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단기간에 끝내는 핵심 학습

일
만에

내는

수학 (하)

| 개념`+α|
| 교과서 핵심 개념 정리 |

개념 추가 설명이나 공식 및 공식 유도,
실전 문제 풀이의 노하우 등 다양한 내

교과서 핵심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하

용을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7`쪽

02

개
념2

개념 1 집합의 연산

학습
체크

강

집합의 연산법칙

개념 3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개념 4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실전문제 넘어 서기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02

U
A

B

① 10

② 15

④ 21

⑤ 35

U
A

③ 18

A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① (A'B)Ç =AÇ ;BÇ

A-B

개념

+

03

개념

두 집합

07

A={a¤ +2a, 0, 2},

α

원소의 합은?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⑴ A'A=A;A=A, A'∅=A, A;∅=∅

②7
⑤ 10

① A-B=A;BÇ

② (AÇ )Ç =A
④ A'AÇ =U, A;AÇ =∅

ㄱ. A;B=A

(A;B);C=A;(B;C)=A;B;C

ㄴ. B-A=∅

04

(A-B)Ç =(A;BÇ )Ç
=AÇ '(BÇ )Ç

A={x|x는 15 이하인 5의 배수},
B={2, 6, 10, 30}
에 대하여 집합 A'BÇ 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
오.

집합

①ㄱ

②ㄴ

④ ㄱ, ㄴ

⑤ ㄴ, ㄷ

③ㄷ

에 대하여 <보기>에서 집합 {1, 3, 6, 8}의 부분집
< 보기 >

ㄱ. A-B
ㄴ. (A;B)Ç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C={1, 2, 4}, B;C={2, 4, 5}
일 때, 집합 (A'B);C의 모든 원소의 합은?

①ㄱ

②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①4

②6

④ 10

⑤ 12

③8

08

전체집합 U={x|x는 8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1, 2, 6}, B={x, y, 3, 8}에 대하여
{(AÇ ;B)'(A-BÇ )},AÇ
일 때, x+y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단, n(B)=4)

꿀같은

세 집합 A, B, C를 각각 구할 수는 없지만 분배법칙과 주어진
Tip 조건을 이용하여 집합 (A'B);C를 구할 수 있다.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집합은 각각의 원소를 알아
교집합을 구한다.

대표 예제

05

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ㄷ. (A'B)-(A;B)

Tip 보기 어려우므로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내어 합집합,

12

전체집합 U={x|x는 9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A={1, 2, 3, 4}, B={2, 4, 6, 8}

전체집합 U={x|x는 30의 약수}의 두 부분집합

꿀같은

ㄷ. A'BÇ =U

한 뒤 집합의 연산법칙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③8

=AÇ 'B

대표 예제

01

< 보기 >

(A'B)'C=A'(B'C)=A'B'C

⑶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한 성질
③ UÇ =∅, ∅Ç =U

(A'BÇ );A=A'B
른 것은?

⑵ 집합의 연산을 간단히 나타낼 때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표현

①6
④9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가 성립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

는 경우 일반적으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에 대하여 A;B={2, 3}일 때, 집합 A'B의 모든

⑵ A;B=∅일 때, 두 집합 A, B는 서로소라 한다.

α

+

⑴ 집합의 결합법칙은 연산의 순서와 관계가 없지만 괄호가 없

B={a, a¤ +2, 2}

AÇ

⑤ 18

② A'(B;C)=(A'B);(A'C)

B

U

④ 16

⑷ 드모르간의 법칙

A;B

B

02

③ 14

① A;(B'C)=(A;B)'(A;C)

② (A;B)Ç =AÇ 'BÇ
A'B

② 12

⑶ 분배법칙

에 대하여 집합 AÇ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⑷ 여집합：AÇ =U-A={x|x<U 그리고 x≤A}

① 10

② (A;B);C=A;(B;C)

A={x|x는 8의 약수},
B={x|x는 6과 서로소인 8 이하의 자연수}

⑶ 차집합：A-B={x|x<A 그리고 x≤B}

U
A

① (A'B)'C=A'(B'C)

전체집합 U={x|x는8 이하의자연수}의두부분집합

⑴ 합집합：A'B={x|x<A 또는 x<B}
⑵ 교집합：A;B={x|x<A 그리고 x<B}

집합 A, B에 대하여
일 때, 집합 AÇ ;BÇ 의 모든 원소의 합은?

② A;B=B;A

⑵ 결합법칙

1 집합의 연산

전체집합 U={x|x는 8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A={1, 4, 8}, B-A={2, 5}

⑴ 교환법칙
① A'B=B'A

개
념

06

개념 2 집합의 연산법칙

③ ㄱ, ㄷ

Ⅰ. 집합과 명제

02강 집합`(2)

| 대표 예제 |

13

| 유제 |

교과서 예제, 유제 수준의 문제를

쉬운 문제부터 개념의 이해를 완성하는

해결방법과 함께 제시하여 핵심 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기초 실력을

념을 쉽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

C

O

N

S

T

I

T

U

T

I

O

N

| 실전문제 넘어 서기 |
등급 향상을 목표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난이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실전 어서
기
문제넘
01

정답과 해설 10`쪽

형맛
능유
수
보
기
04

세 집합
A={x|-2…x…3},

전체집합 U={x|x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세 부분

B={x|-4…x…1},

② -1
⑤2

n(A;B)=15,

③0

10

① {2, 4, 8}

② {3, 5, 7}

③ {4, 6, 8}

④ {1, 3, 6, 8}

02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 수능 유형 맛보기 |

강

(AÇ -B)Ç =A;B가 성립할 때, <보기>에서 옳은

n(A'B)=40,

BÇ 'C={2, 4, 6, 8}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n(A)
=;3@;
n(B)
일 때, n(A)의 값을 구하시오.

일 때, 다음 중 집합 (AÇ ;BÇ )'(AÇ ;C)는?

의 값의 합은?
① -2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x|x는 10 이하의 소수},

C={x|x¤ …1}
에 대하여 집합 (A;B)'C에 속하는 모든 정수 x

④1

07

집합 A, B, C에 대하여

수능에 대비하여 자신감을 얻고

< 보기 >

ㄱ. A;B=B

ㄴ. A;BÇ =∅

ㄷ. AÇ 'B=U

⑤ {2, 4, 6, 8, 10}

①ㄱ

②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실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

③ ㄱ, ㄴ

습니다.
02

서로소인 두 집합

08

A={2, 3, 6}, B={a, b, 18}
에 대하여 집합 A'B={x|x는 18의 양의 약수}일
때, 두 상수 a, b의 합 a+b의 값은?
①2

②4

④8

⑤ 10

05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n(U)=40,
n(AÇ 'BÇ )=26,

전체집합 U={x|x는 5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일 때, n(A)_n(B)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A={2, 3, 4, 5}, B={a, b, 3}

③6

11

n(A'B)=28

집합

3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을
A«={x|x는 n의 배수, x…30}이라 하자.

에 대하여 AÇ 'BÇ ={1, 4, 5}일 때, 10a+b의 값

A§-A«=∅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a,

을 구하시오. (단, a<b, n(B)=3)

Aµ-A§=∅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를 b
라 할 때, 10a+b의 값을 구하시오.

03

전체집합 U={x|x는 6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x|x는 6 이하의 소수},

① {1, 3, 5}

② {1, 2, 4}

③ {3, 4, 6}

④ {1, 2, 4, 6}

⑤ {1, 3, 5, 6}

09

전체집합 U={x|x는 6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집합 U={x|x는 12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x|x는 12 이하의 3의 배수},

AÇ 'B={1, 3, 4, 6},

B={x|x는 6 이하의 짝수}
에 대하여 집합 (A-B)Ç 과 같은 것은?

| 서술형 |

서술형

빈출 유형

06

①6

②7

④9

⑤ 10

12

B={x|x는 12의 약수}

AÇ ;BÇ ={1, 4}
일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개념 4 (P.`15)

교육청 기출

어느 학급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지난 토요일과 일
요일에 축구 경기를 시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여 실제

그 결과 토요일에 시청한 학생은 25명, 일요일에 시

에 대하여 AÇ ;X=X, XÇ 'B=U를 만족시키

청한 학생은 17명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시

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청한 학생 수의 최댓값을 M, 최솟값을 m이라 할

③8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

때, M+m의 값을 구하시오.

습니다.
16

Ⅰ. 집합과 명제

02강 집합`(2)

I

집합과 명제

17

I 집합과 명제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한편, 집합 {1}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므로 {1},A이지만

32-1=31

01

강

01 ①

| 정답 및 풀이 |

집합`(1)
02 ④

03 ③

04 ③

08 ⑤

09 4

10 ②

13 ④

14 31

15 ①

16 56

05 ④
11 ③

06 ③
12 18

-2+(-1)+0+1+2+4=4

B={-3, -2, -1, 0, 1, 2, 3},

n=0, m=0이면

은 원소로 갖고 5, 10, 15, 30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2¤ _3‚ _5‚ =4

개수이므로

n=0, m=1이면

2° —¤ —› =2¤ =4

①

n=1, m=0이면

따라서 구하는 n(A)+n(B)+n(C)의 값은
n(A)+n(B)+n(C)=6+7+0=13

02 두 집합 A, B를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④

A={2, 3, 5, 7}, B={1, 2, 4, 5, 10, 20}

4<B, 5<B

C={4, 20, 24, 100}

2‹ =8

따라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은

특
강+

4+20+24+100=148

주어진 경우 조건의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짝수인 원소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하고 있는 집합’
의반
대 경우는‘`짝수인 원소를 한 개도 포함하지 않는 집합’
이므로‘홀

따라서 공집합인 것은 ③이다.

03 ⁄ k=0인 경우
⁄ A={x|-4x+5<0}에서 집합 A의 원소는 x>;4%;인 모든

수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공집합인 집합’
이다.

모든 실수이다.
④

148

56

PLUS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
와 같이‘적어도 하나’
와 같은 조건이

⑤ x¤ -x+1={x-;2!;}¤ +;4#;>0이므로 주어진 집합의 원소는

4, 5는 집합 B의 원소이므로

분집합의 개수는

64-8=56

이므로 주어진 집합은 무한집합이다.

2<A, 3<A

이므로 집합 C는

따라서 구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x<0일 때 x¤ <-x, 즉 -1<x<0

2, 3은 집합 A의 원소이므로

2« ±¤ _3« _5µ æ2› _3¤ _5µ >100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공집합인 부

③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æ0이다.
④ xæ0일 때 x¤ <x, 즉 0<x<1이고

1≤A

næ2이면

2ﬂ =64

② 2 이하의 소수는 2이므로 공집합이 아니다.
즉, x¤ <0인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집합이다.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2‹ _3⁄ _5‚ =24

16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06 ① 집합 {∅}은 ∅을 원소로 가지므로 공집합이 아니다.

같다.

2¤ _3‚ _5⁄ =20
2¤ _3‚ _5¤ =100

n(A)=6, n(B)=7, n(C)=0

①

(m, n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n=0, m=2이면

이므로

{5, 10, 15, y}이다.

02 집합 C의 원소는 2« ±¤ _3« _5µ

따라서 구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2, 3

C=∅

⑤ 5를 소인수로 갖는 자연수는 5의 배수이므로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15 집합 A={1, 2, 3, 5, 6, 10, 15, 30}의 원소 중 5의 배수는 5,

05 A={1, 2, 3, 4, 6, 12},

④ 4의 배수는 모두 짝수이므로 공집합이다.

따라서 집합이 아닌 것은 ①이다.

③

10, 15, 30이다.

②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으므로 공집합이다.

록 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값의 합은

01 ①‘`가까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X={-2, -1, 0, 1, 2, 4}

③ {4, 5, 6, y}

제시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

{1}이 집합 A의 원소는 아니므로 {1}≤A이다.

이므로 집합 X는

07 ③

자세한 풀이와 다른 풀이를

31

0+0=0, 0+2=2, 2+2=4

본문 6~`9쪽

⁄ 실수이므로 집합 A는 무한집합이다.
③

¤ k<0인 경우
⁄ kx¤ -4x+5-k<0인 실수 x는 무수히 많으므로 집합 A

| 특강``+ PLUS |

는 무한집합이다.

03

보충 설명이나 관련된 개념을

<보기>의 집합들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내면 다음

07

과 같다.

1<A, 1¤ <A이므로 1≤B

ㄱ. {2, 4, 6, 8}

2<A, 2¤ <A이므로 2≤B

ㄴ. {2, 4, 6, 8, 10, 12, 14, 16, 18}

3<A, 3¤ ≤A이므로 3<B

ㄷ. {2, 4, 6, 8}

4<A, 4¤ ≤A이므로 4<B

따라서 집합 A를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것은 ㄱ,

그러므로 B={3, 4}

ㄷ이다.

따라서 n(A)+n(B)=5+2=7이다.

③

실전넘
어서
기

0<A, 0¤ <A이므로 0≤B

문제

‹ k+0인 경우
⁄ 이차방정식 kx¤ -4x+5-k=0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본문 10~11쪽

02 148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48

10 17

11 ③

12 ①

09 32

D=0이면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1이므로 n(A)=1,
D<0이면 근의 개수는 0이므로 n(A)=0이다.

01 ③

⁄ 즉, D…0이면 집합 A는 유한집합이 된다.
⁄ ;;4;;=4-k(5-k)
D
⁄=k¤ -5k+4

③

⁄=(k-1)(k-4)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

01 집합 A의 원소는 ∅, 1, 2, {1, 2}이므로
04 집합 X의 원소는
-1+(-1)=-2, -1+0=-1, -1+2=1,

도록 하였습니다.

2

정답 및 풀이

1<A, {1, 2}<A

08 ㄱ. 6의 배수는 6 이상이므로 k<6이면 A=∅이다.
즉, n(A)=0이다. (참)

4

⁄ 즉, (k-1)(k-4)…0에서
⁄ 1…k…4

또한, 공집합 ∅과 집합 {2}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므로

따라서 집합 A가 유한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1,

∅,A, {2},A

2, 3, 4로 4이다.

정답 및 풀이

④

Ⅰ
01강 | 집합`(1)

6

02강 | 집합`(2)

12

03강 | 명제`(1)

18

04강 | 명제`(2)

24

Ⅱ
05강 | 함수의 뜻

32`

06강 | 합성함수와 역함수`(1)

38``

07강 | 합성함수와 역함수`(2)

44`

08강 | 유리식과 유리함수

50

09강 | 무리식과 무리함수

58

C

O

N

T

E

N

Ⅲ
10강 | 순열과 조합

책 속의 책

정답 및 풀이

66

T

S

개념 1 집합의 뜻과 표현

학습
체크

강

개념 2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개념 3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개념 4 부분집합의 개수

실전문제 넘어 서기

1 집합의 뜻과 표현
⑴ 집합：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

02

두 집합
A={x|x는 10보다 작은 소수},

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B={x|x는 20의 약수}

⑵ 원소：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⑶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① 1<A

② 2≤A

✔ ④ 4<B

⑤ 5≤B

a<A：a는 집합 A에 속한다.
b≤A：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⑷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 두 집합 A, B를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2, 3, 5, 7}, B={1, 2, 4, 5, 10, 20}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1≤A
2, 3은 집합 A의 원소이므로 2<A, 3<A
4, 5는 집합 B의 원소이므로 4<B, 5<B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다.

①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
소를 기호 {

} 안에 나열하여 나타내는 방법

②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
③ 벤 다이어그램：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개념

+

③ 3≤A

03

α

집합 A={2, 4, 6, 8}에 대하여 <보기>에서 집합 A
를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집합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 보기 >

에 따라 판단한다.‘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과 같이 그 대상

ㄱ. {x|x는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

이 없는 것도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ㄴ. {x|x=2n, n은 한 자리 자연수}

집합이다.

ㄷ. {x|x는 2로 나누어떨어지는 한 자리 자연수}

대표 예제

01

②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③ ㄱ, ㄷ

▶ <보기>의집합들을원소를나열하는방법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ㄱ. {2, 4, 6, 8}
ㄴ. {2, 4, 6, 8, 10, 12, 14, 16, 18}
ㄷ. {2, 4, 6, 8}
따라서 집합 A를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것은 ㄱ, ㄷ
이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 ①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②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③ 3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④ 4의 배수인 홀수의 모임

①ㄱ

04

집합 A={-1, 0, 2}에 대하여 집합
X={a+b|a<A, b<A}

⑤ 5를 소인수로 갖는 자연수의 모임

의 모든 원소의 값의 합은?
집합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Tip 수 있어야 한다.
▶ ①‘`가까운’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②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으므로 공집합이다.
③ {4, 5, 6, y}
④ 4의 배수는 모두 짝수이므로 공집합이다.
⑤ 5를 소인수로 갖는 자연수는 5의 배수이므로 {5, 10, 15, y}이다.
따라서 집합이 아닌 것은 ①이다.

6

Ⅰ. 집합과 명제

①0

②2

④6

⑤8

✔③ 4

▶ 집합 X의 원소는
-1+(-1)=-2, -1+0=-1, -1+2=1,
0+0=0, 0+2=2, 2+2=4
이므로 집합 X는 X={-2, -1, 0, 1, 2, 4}
따라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값의 합은
-2+(-1)+0+1+2+4=4

정답 및 풀이 2`쪽

2 집합의 원소의 개수

06

① 유한집합：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②

② 무한집합：원소가 무한개인 집합

✔③
④

③ 공집합`( ∅)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⑵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A)로 나타낸다.

즉, x¤ <0인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집합이다.
④ xæ0일 때 x¤ <x, 즉 0<x<1이고 x<0일 때 x¤ <-x, 즉
-1<x<0이므로 주어진 집합은 무한집합이다.

⑴ 공집합 ∅은 유한집합이다.

⑤ x¤ -x+1={x-;2!;}¤ +;4#;>0이므로 주어진 집합의 원소는

n(∅)=0
⑵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모든 실수이다.
따라서 공집합인 것은 ③이다.

집합 A={∅}은 ∅을 원소로 가지므로 n(A)=1이다.

07

두 집합
A={0, 1, 2, 3, 4},
B={x|x<A, x¤ ≤A}

대표 예제

05

▶ ① 집합 {∅}은 ∅을 원소로 가지므로
공집합이 아니다.
{x|x는 2 이하의 소수}
② 2 이하의 소수는 2이므로 공집합이
{x|x는 x¤ <0인 실수}
아니다.
{x|x는 x¤ <|x|인 실수} ③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æ0이다.

⑤ {x|x는 x¤ -x+1>0인 실수}

α

+

강

① {∅}

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개념

다음 중 공집합인 것은?

에 대하여 n(A)+n(B)의 값은?

세 집합
A={x|x는 12의 약수},

①5

②6

B={x|x는 x¤ …12인 정수},

④8

⑤9

C={x|x는 x¤ +x+12=0인 실수}

▶ 0<A, 0¤ <A이므로 0≤B
1<A, 1¤ <A이므로 1≤B
2<A, 2¤ <A이므로 2≤B
3<A, 3¤ ≤A이므로 3<B
4<A, 4¤ ≤A이므로 4<B
그러므로 B={3, 4}
따라서 n(A)+n(B)=5+2=7이다.

에 대하여 n(A)+n(B)+n(C)의 값은?
①7

②9

✔ ④ 13

⑤ 15

③ 11

세 집합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다음 원소의 개수

Tip 를 구한다.
▶ A={1, 2, 3, 4, 6, 12},
B={-3, -2, -1, 0, 1, 2, 3},
C=∅
이므로
n(A)=6, n(B)=7, n(C)=0
따라서 구하는 n(A)+n(B)+n(C)의 값은
n(A)+n(B)+n(C)=6+7+0=13

✔③7

08

두 집합
A={x|x는 x…k인 6의 배수},
B={x|x는 xæk인 6의 약수}
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k<6이면 n(A)=0이다.
ㄴ. k=6이면 n(B)=1이다.
ㄷ. k>6이면 n(A)>n(B)이다.

①ㄱ
④ ㄴ, ㄷ

②ㄷ

③ ㄱ, ㄴ

✔ ⑤ ㄱ, ㄴ, ㄷ

▶ ㄱ. 6의 배수는 6 이상이므로 k<6이면 A=∅이다.
즉, n(A)=0이다. (참)
ㄴ. k=6이면 xæ6인 6의 약수 x는 6뿐이므로 B={6}이다. 즉,
n(B)=1이다. (참)
ㄷ. k>6이면 6<A이므로 n(A)æ1이고 6보다 큰 6의 약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B=∅이다.
즉, n(B)=0이므로 n(A)>n(B)이다. (참)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참이다.
01강 집합`(1)

7

3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10

⑴ 부분집합：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에 대하여 A=B일 때, a-b의 값은? (단, a+b)

A,B와 같이 나타낸다. 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 A¯B로 나타낸다.

①5

⑵ 서로 같은 집합：A,B이고 B,A일 때 두 집합

④8

A, B는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 A=B로 나타낸다.
로 나타낸다.
⑶ 진부분집합：두 집합 A, B에 대하여 A,B이고
A+B일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 한다.
(즉,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은 B의 부분집합 중 B를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이다.)

α

11

⑴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성질

✔② 6
⑤9

③7

▶ 이차방정식 x¤ +ax-2a¤ =0, 즉 (x+2a)(x-a)=0의 해는
x=-2a 또는 x=a이므로 A={-2a, a}
이때 A=B이므로 a=2 또는 -2a=2, 즉 a=-1이어야 한다.
⁄ a=-1일 때
A={-1, 2}이므로 A=B이려면 b=-1이어야 한다.
이때 a=b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 a=2일 때
A={-4, 2}이므로 A=B이려면 b=-4이어야 한다.
이때 a+b이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 ¤에 의하여 a-b=2-(-4)=6

또,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기호 A+B

+

A={x|x¤ +ax-2a¤ =0},
B={2, b}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개념

두 집합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자연수 k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 하자.
(A•'A¡™),Aå를 만족시키는 a의 최솟값을 m,
A∫,(A¡™;A¡∞)를 만족시키는 b의 최댓값을 M

① ∅,A, A,A

이라 할 때, M+m의 값은?

② A,B이고 B,A이면 A=B
③ A,B이고 B,C이면 A,C
⑵ n의 배수의 집합을 A«, n의 약수의 집합을 B«이라 할 때
① A«,Aµ이면 n은 m의 배수이다.

대표 예제

두 집합
A={x|x는 6의 약수},
B={1, 3, 6, a-3, a¤ +a}
에 대하여 A,B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
의 합을 구하시오.

4

1, 3, 6은 두 집합 A, B에 모두 속하는 원소이므로 a-3,
Tip a¤ +a 중 하나의 값이 2이어야 한다.
▶ A={1, 2, 3, 6}이고 A,B이므로 2<B
a-3=2 또는 a¤ +a=2
⁄ a-3=2일 때 a=5
¤ a¤ +a=2일 때
a¤ +a-2=0, (a+2)(a-1)=0
∴ a=-2 또는 a=1
⁄, ¤에 의하여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5+(-2)+1=4

8

Ⅰ. 집합과 명제

② 26

④ 28

⑤ 29

✔ ③ 27

▶ (A•'A¡™),Aå이면 A•,Aå, A¡™,Aå이므로 a는 8과 12의
공배수이다.
따라서 a의 최솟값은 8과 12의 최소공배수이므로
m=24
A∫,(A¡™;A¡∞)이면 A∫,A¡™, A∫,A¡∞이므로 b는 12와 15의
공약수이다.
따라서 b의 최댓값은 12와 15의 최대공약수이므로
M=3
∴ M+m=3+24=27

② B«,Bµ이면 n은 m의 약수이다.

09

① 25

12

두 집합
A={1, 2, a},
B={x||x-1|…a¤ +1, x는 정수}
에 대하여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 되도
록 하는 |a|…10인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18

(단, a+1, a+2)

▶ |x-1|…a¤ +1, -a¤ -1…x-1…a¤ +1에서 -a¤ …x…2+a¤ 이므로
B={x|-a¤ …x…a¤ +2, x는 정수}
⁄ |a|=0, 즉 a=0일 때 B={x|0…x…2, x는 정수}={0, 1, 2}
A=B이므로 A가 B의 진부분집합이 아니다.
¤ |a|=1, 즉 a=-1 (∵ a+1)
A={-1, 1, 2}, B={x|-1…x…3}={-1, 0, 1, 2, 3}
이므로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 |a|æ2, 즉 a>2 또는 a…-2일 때,
A={1, 2, a}, B={x|-a¤ …x…a¤ +2, x는 정수}
이때 a>2 또는 a…-2에서 -a¤ <a<a¤ +2이므로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에 의하여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a|…10인 실수 a는 -10…a…-2, a=-1, 2<a…10
이므로 정수 a의 개수는 10+8=18이다.

정답 및 풀이 3`쪽

4 부분집합의 개수

14

⑴ 부분집합의 개수

두 집합

강

A={1, 2, 3},
B={x|x는 8 이하의 자연수}

n(A)=k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에 대하여 A,X, X,B, X+B를 만족시키는

2˚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⑵ 집합 A={a¡, a™, a£, y, a«}에 대하여

31

▶ 집합 B의 부분집합 중 1, 2, 3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2° —‹ =2ﬁ =32
그런데 집합 X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므로
X+B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32-1=31이다.

①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
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 —˚ (단, næk)
② 특정한 원소 l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 —¬ (단, næl)
개념

α

+

⑴ n(A)=k인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 -1
⑵ n(A)=n인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특정한 원소 k개를 반

15

드시 원소로 갖고, 특정한 원소 l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

⑶ 두 집합 A, B에 대하여 B,A이고 n(A)=k, n(B)=l
일 때, 집합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집합 A의 부

원소로 갖고 5의 배수는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의 개수는?

분집합의 개수는
2« —˚ —¬ (단, næk+l)

집합 A={x|x는 30의 약수}의 부분집합 중 2, 3은

✔① 4
④ 32

②8

③ 16

⑤ 64

▶ 집합 A={1, 2, 3, 5, 6, 10, 15, 30}의 원소 중 5의 배수는 5, 10,
15, 30이다.
따라서 구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2, 3은
원소로 갖고 5, 10, 15, 30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므로
2° —¤ —› =2¤ =4

분집합의 개수는
2˚ -2˚ —¬

대표 예제

13

집합
A={x|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 모든 원소가 소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①1

②3

✔ ④ 15

⑤ 31

③7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 모든 원소가 소수인 부

Tip 분집합은 B={x|x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 즉, 구하는 부
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B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
▶ 10보다 작은 자연수 중 소수는 2, 3, 5, 7이다.
따라서 구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2, 3, 5, 7}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으므로
2› -1=15

16

집합 A={1, 2, 3, 4, 5, 6}의 부분집합 중 짝수인 원
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
시오.

56

▶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ﬂ =64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공집합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 =8
따라서 구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64-8=56

01강 집합`(1)

9

01

집합 A={∅, 1, 2, {1, 2}}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

② 1<A

④ {2},A

⑤ {1, 2}<A

04

A={x|x¤ -2ax+4a=0},
B={x|x¤ =a}

✔ ③ {1}<A

에 대하여 n(A)_n(B)=2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의 값은?

▶ 집합 A의 원소는 ∅, 1, 2, {1, 2}이므로
1<A, {1, 2}<A
또한, 공집합 ∅과 집합 {2}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므로
∅,A, {2},A
한편, 집합 {1}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므로 {1},A이지만
{1}이 집합 A의 원소는 아니므로 {1}≤A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02

실수 전체의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①0

②1

④3

✔⑤ 4

▶ ⁄ n(A)=2, n(B)=1인 경우 만족시키는 실수 a는 없다.
¤ n(A)=1, n(B)=2인 경우 a=4
⁄, ¤에 의하여 n(A)_n(B)=2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
은 a=4

빈출 유형

두 집합

05

A={x|x=2« ±¤ _3« , n은 음이 아닌 정수},

실수 전체의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x|0…x…3},

B={ y|y=5µ , m은 음이 아닌 정수}

B={x|a-1<x…2a+5}

에 대하여 집합 C가

에 대하여 A,B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C={ab|a<A, b<B, ab…100}
일 때,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합은? (단, aæ-6)

148

① -2

▶ 집합 C의 원소는 2« ±¤ _3« _5µ (m, n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n=0, m=0이면 2¤ _3‚ _5‚ =4
n=0, m=1이면 2¤ _3‚ _5⁄ =20
n=0, m=2이면 2¤ _3‚ _5¤ =100
n=1, m=0이면 2‹ _3⁄ _5‚ =24
næ2이면 2« ±¤ _3« _5µ æ2› _3¤ _5µ >100
이므로 집합 C는
C={4, 20, 24, 100}
따라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은
4+20+24+100=148

03

집합 A={x|kx¤ -4x+5-k<0}이 유한집합이

④1

①1

②2

✔④ 4

⑤5

✔ ② -1
⑤2

③0

▶ A,B이기 위해서는 a-1<0, 3…2a+5이어야 하므로
a-1<0에서 a<1
yy ㉠
3…2a+5에서 aæ-1
yy ㉡
㉠, ㉡에서 -1…a<1
따라서 구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1+0=-1

06

두 집합
A={2a+3, a¤ +a, 3},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B={2b-1, 2, 5}
③3

▶ ⁄ k=0인 경우 A={x|-4x+5<0}에서 집합 A의 원소는 x>;4%;인 모
든 실수이므로 집합 A는 무한집합이다.
¤ k<0인 경우 kx¤ -4x+5-k<0인 실수 x는 무수히 많으므로 집합
A는 무한집합이다.
‹ k+0인 경우 이차방정식 kx¤ -4x+5-k=0의 판별식을 D라 할 때,
D=0이면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1이므로 n(A)=1, D<0이면
근의 개수는 0이므로 n(A)=0이다. 즉, D…0이면 집합 A는 유한집
합이 된다.
;;4;;=4-k(5-k)=k¤
D
-5k+4=(k-1)(k-4)

10

③2

즉, (k-1)(k-4)…0에서 1…k…4
따라서 집합 A가 유한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Ⅰ. 집합과 명제
의 개수는 1, 2, 3, 4로 4이다.

에 대하여 A,B, B,A가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
의 곱 ab의 값은?
①1
④4

✔② 2
⑤5

③3

▶ A,B, B,A이므로 A=B 3<B이어야 하므로
2b-1=3 ∴ b=2
⁄ 2a+3=2일 때 a=-;2!;이므로 a¤ +a=-;4!;
` ∴ A=[-;4!;, 2, 3], B={2, 3, 5}

` ∴ A+B

¤ 2a+3=5일 때 a=1이므로 a¤ +a=2
` ∴ A={2, 3, 5}, B={2, 3, 5} ` ∴ A=B
⁄, ¤에 의하여 a=1 ` ∴ ab=1_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