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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항식과 그 연산

수학의 기초 단원(집합, 명제, 수 체계)에서는 수학의 학문적인 밑받침이 
되는 내용들을 배웠다. “다항식과 그 연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수학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실용적인 밑받침되는 식의 계산기법들을 배우게 된다. 

곱셈공식과 조립제법, 인수분해 등이 모두 그런 기법들이다. 

다항식의 문제는 왜 생기는가? 

실수체계 단원에서 학생들은 연산의 성질과 사칙연산들의 성격, 그리고 
법칙들을 배웠다.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그러한 연산의 특성들이 사칙연산에
서, 그리고 다항식의 연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해해야 하며 그 이해
를 바탕으로 다항식의 연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왜 다항식의 연산을 문제삼는 것일까? 

다항식이란 단항식들의 대수합으로 나타난 식을 말한다. “단항식들

의 대수합”이라고 말하면 뭔가 대단히 어렵고 의미심장한 말 같지만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항식들이 그냥 덧셈과 뺄셈으로 연

결된 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식 또는 수 A,B,C 등을 덧셈, 뺄셈

의 기호로 연결하여 되는 식을 수학용어로 ‘대수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a나 ab,  13 a 2bc
등은 단항식이다. 문자들이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은 다항식이 아니라 단항식이

다. 다항식이란 이러한 단항식들의 대수합이므로, 

a+b, 13 ab 2, bc -2ac, a 2-2ab+ b 2 

등이 된다. 

<강조되어야 할 것>
여기서 한가지 강조해야만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단항식이건 다항식이건 간에 식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자

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a나 b, c 등이 모두 ‘어떤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혹은 
‘3이라도 좋고 4라도 좋은 어떤 숫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a²-b² = (a+b)(a-b) 와 같은 경우에 a의 자리와 b의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 즉 
3²-4² = (3+4)(3-4)가 되고 7²-5² = (7+5)(7-5)가 되며 124²-38² = (124+38)(124-38)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단항식이건 다항식이건 모두 숫자들의 연결이고 결국에는 숫자들이다. 학생들은 공부를 함에 따라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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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자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숫자라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항식의 연산을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이제 처음의 문제, 즉 왜 다항식의 연산을 문제삼는지를 이해해 보자. 

<다항식을 사용할 때의 편리한 점>
어떤 땅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그 땅이 직사각형이고 가로가 5, 세로가 4이라면 그 넓이는 20가 된다. 한편 

그 땅의 반을 동생에게 주고 친구에게서 그 땅의 두배 면적의 땅을 새로 샀다면 이제 가진 땅의 넓이는 50이 
될 것이다. 그런데 경수와 준수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수는 처음에 가진 땅의 가로와 세로가 각
각 3, 7이었고 준수가 가진 땅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8, 6이었다. 이런 경우에 영수와 준수가 갖게 된 땅의 
넓이를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다항식의 연산을 안다면 이런 꼭같은 계산은 한번으로 끝낼 수 있다. 즉 가로를 a라 하고 세로를 b
라 하면 땅의 면적은 ab, 땅의 반은 ½ab, 새로 얻은 땅은 2ab이므로 총 계산결과는 항상 

ab- 12 ab+2ab = 2 12 ab
가 되는 것이다. a와 b의 값이 얼마이건 간에. 

이것은 그래도 계산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항식을 몰라도 그럭저럭 할 수 있다지만, 만약에 다음과 같은 일이 
나와 경수, 준수에게 모두 같이 생긴다면 어떨까? 

즉 땅의 가로 길이의 반을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의 사각기둥을 땅의 한가운데 세우는데 그 높이는 세로 길이만
큼 만들고 그 꼭대기에는 높이가 세로길이의 ¼이 되는 사각뿔 모양을 붙이는데, 그 속에는 다시 사각기둥 높이의 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공모양의 공간을 만든다면. 

이런 경우에 다항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항식을 이용한 한번의 계산으로 식을 세우고 식에 들어있는 a와 b 
문자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바꿈으로써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항식을 모른다면 불필요한 계
산을 복잡한 숫자들로 매번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다항식을 배우고 그 연산을 문제삼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런 원리에서 구의 체적, 원의 면적,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등에 대한 모든 공식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공식들은 모두 숫자들을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문자들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 

따라서 학생들은 이제 다항식을 문제삼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지름과 높이가 서로 다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와 같이, 서로 다른 숫자들(반지름과 높이 

등) 이 같은 관계(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속에서 계속 변할 때 전체적인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또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항식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다음과 같다. 

다항식은 어떤 계산에서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는 수들의 관계(더하기, 곱하기 등의 계산) 속에 있는, 

달라지지 않는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다항식의 성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을 수식화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내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세 점이 만드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길이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만약 다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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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 세 점이 여기에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더 움직여 여기에 있을 경우, 다시 또 움
직였을 경우… 이렇게 반복 계산을 무한히 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최소값을 못찾을지도 모른다. 다
항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응용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 다항식의 원리, 즉 끊임없이 달라지는 수들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관계
를 보여준다는 원리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다항식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그러므로 다항식의 연산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항식들을 구성하는 모든 문자들을 숫자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 때 항상 옳은 답이 나오는 계산이라면 그 계산은 옳은 다항식

의 연산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 항상 틀린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가끔

씩 틀린 답이 나오는 계산이라면 그 계산은 옳은 다항식의 연산이 될 수 없다. 

수학은 항상 옳은 계산방법만을 인정하고 아주 가끔씩이라도 틀릴 수 있는 계산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주 정교한 기계나 인공위성을 생각해 보자. 그 기계가 고장나고 위성의 궤도가 빗나가는 까닭은 모든 계산이 틀렸

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계산이 아주 가끔씩 틀리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수학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항상 옳은 대답을 요구한다.

다항식 속의 문자는 숫자를 의미한다는 것 이외에도 다항식의 연산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한가지 

원리는 “같음과 다름의 원리”이다. 

그것은 같은 문자로 표시되는 자리에는 항상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싱겁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여

기서 설명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b- 12 ab+2ab = 2 12 ab

과 같은 식이 있을 때, a에 일단 3이 한번 들어가면 모든 a의 자리에는 3이 들어가야만 한다. 한편 b의 자
리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4가 들어가면 모두 4가 들어가야만 하지만 모든 b의 자리에 3이 들어갈 수도 있다. 
즉 모든 a의 자리에는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하지만 서로 다른 a와 b 문자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
갈 필요는 없다. 그것은 가로와 세로는 다르지만 우연히 길이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b-a)에
서 앞의 a에는 3을 넣고, 뒤의 a에는 4를 넣으면 안된다. 즉 한 식에 나타나는 a라는 문자에는3이면 3, 4이면 
4로 같은 숫자가 계속 들어가야 한다.

한편 이러한 사항은 다항식으로 공식을 만들 때에도 주의해야만 한다. 
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ab로 나타나지만 가로와 세로가 각각 3인,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같은 사각형이 있다

고 해서 a²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a²이라는 공식은 항상 가로와 세로가 같은 사각형을 나타
내는 공식, 즉 정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숫자들의 계산을 보고 다항식을 만들 때 항상 같은 문자가 들어가야만 하는 자리에는 하나의 문자를 
반복 적용해서 집어 넣는다.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가로와 세로가 항상 같은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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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a²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계산에서는 같은 숫자가 나타나더라도 원리를 따져볼 때 다른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에

는 다른 문자를 넣어야만 한다. 

변수․차수․상수․계수

숫자를 문자로 표시하고 그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수와 달라질 수 없는 수임을 구분해서 생각하기 때

문에 변수와 차수, 상수, 그리고 계수를 구분하게 된다. 

변수와 차수, 상수, 그리고 계수란 각각 무엇인가? 먼저 교과서의 설명을 보자. 

단항식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에 주목하여 볼 때 주목된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차수”

라 하고, 나머지 문자와 수를 “상수”라고 하며, 이들의 곱을 주목된 문자의 “계수”라고 한다. 

<1>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왜 차수와 상수, 그리고 계수를 왜 구분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2> 학생들은 위의 설명에서 차수, 상수, 계수에 대해서는 말하였지만 ‘변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수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문자에 주목하여 
볼 때”에서 그 주목하는 문자가 곧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무 문자나 주목하기만 하면, 즉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변수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앞에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숫자들의 관계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다항식을 문제삼는다고 

설명하였다. 왜 숫자를 문자로 나타내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질 수 있는 수는 변하는 수, 즉 ‘변수’이다. 

1. 변수

위의 설명에서 특정한 문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왜 다항식 속의 특정한 문자에 주목하는가? 

다른 문자들(즉 다른 빈 칸)에 들어가는 숫자들보다 그 문자(그 빈 칸)에 들어가는 숫자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왜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더 관심이 있는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

만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잘 변화하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자가 ‘변하는 수’ 

즉 변수가 된다. 

주로 변수는 x, y, z 등의 문자로 나타낸다. 이것은 정의(약속)이 아니라 관례(습관)이다. 
2. 차수

그 주목하는 문자, 즉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가 단항식에서 곱해져있다는 것은 곧 거듭제곱으로 나타

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경우에, 변수가 제곱으로 되어있는지, 세제곱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서 그 문자에 들어가는 숫자의 값이 달라질 때 전체 식이 나타내는 값(즉 수치)가 달라지는 전반적인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이것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 3차 함수를 공부해 본 학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변수의 계수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차수는 곧 변수가 곱해져있는 갯수를 말한다. 

차수는 당연히, 정수가 된다. 차수가 음수일 때는 유리식이 될 것이다.(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3.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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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가장 많이 변하는 수라고 했다. 그런데 그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수가 있다. 

그 수를 상수라고 한다.(“상수(常數)”란 ‘항상적인 수’ 즉 변하지 않는 수라는 뜻이다.) 그런데 숫

자를 문자로 나타내는 까닭은 거기에 다른 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쉽게 말

해서 변수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 그래서 그 변화에 관심을 두는 수를 말하며 상수란 특별한 경우에

만 변하거나 아예 변할 수 없고 일정하게 정해진 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상수는 관례적으로 a, b, c 등으로, 혹은 숫자로 나타낸다. 
4. 계수

계수는 상수보다 더 간단하다. 완전히 정해져 있는 숫자를 계수라고 한다. 따라서 상수를 나타내는 

모든 문자와 숫자가 계수이다. 즉 변수를 제외한 모든 수(문자 포함)가 계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변수와 차수, 상수, 계수를 이해해 보자.>
한 예로 S = a×b×c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은 세 수가 곱해진 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이 삼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식이라도 되고(이 때 a는 12 이 되어야 하고 b는 밑변, c는 
높이가 되어야 한다.) 직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식이라도 되며(이 때 a는 1이 되어야 하고 b는 밑변, c는 
높이가 되어야 한다.) 정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는 식이라도 된다(이 때 a는 1이 되어야 하고 b와 c는 같은 
문자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 때 이 식이 삼각형의 면적을 나타내게 될 때 b와 c는 변수가 되고 a는 상수가 된다. 즉 a가 당분간 
12 로 고정되는 것이다. 한편 이 식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게 될 때는 a가 1로 고정된다.
즉 a가 변함에 따라서 전체 식 S는 삼각형의 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직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때 a가 상수가 되는데, 이러한 상수는 식 전체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면서 특이하게 변한다. 한편 이에 반
해서 변수 b와 c는 수시로 변한다. 그렇게 b와 c가 수시로 변함에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이나 직사각형의 면
적이 수시로 변한다. 

하지만 또한 그것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가리면서 변하지 않는 모숩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식이 정사각형을 나타내게 되면 a = 1이고 b= c가 되어 전체 식은 곧 b2으로 나타내게 된다. 
만약 이 식의 a를 a로 두지 않고 1로 고정시키거나 12 로 고정시켜 버리면 이 식은 삼각형의 면적이나 직

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둘 중의 하나만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바뀌고 만다. 이렇게 계수들은 식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S = abc라는 식의 차수를 살펴보자. 
a와 b, c 모두가 제각각 변한다면 그에 따라서 전체 값 S는 굉장히 복잡하게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식

이 삼각형의 면적을 나타내고 그 밑변의 길이 b만 변화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면적의 변화는 아주 단순해질 것
이다. 변수가 3개일 때 3차식이고 변수가 1개일 때 1차식이다. b와 c 두 값만이 변하는데 두 값이 항상 같이 
변한다면 이 식은 S=ab 2( a는 상수)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2차식이다. 같은 변수이든 서로 다른 변수이
든, 곱해져있는 변수의 갯수에 따라서 변화의 양상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항식은 모든 공식의 ‘추상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공식은 단항식 또는 다항식으

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항식은 숫자들의 모든 관계의 추상화이다.>
왜 다항식이 모든 공식의 추상화라고 강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수학의 특징이자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항연산’이 사칙연산과 같은 종류의 계산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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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만을 뽑아낸 것, 즉 추상화임을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학의 힘, 추상화의 장점>
수학의 힘은 추상화에서 나온다. 추상화란 어떤 것의 공통점만을 가려 뽑아서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장미꽃

과 호박꽃, 그리고 백합, 진달래 등 모두에 공통된 요소들만을 빠짐없이 가려 뽑아서 ‘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
다. 왜 이러한 추상화를 하는가? 만일 처음 보는 식물을 보게 된다면 이 식물이 꽃인지 나무인지, 혹은 그냥 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꽃의 공통점을 가려 뽑은 추상화된 생각과 기준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 없게 될 것이
다. 

수학의 장점이 추상화에 있다면 그 장점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수학의 계산방법은 그것이 추상화된 만큼 많
은 것에 적용하고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수에 대하여>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산수책에서  “2+□ = 5” 혹은, “○-3 = 4”라고 썼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실은 바로 이 

때의 □과 ○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수이다.  □나 ○를 쓰지 않고 x나 y를 사용하는 까닭은 □나 ○를 사용하면 
계속 다른 도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x나 y와 같이 문자를 사용하면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서로 다른 변수들을 쉽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변수와 차수, 상수,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변수이다. 왜냐하면 다항식은 

변화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다항식은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문제1> 단항식 4abxyz 2에 대하여 다음을 말하여라. 

① 이 식의 차수와 계수를 말하라. 

② 문자 xy에 대한 차수와 계수

③ 문자 z에 대한 차수와 계수

몇 번만 풀어본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 않겠지만 왜 이런 것을 묻는지를 많은 학생들이 금방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식의 차수와 계수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변수이다. 무엇이 변수인가? 

① 이 식에서 모든 문자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즉 a, b, x, y, z가 모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학생들은 ‘특별히 주목하는 문자’가 변수가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만약에 특별히 주목하는 문자가 없다
면 모든 문자가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문자에 들어가는 숫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자가 변수라면 그 차수는 어떻게 되는가? a와 b, x, y는 1차인데 z는 2차이다. 그러면 이 

식은 1차식인가 2차식인가? 사실은 이것은 6차식이다. 왜냐하면 변수가 모두 6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4abxyz 2을 4abxyzz으로 고쳐 써 보자.(즉 z가 두개 곱해진 것이다.) 여기서 왜 
z는 2차가 되는가? z2이 2차가 되는 것이 z라는 변수가 2개 곱해져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같은 변수가 두

개 곱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ab와 같이 다른 두개의 변수가 곱해져있을 때도 2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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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를 따지는 것은 변수의 갯수에 따라서 전체 식의 값의 변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 같은 변수가 여러
개 곱해져 있든 서로 다른 변수가 여러개 곱해져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계수는 4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변수를 제외한 모든 수가 계수이다. 

② ①번을 이해하면 이 식의 xy에 대한 차수를 생각하는 것은 쉽다. 즉 x와 y만을 변수로 생각한다

는 것이다. xy는 변수가 두 개 곱해진 것이므로 2차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숫자들의 곱이 모두 계수

이다. 즉 4abz 2가 계수. 

③ z에 대한 차수와 계수를 생각한다면 z만을 변수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변수인 z가 두 개 곱해져 

있으므로 2차가 되고 그 나머지 수들의 곱인 3abxy이 계수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