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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풀기 문제A>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개에 원인 사과 개의 가격은 원이다.

② 밑변의 길이가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는 이다.

③ 전체 쪽수가 인 책을 하루에 쪽씩 일 동안 읽었을 때,
남은 쪽수는 쪽이다.

④ 자동차를 타고 시속 로 시간 달리다가 시속 로 

시간 달렸을 때, 자동차로 달린 거리는 
 이다.

다.

⑤ 정가가 원인 신발을  할인받아 산 가격은 이다.

⑥ 어떤 수 를 배 한 것보다 만큼 작은 수는 이다.

⑦ 의 거리를 시속 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 ⇨ 

시간

⑧ 원짜리 연필 자루를 사고 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

돈 ⇨ 원

⑨ 첫째 날 본 과목의 평균이 점, 둘째 날 본 과목의 평균

이 점 일 때, 과목의 평균 ⇨


점

⑩ 개에 원인 볼펜을  할인하여 개를 사고 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돈 ⇨ 원

⑪ 한권에 원인 공책 권과 한 권에 원인 책 권을 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돈을 내어 함께 사려고 한다. ⇨


원

⑫ 정가가 원인 농구공을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

⇒ 




⑬ 백의 자리의 숫자가 , 십의 자리의 숫자가 , 일의 자리의 

숫자가 인 세 자리의 자연수 ⇒ 

⑭ 은우의 나이가 살일 때, 은우 보다 살 어린 동생의 나이

는 살

⑮ 자동차를 타고 시속 km로 시간 동안 달리다가 시속 

km로 시간 동안 달렸을 때, 자동차로 달린 거리는 



⑯ 한 권에 원인 공책 권과 한 자루에 원인 연필 자루를 

살 때, 내야 하는 금액은 원

⑰ 점 슛 개와 점 슛 개를 넣었을 때 얻은 점수 ⇒
 점

⑱ 십의 자리의 숫자가  , 일의 자리의 숫자가 인 두 자리 

자연수 ⇒ 

⑲ 한 개에 원 하는 사과를 개 사고 원을 냈을 때 

거스름 돈 ⇒ 원

⑳ 동생의 나이가 살일 때, 동생보다 살이 많은 언니의 나

이는 살이다.

<뇌풀기 문제B>

다음 중 곱셈 기호 ×, 나눗셈 기호 ÷를 생략하여 

옳게 나타낸 것은?

① × 

② ÷  



③ ÷  




④ ÷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  



⑭ ×÷ 



⑮ × ××  

⑯ ÷ × 



⑰ × 

⑱ ÷ 



⑲ ÷×  




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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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b1)  


,   ,   일 때, 




 의 

값은?(4점)

  

 

2. zb 2) 다음 식 중에서  

일 때, 식의 값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차는?(4점)

•  •  • 



•  • 


• 
















3. zb 3) 다항식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르면?(4점)

가.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다.

나. 상수항은 이다.

다. 항 

의 차수는 이다.

라. 의 계수는 

이다.

마. 


와 는 동류항이다.

바. 의 계수는 이다.

가, 바 가, 나, 바 가, 라, 바

나, 라, 바 가, 나, 라, 바

4. zb4)





을 계산했을 때, 의 계수

를 , 상수항을 라 하면, 의 값은?(4점)

  








5. zb5) 어떤 일차식 A에 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빼었더니 이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

을 B라고 할 때, AB를 간단히 하면?(4점)

  

 

6. zb6)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꼭짓점 A가 변 BC 위의 점와 

만나도록 접었다. 선분 EB의 길이가 , 선분 GF의 

길이가 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를 사용하여 

나타내면?(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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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zb 7) 이 홀수일 때,

을 간

단히 하면?(4점)

  

 

8. zb 8)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은?(4점)

    

    

  

9. zb 9) 등식 중 일차방정식인 것은?(4점)

   

     

 

10. zb10) 등식   이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일 때, 의 값은?(4점)

  

 

11. zb 11) 다음 중 옳은 것은?(4점)

  이면  이다.




 


이면  이다.




 


이면  이다.




 


이면   이다.

 이면   이다.

12. zb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정답 

2개)(4점)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는 에 대한 항등식이다.

  는 에 대한 일차방정식이다.

 이면 이다.

 이면   이다.

13. zb 13) 방정식   의 해를   라고 할 때, 

의 값을 구하면?(4점)

  

 

14. zb 14) 일차방정식 




 의 해는 일차방정식 

  의 해의 몇 배인가?(4점)

배 배 배

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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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zb15) 


  의 해가 음의 정수일 때, 이를 만

족하는 모든 자연수 값의 합은?(4점)

  

 

16. zb16) 비례식       을 만족시키는 의 

값이 일차방정식 





의 해가 될 때, 

의 값은?(4점)

  

 

17. zb17) 일차방정식   를 푸는데 상수항 을 

잘못 보고 풀어   를 얻었다. 상수항 을 어떤 

수로 잘못 보았는가?(4점)

  

 

18. zb18) 동생이 매분  m의 속력으로 집을 떠난 지 

분 후에 형이 자전거로 매분  m의 속력으로 동

생을 쫓아갈 때 형은 집을 떠난 지 몇 분 후에 동

생을 만나는가?(4점)

분 후 분 후 분 후

분 후 분 후

19. zb 19) 야영장에 준비된 텐트에 학생들을 배정하려고 한

다. 명씩 배정하면 명이 남고, 명씩 배정하면 

텐트가 개 남고 마지막 텐트에 명이 배정된다고 

한다. 텐트의 개수는?(4점)

  

 

20. zb 20)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동주는 일, 서진이는 

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하루 동안 동주가 혼

자서 하고, 그 다음 일 동안 서진이가 혼자서 하

였다. 나머지 일을 둘이 함께 하여 끝냈을 때, 동

주와 서진이가 함께 일한 기간은?(4점)

일 일 일

일 일

21. zb 21)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초가 걸렸다. 또 길이

가  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는 분 초

가 걸렸다. 이 열차의 길이는?(4점)

 m  m  m

 m  m

22. zb 22) 어느 빵집의 년 경력의 주인아저씨는 한 달 경

력의 수습생보다 분 동안 개의 단팥빵을 더 만

든다고 한다. 주인아저씨가 분, 수습생이 시간 

분을 작업했는데 수습생은 주인아저씨의 반밖에 

만들지 못했다. 이때, 주인아저씨와 수습생이 만든 

단팥빵 개수의 차는?(4점)

개 개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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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zb23) 어떤 물건을 원가 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

했는데 너무 잘 팔리자 정가에서 인상된 가격으

로 팔았더니 한 개당 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면?(4점)

원 원 원

원 원

24. zb24) 작년에 어느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는 총  

명이었다. 올해에 가입한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감소하고 여학생은  증가하여 총 

명이 감소했다. 올해에 가입한 남학생 수는?(4점)

명 명 명

명 명

25. zb25) 여러 종류의 꽃을 섞어서 꽃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꽃바구니에 담을 전체 꽃송이 수의 

은 장

미, 

은 카네이션, 


은 백합으로 골라 담았고, 

송이의 튤립을 더 담아서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꽃

바구니에 담은 전체 꽃송이의 수를 구하면?(4점)

  

 

<고난이도 문제>
26. zb 26)  길벗중학교 명의 학생 중 수학경시대회 예선 

차를 통과한 학생이 이고, 떨어진 학생 중에서 

패자부활전에서 가 통과되었을 때, 예선 차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 수는?(10점)

 

 



27. zb 27) A B C D 네 사람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점이

고, A의 점수는 네 사람의 평균보다 점 높다. 

이 때, B C D 세 사람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문

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10점)

점 점 점

점 점

28. zb 28) 와  사이의 관계가 


 


일 때, 식 







의 값을 구하시오. (단,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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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zb29) 시와 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반대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면?(10점)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30. zb30) 의권이가 아침 시 분에 집을 나서 분속 m로 

학교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우가 의권

이가 놓고 간 준비물을 발견하고 시 분에 분속 

m의 속력으로 같은 길로 달려가 의권이를 만나서 

준비물을 전해주었다. 지우가 집에서 출발 후 의권

이를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와 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단,  )(10점)




분 


분 


분




분 


분

31. zb31) 다음 조건에 맞는 수는?(10점)

(가) 보다는 크고 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이다.

(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표기되는 소수이다.

(다)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의 숫자는 이다.

(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의 숫자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의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의 배보다 만큼 작다.

  

 

32. zb32) A는 어떤 상품을 표시 가격보다 만원 싸게 구

입해 주고 구입 가격의 를 수수료로 받았고, B

는 같은 상품을 만원 싸게 구입해 주고 구입 가

격의 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때, 두 사람이 받

은 수수료가 같았다면 A가 받은 수수료는?(10점)

원 원 원

원 원

33. zb 33) 아버지 회사에서 보너스로 만원을 받았다.

가족들이 외식비로 만원 이하를 쓴 후, 남은 돈

을 천 원짜리로 바꿔서 나눠 가지기로 했다. 남은 

돈에서 아버지는 분의 을, 어머니는 분의 을, 

큰 아들은 분의 을, 작은 아들은 분의 을 가지

기로 하고, 가족들이 나눠 가지고 남은 돈은 도서

구입을 하기로 하였다. 외식비와 도서구입비의 차

를 구하면? (단, 모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계산이 

딱 떨어진다.)(10점)

원 원 원

원 원

34. zb 34) 한 개에 원 하는 물건을 개 구입하여 

의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 이 중에서 는 

정가대로 팔고, 나머지 는 할인해서 팔았더니 

전체의 이익금은 원이 되었다. 정가의 몇 를 

할인해서 팔았는가?(10점)

  

 

35. zb 35) A기차는 길이가  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 초, B기차는 길이가  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분이 걸린다. 속력은 다르고 길이가 

똑같은 두 기차 A, B가  m 떨어진 지점에서 

마주 보고 동시에 달려오기 시작하여 기차의 앞부

분이 스치는 순간까지 분이 걸렸을 때, A기차의 

속력은?(10점)

 kmh  kmh  kmh

 kmh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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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zb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정답 2개)(4점)
	13. zb방정식 의 해를 라고 할 때, 의 값을 구하면?(4점)
	14. zb일차방정식 의 해는 일차방정식 의 해의 몇 배인가?(4점)
	15. zb의 해가 음의 정수일 때, 이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값의 합은?(4점)
	16. zb비례식 을 만족시키는 의 값이 일차방정식 의 해가 될 때, 의 값은?(4점)
	17. zb일차방정식 를 푸는데 상수항 을 잘못 보고 풀어 를 얻었다. 상수항 을 어떤 수로 잘못 보았는가?(4점)
	18. zb동생이 매분 의 속력으로 집을 떠난 지 분 후에 형이 자전거로 매분 의 속력으로 동생을 쫓아갈 때 형은 집을 떠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가?(4점)
	19. zb야영장에 준비된 텐트에 학생들을 배정하려고 한다. 명씩 배정하면 명이 남고, 명씩 배정하면 텐트가 개 남고 마지막 텐트에 명이 배정된다고 한다. 텐트의 개수는?(4점)
	20. zb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동주는 일, 서진이는 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하루 동안 동주가 혼자서 하고, 그 다음 일 동안 서진이가 혼자서 하였다. 나머지 일을 둘이 함께 하여 끝냈을 때, 동주와 서진이가 함께 일한 기간은?(4점)
	21. zb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초가 걸렸다. 또 길이가 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는 분 초가 걸렸다. 이 열차의 길이는?(4점)
	22. zb어느 빵집의 년 경력의 주인아저씨는 한 달 경력의 수습생보다 분 동안 개의 단팥빵을 더 만든다고 한다. 주인아저씨가 분, 수습생이 시간 분을 작업했는데 수습생은 주인아저씨의 반밖에 만들지 못했다. 이때, 주인아저씨와 수습생이 만든 단팥빵 개수의 차는?(4점)
	23. zb어떤 물건을 원가 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는데 너무 잘 팔리자 정가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팔았더니 한 개당 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면?(4점)
	24. zb작년에 어느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는 총  명이었다. 올해에 가입한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감소하고 여학생은  증가하여 총 명이 감소했다. 올해에 가입한 남학생 수는?(4점)
	25. zb여러 종류의 꽃을 섞어서 꽃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꽃바구니에 담을 전체 꽃송이 수의 은 장미, 은 카네이션, 은 백합으로 골라 담았고, 송이의 튤립을 더 담아서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꽃바구니에 담은 전체 꽃송이의 수를 구하면?(4점)
	26. zb 길벗중학교 명의 학생 중 수학경시대회 예선 차를 통과한 학생이 이고, 떨어진 학생 중에서 패자부활전에서 가 통과되었을 때, 예선 차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 수는?(10점)
	27. zb 네 사람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점이고, 의 점수는 네 사람의 평균보다 점 높다. 이 때,  세 사람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10점)
	28. zb와  사이의 관계가 일 때, 식 의 값을 구하시오. (단, )(10점)
	29. zb시와 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반대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면?(10점)
	30. zb의권이가 아침 시 분에 집을 나서 분속 로 학교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우가 의권이가 놓고 간 준비물을 발견하고 시 분에 분속 의 속력으로 같은 길로 달려가 의권이를 만나서 준비물을 전해주었다. 지우가 집에서 출발 후 의권이를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와 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단, )(10점)
	31. zb다음 조건에 맞는 수는?(10점)
	32. zb는 어떤 상품을 표시 가격보다 만원 싸게 구입해 주고 구입 가격의 를 수수료로 받았고, 는 같은 상품을 만원 싸게 구입해 주고 구입 가격의 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때, 두 사람이 받은 수수료가 같았다면 가 받은 수수료는?(10점)
	33. zb아버지 회사에서 보너스로 만원을 받았다.가족들이 외식비로 만원 이하를 쓴 후, 남은 돈을 천 원짜리로 바꿔서 나눠 가지기로 했다. 남은 돈에서 아버지는 분의 을, 어머니는 분의 을, 큰 아들은 분의 을, 작은 아들은 분의 을 가지기로 하고, 가족들이 나눠 가지고 남은 돈은 도서구입을 하기로 하였다. 외식비와 도서구입비의 차를 구하면? (단, 모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계산이 딱 떨어진다.)(10점)
	34. zb한 개에 원 하는 물건을 개 구입하여 의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 이 중에서 는 정가대로 팔고, 나머지 는 할인해서 팔았더니 전체의 이익금은 원이 되었다. 정가의 몇 를 할인해서 팔았는가?(10점)
	35. zb기차는 길이가 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 초, 기차는 길이가 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분이 걸린다. 속력은 다르고 길이가 똑같은 두 기차 , 가  떨어진 지점에서 마주 보고 동시에 달려오기 시작하여 기차의 앞부분이 스치는 순간까지 분이 걸렸을 때, 기차의 속력은?(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