�a�또는��;2A;�로�나

타낸다.

⑴	(수)_(문자):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예 	2_x=2x,	0.1_x=0.1x

⑵	(문자)_(문자):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쓴다.
	 예 	b_a=ab,	y_z_x=xyz

⑶	같은	문자의	곱: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 	a_a=aÛ`,	x_y_y_y_x=xÛ`_yÜ`=xÛ`yÜ`

⑷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쓴다.
	 예 	2_(a+b)=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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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2 곱셈 기호의 생략

•�
△

� �


△

� � ��역수

�;2#;�의�역수는��;3@;�이고,�

-3의�역수는�-;3!;�이다.

⑴	나눗셈	기호	Ö를	생략하고	분수	꼴로	나타낸다.

	 	aÖb=;bA;	(단,	b+0)

	 예 	xÖ(-2)= x
-2 =-;2{;

⑵	나눗셈은	역수를	이용하여	곱셈으로	바꾼	다음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aÖ;b!;=a_b=ab

	 예 	aÖ;3%;=a_;5#;=;5#;	a,	6ÖaÖb=6_;a!;_;b!;=;a¤b;

개념 3 나눗셈 기호의 생략

다음 식의 곱셈 기호를 생략하시오.

⑴	a_3	 ⑵	c_a_(-2)_b

⑶	x_x_1-y_y_y_0.1	 ⑷	(2x-y)_6

개념 확인 문제 2

다음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⑴	xÖ5= x
	
	 ⑵	aÖ;5#;=a_	 =	 	a

개념 확인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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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문자를 사용한 식 예제 1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시오.

⑴	a원인	과자	3개와	800원인	음료수	b개의	가격

⑵	50000원인	바지를	a`%	할인한	가격

⑶	16`km	떨어진	곳을	a시간	동안	달렸을	때의	속력

유제 1 8101-0270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시오.

⑴			한	개에	x원인	사과	10개를	사고	y원을	냈을	때의	거스

름돈	

⑵			a`km인	거리를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을	때	걸린	

시간
[ 풀이전략 ]

주어진�수와�문자를�사용하여�식을�간단하게�나타낸다.

[ 풀이 ]

⑴	a원인	과자	3개의	가격은	(a_3)원이고,

	 800원인	음료수	b개의	가격은	(800_b)원이므로

	 (a_3+800_b)원이다.

⑵	50000원짜리	바지를	a`%	할인하면	할인되는	금액은	

	 {50000_;10A0;}	원이므로	구하는	금액은

	 {50000-50000_;10A0;}	원이다.

⑶	(속력)=
(거리)

(시간)
	이므로	구하는	속력은	시속		:Áa¤:`km이다.

	⑴	(a_3+800_b)원		⑵	{50000-50000_;10A0;}원		

⑶	시속		:Áa¤:`km

유제 2 8101-0271 

한 개에 3000원인 햄버거 a개와 한 잔에 800원인 오렌지 주

스 b잔의 가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①	(3000_a_b)원

②	(3000_a+800_b)원

③	(3000+a+800+b)원

④	(3000_a_800_b)원

⑤	(800_a+3000_b)원

대표예제

곱셈 기호의 생략 예제 2

다음 <보기>에서 곱셈 기호를 바르게 생략한 것을 모두 고르 

시오.

ㄱ.	b_0.1_a=0.1ab	 ㄴ.	x_x_x_y=3xy

ㄷ.	2_a=aÛ`	 	 ㄹ.	x_(-3)_y=x-3y

ㅁ.	(x-y)_(-5)=-5(x-y)

보기

유제 3 8101-0272 

다음 중 곱셈 기호를 생략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0.1_x=0.x

②	3_y_x_z=yÜ`xz

③	a_a_(-2)_b=aÛ`-2b

④	b_a_b_a_c_(-3)=-3aÛ`bÛ`c

⑤	(a-2b)_3=(a-2b)3

[ 풀이전략 ]

수는�문자�앞에�쓰고,�같은�문자의�곱은�거듭제곱으로�나타낸다.

[ 풀이 ]

ㄱ.	b_0.1_a=0.1_a_b=0.1ab

ㄴ.	x_x_x_y=xÜ`y

ㄷ.	2_a=2a

ㄹ.	x_(-3)_y=(-3)_x_y=-3xy

ㅁ.	(x-y)_(-5)=(-5)_(x-y)=-5(x-y)

	ㄱ,	ㅁ

유제 4 8101-0273 

a_(-2)_c_c_b의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면?

①	-aÛ`bc	 ②	-aÛ`bcÛ`	 ③	-2aÛ`bc

④	-abcÛ`	 ⑤	-2abcÛ`

18뉴런_중학수학(상-B1)072-117.indd   76 2019. 4. 1.   오전 11:05

EBS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77Ⅲ. 문자와 식

나눗셈 기호의 생략예제 3

다음 식을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⑴	xÖ4+yÖ(-3)

⑵	xÖ{-;6%;}

⑶	aÖ(x-y)

⑷	aÖ;3@;Öb

유제 5 8101-0274 

다음 식을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⑴	aÖ(-5)+bÖ(-2)

⑵	xÖ{-;4#;}+yÖ;2!;

⑶	(aÖb)Öc

[ 풀이전략 ]

나눗셈이�포함된�식은�분수�꼴로�나타내거나�역수를�이용하여�곱셈으로�나타낸�

후�곱셈�기호를�생략한다.

[ 풀이 ]

⑴	xÖ4+yÖ(-3)=;4{;+ y
-3 =;4{;-;3};

⑵	xÖ{-;6%;}=x_{-;5^;}=-;5^;	x

⑶	aÖ(x-y)=a_ 1
x-y = a

x-y

⑷	aÖ;3@;Öb=a_;2#;_;b!;= a_3
2_b = 3a

2b

	⑴	;4{;-;3};		⑵	-;5^; x		⑶	 a
x-y

		⑷	 3a
2b

유제 6 8101-0275 

다음 식을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바르게 나타낸 것은?

aÖ(-b)-5Ö(x-y)

①	-ab-5(x-y)	 ②	
a-5
x-y

③	-;bA;- 5
x-y 	 	 ④	-;aB;-5(x-y)

⑤	-;aB;- x-y
5

정답과 풀이	 	32쪽

문자를 사용한 식 (곱셈, 나눗셈 기호의 생략)예제 4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총	15`km의	거리를	가는	데	시속	4`km의	속력으로	x시

간	동안	걷고	남은	거리

①	(15+4x)`km	 	 ②	(15-4x)`km

③	(4x-15)`km	 	 ④	{15-;[$;}`km

⑤	{15-;4{;}`km

유제 7 8101-0276 

다음을 곱셈 또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⑴			200쪽인	소설책을	하루에	30쪽씩	x일	동안	읽었을	때,	

남은	쪽수

⑵	세	수	a,	b,	c의	평균

[ 풀이전략 ]

(거리)=(속력)_(시간)임을�이용하여�식을�세우고�곱셈�기호를�생략한다.�

[ 풀이 ]

(거리)=(속력)_(시간)이므로	시속	4`km의	속력으로	x시간	

동안	걸은	거리는	4_x=4x(km)이다.

따라서	총	15`km의	거리에서	남은	거리는	(15-4x)`km이다.

	②

유제 8 8101-0277 

다음을 곱셈 또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처음에는	시속	a`km로	3`km를	달리다가	시속	b`km로	

5`km로	달렸을	때	총	달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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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형성평가
정답과 풀이	 	33쪽

01. 문자를 사용한 식

정가가 25000원인 소설책을 x`% 할인하여 판매할 때, 소

설책의 실제 판매 가격은?

①	{25000_;10{0;}원	

②	{25000-25000_;10{0;}원	

③	{25000-25000_;1Ó0;}원	

④	(25000-25000_x)원

⑤	{25000+25000_;10{0;}원

01
8101-0278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물통에	들어	있는	물	2400`mL를	80`mL,	100`mL

들이의	두	컵에	가득	담아	각각	a번,	b번	퍼내었을	때,	

물통에	남아	있는	물의	양

02
8101-0279 

z_x_(-6)_z_y의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면?

①	-6xyzÛ`	 ②	-6xyÛ`z	 ③	xz-6yz

④	6xyzÛ`	 ⑤	12xyz

03
8101-0280 

다음 중 곱셈 기호를 생략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x_5_y=xy5

②	(a+b)_(-2)=-(a+b)2

③	(x-1)_0.1=0.1(x-1)

④	2_y_x+y_y=3xy

⑤	a_(-2)_b_a=aÛ`-2b

04
8101-0281 

다음 중 기호 _, Ö를 생략하여 나타낼 때,  :�b�: 와 같은 것

은?

①	aÖbÖc	 ②	aÖ(bÖc)	 ③	aÖc_b	

④	aÖ(b_c)	 ⑤	a_bÖc

05
8101-0282 

다음 중 기호 _, Ö를 생략하여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①	b_b_a_(-1)=-aÛ`b

②	0.1_a_b+a=0.aÛ`b

③	xÖy_;2!;= 2x
y

④	xÖ{-;5^;}_y=- 5xy
6

⑤	-3Ö(x+y)=-3(x+y)

06
8101-0283 

다음 <보기>에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2x

ㄴ.			세	명이	a원씩	낸	돈으로	b원짜리	아이스크림	2개

를	사고	남은	돈		(3a-2b)원

ㄷ.			십의	자리의	숫자가	x,	일의	자리의	숫자가	y인	두	

자리의	자연수		xy

ㄹ.	어떤	수	x에	10을	더해	5로	나눈	수		 x+10
5

보기

07
8101-0284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10개에	a원인	빵	b개와	3개에	c원인	우유	1개를	구입

한	가격

①	(10ab+3c)원		 ②	(10ab+c)원	

③	{;1A0B;+3c}원	 	 ④	{;1A0B;+c}원	

⑤	{;1A0B;+;3C;}원	

08
810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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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Ⅲ. 문자와 식

식의 값 Ⅲ-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대입 (대신할�代,�넣을�入)

문자�대신�수를�넣는�것

•�문자에�음수를�대입할�때에

는�반드시�괄호를�사용한다.

⑴	대입: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것	

⑵	식의	값: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값

	 예 			a=-6일	때,	2a+8=2_(-6)+8=(-12)+8=-4	 	

따라서	식의	값은	-4이다.

개념 1 식의 값

•�분모에�분수를�대입할�때는�

나눗셈�기호를�다시�쓰고�역

수의�곱셈을�이용한다.
①	문자에	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한	곱셈,	나눗셈	기호를	다시	쓴다.

②			문자에	주어진	수를	대입하여	식을	계산한다.	(단,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

한다.)
예 			a=5,	b=-2일	때,	3-2ab의	값을	구하면	 	

3-2ab=3-2_a_b=3-2_5_(-2)=3+20=23

개념 2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

다음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⑴	a=4일	때,	7-a=7-	 =	

⑵	b=-2일	때,	8+b=8+(	 )=	

⑶	x=8,	y=-3일	때,	x+y-2=	 +(	 )-2=	

개념 확인 문제 1

다음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⑴	x=2,	y=-5일	때,	2x+2xy=2_	 +2_	 _(	 )=	

⑵	a=3,	b=-2일	때,	 4ab
a+b =

4_	 _(	 )

	 +(	 )
=	

개념 확인 문제 2

x+3

ãx에	2를	대입	

2+3= 5
	 þ

	 식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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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정답과 풀이	 	34쪽대표예제

식의 값예제 1

x=-3일 때, 다음 중 식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①	5x	 ②	2x-3	 ③	-xÛ`+2

④		:ª[Á:+1	 ⑤	-16-2x

유제 1 8101-0286 

b=-5일 때, 12-bÛ` 의 값은?

①	-15	 ②	-13	 	 ③	-10	

④	-8	 ⑤	-5

[ 풀이전략 ]

음수를�대입할�때는�괄호를�사용한다.

[ 풀이 ]

각	식에	x=-3을	대입하면

①	5x=5_(-3)=-15

②	2x-3=2_(-3)-3=-6-3=-9

③	-xÛ`+2=-(-3)Û`+2=-9+2=-7

④		:ª[Á:+1= 21
-3 +1=-7+1=-6

⑤	-16-2x=-16-2_(-3)=-16+6=-10

	①

유제 2 8101-0287 

a=-2일 때, 다음 중 식의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①	-a	 ②	12+5a	 ③	;a$;+4

④	aÛ`-6	 ⑤	-aÜ`-6

식의 값 (분모에 분수 대입)예제 2

x=;6%;, y=;2%; 일 때, ;[!;+;]!; 의 값은? 

①		;3@;	 ②	1	 	 ③		;5^;

④		;5*;	 ⑤		;3%;

유제 3 8101-0288 

a=-1, b=;2!; 일 때,  ;a#;+;b^; 의 값은?

①	3	 ②	5	 	 ③	7

④	9	 ⑤	11

[ 풀이전략 ]

분모에�분수를�대입할�때는�나눗셈�기호를�다시�쓰고�역수의�곱셈을�이용한다.

[ 풀이 ]

;[!;+;]!;	에	x=;6%;,	y=;2%;	를	대입하면

;[!;+;]!;=1Öx+1Öy

=1Ö;6%;+1Ö;2%;

=1_;5^;+1_;5@;=;5^;+;5@;=;5*;

	④

유제 4 8101-0289 

a=;2!;, b=;3!; 일 때,  ;a!;+;b@; 의 값은?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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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Ⅲ. 문자와 식

형성평가
정답과 풀이	 	34쪽

02. 식의 값

a=6일 때, 5a-6+:£a¼: 의 값은?

①	25	 ②	26	 	 ③	27

④	28	 ⑤	29

01
8101-0290 

x=-2일 때, 다음 중 식의 값이 가장 큰 것은?

①	x+6	 ②	4-x		 ③	-;2!;	x+3

④	2xÛ`-3	 ⑤	xÜ`+10

02
8101-0291 

a=-1, b=4일 때, 5aÛ`-ab의 값은?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03
8101-0292 

x=4, y=-2일 때,  ;]{;-;[}; 의 값을 구하시오.04
8101-0293 

a=-4, b=6일 때, ab
2a+b  의 값은?

①	12	 ②	14	 	 ③	16

④	18	 ⑤	20

05
8101-0294 

x=;3@;, y=-;4#; 일 때,  ;[$;-;]^; 의 값은?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⑤	16

06
8101-0295 

기온이 x`¾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0.6x) m이

다. 기온이 30`¾일 때의 소리의 속력을 구하시오.
08

8101-0297 

오른쪽 그림은 밑변의 길이가  

a`cm, 높이가 h`cm인 평행사변

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문자	a,	

h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⑵	a=5,	h=4일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07
810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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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일차식의 뜻 Ⅲ-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상수항이�없는�식은�상수항

을�0으로�생각한다.

•�단항식은�다항식�중에서�하

나의�항으로만�이루어진�다

항식이다.

⑴	항: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⑵	상수항:	수로만	이루어진	항

⑶	계수: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⑷	단항식: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예 	2x,	-;4!;	ab,	6xÛ`y

⑸	다항식: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예 	5a,	2x+3y,	x-3

개념 1 다항식

•�x에�대한�일차식은�ax+b�

(a,�b는�상수,�a+0)의�꼴

이다.

•�;[!;�과�같이�분모에�문자가�포

함된�식은�다항식이�아니다.�

즉,�다항식이�아니므로�일차

식도�아니다.

⑴	차수: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예 	-3a의	문자	a에	대한	차수는	1이고,	5xÛ`의	차수는	2이다.

⑵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예 	xÛ`-2x+1의	차수는	2이고,	3a-1의	차수는	1이다.

⑶	일차식:	차수가	1인	다항식
	 예 	2x+6은	일차식이지만	xÛ`-3은	일차식이	아니다.

개념 2 일차식

다항식 3x-6y+2xy+5에 대하여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⑴	항은	3x,	-6y,		 	,		 	의		 	개이다.

⑵	상수항은		 	이다.

⑶	3x에서	x의	계수는		 	이고,	-6y에서	y의	계수는		 	이다.

개념 확인 문제 1

다음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⑴	-5xÜ`은	x가	3번	곱해졌으므로	차수가		 	이다.

⑵	다항식	4xÛ`-3x-2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인		 	이다.

⑶	다항식	-3x+2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가		 	이므로	일차식이지만	

	 	다항식	2xÜ`-3x-5는	차수가		 	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개념 확인 문제 2

x의	계수	 상수항
			·			·
		`` 2x+ 3
			`	z11c

		항

				Û	차수3x 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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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Ⅲ. 문자와 식

정답과 풀이	 	35쪽대표예제

항, 상수항, 계수, 차수의 뜻예제 1

다항식 4xÛ`-2x+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은	모두	4개이다.	

②	상수항은	4xÛ`이다.

③	xÛ`의	계수는	-2이다.

④	x의	계수는	-2이다.	

⑤	다항식의	차수는	1이다.

유제 1 8101-0298 

다음 <보기>에서 다항식 5x-2y+3z+7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항은	모두	4개이다.

ㄴ.	상수항은	3z와	7이다.

ㄷ.	y의	계수는	-2이다.

ㄹ.	다항식의	차수는	3이다.

보기

[ 풀이전략 ]

항,�상수항,�계수,�차수의�뜻을�명확하게�알도록�한다.

[ 풀이 ]

①	항은	4xÛ`,	-2x,	6의	3개이다.	

②	수로만	이루어진	항은	6이다.

③	4xÛ`에서	xÛ`의	계수는	4이다.

④	-2x에서	x의	계수는	-2이다.

⑤	4xÛ`의	차수는	2이므로	다항식의	차수는	2이다.

	④

유제 2 8101-0299 

다항식 -3xÛ`+5x-1에서 x의 계수가 a, 상수항이 b, 다항

식의 차수가 c일 때, a+b+c의 값을 구하시오.

일차식예제 2

다음 <보기>에서 일차식을 모두 고르시오.

ㄱ.	-3x	 ㄴ.	-2xÛ`+1	 ㄷ.		;[#;+2

ㄹ.	6	 ㅁ.	5-;2!;	x

보기

유제 3 8101-0300 

다음 중 일차식인 것은?

①	2x-xÛ`+1	 ②	5-;5{;		 ③	
6

x+1

④		;[@;-4	 ⑤	0_x-8

[ 풀이전략 ]

차수가�1인�다항식을�찾는다.

[ 풀이 ]

ㄱ.	-3x의	차수가	1이므로	일차식이다.

ㄴ.	-2xÛ`의	차수가	2이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ㄷ.		;[#;+2는	다항식이	아니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ㄹ.	6은	상수항만	있으므로	일차식이	아니다.

ㅁ.	-;2!;	x의	차수가	1이므로	일차식이다.

	ㄱ,	ㅁ

유제 4 8101-0301 

다음 <보기>에서 일차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4x+0_xÛ`-1	 ㄴ.	x+3xÛ`

ㄷ.	3-;[@;	 	 ㄹ.	 6-2x
5

보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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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일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Ⅲ-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①�곱셈의�교환법칙

� �a_b=b_a

②�곱셈의�결합법칙

� �(a_b)_c=a_(b_c)

•�역수:�어떤�두�수의�곱이�1

일�때,�한�수를�다른�수의�역

수라고�한다.

⑴	(단항식)_(수),	(수)_(단항식):	수끼리	곱하여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예 	4_2x=(4_2)_x=8x

⑵	(단항식)Ö(수):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한다.

	 예 	6aÖ2=6_a_;2!;={6_;2!;}_a=3a

개념 1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분배법칙

a(b+c)=ab+ac

(a+b)c=ac+bc

⑴	(일차식)_(수),	(수)_(일차식):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일차식의	각	항에	수를	곱한다.
	 예 	3(2x+1)=3_2x+3_1=6x+3

	 	 (2x+1)_(-3)=2x_(-3)+1_(-3)=-6x-3

⑵			(일차식)Ö(수):	나누는	수를	역수의	곱셈으로	고친	후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일차식의	각	항에	

곱한다.

	 예 	(12a+9)Ö3=(12a+9)_;3!;=12a_;3!;+9_;3!;=4a+3

개념 2 일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다음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⑴	6a_(-4)=	 	a	 ⑵	(-10b)_;5!;=	 	b

⑶	(-15x)Ö(-3)=	 	x	 ⑷	12yÖ;2#;=	 	y

개념 확인 문제 1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⑴	6(3a+2)=6_	 +6_	 =	

⑵	(2x+1)_(-3)=2x_(	 )+1_(	 )=	

⑶	(8x+4)Ö2=8x_	 +4_	 =	

⑷	(15a-6)Ö{-;2#;}=15a_{ 	 }-6_{ 	 }=	

개념 확인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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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Ⅲ. 문자와 식

정답과 풀이	 	36쪽대표예제

(단항식)_(수), (수)_(단항식)예제 1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3_6x	 	 ⑵	{-;5!;}_(-15a)

⑶	(-7x)_2	 	 ⑷		;3@;	a_{-;4#;}

유제 1 8101-0302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3_(-8x)

⑵	(-9a)_;3$;

⑶	{-:Á3¼:	b}_{-;5^;}
[ 풀이전략 ]

단항식과�수의�곱셈에서는�수끼리�곱하여�수를�문자�앞에�쓴다.

[ 풀이 ]

⑴	3_6x=3_6_x=18x

⑵	{-;5!;}_(-15a)={-;5!;}_(-15)_a=3a

⑶	(-7x)_2=(-7)_x_2=(-7)_2_x=-14x

⑷		;3@;	a_{-;4#;}=;3@;_a_{-;4#;}

=;3@;_{-;4#;}_a=-;2A;

	⑴	18x		⑵	3a		⑶	-14x		⑷	-;2A;

유제 2 8101-030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7_2a=14a	 	 ②	5b_(-3)=-15b

③	8_{-;2!;	c}=-4c	 ④		;2#;	x_{-;3*;}=-6x

⑤	{-;4!;}_(-12y)=3y

(단항식)Ö(수)예제 2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24aÖ3	 	 ⑵	21bÖ(-7)

⑶		;3%;	xÖ;3!;	 	 ⑷	{-:ª5Á:	y}Ö{-;1¦0;}

유제 3 8101-0304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16a)Ö8

⑵	28bÖ{-;3$;}

⑶	{-:Á2°:	x}Ö{-;8%;}[ 풀이전략 ]

나눗셈은�역수를�이용하여�곱셈으로�바꾸어�계산한다.

[ 풀이 ]

⑴	24aÖ3=24_a_;3!;=24_;3!;_a=8a

⑵	21bÖ(-7)=21_b_{-;7!;}=21_{-;7!;}_b=-3b

⑶		;3%;	xÖ;3!;=;3%;_x_3=;3%;_3_x=5x

⑷	{-:ª5Á:	y}Ö{-;1¦0;}={-:ª5Á:}_y_{-:Á7¼:}

={-:ª5Á:}_{-:Á7¼:}_y=6y

	⑴	8a		⑵	-3b		⑶	5x		⑷	6y

유제 4 8101-0305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16aÖ2=32a	

②	14bÖ(-7)=-7b

③	(-24c)Ö;2!;=-12c

④	{-;3@;	x}Ö{-;3!;}=-2x

⑤		;9*;	yÖ{-;9@;}=-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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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대표예제 정답과 풀이	 	37쪽

(일차식)_(수), (수)_(일차식)예제 3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2(x-5)	 	 ⑵		;5!;	(20-5y)

⑶	(3a-2)_(-4)	 ⑷	{;3$;	b-;6&;}_(-12)

유제 5 8101-0306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6(4a+2)

⑵	-;2#;	(6b-10)

⑶	{;5@;	x-;1¦0;}_(-10)
[ 풀이전략 ]

분배법칙을�이용하여�계산한다.

[ 풀이 ]

⑴	2(x-5)=2_x+2_(-5)=2x-10

⑵		;5!;	(20-5y)=;5!;_20+;5!;_(-5y)=4-y

⑶	(3a-2)_(-4)	=3a_(-4)+(-2)_(-4)	

=-12a+8

⑷	{;3$;	b-;6&;}_(-12)=;3$;	b_(-12)+{-;6&;}_(-12)

=-16b+14

	⑴	2x-10		⑵	4-y		⑶	-12a+8		⑷	-16b+14

유제 6 8101-0307 

-9 {;3$;-;9*; x}=ax+b일 때, a+b의 값은? 

 (단, a, b는 상수)

①	-5	 ②	-4	 	 ③	-3

④	-2	 ⑤	-1

(일차식)Ö(수)예제 4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30a+25)Ö5

⑵	(21b-7)Ö(-7)

⑶	(6x-9)Ö{-;2#;}

유제 7 8101-0308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24x-16)Ö4

⑵	(14y+7)Ö{-;2&;}

⑶	{;3A;-;3@;}Ö{-;6!;}
[ 풀이전략 ]

나눗셈을�역수의�곱셈으로�바꾼�후�분배법칙을�이용하여�계산한다.

[ 풀이 ]

⑴	(30a+25)Ö5=(30a+25)_;5!;=30a_;5!;+25_;5!;

=6a+5

⑵	(21b-7)Ö(-7)=(21b-7)_{-;7!;}

=21b_{-;7!;}+(-7)_{-;7!;}

=-3b+1

⑶	(6x-9)Ö{-;2#;}=(6x-9)_{-;3@;}

=6x_{-;3@;}+(-9)_{-;3@;}

=-4x+6

	⑴	6a+5		⑵	-3b+1		⑶	-4x+6

유제 8 8101-0309 

(-16x+12)Ö;5$;=ax+b일 때, a+b의 값은?

 (단, a, b는 상수)

①	-10	 ②	-8	 	 ③	-5

④	-3	 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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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Ⅲ. 문자와 식

형성평가
정답과 풀이	 	37쪽

03. 일차식의 뜻

04. 일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다항식 3x-2y+5에서 x의 계수를 a, y의 계수를 b, 상

수항을 c라고 할 때, a+b+c의 값은?

①	5	 ②	6	 	 ③	7

④	8	 ⑤	9

01
8101-0310 

다음 중 다항식 3xÛ`-;2{;+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항은	모두	3개이다.

②	상수항은	2이다.

③	x의	계수는	-2이다.

④	xÛ`의	계수는	3이다.

⑤	다항식의	차수는	2이다.

02
8101-0311 

다음 <보기>에서 일차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Û`
2 +1	 ㄴ.	3x-2	 ㄷ.	;[@;

ㄹ.	4-;2{;	 ㅁ.	4x-xÛ`+1

보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03
8101-0312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6a_;2!;=12a

②	(-7)_{-;1Á4;	b}=2b

③	18xÖ(-3)=6x

④	(-21y)Ö{-;3!;}=7y

⑤	{-;4%;	z}Ö;1°2;=-3z

04
8101-0313 

(-6x+12)_{-;3@;}를 계산하면?

①	-4x+8	 ②	-4x+12	 ③	4x-8

④	4x+8	 ⑤	4x+12

05
8101-0314 

(36x-12)Ö{-;5^;}을 계산하였을 때, x의 계수와 상수

항의 합을 구하시오.

06
8101-0315 

다음 <보기>에서 바르게 계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x-;3!;}_6=2x-2

ㄴ.	-8	{-;4!;	y+;2#;}=2y-12

ㄷ.	(15a-5)Ö{-;5!;}=-3a+1

ㄹ.	{:£2õ;-;4%;}Ö;8!;=12b-10

보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8101-0316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x-3, 세로의 길이가  :Á3¼: 인 직

사각형의 넓이가 ax+b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는 상수)

08
8101-0317 

18뉴런_중학수학(상-B1)072-117.indd   87 2019. 4. 1.   오전 11:05

EBS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88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일차식의 덧셈, 뺄셈 Ⅲ-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상수항은�모두�동류항이다.

•�문자와�차수�중�어느�하나라

도�다르면�동류항이�아니다.

⑴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예 	5x+4-2x-1에서	5x,	-2x는	동류항이고,	상수항	4와	-1도	동류항이다.

⑵	동류항의	덧셈: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의	계수끼리	더한	후	문자	앞에	쓴다.
	 예 	3a+2a=(3+2)a=5a,	-3a+2a=(-3+2)a=-a

⑶	동류항의	뺄셈: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의	계수끼리	뺀	후	문자	앞에	쓴다.
	 예 	3a-2a=(3-2)a=a,	-3a-2a=(-3-2)a=-5a

개념 1 동류항 

•�괄호�앞에�-가�있으면�괄호�

안의�모든�항의�부호를�바꾸

어�괄호를�푼다.

①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다.

②	동류항끼리	모은다.

③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예 	(2a+3)+2(a-2)	=2a+3+2a-4=(2+2)a+(3-4)=4a-1

개념 2 일차식의 덧셈, 뺄셈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⑴	다항식	3x-2y+xÛ`-5yÛ`+4-6x+3y-7에서	3x와		 	,	-2y와		 	,	4와		 	은	동류항

	 이다.

⑵	①	-4a+6+2a=(-4+	 )a+6=	

	 ②	x+5+3x-1=(	 +	 )x+(5-	 )=	

개념 확인 문제 1

다음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⑴	(3x-1)+2(x-3)=	 	x-	 	

⑵	2(a-1)-(5a-4)=	 	a+	 	

개념 확인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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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Ⅲ. 문자와 식

정답과 풀이	 	38쪽대표예제

동류항예제 1

다음 다항식에서 동류항을 모두 찾으시오.

xÛ`-4+3xy-5x+2y+3xÛ`-7y+6

유제 1 8101-0318 

다음 중 -4a와 동류항인 것은?

①	-4	 ②	-;a%;	 	 ③	4b

④		;4A;	 ⑤	2aÛ`
[ 풀이전략 ]

문자와�차수가�같은�항을�찾는다.

[ 풀이 ]

xÛ`과	3xÛ`은	문자가	x로	같고	차수가	2로	같으므로	동류항,	

2y와	-7y는	문자가	y로	같고	차수가	1로	같으므로	동류항,	

-4와	6은	상수항이므로	동류항이다.

	xÛ`과	3xÛ`,	2y와	-7y,	-4와	6

유제 2 8101-0319 

다음 중 동류항끼리 짝지은 것은?

①	a,	-2b	 ②	3aÛ`,	-3a	 ③	5x,	-;5{;

④	xy,	x	 ⑤	xÛ`,	-yÛ`

동류항의 덧셈, 뺄셈예제 2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4a+2+3a+3

⑵	-2x+6+3x-5

⑶	3-2y+4y-1

유제 3 8101-0320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5x+2+3x+1

⑵	4x-3-2x+7

⑶	-6a+8-2+2a

[ 풀이전략 ]

분배법칙을�이용하여�동류항의�계수끼리의�합�또는�차에�문자를�곱한다.

[ 풀이 ]

⑴	4a+2+3a+3	=4a+3a+2+3	 	

=(4+3)a+(2+3)	 	

=7a+5

⑵	-2x+6+3x-5	=-2x+3x+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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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⑶	3-2y+4y-1	=-2y+4y+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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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y+2

	⑴	7a+5		⑵	x+1		⑶	2y+2

유제 4 8101-0321 

6x+5+3x-2=ax+b일 때, a-b의 값은?    

 (단, a, b는 상수)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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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대표예제 정답과 풀이	 	39쪽

일차식의 덧셈예제 3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2x+7)+(-3x+5)

⑵	3(a-2)+2(-2a+4)

⑶		;3!;	(6x-9)+;2!;	(8x+2)

유제 5 8101-0322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5a+1)+(-3a+6)

⑵	5(2a+3)+3(-a-2)

⑶		;4#;	(8x-4)+;3!;	(3x+12)

[ 풀이전략 ]

분배법칙을�이용하여�괄호를�풀고�동류항끼리�모아서�계산한다.

[ 풀이 ]

⑴	(2x+7)+(-3x+5)	=2x+7-3x+5	 	

=2x-3x+7+5	 	

=-x+12

⑵	3(a-2)+2(-2a+4)	=3a-6-4a+8	 	

=3a-4a-6+8	 	

=-a+2

⑶		;3!;	(6x-9)+;2!;	(8x+2)=2x-3+4x+1

=2x+4x-3+1

=6x-2

	⑴	-x+12		⑵	-a+2		⑶	6x-2

유제 6 8101-0323 

2x-1
3 + x-2

4 =ax+b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는 상수)

일차식의 뺄셈예제 4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8a+4)-(a-3)

⑵	5(a+2)-3(a-4)

⑶	-;2!;	(8x-4)-;5!;	(10x-5)

유제 7 8101-0324 

다음을 계산하시오.

⑴	(-3a-6)-(2a+1)

⑵	-2(x-3)-4(-x+2)

⑶		;3@;	(12x+9)-;7#;	(14x-7)

[ 풀이전략 ]

괄호�앞에�-가�있으면�괄호�안의�모든�항의�부호를�바꾸어�괄호를�푼다.

[ 풀이 ]

⑴	(8a+4)-(a-3)	=8a+4-a+3=8a-a+4+3	 	

=7a+7

⑵	5(a+2)-3(a-4)	=5a+10-3a+12	 	

=5a-3a+10+12	 	

=2a+22

⑶	-;2!;	(8x-4)-;5!;	(10x-5)=-4x+2-2x+1

=-4x-2x+2+1

=-6x+3

	⑴	7a+7		⑵	2a+22		⑶	-6x+3

유제 8 8101-0325 

3x-1
2 - x-3

3  을 계산하였을 때, x의 계수가 a, 상수항은 

b이다. ab의 값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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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Ⅲ. 문자와 식

형성평가
정답과 풀이	 	40쪽

05. 일차식의 덧셈, 뺄셈

다음 중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3a,	-2aÛ`	 ②	6b,	6	 	 ③	-2x,	;[@;

④	8yÛ`,	- yÛ`
3 		 ⑤	-5z,	2zÛ`

01
8101-0326 

다음 <보기>에서 -3x와 동류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xÛ`	 ㄴ.		;5@;	x	 	 ㄷ.		;3{;

ㄹ.	-3y	 ㅁ.		;[^;

보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02
8101-0327 

3x-4+2x+8을 계산하면?

①	3x+4	 ②	3x-4	 ③	5x-2

④	5x+4	 ⑤	5x-4

03
8101-0328 

5(3y+1)+3(1-2y)=ay+b일 때, a-b의 값은?  

 (단, a, b는 상수)

①	-1	 ②	1	 	 ③	3	

④	5	 ⑤	7

04
8101-0329 

다음 식을 계산하였을 때, x의 계수가 가장 작은 것은?

①	(x+2)+3(2x-1)

②	(6x+3)-(2x+5)

③	4(2-x)+5(x+3)

④	3(4x+3)-4(2x-1)

⑤		;3@;	(6x-9)+;2!;	(8-4x)

05
8101-0330 

x-3
4 - 3x-1

2  을 계산하면?

①	-;4%;	x-;4!;	 	 ②	-;4%;	x+;4!;

③	-;4#;	x-;4!;	 	 ④	-;4#;	x+;4!;

⑤	-;4!;	x-;4%;

06
8101-0331 

어떤 다항식에 -3x+2를 더했더니 4x+5가 되었을 때, 

어떤 다항식은?

①	-7x-3	 ②	-7x+7	 ③	x+7

④	7x-3	 ⑤	7x+3

07
8101-0332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

이가 (x+6)`m, 세로의 길이

가 x`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

원에 폭이 2`m인 길을 만들었

을 때, 이 길의 넓이가  

(ax+b)`mÛ` 이다.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는 상수)

08
810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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