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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수학 점자 규정 해설

발간사
2017년은 점자법이 시행되고 한국 점자 규정이 개정되는 등 점자의 보급과 발전에
서 여러모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 ‘훈맹정
음’을 만든 이후 1997년에 한국 점자 규정이 최초로 고시되었고 2006년 한 번의 개
정을 거친 이후 10여 년 만에 또 한 번의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 점자 규정 개정은 한글, 수학 등 각 분야 전문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내용을 마련하고 2016년 5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와 11월 국어심의회에서 의결되
어 2017년 3월 28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점자 표기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시를 보완하는 한편 2014년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개정에 따른 내용도 반영하였
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개정된 점자 규정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을
계획하여 올해 한글과 수학 점자 규정 해설서부터 우선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싶어도 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점자 학습에 어려움이 많고 규정이 개정
되어 기존의 표기와 달라진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해설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설서가 토대가 되어
앞으로 다양한 점자 관련 학습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글, 수학 점자 규정 해설서가 점자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해설서를 펴내기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신 한글, 수학 분과 위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3월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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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7년 3월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이 고시되었다. 2006년 1차 개정 이후 10여 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 보완으로 새로운 규정이 탄생하였다. 수학 점자 규정은 그간 몇
차례의 변화를 겪어 왔다. 1967년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점역을 계기로 전국 맹학
교 대표들이 모여 한문제 교사(서울맹학교)가 이전부터 수정·보완해 온 수학 점자 기
호를 채택하면서 수학 점자가 공식화되었다. 1979년에는 문교부 주최 전국 맹학교 고
등부 대표자 회의에서 대학상비고사 문제 점역을 대비하기 위해 부족한 수학 점자 기
호 30개를 만들어 통일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983년 단국대학교 김승국 교수가
문교부의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한국 점자 통일안』을 완성하였다. 1997년 문화
체육부는 한국표준점자 제정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 점자를 정비하고 그해 12월
17일 정부 고시를 통해 『한국 점자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대학 수준의
수학 기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수학 점자를 정비하였다. 2006년 문화관
광부는 기존의 점자 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고시하였
다.
이러한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묵자와 수학 점자의 통일성 있는 체계를 지향
하기에는 표기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여 좀 더 편리하게 점자를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5년 8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가 발족했고 이 위원회의
수학·과학·컴퓨터 분과의 연구 활동을 통해 ‘개정 한국 점자 규정(안)’을 마련하여
2016년 2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점
자규범정비위원회의 결의와 국어심의회의의 승인을 받아 2017년 3월 28일 마침내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이 고시되었다.
2017 개정 수학 점자 규정은 수식에서 묵자와 점자 기호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
를 이루도록 하여 수식 표현의 통일성을 추구하였고,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표준
이 될 수 있도록 개정·정비하였다. 2017년 수학 점자 규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혼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
히 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한글 문장
중에 쓰인 로마자 단위나 로마자로 구성된 항을 표기할 때 로마자 표와 로마자 종료
표 및 쉼표의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동을 줄였다.
둘째, 곱, 단항, 다항식 등을 표기할 때 묵자 표기와의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묶
음 괄호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묶음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의 일관성을 높이고 수학
점역 응용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또한
곱, 단항, 다항식 등의 묶음 처리에서 기존에는 소괄호를 사용하였는데 새롭게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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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를 도입함으로써 괄호의 승격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셋째, 수식 표기에서 묵자와 점자 기호 사이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추구하여 표기
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지수에서 약자로 사용했던 제곱
과 세제곱 기호를 폐지하고 지수 기호를 모두 묵자 표기 체계와 동일하게 위 첨자 표
기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넷째,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기하던 서픽스 기호를 통폐합하고 아
래 첨자 구조로 통일하여 수식의 구조와 형태를 체계화하였다.
이 해설서는 수학 점자 규정의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설 그리고 관련 예시로 구성되
어 있다. 해설에는 수학 일반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개념과 수학 점자의 제자 원리,
관련 수식의 구조 및 체계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사용자가 수학 점자 기호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대비하여 수학 점자 규정의 개정 내용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장의 끝에 실린 연습 문제와 해설서 부록에 실린 종
합 문제를 통해 점역의 실제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해설서를 통해 많은 수학 점자 사용자가 개정 수학 점자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묵자 표기 체계와 다른 일반 연산, 로그 및 삼각 함수의
표기에 대한 개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18년 3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 수학‧과학‧컴퓨터 분과
김한규, 배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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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해설서는 수학 점자 규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규정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담았다. 또한 각 장의 끝에 실린 연습 문제와 해설서 부록에 실
린 종합 문제를 통해 점역의 실제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해설서는 수학 점자 규정의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설 , 관련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3. 수학 점자는 묵자 기호의 형태를 본떠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원리는 동일하다. 현행 수학 점자도 대부분 형태 중심 표기의 원리에 따라 기호를 제정하
였으나 일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의미 중심 표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점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두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형태 중심 표기’, ‘의미 중심 표기’
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 중심 표기(Shape Oriented)는 기호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모양을 본 따 점
형에 적용한 것으로 수학 점자 대부분 이에 속한다. 하지만 나라마다 언어, 문화 등 차이
가 있어 같은 기호라도 그 점형은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둘째, 의미 중심 표기(Mean Oriented)는 형태 중심 표기를 따르기 곤란할 때 한 가지
형태의 기호를 의미에 따라 여러 점형으로 제자하는 것이다. 수학 점자 외 다른 점자와의
구분이 필요하거나 묵자에서 같은 기호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원리를 적용한다.
4. 수학 용어의 띄어쓰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다. 현재 수학교과서나 대한수학회에
서 규정한 수학 용어는 한글 맞춤법의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항
에 사용된 용어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해설에서도 띄어 쓰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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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학 일반
제1항
제1항 숫자는 수표 #을 앞세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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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

#G

#H

#I







#AJ #AB #EJ

[붙임] 수의 세 자리마다 표기되어 있는 쉼표는 1으로 적는다.
해설

○ 수를 표현할 때에는 항상 수표 #을 숫자 앞에 적는다.
○ 수표를 제외한 숫자의 점형은 로마자 a(A)~j(J) 점형과 동일하다.
○ 두 자리 이상의 수를 표현할 때에는 수표 다음에 숫자를 연속하여 적는다.



#CGF



#EDJI

○ 점자에서 수표의 유효 범위는 수가 아닌 문자, 빈칸, 쉼표가 아닌 구두점 즉 말줄
임표, 프라임, 쌍점 등이 접할 때까지이다.

 

#BD #CB

  

#F-#BC

○ 수 사이에 쉼표를 제외한 구두점 또는 기호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문자 다음에 수표
를 다시 적어야 한다. 이는 숫자가 로마자 a~j와 점형이 동일하고 수식에서는 한글
문장과 달리 수, 연결 문자 또는 기호 다음에 반드시 수가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
어 알파벳 등의 다양한 문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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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A

3-a

#C-A

7:8

#G"1#H

7:h

#G"1H

○ 양수와 음수의 표현은 양( ) 5과 음(  ) 9을 수표 앞에 적어 표현한다.

+7

5#G

-14

9#AD

○ [붙임] 조항에 따라 수의 세 자리마다 표시되는 쉼표는 1을 적는다. 그런데 무조
건 수의 세 자리마다 쉼표 1을 적는 것이 아니라 묵자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다.

5700

#EGJJ

5,700

#E1GJJ

제2항
제2항 사칙 연산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덧셈표( )

5

  

#CG5#BE

뺄셈표(  )

9

  

#BC9#AH

곱셈표(×)

*

 × 

#AC*#C

나눗셈표(÷)

//

 ÷ 

#GB//#H

해설

○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에는 사칙 연산, 일반 연산, 집합 연산 등이 있다.
○ 사칙 연산이란 일반 계산에 사용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의미한다.
○ 덧셈표와 뺄셈표, 곱셈표와 나눗셈표는 서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점형을 제자하였
다. 특히 나눗셈표는 묵자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 나눗셈표는 빗금(/) _/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점자 규정에서는 초등 수학
부터 사용하는 나눗셈표(÷) //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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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D_/#B33#D//#B

제3항
제3항 등호( )는 33으로 적는다.
     #CB5#BD33#EF
  

AX33B

해설

○ 등호(equality sign)는 등식(등호를 포함한 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표현하
는 관계 기호이다.
○ 묵자에서 하이픈이 상하로 놓인 것에 착안하여 하이픈 모양에 해당하는 점형 3을
연속해서 적는 것으로 제자하였다. 점형은 형태 중심 표기를 따랐다.

제4항
제4항 부등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같지 않다(≠)’는 .33으로 적는다.
 ≠

Y.33#J

2. ‘보다 크다( )’는 55으로 적는다.


A55B

)’는 .55으로 적는다.
3. ‘보다 크지 않다( 



X.55#J

4. ‘보다 작다( )’는 99으로 적는다.


X99#J

    

9#A99X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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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다 작다’ 다음에 음의 부호(－)가 나올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 -을
적어 나타낸다.
9#E99X99-9#B

     

)’는 .99으로 적는다.
5. ‘보다 작지 않다( 



X.99Y

6. ‘보다 크거나 같다(≧, ≥)’는 44으로 적는다.
≧

X44#E

, ≥
)’는 .44으로 적는다.
7. ‘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

≧

X.44Y

8. ‘보다 작거나 같다(≦, ≤)’는 66으로 적는다.
X66#J

≦
 ≦ ≦

9#C66Y66#J

, ≤
)’는 .66으로 적는다.
9. ‘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

≦

X.66Y

 ≦
sin≦


9#A.66-6SX.66#A

해설

○ 부등호(inequality sign)는 등호를 제외한 모든 관계 기호를 말하며 ≠,

>,

< 등

이 있다.
○ 같지 않다(≠) .33
묵자에서 부정을 나타낼 때 해당 기호에 빗금(/)을 겹쳐 적어 표기하고, 점자에서는
부정을 표현할 때 기호 앞에 .을 적어 표기한다.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는 수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며 여러 기호와 조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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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
⊄

.,R
.6
.61

위의 제자 원리에 따라 등호 33 앞에 .을 적어 ‘같지 않다’, 즉 부정을 표현한다.

 ≠  

#C.33X33A

개정 전에는 칸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3을 한 개만 적었는데 이번 규정에서는 생략하
지 않고 묵자의 형태에 따라 기호의 조합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제자하게 되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
 ≠

.3

.33

Y.3#C

Y.33#C

○ 보다 크다( ) 55
기호의 좌변을 기준으로 기호의 우변을 비교한다. 즉, 란 기호의 좌변이 우변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X55A
:  는 보다 크다 또는  크다 

○ 보다 크거나 같다(≧, ≥) 44, 보다 작거나 같다(≦, ≤) 66
보다 크거나 같다(≧, ≥) 44은 ‘보다 크다 또는(이거나) 같다’
보다 작거나 같다(≦, ≤) 66은 ‘보다 작다 또는(이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관계 기호
이다.
보다 크거나 같다(≥), 보다 작거나 같다(≤) 기호는 묵자에서 부등호(  ) 기호 밑
에 등호를 사용하여 제자하였는데, 점자에서는 부등호 55, 99과 등호 33을 겹쳐 쓰
는 방식에 따라 44, 66으로 제자하였다.
대소를 표현하는 부등호 역시 기호 앞에 .을 적어 부정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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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에서 ‘보다 작다 99’ 다음에 음수를 표현하는 9이 접할 때에는 같은 점형이
연속되므로 혼동의 우려가 있어 그 사이에 붙임표 -을 넣어 구분을 분명히 한다.

   ←

9#C99X99-9A

○ 보다 작거나 같다(≤) 66과 삼각 함수가 접할 때 두 기호를 구분하기 위해 붙임
표 -을 적는다.
  ≤ sin ≤ 

9#A66-6S@?66#A

제5항
제5항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숫자 다음에 단위가 올 때에는 그 단위 앞에 0을 적는다.

m

#C0M

cm

#D0CM

는이다 #A0M4CZ #AJJ0CM4OI4
2. 숫자 다음에 한글로 된 단위가 올 때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를 쓰지 아니하고 숫
자와 한글을 붙여 쓴다.

 걸음 #B@T[5
분

#E^G

주
 점

#C.M
#AJJ.S5

3. 지수가 포함된 단위는 문자 뒤에 지수를 적는다. 한글이 포함된 단위는 한글 부
분을 8' ,0으로 묶는다.

 킬로미터 퍼 시: km/시

#B0KM_/8',O,0

4.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래의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곱미터: m

#E0M^#B

 제곱센티미터: cm

#G0CM^#B

 센티미터 퍼 세크: cm/sec

#G0CM_/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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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미터 퍼 시: km/시

#H0KM_/8',O,0

5. 도(  )·분( ′ )·초( ′′ )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도(  )

분( ′ ) 0-

0D

초( ′′ ) 0--

[다만] 도·분·초를 나타내는 단위는 숫자 다음에 쓴다.



#F0D

′

#AB0-

′′

#CJ0--

해설

○ 단위 앞에 쓰는 표 0은 로마자 표로서가 아니라 단위를 표시하기 위한 전치 기호
로 쓰인 것이며 단위의 대부분을 로마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기호를 쓴다. 한글을
제외한 모든 단위는 단위 표 0을 앞에 적어야 한다.
○ 한글 문장 중에 로마자 단위가 포함될 때에는 로마자 종료표 4을 적는다.
단, 로마자로 적지 않은 단위 표(비로마자 단위 표)와 로마자가 포함된 비로마자 단위
를 적을 때에는 ‘한글 점자 규정’ 제31항에 따라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물 2L를 넣으면

개정 전
E& #B0,L "! CS0[E*

개정 후
E& #B0,L4"! CS0[E*

5%와 6%의 차이는 1%p다.
#E0P V #F0P W ;<OCZ #A0PP I4
1‰은 1,000분의 1이다.
#A0PM Z #A1JJJ^GW #AOI4

○ 도(  )·분( ′ )·초( ′′ ) 단위에서는 단위 분 -, 초 -- 앞에도 단위 표 0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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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기호
예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분( ′ )

-

0-

초( ′′ )

--

0--

34 ′ 52 ′ ′

#CD- #EB--

#CD0- #EB0--

○ 지수를 포함하는 단위는 수학 점자 제2장 19항의 지수 표기에 따라 단위의 로마
자 다음에 위 첨자(지수) 기호 ^을 적고 지수(수, 문자, 수식 등)를 적는다.
○ 개정 전 규정에서는 제곱은 <, 세제곱은 %으로 지수 기호 없이 로마자 앞에 적어
표기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기호

㎡
㎤

0<M
0%CM

0M^#B
0CM^#C

2㎡

#B0<M

#B0M^#B

3㎤

#C0%CM

#C0CM^#C

예

단, 로마자로 된 단위에 포함된 숫자가 단위 끝에 올 때에는 ‘한글 점자 규정’ 제35항
에 따라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일사량 평년값은 4631MJ/m²이다.
O1L">7 D]C*$B'Z #DFCA0,,MJ_/M^#BOI4
목포의 일사량은 4631MJ/m² 이상이다.
EXDUW O1L">7Z #DFCA0,,MJ_/M^#B OL7OI4
○ 단위가 ‘/’, ‘·’ 등에 의해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을 때 단위 표는 처음 한 번만
적는다.
비표면적 : 11m  /g＝1,000m  · kg  
^OD+E*.?"1 #AA0M^#B_/G33#A1JJJ0M^#B"KG^9#A
○ 다만, 극히 제한적이지만 ‘/’ 다음에 한글 단위를 포함할 때에는 한글에 중점을 둔
다는 점에서 한글 단위를 한글 소괄호 8' ,0 안에 적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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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KM_/8'^G,0

3km/분

○ 그 외의 단위 표기 방식은 ‘과학 점자 규정’ 제2항을 따른다.
제6항
제6항 괄호와 묶음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소괄호 



8 0

중괄호



7 7

대괄호



(' ,)

문장 속의 소괄호( )

8' ,0

     #EH98#AG5#AD0
원의 면적   반지름×반지름×
8P3W E*.?8'0,S,0033
8^3.O"[50*8^3.O"[50*#C4AD
2. 묶음 괄호는 단항의 곱, 다항 등을 묶어 표현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기호로 점자에서만 사용하고, ( )으로 적는다.




(AB)/#A




>(XY)


log 


_;A(V/U)


sin 


6S(#F/X)

3. 연립식의 묶음표는 7' ,7으로 적는다.

      ⋯⋯ ①②
7'X5Y33#E ''' #1
X9Y33#A ''' #2,7
해설

○ 수학에서 쓰이는 괄호는 다음과 같다.
소괄호(parenthesis)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괄호로 연산의 우선순위를 표시하기 위해

- 9 -

주로 사용한다. 또한 좌표, 순서쌍, 열린구간, 행렬 등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중괄호(brace)는 연산에서 괄호가 여러 개 쓰이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소괄호
로 둘러싸인 식을 둘러싸는 괄호이다. 또한 집합, 수열 등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대괄호(bracket)는 연산에서 소괄호와 중괄호가 섞여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
해 중괄호로 둘러싸인 식을 다시 둘러싸는 괄호이다. 또한 가우스 괄호, 닫힌구간, 정적
분 등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 묵자에서는 첨자, 상하좌우 배치 등을 통해 수식을 구현하기 때문에 단항 또는 다
항 묶음을 특별히 처리하지 않아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점자는 균일한 칸을 통해 문자와 수를 표현하므로 사용자가 묶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점자 수식의
곱, 다항식 등의 처리를 위해 묶음 괄호 ( )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기호명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대괄호

[ ]

( )

(' ,)

큰대괄호

【 】

(' ,)

폐지

-

( )

묶음 괄호

○ 개정 전에는 곱, 다항식 등을 괄호로 묶어 처리하면서 괄호 승격이 발생하여 대응
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묶음 괄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게 되었다.
단항, 다항의 묶음 괄호를 통한 처리는 수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는 중요한 요
소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묵자

분수



    

지수
로그
근호







log      



개정 전

개정 후

78X9#A08X9#B07/ (8X9#A08X9#B0)/
8X9#C0

(X9#C)

#C^7#B/8X5Y07

#C^(#B/(X5Y))

_,2-78X5#A08X5
#B07
X>8X5Y0

_,2(8X5#A08X5#B0)
X>(X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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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큰대괄호 점형이 개정 후 대괄호 점형으로 변경되었다. 묵자 수식에서는
큰대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점자 수식에서도 묶음 괄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큰
대괄호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큰대괄호를 폐지하였다.
○ 수식을 표현할 때의 괄호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수식에 한글이 포함될 때 그 부분을 묶음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이는 한 단위(항)를
확실히 표현하기 위함이다.

원의 둘레  반지름 ×  ×
(P3W I&"N)33(^3.O"[5)*#B*#C4AD
금년도 실질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   ×
전년도 실질 
(0,,GDP4 ,].7"%18'0P,0)33(.)C*IU ,O1.O1 0,,GDP)/
((@[5C*IU ,O1.O1 0,,GDP)9(.)C*IU ,O1.O1
0,,GDP))*#AJJ
수식 중에 조건을 나타내는 괄호식이 있을 때 그 식의 괄호는 한글 소괄호로 묶는다.

이차 방정식        ≠에 대하여
O;<^7.],OA AX^#B5BX5C33#J 8'A.33#J,0 N IRJ<:
 

절대 부등식  ≥ 
      

.TIR^MI[7,OA #B/(A5B)44>(AB) 8'A55#J1 B55#J,0

제7항
제7항 분수 표(  )는 /으로 적는다.

1. 분수는 분모, 분수 표, 분자의 순서로 적는다.




#D/#C

3





#C#F/#A

2. 빗금( )으로 표시된 나눗셈표는 _/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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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C

3. 분모나 분자가 곱 또는 다항식일 경우 묶음 괄호 ( )으로 묶어 나타낸다.

 


X5Y/#A





(X5Y)/#A





(AB)/#A





#E/(AB)







#B^(#C/(X5#A))

해설


○ 분수(fraction)는 두 수 와 를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 분수 표 없이 분모를 내려 적는 간단한 분수 표기는 이번 개정에서 폐지되었으므
로 앞으로 분수를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분모, 분수 표, 분자 순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2C

폐지

#B/#C

유지

○ 일본을 포함한 서양 각국의 수학 점자에서는 분수를 표현할 때 분자, 분수 표, 분
모 순으로 적는 데 비해 한국 수학 점자에서는 분모, 분수 표, 분자와 같이 역순으로
적는다. 이는 분수를 읽는 순서의 문제로 우리말은 분모를 먼저 읽고 분자를 읽기 때
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
○ 대분수는 정수와 분수가 결합된 형식으로, 정수 뒤에 분수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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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33#B#C/#A33#B5#C/#A

○ 번분수는 묵자에서는 상하 또는 계단식으로 표현하여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
지만 점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묶음 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BX5(X9#B)/#C)/(X9(X9#B)/#A)

제8항
제8항 소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소수점(  )은 4으로 적는다.



#J4AG



#4DG

2. 순환 소수는 순환 마디 앞에 @을 적어 나타낸다.


#J4@F





#J4@ABC



#J4G@CI
#4@I

해설

○ 점자의 소수 표기는 소수점 아래에서 수표를 적지 않고 숫자를 적는다.
○ 소수점이 마침표와 형태가 같으므로 소수점을 마침표와 동일한 점형으로 개정하여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기호

 (소수점)

'

4

예



#J'AG

#J4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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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아래에서 로마자가 포함될 때에는 로마자 표 0을 적어 표기한다.



#J40A



#J40A#BG

○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되는
소수를 이른다.
묵자에서 순환 소수는 순환 마디의 처음과 끝의 숫자 위에 점을 찍어 반복되는 부분
을 표시하는 데 비해 점자에서는 순환 마디 앞에 @을 적어 표기한다.

제9항
제9항 비( )는 "1으로 적는다.
      

#AJ"1#C33#E"1X

해설

○ 비(ratio)를 표현하는 기호로 쌍점(:)을 사용한다.
○ 비를 표현할 때 쌍점 기호의 앞뒤에 칸을 띄지 않는다.
○ 기호의 앞뒤에 수 또는 로마자, 곱, 다항식 등이 모두 위치할 수 있다.



#D"1A

  

X5Y"1Y5#B



 

_C,,AB"1_C,,CD

○ 한글 점자와 달리 쌍점 다음에 수가 위치할 때 그 수는 반드시 수표 #을 적어야
한다. 수표를 적지 않으면 로마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분

한글 점자

수학 점자

3:1

#C"1A

#C"1#A

3:a

#C"10A

#C"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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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제10항 화살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오른쪽 화살표( → )

3O

왼쪽 화살표( ← )

[3

양쪽 화살표( ↔ )

[3O

밑으로 향한 화살표( ↓ ) ^3O
위로 향한 화살표( ↑ )

;3O

오른쪽 위로 향한 화살표( ↗ ) 9O
왼쪽 아래로 향한 화살표( ↙ ) [9
[붙임] 화살표의 앞뒤를 한 칸씩 띄어 적는다.

 → 

,X 3O ,Y

 ← 

,A [3 ,B

 ↔b

A [3O B

해설

○ 화살표(arrow sign)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학 점자

화살대

우상향 또는 좌하향

9

3

좌상향 또는 우하향

5

우측(정방향)

O

좌측(역방향)

[

화살촉

○ 화살대는 한 개만 적고, 화살표의 앞뒤는 한 칸을 띈다.
○ 다만, 화살표의 앞뒤에 칸을 띄지 않거나 화살대를 두 개 표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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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명

묵자

점자

직선




[3O,,AB

반직선




3O,,AB

벡터(→)




3O,A

항진 명제(⇒)

⇒

P 33O Q

필요 충분(⇔)

⇔

P [33O Q

제11항
제11항 내지 표(∼)는 --으로 적는다.

∼

X--Y

해설

○ 물결표는 수와 수 사이에서의 범위(내지), 차(23항), 명제의 부정(77항) 등 수학에
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 수학 점자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물결표를 묵자의 형태는 같지만 기능의 차이를 고
려하여 점형을 달리하였다. (의미 중심 표기)
기호명

수학 점자

내지 표

--

부정

@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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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습 문제

1. 



2.   



3. 



4.  



∓

±

  ± 
  

5.  

6.     ··· 
7.   ≤    
8.   I → J


 
 



9.   ···  




 
10. 번분수  을 계산하여라.

 

11.   
  

  

 
 

12. 문항  ∼번
~중에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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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
m/분
14. ㎡와 ㎡를 구하시오.
   
15. 연립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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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습 문제 정답

#A4 #CGJJ #C1GJJ
#B4 #G-B #G-#B
#C4 #D4A #D40B
#D4 9#E 5#E 95#E 59#E
#E4 X33(#B"A)/(9B59>(B^#B9
#D"AC))
#F4 #A1 #B1 #C1 #D1 '''1 #EJ
#G4 9#C66X99-9#A
#H4 F"1 ,I 3O ,J
,X F3O[3G ,Y
#I4 #AA/#D33#J4CFCFCF '''
33#J4@CF
#AJ4 ^)^G,M
(X9#C5(X9#D)/#A)/((X9#A)/
#A5X5#C) ! @/L3J<:"<4
#AA4 #C"1X
#C/X"1#D/Y"1Z/#F33#ABK
#AB4 EGJ7 #C--#G^)
0A--0C .M7N,S U10Z _SZ8
#AC4 #F0KM_/8',O,0
#G0M_/8'^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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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4 X0M^#B V Y0M^#B "! @MJ,OU4
#AE4 *"OB^7.],OA
7'A5B33#A
B9#B"C33#F
#B"A5#B"C33#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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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자와 식

제12항
제12항 로마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0A

0B

0C

0D

0E

0F

0G

0H

0I



















0J

0K

0L

0M

0N

0O

0P

0Q

0R

















0S

0T

0U

0V

0W

0X

0Y

0Z

1. 수식에 사용하는 로마자는 수식의 앞뒤를 두 칸씩 띄어 적되, 로마자 표 0
은 적지 않는다.
    

AX5B33#J

이 방정식의 해는    이다.
O ^7.],OAW JRCZ X33#A OI4
2. 한글 문장 중에 로마자가 있을 때에는 그 문자 앞에 0을 적고, 쉼표는 "
으로 적는다. 이 경우 로마자 종료표 4은 적지 않고 한 칸 띈다.
다음  에 대하여

I<[5 0A" 0B N IRJ<:

[다만] 곱셈 기호가 생략된 수식에서는 숫자와 숫자 사이, 항과 항 사이, 숫
자와 로마자 사이에 칸을 띄지 않고 "을 적는다.
[붙임] 여기에 해당하는 로마자는            이다.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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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로마자에서 대문자가 연속될 때에는 대문자 표 ,을 두 개 적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AB

개정 전

개정 후

_C,AB

_C,,AB

○ 다항식, 행렬식의 곱 등에서 로마자 대문자의 표기는 그 곱의 연결 상태를 구분하
기 위해 대문자 표 ,을 각각 적는다.

행렬식   의 곱  에 대하여
JR7"\,OA 0,A" 0,B W @UB 0,A,B N IRJ<:

○ 수식 전개 과정에서 수식 내부, 수식과 수식 사이의 쉼표는 수식의 쉼표 1을 적는
다.

      의 해는      
X^#B9#CX5#B33#J W JRCZ X33#A1 X33#B
    

8X1 #A01 89#B1 Y0

○ 한글 문장 중에 로마자로만 구성된 항(단항)의 표기는 점자의 칸수와 관계없이 로
마자 표 0을 적고 로마자 종료표 4은 적지 않으며, 여러 개가 나열될 때에는 한글
쉼표 "을 적는다. 로마자 위에 프라임이 붙은 경우도 로마자로 간주한다.

전체 집합  의 두 부분 집합  에 대하여
.);N .OBJB 0,U W IM ^M^G .OBJB 0,A" 0,B N IRJ<:
      에서 항을 분리하면
A^#C5B^#C5C^#C9#C"ABC N,S 0ABC J7! ^G"OJE*
서로 닮음 관계인 삼각형 , ′′′에서
,S"U I15[5 @V3@/Q L5$AJ] 0,,ABC" 0,,A-B-C-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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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문장 중에 수식이 아니면서 로마자를 포함한 4칸 이하의 수학적 표기가 있을
때에는 로마자 표 0을 적고 로마자 종료표 4은 적지 않는다. 이는 한글과는 다른 수
학적 표기의 이해를 고려한 사항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글 문장 사이에 있는 것이
수식이 아니므로 로마자 또는 4칸 이하의 수학적 표기가 두 개 이상 나열될 때 사용
하는 쉼표는 한글 쉼표 "을 적는다.
여기서 언급한 수학적 표기는 로마자와 가로바, 지수, 첨자, 묶음 괄호 등이 결합한
단항(식)을 의미한다.

두 수열  ,  에 대하여
수열의 합을  이라 하면
등차수열

IM ,M\ 0A;N" 0B;N N IRJ<:
,M\W JB! 0,S;N O"< JE*

의 세 항    를 한 군으로 하여

I[7;<,M\ 7A;N7 W ,N J7 0A;#A" 0A;#B" 0A;#C "! J3
@G["U J<:

○ 한글 문장 중에 수학 점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각종 함수, 로그, 근호, 명제의 부
정, 각종 괄호(묶음 괄호 포함) 등과 로마자를 함께 적을 때에는 점자의 칸수와 관계
없이 로마자 표 0을 적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제시하는 표기들이 한글 문장 중에 나
열될 때에는 수식의 쉼표 1을 적는다.

삼각 함수

sin  cos  tan 

는

L5$AJ5,M 6SX1 6CX1 6TX CZ

상용로그 log 는

L7+7"U@[ _X CZ

이 식에서   를 제곱하면

O ,OAN,S \X\ "! .N@UBJE*

함수  의 함숫값  은
J5,M F8X01 G8X0 W J5,M'$B' F8#A01 G8#A0 Z
○ 한글 문장 중에 수식 또는 로마자를 포함한 5칸 이상의 수학적 표기가 있을 때에
는 로마자 표 0을 적지 않고 그 앞뒤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띈다. 또한 4칸 이하, 5
칸 이상의 수학적 표기가 혼재하여 나열될 때에는 5칸 이상의 수학적 표기를 적는 방
식에 따라 로마자 표를 적지 않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 개 이상 나열될 때 사용하
는 쉼표는 수식의 쉼표 1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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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방정식        ≠에 대하여
O;<^7.],OA AX^#B5BX5C33#J 8'A.33#J,0 N IRJ<:
    을 비교하면

A;N1 A;(N5#A) ! ^O@+JE*

계차수열 관계에 있는 두 수열   의 첫째 항을 각각   이라 할 때
@/;<,M\ @V3@/N O/CZ IM ,M\ 0,A;N" 0A;N W ;S',.RJ7!
$A$A ,A;#A1 A;#A O"< J1 ,IR
○ 한글 문장이 진행되다가 새 단락에서 수식이 시작될 때에도 로마자 표 0을 붙이
지 않는다.

다음 식이 성립한다.
        
I<[5 ,OAO ,]"OBJ3I4
F8X033AX^#C5BX^#B5CX5D

제13항
제13항 그리스 문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다만, 대문자는 .을, 소문자는
@을 해당 문자 앞에 적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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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Alpha)
감마(Gamma)
엡실론(Epsilon)
에타(Eta)
요타(Iota)
람다(Lambda)
뉴(Nu)
오미크론
(Omicron)
로(Rho)
타우(Tau)
피(Phi)
프시(Psi)









.A
@A
.G
@G
.E
@E
.:










@:
.I
@I
.L
@L
.N
@N
.O



@O



.R



@R



.T



@T



.F



@F



.Y



@Y

베타(Beta)
델타(Delta)
제타(Zeta)
세타(Theta)
카파(Kappa)
뮤(Mu)
크시(Xi)
파이(Pi)
시그마(Sigma)
입실론(Upsilon)
키(Chi)
오메가(Omega)









.B
@B
.D
@D
.Z
@Z
.?










@?
.K
@K
.M
@M
.X
@X
.P



@P



.S



@S



.U



@U



.&



@&



.W



@W

해설

○ 수학에서 그리스 문자가 적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

사용 예

문자

광선을 표시하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알파)
@A


     ← 이차방정식         ≠   의 두 근을

  라 할 때
@A5@B339A/B [3 O;<^7.],OA AX^#B5BX5C33#J
8'A.33#J,0 W IM @Z! 0@A" 0@B "< J1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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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계수의 관계를 나타낼 때

 (베타)
@B


   ← 이차방정식         ≠   의 두 근을

  라 할 때
@A@B33A/C [3 O;<^7.],OA

AX^#B5BX5C33#J

8'A.33#J,0 W IM @Z! 0@A" 0@B "< J1 ,IR

광선 및 효소 등을 표시하거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으로 사용될 때

(감마)
@G


       ← 삼차 방정식           ≠  

의 세 근을   라 할 때
@A5@B5@G339A/B [3 L5;<^7.],OA
AX^#C5BX^#B5CX5D33#J 8'A.33#J,0 W ,N @Z!
0@A" 0@B" 0@G "< J1 ,IR

선형 대수학, 해석학 등에서 임의의 정수 등을 나타낼 때
임의의 양수 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이 존재하여

(입실론)
@E

〈  이면     이 될 때 수열
하고

lim   이라고

은  에

수렴한다고

쓴다.

→∞

O5WW >7,M 0@E N IRJ<: .?I7J3 .<*,M 0,N O
.(.RJ<: N99,N OE* \A;N9L\99@E O IY1 ,IR
,M\ 7A;N7 Z 0L N ,M":5J3I@U J@U LIM;N 3O =
A;N33L O"<@U ,,ZI4
수학 모든 분야에서 ‘각’을 나타낼 때
 (세타)

@?

sin  cos    sincos
86S@?56C@?0^#B33#A5#B6S@?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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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학, 미적분 등의 분야에서 계수 등을 나타낼 때

(람다)
@L





,M"DT^#B/D^#BX5,C,M"DT/DX5,KX33#B@Y6C@LT
      cos



추상 대수학에서 함수를 나타낼 때

 (크시)
@X

    
 ∈  
  에 대하여   
  에서의  의 곱셈
 



에 관한 역원은     이지만
  
  
  ∉   
  이다.
@X33#A5>(#BM)6,Z('>M,) N IRJ<:
,Q('>M,) N,SW 0@X W @UB,N5N @V3J3 :AP3Z
@X^9#A(#A9#DM)/#A5(#A9#DM)/
(9#B>M) O.OE3 @X^9#A.6,Z('>M,) OI4

중복 순열을 나타낼 때
 (파이)

.P



.P(#G #C)

원주율, 180°의 편각 또는 라디안을 정의할 때

 ≒  원주율 
 (파이)
@P

@P"33#C4AD8'P3.M%1,0




sin   sin  


6S(#C/@P)336S#FJ0D33#B/>#C

(시그마)

수열, 무한급수 등에서 유한 또는 무한의 총합을 나타낼 때

.S

- 27 -

 

 

     lim  ×
   

→∞







.S;K33#A N9#A 8N9K0^#B33
#B@PLIM;N 3O = N/#A*.S;K33#A N9#A
8N9K0^#B

등장 사상, 원주율 파이에 2를 곱한 상수로 정의할 때

 (타우)
@T

임의의  ⊂  에 대하여  ≦    ≦   ≦ 이면

 ≦  이다.
O5WW @T61,D N IRJ<: @T66@T;#A1
@T;#A66@T;#B1 @T;#B66@T;#C OE*
@T66@T;#C OI4
대수학에서 오일러 함수 등을 나타낼 때

양의 정수 에 대하여 정수    ···   중에서 과 서

로소인 정수 전체의 집합을  로 나타내고 이와 같은 정수 전

(프시)
@Y

체의 개수를    로 나타낸다.
>7W .],M 0M N IRJ<: .],M #J1 #A1 #B1 '''1
M9#A .M7N,S 0M @V ,S"U,UQ .],M .);NW
.OBJB! ,Z;M^< "U CHCR@U OV $8Z .],M
.);NW @R,M"! @Y8M0 "U CHCR3I4
※ 수학점자에서 별표(∗)는 <으로 적는다.

제14항
제14항 로마 숫자는 한글 점자 규정에 준하여 적되, 수식으로 적용될 때에는 로마
자 표 0을 적지 않는다.

i

ii

iii

0I

0II

0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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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V

0,I

0,,II

0,,III

0,,IV

0,V

VI

VII

VIII

IX

X

0,,VI

0,,VII

0,,VIII

0,,IX

0,X

XV

XX

0,,XV

0,,XX

XV  XX  XXXV

,,XV5,,XX33,,XXXV

해설

○ 로마 숫자는 Ⅰ(1), Ⅴ(5), Ⅹ(10), L(50), C(100), D(500), M(1000) 또는 ⅰ, ⅴ,
ⅹ, l, c, d, m으로 기본수를 나타내며, 이것을 배열하여 다양한 수를 나타낸다.
○ 로마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가 두 개 이상 결합될 때에는 대문자 표 ,을 두 개 적
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III

0,III

0,,III

○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

1

Ⅰ

2

Ⅱ

3

Ⅲ

4

Ⅳ

5

Ⅴ

6

Ⅵ

7

Ⅶ

8

Ⅷ

9

Ⅸ

10

Ⅹ

11

Ⅺ

12

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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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ⅩⅩ

30

ⅩⅩⅩ

40

ⅩL

50

L

60

LX

70

LXX

80

LXXX

90

XC

100

C

500

D

1000

M

제15항
제15항 연산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점으로 표현된 곱셈표는 "으로 적는다.
·  ×

F"G8'F*G,0

·

#F"#I

2. 그 밖의 일반 연산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되, 기호의 앞뒤를 한 칸씩 띈
다.
가. ‘동그라미 덧셈표(⊕)’는 5으로 적는다.

 ⊕     

X 5 Y33#BX5#CY

나. ‘동그라미 뺄셈표(⊖)’는 9으로 적는다.

 ⊖    

A 9 B33#C8A5B0

다. ‘동그라미 곱셈표(⊗)’는 *으로 적는다.
 ⊗    

X * Y33X^#C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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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별표(∗)’는 <으로 적는다.
9#C < Y33E

  ∗  

마. ‘동그라미(∘)’는 1으로 적는다.
∘    
바. ‘네모표(


A 1 E33AE5A

)’는 7으로 적는다.

      

X 7 Y33X^#BY5#GXY9#CYX

사. ‘겹동그라미(⦾)’는 00으로 적는다.
 ⦾     

X 00 Y33#FXY9#EY5#BY^#B

해설

○ 일반 연산(general operation)은 연산에 대하여 그 정의에 따라 식을 전개한다.
즉, 좌변의 연산에 대한 수식의 순서 및 구조에 따라 우변의 식을 정의한 것이다.

연산 △에 대하여
△   
*L3 _+ N IRJ<:
A _+ B33#B8A5B0
위의 식에서 좌변의 연산 △에 대하여 ∆를 우변에서 와 의 합 전체에 2배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일반 연산 기호는 기호의 형태(모양)와 관계없이 수식의 순서, 구조를 정의에 의해
결정하므로 사용자에 따라 기호의 형태(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점
역을 하거나 교정할 때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일반 연산 기호의 다양한 형태(모양)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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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수학 점자

⊕

5

⊖

9

⊗

*

∗

<

∘

1
7

⦾

00

△

_+

제16항
제16항 진법의 수는 아래 첨자로 소괄호 8 0 안에 숫자를 적는다.
이진법의 수



오진법의 수



O.Q^SBW ,M #AAJA;8#B0
U.Q^SBW ,M #CBD;8#E0

해설

○ 진법은 수를 표기하는 기수법의 하나이다. 현대 기수법에는 이진법, 오진법, 팔진
법, 십진법, 십육진법 등이 있다.
진법

사용하는 수

이진법

0, 1

오진법
팔진법

0, 1, 2, 3, 4
0, 1, 2, 3, 4, 5, 6, 7

16진법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 진법의 수는 개정 전에 한글 소괄호 안에 수표 없이 내림 숫자로 적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수식의 소괄호 안에 수를 적고 이를 오른쪽 아래 첨자로 처리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AJAJ-2-

#AJAJ;8#B0

○ 십육진수의 표기에서 로마자 소문자를 사용해야 할 때 수와 구별하기 위해 반드시
로마자 표 0을 붙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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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8#AF0
#C0A#A;8#AF0

제17항
제17항 프라임(′)은 -으로 적는다.
′

′ X-

Y-

′

A-B

해설

○ 주로 도함수나 도형의 비교 등에 사용한다.

′  

F-8X033#BX


  
′ ′

_C,,AB33_C,,A-B-

제18항
제18항 밑줄( )은 ,-으로 적는다.

X,-



해설

○ @C과 ,-의 점형은 위에 적으면 가로바 @C으로, 아래에 적으면 밑줄 ,-으로 쓰
인다.


 

(A5BI)@C

 


(A5BI),-

제19항
제19항 위 첨자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수는 위 첨자 기호 ^을 적고, 본 내용을 적는다.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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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C^#B

 

89#C0^#C



Y^#C



#B^#D



X^#G

 

X^9#A

[붙임] 지수가 분수, 곱, 다항식 등일 때에는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X^(#G5#I)

  

A^(#CM5#BN)



X^#J4C

  

#B^(#B8M5N0)





#C^X/#A







#C^(#D/#A)

2. 왼쪽 위 첨자는 위 첨자 기호 ^과 첨자 내용을 먼저 적고, 본 문자를 적는
다. 첨자 내용은 모두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



^(00)A





^(#B)A

해설

○ 지수(exponent)는 어떤 수나 문자의 오른쪽 위에 붙여 그 수나 문자의 거듭제곱
을 나타내는 수나 문자이다.



지수
밑

○ 개정 전에는 제곱(  ), 세제곱(  ), -1제곱(   )을 각각 <, %, :으로 적었는데 개정
후에는 위 첨자 기호 ^을 붙이고 지수(수, 문자, 식 등)를 적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
전의 약자 체계를 지양하고 통일성을 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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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A<

A^#B



A%

A^#C

 

A:

A^9#A

○ 지수가 분수, 곱, 다항식일 때에는 밑과 지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묶음 괄호
로 지수 부분을 묶어야 한다.

  

#C^(A5B)

○ 묵자에서는 밑 전체에 지수가 적용될 때 괄호로 묶어 표현하며 수학 점자에서도
묵자에 따라 표기한다.








#B^#C/#A


 

8#B/#A0^#C

○ 왼쪽 위 첨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규정으로 위 첨자 기호 ^을 먼저 적고 밑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첨자 내용을 묶음 괄호로 반드시 묶어야 한다.

∆

^(_+)A



제20항
제20항 아래 첨자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아래 첨자는 아래 첨자 기호 ;을 적고, 본 내용을 적는다.


N;#C



A;N



X;#B

[붙임] 아래 첨자가 분수, 곱, 다항식 등일 때에는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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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A)

 X;#J4E

  

A;(N5#C)

  



,S;(#B"A)




A;(M5N)

2. 왼쪽 아래 첨자는 아래 첨자 기호 ;과 첨자 내용을 먼저 적고, 본 문자를
적는다. 첨자 내용은 모두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N)A



;(#B)A

해설

○ 개정 전에는 ‘서픽스’라고 명명하였으나 정확한 개념과 현재 용례를 고려할 때 아
래 첨자(subscript)가 올바른 표현이라 판단하여 기호명을 변경하였다.
○ 개정 전에는 아래 첨자가 수일 때 본수 다음에 ,을 적고 그 뒤에 수표 없이 숫자
를 적되 앞뒤 관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을 생략할 수 있었다. 또한 문
자는 ;을 적고 첨자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수나 문자에 관계없이
아래 첨자는 모두 ;으로 적고 첨자 내용을 적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묶음 괄
호를 새로 제정하여 수와 문자의 첨자 체계가 달라 기호를 익히거나 활용하는 데 불
편한 점을 해결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N,3 또는 N3

N;#C

  

A;8N9#A0

A;(N9#A)

○ 아래 첨자가 분수, 곱, 다항식일 때 아래 첨자 내용을 묶음 괄호를 사용하여 묶어
줌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왼쪽 아래 첨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규정으로 아래 첨자 기호 ;을 먼저 적고
밑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첨자 내용을 묶음 괄호로 반드시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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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제21항 ‘근삿값(≒)’은 "33으로 적는다.


 ≒

>#C"33#A4GCB

해설

○ 근삿값(approximate value)은 어떤 수  (참값) 대신에 사용하는  에 가까운 수
를 말한다. 즉 참값은 아니지만 참값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값을 의미하며
오차가 있다.
○ 개정 전에는 "3으로 사용했으나 등호 점형을 생략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는 원칙
에 따라 3을 한 개 더 적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기호

개정 전

개정 후

≒

"3

"33

제22항
제22항 ‘절댓값(  )’은 \ \으로 적는다.



\X\

   

\#BX5#G\9#H

해설

○ 절댓값(absolute value)은 주어진 수가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
타낸다. 실수 의 절댓값은 수직선의 원점 으로부터 까지의 거리이므로 음의 값이
될 수 없고 양의 실수이거나 이 된다.
○ 절댓값 괄호는 세로바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수학 점자 역시 이 방식에
따라 세로바 \을 괄호로 사용한다.

제23항
제23항 ‘차(∼)’는 "-으로 적는다.
 ∼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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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물결표(∼)를 차의 기호로 사용하였다.

#E"-#C33#E9#C

5~3=5-3

제24항
제24항 근호(   )는 >으로 적는다.




>#B

[붙임 1] 세제곱근 이상일 때에는 ] 앞에 근수를 적는다.




#C]X^#C




M]N










#E]#CB

[붙임 2] 근호 안이 분수, 곱, 다항식 등일 때에는 묶음 괄호로 묶어 나타낸
다.





>(XY)

 








(MN)]Y

M](N]A)

해설
 
○ 근호(radical sign)는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로   
등과 같은 기호를

뜻한다.
○ 제곱근(square root,  )은 근수인 2를 적지 않고 다른 제곱근과 달리 독립적으
로 기호를 표현한다.




>X




#C>Y

  


8X5Y0>Z

○ 근수가 세제곱 이상일 때에는 제곱근표 ] 앞에 근수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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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수학 점자

세제곱근 

#C]


네제곱근 

#D]

n제곱근 

N]





○ 근호 안의 내용이 분수, 곱, 다항식 등일 때에는 묶음 괄호를 사용하여 그 묶음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A5B)]M

 



#C](X5Y)

제25항
제25항 켤레 복소수(  )는 @C으로 적는다.

 

(A5BI)@C

해설

○ 복소수    ( 는 실수)에 대하여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를
의 켤레 복소수(conjugate complex number, complex conjugates)라 하고 이를
기호  로 나타내며 ‘제트 바’로 읽는다.
○ 수학 점자에서 정방향 위에 위치한 기호는 문자 또는 식 앞에 적거나 문자 또는
식 뒤에 적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켤레 복소수는 후자에 해당한다.
○ 다항식에 켤레 복소수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식을 묶음 괄호로 묶은 다음 가로바
@C을 적는다.


  



(#B5#C"I)@C
(BI)@C

제26항
제26항 수열( )은 7A;N7으로 적는다.

  

7A;N733#BN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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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수열(sequence 또는 progression)은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이
다.
○ 묵자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열을 나타낸다. 수열을 대표항으로 표현할 때는
중괄호({ }) 안에 적고 그 외의 식의 전개 과정 등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학 점자에서는 묵자 표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수열

과 에 대하여

일반항      에서
,M\ 7A;N7 @V 7B;N7 N IRJ<:
O1^3J7 A;N33N^#B9#CN5#A N,S

제27항
제27항 총합()은 .S으로 적되, 범위의 시작은 ;으로 하고 끝은 한 칸을 띄
어 적는다. 본식은 범위 다음에 칸을 띄어 적는다.
∞



.S;K33#J = K


∞









 

.S;N33#A = A;N
.S(N/#A)

해설

○ 총합(summation)은 주어진 조건의 시작 항에서 끝항까지의 합이다.
○ 총합의 식은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 S에 해당하는 시그마(

)를 사용한다.

○ 시작 항(아래에 위치)은 ;을 적은 다음 이어 적고, 끝항(위에 위치)은 시작 항 다
음에 한 칸을 띄어 적는다. 본식(일반항)은 범위 다음에 한 칸을 띄어 적는다.


→ 끝항



 → 일반항

→ 시작 항

○ 변수인 로마자 다음의 등호( )는 개정 전에는 3을 한 개 적었지만 개정 후에는
등호를 약자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적는 원칙에 따라 33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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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S;K3#A M A;K



.S;K33#A M A;K

○ 범위 없이 총합 기호와 본식만으로 구성된 식은 총합 기호 시그마를 적고 이어서
묶음 괄호를 사용하여 본식을 묶어 표기한다.





.S(#CN^#B)

제28항
제28항 행렬은 8 0으로, 행렬식은 \ \으로 묶되, 개행 기호는 >으로 적고 앞
뒤를 한 칸씩 띈다.



    


 



,A338A;#A#A A;#A#B A;#A#C
> A;#B#A A;#B#B A;#B#C0

행렬식

 

 
   
 

JR7"\,OA \A;#A#A A;#A#B >
A;#B#A A;#B#B\33A;#A#A"A;#B#B9A;#A#B"A;#B#A
해설

○ 행렬(matrix)은 수나 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이다. 가로를 행(row), 세
로를 열(column)이라 한다.
○ 묵자에서는 절댓값 괄호나 소괄호를 확대하여 식 전체를 감싸는 방식으로 행렬을
표현한다. 수학 점자에서도 묵자와 같은 방식으로 절댓값 괄호 \ \과 소괄호 8 0을
행렬의 처음과 끝에 표기한다.
○ 열과 열 사이는 한 칸 띄고 행을 바꿀 때에는 개행 기호 >을 사용한다. 개행 기호
역시 앞뒤에 한 칸을 띈다.
○ 행과 열을 아래 첨자로 표기할 때에는 아래 첨자의 표기 방식에 따라 적는다. 행
과 열 앞에 각각 수표를 붙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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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의 항이 여러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항을 구분함과 동시에 곱을
표현하는 "을 항과 항 사이에 적거나 아래 첨자 부분을 묶음 괄호로 묶어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행렬     

JR7"\ ,X338A;(I#A)B;(I#A) A;(I#B)B;(I#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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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습 문제

1. 삼차 방정식          ≠의 두 허근을  ′이라 할 때
2. Ⅰ+Ⅱ=Ⅲ
3.  가 차 정사각 행렬일 때 영 벡터가 아닌  와 적당한 스칼라 에 대해 관계
식   
4. 직교 좌표계에서 좌표가  
극 좌표계에서 좌표가  
5.  ≒일 때
원의 둘레: 
 
6. ◎    

7.     
8. ′
′

′ ′ ′
 ,  , 
9.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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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이므로
    

의 공비를 라 하면

14. 등비수열

            

               
 이므로   



15.



 
  















16. 부분 분수      
     

 단  ≠   ≠  ≠

17.     
  
  



18. 행렬 를 또 다른 행렬  와 더하자.
 
 
 
 
 
19.  ≥ 이면             







 
 
     이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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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습 문제 정답

#A4 L5;<^7.],OA
AX^#C5BX^#B5CX5D33#J 8'A.33#J,0
W IM JS@Z! 0@W" 0@W- O"< J1 ,IR
#B4 ,I5,,II33,,III
#C4 0,A $ 0N ;< .]L$AJR7"\O1
,IR ]^NAHS$ <CQ 0,X V .?I7J3
,[F1"< 0@L N IRJR @V3@/,OA
,A,X33@L,X
#D4 .OA@+.VD+@/N,S .VD+$ 8X1
Y0
@[A.VD+@/N,S .VD+$ 8@R1 @?0
#E4 @P"33#C4AD O1 ,IR
P3W I&"N"1 #B@PR
#F4 A 00 B33#B/(A5B)9#A
#G4 #C,A;8#AF033#AAAJAJ;8#B033
#EH
#H4 F-8X0
#A-,A
,,A-B-C,,A;#A"B;#A"C;#A"D;#A1
,,A;#B"B;#B"C;#B"D;#B1
,,A;NB;NC;ND;N
#I4 A^#B A^#C A^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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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4 A;#B1 A;#C1 A;#D1 '''1
A;(N5#A)
A;(N5#A)33A;N5D
#AA4 \X5#A\5\X9#A\33#BX9#C
#AB4 >(8(#A5N)/(#BN)9#B0^#B5
89(#A5N)/#A0^#B)
33>(8(#A5N)/(#BN9#B9#BN)0^#B5
8(#A5N)/#A0^#B)
33>(8#A5N0^#B/#E)33(#A5N)/>#E
#AC4 Z33A5BI1 Z@C33A9BI OE[
"U ZZ@C338A5BI08A9BI0
#AD4 I[7^O,M\ 7A;N7 W @=^O"!
0R "< JE*
8A;#A5A;#B0"18A;#C5A;#D033
#A"1>#B
8A;#A5A;#AR0"18A;#AR^#B5
A;#AR^#C033#A"1R^#B33#A"1>#B
OE["U R^#B33>#B
#AE4 .S;K33#A N K^#C33
7#B/(N8N5#A0)7^#B
#AF4 ^M^G^G,M
(,A,B)/#A33(,B9,A)/#A8,A/#A9
,B/#A0 8'I3" ,A.33,B1 ,A.33#J1
,B.33#J,0
#AG4 ,A338A;#A#A A;#A#B A;#A#C
> A;#B#A A;#B#B A;#B#C
> A;#C#A A;#C#B A;#C#C0
#AH4 JR7"\ 0,A,O "! ,IU I"Z
JR7"\ 0,X V IS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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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4 P44#B OE*
8(NP)]A^(MP)0^N33
8N](P]A^(MP))0^N33
P]A^(MP)338P]A^M0^P33A^M
#BJ4 #F]#FD33#FD^(#F/#A)33#B
O@U 9#F]#FD339#FD^(#F/#A)339#B

- 47 -

제3장 정수론·대수

제29항
제29항 ‘나누어 떨어진다(∣)’는 \으로 적는다.
∣

#D\#H

 ∣

9#E\N

해설

○ 세로바(∣)를 중심으로 좌측은 제수, 우측은 피제수를 표기한다.
○ 3 | 6은 ‘6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8M5#A0\#F

    

N\8#C5N0

제30항

)’는 .\으로 적는다.
제30항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

#B.\#C


∣

P.\N

해설

)’는 제29항의 ‘나누어 떨어진다’를 부정하는 기호로
○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묵자에서는 기호에 빗금을 겹쳐 적는 방식을 취한다.
○ 묵자에서 빗금을 겹쳐 적어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수학 점자에서는 .을
기호 앞에 적어 부정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본 기호 역시 ‘나누어 떨어진다’의 기호
앞에 .을 적는다.


∣
 ∣


#E.\#I
8N5#A0.\#G

○ 점역하거나 교정할 때 제수와 피제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명확하게 관찰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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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
제31항 ‘놈(Norm)(∥∥)’은 \\ \\으로 적는다.
∥∥ \\X\\
해설

○ 놈(Norm)은 수의 크기를 의미하는 절댓값을 벡터 공간으로 추상화한 개념이다.
정수론, 대수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그 관계를 정의하는 기호이다.
○ 놈(Norm) 기호는 세로바 두 개를 괄호 표기 방식으로 열고 닫는다. 또는 절댓값
괄호를 겹쳐 놓은 것과 같다.
벡터 공간의 각 요소 에 하나의 실수   가 대응하고, 세 조건

∥∥ ≥  ∥∥  ·∥∥ ∥  ∥ ≤ ∥∥  ∥∥
를 만족할 때의 이다.
^NAHS@=$3W $A +,U 0X N JC<W ,O1,M \\X\\ $ IR[7J@U"
,N .U@)
\\X\\44#J1 \\AX\\33\A\"\\X\\1 \\X5Y\\66\\X\\5\\Y\\
"! E3.XJ1 ,IRW 0X OI4

제32항
제32항 ‘전형(등형사상)(≈)’은 "-"-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X "-"- ,F_/,N

제33항
제33항 ‘상사( ≈)’는 "-"-3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A_/,G "-"-3 ,B

제34항
제34항 ‘연속적 변형(Homotope)(≃)’은 "-3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
다.
≃

F "-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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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항
제35항 ‘동형군(≅)’은 "-33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A "-33 ,B

해설

○ 묵자에서 제32~제35항의 기호는 물결표(~)와 하이픈(-)을 조합하여 표기하는 방식
을 취한다. 수학 점자에서도 묵자의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물결표 "-과 하이픈 모양
3을 조합하여 기호를 제자하였다.
○ 제32~제35항의 기호는 모두 기호 앞뒤에 한 칸씩 띈다.

제36항
제36항 정규 부분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오른쪽으로 뾰족한 세모꼴(▷)’은 _>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N ▷ G

,N _> ,G

2. ‘왼쪽으로 뾰족한 세모꼴(◁)’은 _<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G ◁ N

,G _< ,N

해설

○ 이 기호는 두 변수 사이에 정규 부분군(normal subgroup)의 관계를 표현한다.
○ 정규 부분군의 기호(▷, ◁)는 수학 점자에서 오른쪽으로 뾰족한 세모꼴(_>), 왼쪽
으로 뾰족한 세모꼴(_<)의 도형 문자를 묵자의 형태에 따라 그대로 취한 것이다.
○ 이 기호를 적을 때는 기호의 앞뒤에 한 칸을 띈다.

제37항
제37항 관계 기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 ‘관계가 있다( R)’는 ,R으로 적고, ‘관계가 있다(∼)’는 "-으로 적는다.
 

A,RB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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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으로 적는다.
2. ‘관계가 없다(R\)’는 .,R으로 적고, ‘관계가 없다(∼

aR
\b

A.,RB

A."-B


∼

해설

○ 관계 기호는 두 변수나 항 사이에 위치하여 서로 관계가 있음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 를 로 나타내고 이 기호를 ‘는 에 의해서 와 관계된다.’
라고 읽는다. , ~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정수론, 대수 등 대학 수학에서 주로
사용된다.
○ 관계 기호 역시 묵자에서는 빗금의 겹쳐 쓰기 방식으로 부정을 표현하며 수학 점
자에서는 .을 기호 앞에 적어 부정을 표현한다.

제38항
제38항 생략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동그라미()’는 ^0으로 적는다.



,B^0

2. ‘갓 모양(＾)’은 ^H으로 적는다.
B＾

,B^H

해설

○ 생략부 기호는 대학 수학에서 주로 사용된다.
○ 오른쪽 위 첨자 위치에 동그라미()와 갓 모양(＾)을 적는 묵자 표기에 준하여 수
학 점자에서도 그 형태에 맞추어 기호를 제자하였다.

제39항
제39항 ‘기수(샤프) 기호(＃)’는 ]으로 적는다.
＃A: A 의 기수

]8,A0"1 0,A W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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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기수는 두 집합이 일대일 대응 관계를 가질 때 대응되는 원소의 수를 말한다. 유
한·무한 집합에 관계없이 두 집합이 일대일 대응이면 같은 기수를 갖는다. 농도·집합
수라고도 한다. 무한 집합의 기수는 집합들 사이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다.
○ 한자의 우물 정 또는 음악의 샤프 모양 기호이다.
○ 함수의 표현 방식으로 괄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 

]8,A033]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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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습 문제

1.    

 
∣
2. 내적 공간  의 임의의 벡터  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3. 집합  가 집합  보다 크기가 ‘작거나 같다’는 것은  에서 로 가는 단사 함수
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  ≤ ＃ 
4. 군 가 위수가 4인 군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  ≅ 
5. 는 아벨군이고 의 모든 부분군  는 정규 부분군이다.
즉  ◁ 
6. 에일렌베르크-매클레인    ≃  
7. 가 집합  의 원소 와 의 원소  사이의 관계일 때 를 성립시키는 순서
쌍   전체의 집합      를 관계 의 그래프라 한다.

 로 나타낸다.
8.   ∉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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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습 문제 정답

#A4 8N5#A0\#D
#C.\8N9#A0
#B4 CR.?@=$3 0,V W O5WW ^NAHS
0V" 0W N IRJ<: I<[5 ,OAO ,]"OBJ3
I4
\\V5W\\^#B9\\V9W\\^#B33
#B8\\V\\^#B5\\W\\^#B0
#C4 .OBJB 0,A $ .OBJB 0,B ^UI
F[@O$ ,8.A@SC $8I0'CZ _SZ 0,A N
,S 0,B "U $CZ I3LJ5,M$ O/ICZ
,I['OI4 O_SZ
]8,A066]8,B0
#D4 @G 0,G $ MR,M$ #DQ @GOE*
I<[5O ,]"OBJ3I4
,G "-33 ,C;#D "-33 ,Z;#D
#E4 0,G CZ <^N1@GO@U 0,G W
EUIZ ^M^G@G 0,H CZ .]@%^M^G@GOI4
.[A ,H _< ,G
#F4 NO1"N3^N"[F[-ERF!"NQ
,K8,G1 N9#A0 "-3 .W,K8,G1 N0
#G4 0,R $ .OBJB 0,A W P3,U 0A
V 0,B W P3,U 0B LOW @V3@/O1 ,IR
A,RB "! ,]"OB,OFOCZ ,G,S,L7
8A1 B0 .);NW .OBJB
,G3378A1 B0\ A,RB7 "! @V3@/ 0,R
W @["RD["< J3I4
#H4 8C1 D0.6,R Q @]M C.,RD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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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R3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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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하

○ 기하에서 선이나 도형을 나타낼 때 쓰는 연속된 로마자는 로마자 대문자를 표기하
는 일반 원칙에 따라 연속 대문자 표 ,,을 로마자 앞에 적는다.
○ 다각형은 도형 기호 _과 그 도형의 형태를 따서 만든 모양의 점형을 조합한다. 삼
각형은 개정 이전에는 +으로 표기했지만 도형 기호 _과 조합하는 일관성 있는 규정
적용을 위하여 _+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삼각형

_+

사각형

_.K

오각형

_[K

육각형

_[O

호

_[

사다리꼴

_/*

평행 사변형

_//

○ 합동, 수직, 평행, 평행이면서 같다, 닮음 기호는 두 개 이상의 도형의 관계를 표
현한다.

제40항
제40항 선분(  )은 _C으로 적는다.



_C,,AB

해설

○ 선분(line segment)은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이다. 선분은 양 끝점이 있으므로 길
이를 잴 수 있다.
○ 묵자에서는 두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 위에 선을 그어 표현한다. 점자에서는 로마
자 앞에 도형 기호 _과 선에 해당하는 C을 적고 로마자를 적는다.
○ 일반적으로 선분 기호를 적지 않고 두 점을 이어 적어도 선분으로 간주하므로 점
자에서도 이 표현 방식에 따라 적는다.


BC

_C,,BC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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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
제41항 직선(↔)은 [3O으로 적는다.



[3O,,AB

해설

○ 직선(straight line)은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이다. 직선은 양 끝점을 알 수
없으므로 길이를 잴 수 없다. 양쪽 방향으로 무한히 선이 연속된다는 개념이다.
○ 묵자에서는 두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 위에 양쪽 화살표가 위치한다. 점자에서는
로마자 앞에 양쪽 화살표 [3O을 적는다.

제42항
제42항 반직선(→)은 3O으로 적는다.



3O,,AB

[붙임] 이 기호는 ‘벡터’ 기호로도 사용한다.

 AAA 

3O,A338,A;#A1 ,A;#B1 ,A;#C0

해설

○ 반직선(half-line)은 한 정점에서 화살촉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무한히 선이 계속되
는 선의 일종이다.
○ 묵자에서는 두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 위에 정방향 또는 역방향 화살표가 위치한
다. 점자에서는 로마자 앞에 정방향 또는 역방향 화살표 3O, [3을 적는다.
○ 벡터 기호로 사용될 때에는 두 점을 이은 형태 AB, CD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A,
B 등의 로마자로 표현되므로 그 구별이 가능하다.
※ 제30~42항의 기호는 두 점에 해당하는 로마자 두 개를 연이어 적고 그 위에 선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호가 위치하는 데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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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
제43항 합동(≡)은 77으로 적는다.
∆ABC ≡∆DEF

_+,,ABC77_+,,DEF

해설

○ 합동(congruence)은 두 개 이상의 도형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완전히 포개어지
는 관계일 때를 말한다.
○ 묵자에서는 등호( ) 밑에 하이픈을 적어 한자의 석 삼자 모양으로 표기한다.
점자에서는 등호 33 밑에 하이픈 --을 겹쳐 적는 방식으로 제자하였다.
제44항
제44항 각(∠)은 ?으로 적는다.
∠ABC

?,,ABC

해설

○ 각(angle)은 한 점에서 그은 두 개의 반직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도형이다. 한 점
B에서 시작한 두 반직선 BA와 BC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ABC라 하고 ∠ABC로 표시
한다.
○ 각을 표현하는 기호(∠) ? 다음에 세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적어 표기한다.
○ 세 점 중 가운데 점만으로도 각을 표기할 수 있다. 이는 묵자의 표기에 준한다.

∠AXB -> ∠X

?,,AXB 3O ?,X

제45항
제45항 삼각형(∆)은 _+으로 적는다.
∆ABC

_+,,ABC

해설

○ 삼각형(triangle)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선분으로 서로 연결하여 만든
도형이다.
○ 도형 기호 _에 삼각형 모양 +을 조합하여 제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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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과 개정 후
기호

개정 전

개정 후

∆

+

_+

○ 삼각형 기호 _+ 다음에 세 개의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이어 적는다.

제46항
제46항 수직(⊥)은 0'으로 적는다.
AB⊥DE

,,AB0',,DE

해설

○ 수직(perpendicularity)은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를 말한다.

제47항
제47항 평행( ̸ ̸ )은 ;2으로 적는다.
AB ̸ ̸CD

,,AB;2,,CD

해설

○ 평행(parallel)은 한 평면 위의 두 직선이나 두 평면이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이
다.

제48항
제48항 평행이면서 같다(═)는 46으로 적는다.
AB  CD
═

,,AB46,,CD

해설

○ 평행이고 길이가 같음을 나타내는 합성 관계 기호이다.
○ 두 개 이상의 선분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음, 즉
ABCD 이고 AB  CD
○ 직선, 반직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길이가 존재하는 선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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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학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

제49항
제49항 닮음()은 ,'으로 적는다.
△  △′′′

_+,,ABC,'_+,,A-B-C-

해설

○ 닮음(similarity)은 두 개의 도형이 주어졌을 때, 한 쪽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다른 한 쪽과 합동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제50항
제50항 호()는 _[으로 적는다.



_[,,AB

해설

○ 호(arc)는 원이 그 위에 있는 두 점에 의하여 두 개의 곡선으로 나뉠 때 각각의
곡선을 말한다.
○ 묵자에서는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 위에 곡선 모양(위로 둥글고 납작한) 기호가 위
치한다. 점자에서는 도형 기호 _과 곡선 모양의 [을 조합하여 제자하였다.
○ 호 기호 _[ 다음에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이어 적는다.

제51항
제51항 사각형(

ABCD

)은 _.K으로 적는다.

_.K,,ABCD

해설

○ 사각형(quadrangle)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 도형 기호 _과 사각형의 모양인 .K을 조합하여 제자하였다.
○ 사각형 기호 _.K 다음에 네 개의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이어 적는다.

- 60 -

제52항
제52항 오각형(⌂)은 _[K으로 적는다.
⌂ABCDE

_[K,,ABCDE

해설

○ 오각형(pentagon)은 다섯 개의 변과 다섯 개의 꼭짓점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
○ 도형 기호 _과 오각형의 모양인 [K을 조합하여 제자하였다.
○ 오각형 기호 _[K 다음에 다섯 개의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이어 적는다.

제53항
제53항 육각형(⌬)은 _[O으로 적는다.
⌬ ABCDEF

_[O,,ABCDEF

해설

○ 육각형(hexagon)은 여섯 개의 변과 여섯 개의 꼭짓점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720이다.
○ 도형 기호 _과 육각형의 모양인 [O을 조합하여 제자하였다.
○ 육각형 기호 _[O 다음에 여섯 개의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이어 적는다.

제54항
제54항 사다리꼴(

ABCD

)은 _/*으로 적는다.
_/*,,ABCD

해설

○ 사다리꼴(trapezoid)은 마주 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다.
○ 도형 기호 _과 사다리꼴 모양인 /*을 조합하여 제자하였다.
○ 사다리꼴 기호 _/* 다음에 네 개의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이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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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항
제55항 평행 사변형(▱)은 _//으로 적는다.
▱ ABCD

_//,,ABCD

[붙임] 기하에서 대문자가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그 앞에 대문자 기호를
,,을 적는다.
해설

○ 평행 사변형(parallelogram)은 마주 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서로 평행한 사각
형이다. 평행 사변형은 사다리꼴에 포함된다.
○ 도형 기호 _과 평행 사변형의 모양인 //을 조합하여 제자하였다.
○ 평행 사변형 기호 _// 다음에 네 개의 점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이어 적는다.

제56항
제56항 ‘그러므로’(∴)는 /'으로 적고, 그 앞뒤를 두 칸씩 띈다.
      

∴       

X5Y33XY5#B /' XY33X5Y9#B
해설

○ 식의 전개에서 결과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접속 기호이다.
○ 이 기호를 대신해서 정방향 화살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X^#B5#CX5#B33#J

      

8X5#A08X5#B033#J

→    또는   

3O X339#A ,IUCZ X339#B

제57항
제57항 ‘왜냐하면’(∵)은 *A으로 적고, 그 앞뒤를 두 칸씩 띈다.
    는 정수

∵    

Y33X5#B CZ .],M *A Y33N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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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식의 전개에서 원인이나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접속 기호이다.
○ 이 기호를 대신해서 역방향 화살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는    ←       
X339#A ,IUCZ X339#B
[3 X^#B5#CX5#B3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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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습 문제

1. ∠ 의 이등분선 위의 한 점  에서 두 변  , 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라고 할 때

 

2. ∆와 ∆에서
∠  ∠  
3. ∆ ≡∆
4. 두 삼각형 와 ′ ′ ′이 조건
 


 


′′ 
 
′′ 
′′
을 만족하면 이 합동 조건을  합동이라 한다.


5. 직선  : 

반직선  : 
 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를 상등이라고 하고
6. 두 벡터 ,
 
7. 평면 와 평면 가 이루는 2면각이 직각이면, 두 평면  는 서로 수직이라고
말하고 ⊥로 나타낸다.
8. 사각형  와  가 닮은 도형이면 기호로
□ ∾ □

 라 한다.
9. 양 끝점이  와  인 호를 
10. ▱  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AB ̸ ̸DC, AD ̸ ̸BC

11.

ABCD의 변 AB CD 위에 점  를

AP  PB  DQ  QC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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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도록 취하면 PQAD 이다.
12.   


∴ 
13.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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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습 문제 정답

#A4 ?,,AOB W OI[7^G,) MRW J3
.S5 0,P N,S IM ^* 0,,OA" 0,,OB N
CR"Q ,M,)W ^1! $A$A 0,C" 0,D
"<@U J1 ,IR
_C,,PC33_C,,PD
#B4 _+,,PCO V _+,,PDO N,S
?,,PCO33?,,PDO33#IJ0D
#C4 _+,,PCO77_+,,PDO
#D4 IM L5$AJ] 0,,ABC V
0,,A-B-C- O .U@)
_C,,AB33_C,,A-B-1
_C,,BC33_C,,B-C-1
_C,,CA33_C,,C-A! E3.XJE* O JBI=.U@)! 0,,SSS4
JBI=O"< J3I4
#E4 .OA,) 0,,AB"1 [3O,,AB
^3.OA,) 0,,AB"1 3O,,AB
#F4 IM ^NAHS 3OA1 3OB W F[@O$
$8@U ^7J>7O $8! ,IR" IM ^NAHS"!
L7I[7O"<@U J@U
3OA33-3OB
#G4 D]E* 0@A V D]E* 0@B $ O"M
CZ #B E*$AO .OA$AOE*" IM D]E*
0@A" 0@B CZ ,S"U ,M.OAO"<@U E1J
@U @A0'@B "U CHCR3I4
#H4 L$AJ] 0,,ABCD V 0,,EF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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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5Z IUJ]OE* @OJU"U
_.K,,ABCD,'_.K,,EFGH
#I4 >7 ,@[8.S5O 0,A V 0,B Q JU"!
_[,,AB "< J3I4
#AJ4 _//,,ABCD CZ IM ,L7W IR^*
O $A$A D]JR7JI4
,,AB;2,,DC1 ,,AD;2,,BC
#AA4 _/*,,ABCD W ^* 0,,AB"
0,,CD MRN .S5 0,P" 0,Q "!
,,AP"1,,PB33,,DQ"1,,QC33M"1N
O IYIU"X ;MRJE* ,,PQ;2,,AD OI4
#AB4 ,A33,B
,B33,C
/' ,A33,C
#AC4 8A5#A08A9#A033#J N,S
A33#A 8'*A A55#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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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함수

○ 함수(function)는 일반적으로 두 집합   에 대하여  의 원소 에  의 원소 
가 단 하나 대응하면 이 대응 관계가  에서  로 가는 함수이다.
○ 함수의 종류에는 다항 함수, 대응, 로그 함수, 목적 함수, 무리 함수, 분수 함수,
삼각 함수, 상수 함수, 역함수, 유리 함수, 주기 함수, 지수 함수, 합성 함수, 항등 함
수 등이 있다.

제58항
제58항 함수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함수()는 F으로 적는다.
  

Y33F8X0

  

F8X9#A0

 ∘  

8G1F08X033G8F8X00





Y33F^9#A8X0



[붙임]  또는 가 화살표 위에 있을 때에는 화살표 앞에 적는다.

→


X F3O Y


→


X G3O Y

해설

○ 함수는 일반적으로     등으로 주로 쓰이지만 어느 로마자라도 사용 가능
하다. 함수의 로마자는 분야나 경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된다.

   

F8A033G8#A05#A

○ 합성 함수(composite function)
두 함수    →     →  가 주어졌을 때, 집합  의 임의의 원소 에 집합 
의 원소 를 대응시켜  를 정의역,  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함수가 와 의 합성 함수이다.
합성 함수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 것으로 기호(∘) 1을 사용하고, 합성 또
는 써클(circle)이라고 읽는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독립 변수를 소괄호로 묶어 표현하는데 괄호가 중첩될 때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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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가 중괄호 등으로 승격되지 않고 소괄호를 사용한다.

 ∘   

8H1G08X033H8G8X00

○ 역함수(inverse function)
일반적으로 함수    →  가 일대일 대응일 때,  의 임의의 원소 에 대하여
  의 원소 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의 원소 에   인  의 원
소 를 대응시켜  를 정의역,  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렇게 정의된 함수가 의 역함수이다.
묵자에서 역함수는 함수의 문자    등에   이 지수 자리에 위치한다. 수학 점
자에서는 개정 이전에는  제곱에 해당하는 :을 문자에 붙여 표기하였으나 이번 개
정에서 –1을 위 첨자 기호로 적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F:

F^9#A

○ 화살표 위에 로마자가 위치하는 함수의 표기는 수학 점자에서 기호 위의 기호 처
리 방식을 따른다. 즉 묵자에서 기호 위에 기호가 위치할 때 수학 점자에서는 기호
위에 위치한 기호를 기호 앞에 적는다는 원칙이다.


AB

_C,,AB




[3O,,AB


→


X F3O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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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항
제59항 로그( log )는 _으로 적는다.
1. 밑이 숫자일 경우에는 ,을 적고 수표 없이 내려 적는다. 밑이 문자일 경우
에는 ;을 적고 문자를 적는다. 진수 부분은 바로 이어 적는다.
log

log _;AN

_,10#B

[붙임] 진수 부분이 분수, 곱, 다항식, 괄호 등일 경우에는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log 


_;A(V/U)

log   

_;E(8#B5H0)

log   

_,2(8X5#A0)

2. 상용로그에서는 밑을 생략한다.
log

_#B

log

log  

_(8X5#A0)

#B_#G

해설

○ 로그는 밑과 진수로 구성된다.

지수
진수



   ⇔ log    
밑

○ 수학 점자에서 로그를 적을 때에는 밑이 수일 때와 문자 또는 괄호일 때를 구분하
여 달리 표기한다. 밑이 수일 때는 로그표 _을 적고 ,을 적은 다음 밑인 수를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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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내려 적는다. 밑이 문자 또는 괄호일 때는 로그표 _을 적고 ;을 적은 다음 밑
인 문자 또는 괄호를 적는다. 밑을 적은 다음 바로 진수를 이어 적는다.

log  

_,2#E

log 
log    
log 

_;AB33_;CA/_;CB

log  

_;(#B5#C)#E

○ 진수가 분수, 곱, 다항식일 때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log  

_;(AB),C

log      

_,2(8X9#A08X9#C0)


log     log    


_;(#C^#B)#C^#D33#B/#D_,3#C33#B

○ 상용로그(Common logarithm)는 수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이다. 상용로그는 묵
자에 준하여 밑 10을 생략하고 로그표 다음에 바로 진수를 적어 표현한다.


log   log     log 

_#E33_(#B/#AJ)33#A9_#B
○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는 실수 를 밑으로 하는 로그 log 로서, 상용로그
와 구별하기 위해 ln로 쓴다.

ln   log  

LNX33_;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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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항
제60항 삼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사인( sin )

6S

코사인( cos)

6C

탄젠트(tan )

6T

코탄젠트(cot)

6\

시컨트(sec )

6-

코시컨트(cosec) 6<

[붙임] 각이 곱, 다항식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묶음 괄호로 묶는다.
sin

6S(#CX)

sin

6S(XY)


sin 


6S(#F/X)

cos 

#B6CX

sin  cos  

6S^#BX56C^#BX33#A

sin

6S^#CX

sin

6SX^#C

해설

○ 삼각 함수(trigonometric function)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코시
컨트 함수, 시컨트 함수, 코탄젠트 함수의 여섯 함수로 구성된다.
○ 삼각 함수는 삼각 함수표 6을 적고 함수의 종류에 따라 사인(sine)은 S, 코사인
(cosine)은 C, 탄젠트(tangent)는 T을 적는다.
○ 삼각 함수에 지수를 적을 때에는 묵자의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삼각 함수 기호 바
로 다음에 지수를 표기한다.

sin  cos  

6S^#B@?56C^#B@?33#A

○ 삼각 함수의 역

 

코사인의 역   : 시컨트
cos

사인의 역  : 코시컨트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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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젠트의 역  : 코탄젠트
tan
삼각 함수의 역은 삼각 함수 각각의 점형을 상하로 뒤집은 모양으로 제자하였다. 적을 때
삼각 함수표 6을 앞에 적는 것은 삼각 함수와 동일하다.
사인

6S

→

코시컨트

6<

코사인

6C

→

시컨트

6-

탄젠트

6T

→

코탄젠트

6\

제61항
제61항 역삼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arcsin 

ARC6S,A



sin 

6S^9#A,A

sin  

#C6S^9#AX


sin  


6S^9#A(#C/X)

sinsin 

6S(86S^9#AX0)

해설

○ 삼각 함수에 합성 함수를 취하면 항등 함수    가 되는 것에 따라 역함수가
정의된다.

sin ∘ arcsin   (단, I는 항등 함수)
6SX1ARC6SX33,I 8'I3" 0,I CZ J7I[7J5,M,0
따라서 arcsin  는 sin 의 ‘ ∘ ’ ( ∘ 는 합성 함수)에 대한 역원이다.
○ 역삼각 함수는 삼각 함수의 역을 의미하는 –1을 지수처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즉 arcsin  는 sin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호의 표현

arcsin
arccos
arctan

ARC6S,A
ARC6C,A
ARC6T,A

sin 
cos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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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9#A,A
6C^9#A,A
6T^9#A,A

arc cosec
arc sec
arc cot

ARC6<,A
ARC6-,A
ARC6\,A

cosec 
sec 
cot 

arccos  cos 

ARC6CX336C^9#AX


arccos 


ARC6C(#F/X)

6<^9#A,A
6-^9#A,A
6\^9#A,A

○ 역(Inverse)을 표현하는 –의 지수 표기는 이번 개정에 따라 :에서 ^9#A으로 바
뀌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tan 

6T:,A

6T^9#A,A

○ arc는 ‘아크’로 읽는다.

제62항
제62항 쌍곡선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sinh

6SHX

cosh

6CHX

tanh

   
sinh  


6SHX33#B/(E^X9E^9X)

cosh  sinh  

6CH^#BX96SH^#BX33#A

6THX

해설

○ 쌍곡선 함수는 삼각 함수와 역함수 관계인 함수이다. 그래프의 모양이 쌍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 묵자와 동일하게 삼각 함수 기호에 h 를 붙여 적는다. h 는 hyperbolic의 첫 글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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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습 문제
1. 집합  를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는
   →
2. 집합  를 정의역으로 하는 항등 함수

   → 
3.  ∘  ∘    ∘  ∘ 
4.      
 ∘      ∘  
5. log   
log     log  
6. log    log   log  

7. ln ′  











 
8. sin     cos   cos   
 

 



tan   tan 
9. tan     
  tan  tan 
cos 
10. cot   
sin 
11.   tan  sec
  cot  co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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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in   cos   



13. sinarc tan  

  





 

   
   
14. cosh  s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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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습 문제 정답

#A4 .OBJB 0,X "! .]W:A["U J@U
.OBJB 0,Y "! @=:A["U JCZ J5,M
0F CZ
F"1 ,X 3O ,Y
#B4 .OBJB 0,X "! .]W:A["U JCZ
J7I[7J5,M
,I;X"1 ,X 3O ,X
#C4 H18G1F0338H1G01F
#D4 8F^9#A0^9#A33F
8G1F0^9#A33F^9#A1G^9#A
#E4 _,2(8X5#A0)
_;AX^N33N_;AX
#F4 _#AJ33#A1 _#AJJ33#B1
_#AJJJ33#C
#G4 8LNX0-33X/#A
#H4 6S8#B/@P9#AB/@P033
6C(#AB/@P)336C8#C/@P9#D/@P0
#I4 6T8@A5@B033
(#A96T@A6T@B)/(6T@A56T@B)
#AJ4 6\@?336S@?/6C@?
#AA4 #A56T^#BX336-^#BX
#A56\^#BX336<^#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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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4 6S8@P9@?056C8#B/@P9@?0
#AC4 6S8ARC6TX033>(#A5X^#B)/X
#AD4 6CH^#BX96SH^#BX33
8#B/(E^X5E^9X)0^#B98#B/(E^X9
E^9X)0^#B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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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미적분

제63항
제63항 무한대(∞)는 =으로 적는다.
N 3O =

 →∞

9=

∞
tan ±∞

6T#IJ0D3359=

해설

○ 무한대(infinity, ∞)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수가 아니고 한없이 커짐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





.S;N33#A = A;N



제64항
제64항 극한(lim)은 LIM으로 적은 다음 범위의 시작(변수), 화살표, 범위의 끝
(점근값)의 순으로 적되, 변수 앞에 ;을 적고 화살표의 양쪽을 한 칸씩 띄어 적는
다. 그리고 본 식에 해당하는 수열의 일반항 또는 함수식을 범위 다음에 칸을 띄
어 적는다.

lim

LIM;X 3O B G8X0

→

lim 

LIM;X 3O = F8X0

→∞

log 

lim 


LIM;A 3O #J A/_(8A5#A0)

→




lim   

→ ± ∞



 

LIM;X 3O 59= 8#A5X/#A0^X33E

[붙임] 범위가 둘일 때에는 범위의 시작(변수) 앞에 각각 ;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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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LIM;X 3O A ;Y 3O B F8X1 Y0

→
→

해설

○ 기호 lim 는 극한을 뜻하는 limit의 약자이고 ‘리미트’라고 읽는다.
○ 수열의 극한은 무한수열

이 어떤 수 에 수렴할 때, 이 가 수열 의 극

한 또는 극한값이다.
함수의 극한은 함수 가 어떤 값 에 수렴할 때, 이 가 의 극한 또는 극
한값이다.
○ 일반적으로 극한의 식은 극한 기호 lim과 범위(변수, 점근값), 수열의 일반항 또는
함수식으로 구성된다.
수열의 일반항 또는
함수식

lim 

 →∞

점근값

변수

○ 수학 점자에서는 극한 기호 lim을 적은 후에 범위의 시작인 변수를 아래 첨자로
처리, 즉 ;을 붙여 변수를 적고, 화살표 3O 다음에 점근값을 표기한 후 본식을 적는
다. 변수, 화살표, 점근값, 본식 사이는 각각 한 칸을 띈다.
○ 개정 이전에는 화살표를 적지 않았는데 묵자의 구조 및 형태를 수용하여 묵자에
있는 화살표를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lim     
→∞

개정 전

개정 후

LIM;X = F8X5#A0

LIM;X 3O = F8X5#A0

○ [붙임] 범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범위의 시작(변수) 앞에 각각 ;을 적고, 범위의 시
작(변수), 화살표, 끝(점근값) 순으로 적되 그 사이는 한 칸씩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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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

LIM;X 3O #J ;Y 3O #J (X^#B5Y^#B)/(#CX^#BY)33#J

○ 개정 이전에는 극한의 생략 형태를 _으로 표기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제65항

제65항 변화율  는 .DX/.DY으로 적는다.

     
.DY33F8X;#A5.DX09F8X;#A0


lim 


→

LIM;.DX 3O #J .DX/.DY
해설

○ 변화율에는 평균 변화율과 그 극한값인 순간 변화율의 두 가지가 있다. 평균 변화
율은 독립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량의 비율로서 주로 함수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변화율이다. 주로 함수에
서 한 점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미분 계수라고도 한다. 이는
미분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 변화율은 그리스 문자 델타()를 사용하여 적으며 묵자의 식 전개에 따른다.

제66항
제66항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1차 도함수

′  


Y-33DX/DY

′

F-8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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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DY33DZ/DY*DX/DZ



×   × 




DX/DU*V5U*DX/DV

  



DX/(D8#CX5#E0)

2. 2차 도함수

′′  


Y--33DX^#B/D^#BY

  ′′

D^#BY33F--8X0DX^#B

3. 3차 도함수

′′′  


Y---33DX^#C/D^#CY

4. 4차 이상의 도함수

  


Y^8#D033DX^#D/D^#DY


  


Y^8N033DX^N/D^NY

해설

○ 도함수(derived function)는 함수   를 미분하여 얻은 함수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 미계수 또는 미분 계수라고도 한다.
도함수는 derivative 또는 derived function을 번역한 것으로, derivative는 미분
이라는 뜻의 derivation에서 만들어졌다. derivation은 본래 ‘도출’이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는데 미분 계수와 구별하기 위해 derivative라고 하였다. 이것을 번역할 때
‘도출된 함수’라는 의미에서 ‘도함수’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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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F-8X033LIM;H 3O #J H/(F8X5H09F8X0)

○ 1차 도함수
프라임 한 개 -을 적고 묵자의 식 전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2차 도함수
프라임 두 개 --을 적고 묵자의 식 전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3차 도함수
프라임 세 개 ---을 적고 묵자의 식 전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4차 이상의 도함수
1~3차 도함수는 프라임이나 지수를 그 차수만큼 표기한다.
4차 이상의 도함수는 묵자의 식 구성과 동일하게 오른쪽 위 첨자(지수) 위치에 그 차
수를 적는다.
도함수식  의 차수도 오른쪽 위 첨자로 표기한다.

실수 전체에 대하여    일 때
′    
″     
″′      
     ···     
,O1,M .);NN IRJ<: F8X033X^N O1 ,IR
F-8X033NX^(N9#A)
F--8X033N8N9#A0X^(N9#B)
F---8X033N8N9#A08N9#B0X^(N9#C)
F^8K08X033N8N9#A08N9#B0 '''
8N9K5#A0X^(N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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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항
제67항 편미분()은 $으로 적는다.
1.  의 는 아래 첨자로 적는다.

 



$X/$Z33F;X8X1 Y0

2. 2차 편미분 이상( ,  의  )은 묶음 괄호로 묶는다.
 
 



($X$Y)/($^#BZ)33F;(XY)8X1 Y0

해설

○ 편미분은 다변수 함수에 대하여, 그중 하나의 변수를 정하고 나머지 변수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그 변수로 미분하는 일을 가리킨다.
○ 편미분 기호()는 ‘라운드’로 읽는다.
○ 식의 구성 및 전개는 묵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다변수 함수 가 독립 변수  를 갖고 있을 때,
함수 를 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또는 

∂
I^*,MJ5,M 0F $ IX"OB^*,M 0X" 0Y "! $K@U O/! ,IR"
J5,M 0F "! 0X N IRJR,S D*EO^GJ3 _SZ
$X/$F ,IUCZ F;X

제68항
제68항 미분 연산자(∇)는 _%으로 적는다.






∇      ⋯ 
 




_%F338X;#A/F1

X;N/F0
해설

○ 미분 연산은 미분하여 도함수를 만들어 내는 연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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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F1

'''1

○ 미분 연산자 기호(∇: nabla)는 아래로 뾰족한 세모꼴의 모양에 따라 _%으로 제
자하였다.
○ 식의 구성 및 전개는 묵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벡터의 미분 연산




∇      



^NAHSW EO^G *L3
_%33$X/$I5$Y/$J5$Z/$K

제69항
제69항 라플라스 변수(ℒ )는 "[F8T0으로 적는다.

ℒ









"[F8T033!;#J X E^9XF8T0DT



해설

○ 라플라스 변환은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변화시킨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비교적 풀기 쉬운 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한 후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으로
변환시키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 라플라스 기호(ℒ )는 함수와 함께 사용한다.
함수    가  ≥  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
이때,  의 라플라스 변환을 ℒ 또는  로 나타내며 다음의 식으로 정의한
다.
ℒ  



∞

    



J5,M F8T0 $ T44#J Q @M$3N,S
.]WIY3 J5,M"<@U J.4
O,IR" 0F W "<D!"<,[ ^*JV3!
"[F8T0 ,IUCZ ,F8S0 "U CHCRE:
I<[5W ,OA["U .]WJ3I4
"[F8T033,F8S033!;#J =
E^(9AT)F8T0DT 8'S55#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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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항
제70항 ‘알레프(ℵ)’는 RF으로 적는다.
ℵ: 연속체의 농도

RF8C0"1 *,X;NW C=IU

해설

○ 알레프는 농도의 기호로 집합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연속체의 농도를 표시하
는 값을 이른다.
○ ℵ(알레프)는 히브리 문자이다.

제71항
제71항 ‘알레프 제로(ℵ )’는 RF을 적고 은 아래 첨자로 적는다.

ℵ : 가부번의 농도 RF;#J8A0"1 $^M^)W C=IU
해설

○ 알레프 제로는 농도의 기호로 자연수나 유리수 전체 등의 집합의 농도, 즉 가산
또는 가부번인 농도를 알레프 수 ℵ 로 나타낸다.

ℵ =|  |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
RF;#J33\,N\ 8'.<*,MW .OBJBW F[@O,0

제72항
제72항 부정적분은 !으로 적는다.

   

!F8X0DX33,F8X05,C

  

!AF8X0DX33A!F8X0DX

      
!8#BX5#C0DX33!#BXDX5!#C"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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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정적분(indefinite integration)은 미분의 역과정을 의미한다. 즉, 함수 의
부정적분은 미분을 하여 가 되는 함수이다.
○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분 기호(integral) 다음에 본식(피적분 함수)을
순서대로 붙여 적는다.

함수 의 도함수가 이면, ′  이면  는 의 부정적분이고
이것을 기호로


J5,M ,F8X0 W IUJ5,M$ F8X0 OE*" ,F-8X033F8X0 OE*
,F8X0 CZ F8X0 W ^M.].?^GO@U O_S! @OJU"U
!F8X0DX

제73항
제73항 정적분은 적분 범위를 ;으로 시작하고 아래 끝, 위 끝, 본 식(피적분
함수)의 순으로 적되, 아래 끝과 위 끝 사이, 위 끝과 본 식(피적분 함수) 사이를
한 칸씩 띄어 적는다. 적분 괄호는 대괄호로 적는다.


    

!;A B F8X0DX33(',F8X0,);A B





    
 






#B!;#J A >8A^#B9X^#B0DX



lim
→∞



 

LIM;B 3O = !;A B F8X0DX



해설

○ 정적분(definite integral)은 값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적분이다. 정적분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정적분이라 한다.
○ 정적분은 적분 범위의 시작(아래 끝), 끝(위 끝), 본식(피적분 함수)으로 구성된다.

- 87 -

적분 기호

위끝
위
끝





  

본식(피적분함수)
아래 끝
아래끝

○ 묵자에서는 적분 범위를 아래 끝은 하단에, 위 끝은 상단에 적는다. 수학 점자에
서는 아래 끝은 적분 기호 다음에 ;을 붙여 아래 첨자로 처리하고 위 끝은 한 칸 띄
어 적는다. 본식(피적분 함수)는 위 끝과 한 칸 띄어 적는다.





   

9!;#J #A 8#A5#DX0DX



제74항
제74항 이중 적분(

 )은 !!으로 적되, 이중 적분의 구역은 ;으로 적고 칸을

띈 다음 본 식(피적분 함수)을 적는다.

 

!!;,A F8X1 Y0DXDY







  


!;A B !;C D F8R0DRD@?



[붙임] 적분의 범위를 적을 때에는 정적분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을 적는 방식에
준한다.



 



!!;A B ;C D F8X1 Y0DXDY

 

해설

○ 이중 적분(double integral)은 평면 도형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적분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는 함수를 적분한다.
○ 적분 범위를 적는 방식은 정적분과 동일하며, 두 개 이상의 범위 사이에 한 칸을
띄어 구분하고 두 번째 범위도 ;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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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J #A !;#J #A (#A5XY)/X33
!;#J #A ('LN(8#A5XY0),);#J #A"DX

제75항
제75항 선적분(

 )은 )으로 적되, 선적분의 범위는 정적분에서 아래 끝과 위 끝

을 적는 방식에 준한다.


 

);C F 8Z0DZ









);8A1 B0 8C1 D0 PDX



해설

○ 선적분(line integral)은 평면 위에서 곡선을 따르는 함수의 적분으로 곡선 적분이
라고도 한다. 주어진 함수 또는 벡터장을 어떤 곡선을 따라 적분할 때 이를 선적분이
라고 한다.
○ 선적분의 범위는 정적분의 범위를 적는 방식에 따른다.
○ 좌표가 위 끝과 아래 끝일 때는 좌표를 적는 방식에 준하여 적는다.

- 89 -

제6장 연습 문제

1.   에 대하여
    
     
이 각각 의 변화량과 의 변화량을 나타낼 때
    


 
  
2.       의   에서의 미분 계수는
 

lim 

→


3.   이면 ′  lim   
→ 
  

4. lim 

→∞   
5.   에서 연속이면 극한값 lim가 존재한다.
→

즉 lim  lim 
→ 

→ 

6.   에서 함수   의 차 근사 다항식
″
″′
 
 














 ′  
 
 
    




7. 연속체, 즉 실수 전체의 집합의 기수를 로 나타내면,
 ℵ
8. 의 부정적분의 하나를  라 하면
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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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og

   




10. 




  ′  




11.

  ln   


12. 치환 적분법에서

′  ∘ 
13. 스톡스 정리

  






14. 함수 를 에 대하여 편미분하고, 에 대하여 편미분한 것은
∂ 
∂ ∂
,  , 

∂ ∂
∂ 
∂

 

15.  가  ≤  ≤ ,  ≤  ≤ 일 때,  에 관한 이중 적분은 누차 적분의 꼴
로 고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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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습 문제 정답

#A4 Y33F8X0 N IRJ<:
.DX33X;#B9X;#A
.DY33F8X;#B09F8X;#A0
O $A$A 0X W ^*JV">7@V 0Y W ^*JV
">7! CHCR1 ,IR
.DX/.DY33(X;#B9X;#A)/(F8X;#B09
F8X;#A0)
#B4 F8X033X^#B5#EX5#F W X33#A
N,SW EO^G@/,MCZ
LIM;X 3O #A (X9#A)/(F8X09
F8#A0)
#C4 F8X033C OE*
F-8X033LIM;H 3O #J H/(C9C)33#J
#D4 LIM;X 3O = (X^#B9X)/
(#CX^#B5#A)33#C
#E4 X33A N,S *,XOE* @[AJ3$B'
LIM;X 3O A F8X0 $ .(.RJ3I4
.[A LIM;X 3O A9 F8X033
LIM;X 3O A5 F8X0
#F4 X33A N,S J5,M Y33F8X0 W
#E;< @ZLIJ7,OA
F8A05F-8A08X9A05#B/F--8A08X9
A0^#B5#F/F---8A08X9A0^#C5
#BD/(F^8#D08A0)8X9A0^#D5
#ABJ/(F^8#E08A0)8X9A0^#E
#G4 *,X;N" .[A ,O1,M .);NW .OB
JBW @O,M"! 0C "U CHCRE*
C33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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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F8X0 W ^M.].?^GW JC"!
,F8X0 "< JE*
.].?^G !;A B F8X0DX33
(',F8X0,);A B33F8B09F8A0
#I4 !;A _X F8T0DT33X^#B9X
#AJ4 DX/D!;A X F8T0DT33
,F-8X033F8X0
#AA4 !;X #A DX33LN\X\5,C
#AB4 ;OJV3.?^G^SBN,S
!F8G8X00G-8X0DX338!F8U0DU01G
#AC4 ,[HX,[ .]"O
!;.W D@W33);$.W @W
#AD4 J5,M 0F "! 0Y N IRJ<: D*
EO^GJ@U" 0X N IRJ<: D*EO^GJ3 _SZ
$X/$8$X/$Y01 ($X$Y)/$^#B"F1
F;(YX)
#AE4 0,E $ A66X66B1 C66Y66D
O1 ,IR" F8X1 Y0 N @VJ3 O.M7.?^GZ
CM;<.?^GW ,@U1"U @U;: ,,! ,M O/
I4
!!;,E F8X1 Y0DXDY33
!;A B DX!;C D F8X1 Y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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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집합과 명제

제76항
제76항 집합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합집합(∪)은 +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A + ,B

2. 교집합(∩)은 %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A % ,B

3. 원소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원소가 기호의 왼쪽에 있을 때(∈)에는 6으로 적는다.
∈

A6,M

나. 원소가 기호의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4으로 적는다.

∋

,A4X

다. 원소가 기호의 왼쪽에 있으면서 부정을 나타낼 때(∉)에는 .6으로 적는
다.


∈

A.6,A

)에는 .4으로 적
라. 원소가 기호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부정을 나타낼 때(∋
는다.


∋

,M.4A

4.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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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소 나열법으로 된 집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7#A1 #B1 #C7

나. 조건 제시법으로 된 집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는정수

7X\ 0X CZ .],M7

5. 부분 집합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부분 집합이 기호의 왼쪽에 있을 때(⊂)에는 61으로 적는다.

⊂

,B61,A

나. 부분 집합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4으로 적는다.

⊃

,A"4,B

)에는 .61으로
다. 부분 집합이 기호의 왼쪽에 있으면서 부정을 나타낼 때(⊂
적는다.

 ⊄ 

,A.61,M

)에는 ."4으
라. 부분 집합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부정을 나타낼 때(⊃
로 적는다.

 ⊅ 

,M."4,A

6. 여집합( )은 @<으로 적는다.
A 

,A@<33,U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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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집합()은 @F으로 적는다.

∩ 

,A % ,B33@F

8. 추론(⊢)은 _3으로 적는다.

   ⋯ ⊢
,S;#A1 ,S;#B1 ,S;#C1 ''' ,S;N_3,S
9. ‘앞선다(≲)’는 99"-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 : a는 b 앞에 있다.
A1 B6,R A 99"- B"1 0A CZ 0B <4N O/I4
10. ‘앞서고 같지 않다(≺)’는 99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 a는 b 앞에 있다. b는 a 뒤에 있다.
A 99 B"1 0A CZ 0B <4N O/I4 0B CZ 0A IMRN O/I4
11. 집합 일반 연산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이응 없는 아꼴(⊢)’은 _3으로 적는다.
A ⊢ S S

,A _3 ,S;#A ,S;#B

나. ‘이응 없는 어꼴(⊣)’은 3L으로 적는다.
A ⊣ S S

,A 3L ,S;#A ,S;#B

다. ‘위로 뾰족한 세모꼴(∆)’은 _+으로 적는다.
A ∆ B  A  B ∪ B A
,A _+ ,B338,A9,B0 + 8,B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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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의 세 경우에는 기호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해설

○ 합집합(union, ∪) +
집합 연산 기호이다.
집합  의 원소와 집합  의 원소를 모두 합한 전체를  와  의 합집합이라 한다.
묵자 ‘컵’ 또는 ‘U’자 모양에 따라 기호를 +으로 제자하였다.
기호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교집합(intersection, ∩) %
집합 연산 기호이다.
두 집합 A와 B의 양 쪽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원소 전체의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
이라 한다.
묵자 ‘모자’의 모양에 따라 기호를 %으로 제자하였다.
기호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 원소(element, ∈, ∋) 6 4
원(원소)과 집합 사이의 관계 기호이다.
집합을 구성하는 각 개체를 그 집합의 원소(element) 또는 구성원(member)이라고
한다.
집합과 원소 사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 원(원소)은 소문자로 표기한다. 묵
자 기호에서 삼지창 모양의 기호가 벌어져 있는 방향에 따라 그 구분을 판단할 수 있
다. 벌어져 있는 방향이 집합이고 그 반대쪽은 원(원소)이다.
집합이 오른쪽에 있을 때 기호는 오른쪽으로 벌어진다. → ∈ 6
집합이 왼쪽에 있을 때 기호는 왼쪽으로 벌어진다. → ∋ 4

∈

X6,B
: ‘는 집합 의 원소이다(에 속한다)’라고 읽는다.

 ∋

,A4X
: ‘집합  는 를 원소로 한다’라고 읽는다.

원소 기호의 부정은 묵자에서 빗금으로 겹쳐 쓰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 따라 수학 점
자의 제자 원리에 맞추어 .을 앞에 적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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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6,B
: ‘x는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읽는다.

○ 집합의 표현
수학에서 집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다.
원소 나열법은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 그 원소들을 중괄호({ }) 속에 모두 나열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집합 괄호({ }) 안에 원소를 나열하되 그 사이에는 묵자의 표기에
따라 쉼표를 적어 그 나열을 표현한다.
집합 괄호는 묵자의 규정에 따라 중괄호({ }) 7 7으로 적는다.
개정 전에는 쉼표를 적지 않는 원칙에 따라 나열하는 요소 사이에 한 칸을 띄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쉼표를 적게 되었다.
수식에서의 쉼표는 1을 적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A337#A #B #C7

,A337#A1 #B1 #C7

조건 제시법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문장이나 수식으로 서술하여
집합을 설명하는 것으로 원소의 범위나 관계를 조건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범위를 나타내는 등호, 부등호 등과 수의 성질, 그룹을 표현하는 정수, 유리수 등으로
조건을 표현한다.

    ≤  ≤ 인 정수 -> 조건인 범위
,A337X\ #A66X66#AJ Q .],M7 3O .U@]Q ^S5MR

 는 의 약수
7X\ 0X CZ #AJ W >A,M7
○ 부분 집합(subset, ⊂ ⊃) 61 "4
주어진 집합의 원소들 일부 또는 전부로 이루어진 집합을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
이라고 한다.
부분 집합(포함)의 기호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이다.
묵자의 자 모양의 기호가 벌어진 방향으로 그 포함 관계를 표현, 즉 벌어진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포함되고, 벌어진 방향이 왼쪽이면 왼쪽으로 포함된다.
오른쪽으로 벌어지면 ‘기호의 왼쪽의 집합이 오른쪽의 집합에 포함된다(부분 집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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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읽고, 반대로 왼쪽으로 벌어지면 ‘왼쪽의 집합이 오른쪽의 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읽는다.

⊂

,A61,B
: 집합  는 집합 에 포함된다(집합  는 집합 의 부분 집합이다)

⊃

,A"4,B
: 집합  는 집합 를 포함한다(집합 는 집합  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 기호의 부정은 묵자에서 빗금으로 겹쳐 쓰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 따라 수
학 점자의 제자 원리에 맞추어 .을 앞에 적어 표기한다.

 ⊄ 

,A.61,M
: ‘집합  는 집합 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  는 집합 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읽는다.

○ 여집합(complement (set), ) @<
전체 집합  의 한 부분 집합  가 주어진 경우 전체 집합  에는 속하지만 집합  에
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집합  의 전체 집합  에 관한 여집합이라 하고  
로 나타낸다.
묵자에서는 가 위 첨자 자리에 위치하는데 수학 점자에서는 실제 지수가 인 수와
구분이 필요하여 모양을 독립적으로 @<으로 제자하였다.
○ 공집합(empty set, ) @F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은 집합을 공집합이라 한다.
그리스 문자 피(Phi)의 소문자 를 사용한다.
○ 추론 기호(⊢) _3

 ⇒ 는 명제 가 가정  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하는 반면,
  ⊢는   로부터 를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규칙을 나타낸다.
추론 기호는 집합론과 같은 고급 수학에서 주로 사용한다.
○ 앞선다(≲) 99"앞서고 같지 않다(≺) 99
집합론과 같은 고급 수학에서 주로 사용한다.
구분을 명확히 하고 기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호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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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일반 연산
일반 연산 기호와 마찬가지로 집합의 관계와 구조를 순서 및 위치에 따라 정의한 식
기호의 모양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므로 묵자의 모양에 따라 표기한다.
집합 연산에 사용하는 주요 기호는 아래와 같다.
‘이응 없는 아꼴(⊢)’ _3
‘이응 없는 어꼴(⊣)’ 3L
‘위로 뾰족한 세모꼴(∆)’ _+
위의 세 경우에는 기호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제77항
제77항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논리곱(∧)은 ?으로 적는다.
 ∧ 

P ? Q

2. 논리합(∨)은 #으로 적는다.
 ∨ 

P # Q

3. 배타적 논리합( ⋁)은 #-으로 적는다.

 ⋁ :  또는 이고 인 동시에 는 아니다.

P #- Q"1 0P ,IUCZ 0Q O@U 0P Q I=,ON
0Q CZ <COI4
4. 조건문(→)은 3O으로 적는다.
 → 

P 3O Q

5. 쌍조건문(↔)은 [3O으로 적는다.
 ↔ 

P [3O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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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충분(⇔)은 [33O으로 적는다.
 ⇔ 

R [33O S

7. 항진 명제(⇒)는 33O으로 적는다.
 ⇒ 

P 33O Q

8. 동치 명제(⇄)는 [7O으로 적는다.
 ⇄ 

P [7O Q

9. 동시 부정(↓)은 ^3O으로 적는다.
 ↓ 

P ^3O Q

[붙임] 위 1～9의 경우에는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10. 부정(∼)은 @3으로 적는다.
∼

@3P

11. 한정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전칭(∀)은 .'으로 적는다.
∀ 

.'X P8X0

나. 존재(∃)는 .5으로 적는다.
∃ 

.5X P8X0

)는 ..5으로 적는다.
다. 부재(∃

∃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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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논리곱(∧) ?
두 명제  에 대해 ‘이고 이다’ 혹은 ‘ and ’라는 합성 명제를 논리곱이라고
한다.
○ 논리합(∨) #
두 명제  에 대해 ‘ 또는 이다’ 혹은 ‘ or ’라는 합성 명제를 논리합이라고 한
다.
○ 배타적 논리합( ⋁) #
명제나 명제 함수  의 배타적 논리합은 ‘ 또는 이지만 와 인 것은 아니다’, 즉
‘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는 뜻을 갖는다.
집합론과 같은 고급 수학에서 주로 사용한다.
○ 조건문(→) 3O
두 명제  에 대해 ‘이면 이다’라는 합성 명제를 조건문이라고 한다.
화살표를 ‘이면’으로 읽는다.

→ : 이면 이다
P 3O Q"1 0P OE* 0Q OI

○ 필요 충분(⇔) [33O

 ⇒ 와 동시에  ⇒  도 성립하면  는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는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는 이기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이
와 같은 경우  는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하고,  ⇔ 로 나타낸다.
등호 좌우에 화살촉을 조합한 모양의 기호이다. 수학적 표기의 변화에 따라 동치 기
호와 필요 충분 기호를 맞바꾸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동치 기호를 필요
충분 기호로 쓰고 과거의 필요 충분 기호를 동치 기호로 쓰게 되었다.
필요 충분과 동치는 같은 의미로 표현되므로 묵자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

[7O

[3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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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진 명제(⇒) 33O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항상 참인 명제’라는 뜻으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합성 명제의
진릿값이 항상 참인 경우를 말한다.
화살대 3을 두 개 적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동치 명제(⇄) [7O
개정 전에는 묵자에서 필요 충분으로 사용되었는데 6번 규정과 함께 기호의 명칭과
기호를 맞바꾸게 되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

[33O

[7O

○ 동시 부정(↓) ^3O
동시 부정 기호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이다. 묵자의 모양에 따라 수학 점자의 형태
표기 원칙에 의하여 아래를 의미하는 ^에 화살표 3O을 조합하여 적는 방식으로 제
자하였다.
○ 부정(∼) @3
명제 p의 부정 명제는  와 같이 쓰고, ‘가 아니다’(not ) 또는 ‘의 부정’이라
한다.
묵자에서는 물결표 모양의 기호가 로마자 앞에 위치한다. 수학 점자에서는 물결표를
표시하는 "-에서 위로 한 칸씩 이동한 @3을 부정(∼) 기호로 쓴다.

가 참인 명제이면 ∼는 거짓인 명제이다.
0P $ ;<5Q E].NOE* @3P CZ @S.O'Q E].NOI4

○ 한정 기호
전칭(∀) .'
존재(∃) .5

) ..5
부재(∃
전칭 기호(보편 기호) ∀는 all, arbitrary, any, each, every 등을 같은 뜻으로 보아
all의 A를 거꾸로 쓴 것이며, 존재 기호 ∃는 exist, some 등의 뜻으로 exist의 E를
거꾸로 쓴 것이다.

)는 ‘존재하지 않는’이라고 읽는다.
부재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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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습 문제

1. 집합  의 원소가    일 때
(1) 원소 나열법:      
(2) 조건 제시법:      ≤  ≤  는 정수
(3) 원소와 집합 관계: ∈  ∉ 
2. 결합 법칙
∪ ∪  ∪∪
∩ ∩   ∩∩


3.        ∩    ∩   ∩     
4.  ⊂ 이면 ∩    ∩∅  ∅
5.  → →이므로  ⊂  ⊂ 
6. →가 참이면 그 대우 ∼→∼도 참이다
7. 모든 ∈  에 대하여 ⇔인 경우 ‘ 와 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다’라고 한다.
8. ∧ ∼ ∧ → : 모순 명제
9. ∀ ∈  의 부정은 ∃ ∈  ∼
10. →가 참인 명제인 경우  ⇒
11. 쌍조건문  ↔는 논리적으로  →∧→를 의미한다.
12.  가 명제일 때,  로 합성된 새로운 명제 →∧→를 ↔로 나타
낸다. 이 명제가 성립할 때, 즉  →와 →의 양쪽이 성립할 때, 와 는 동치라고
한다.
⇆ 대신에 ⇔,  ⊃⊂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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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의의   ∈  에 대하여 ≲이거나 ≲이다.
14. 를 의 왼쪽 수반 함자(left-adjoint functor)라고 하고, 를 의 오른쪽 수
반 함자라고 하며 기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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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습 문제 정답

#A4 .OBJB 0,A W P3,U$ #J" #A"
#B" #C O1 ,IR
8'#A,0 P3,UC<\^SB"1
,A337#J1 #A1 #B1 #C7
8'#B,0 .U@).N,O^SB"1
,A337X\ #J66X66#C" 0X CZ .],M7
8'#C,0 P3,UV .OBJB @V@/"1
#J6,A1 #E.6,A
#B4 @\JB^SB;OA
8,A + ,B0 + ,C33,A + 8,B + ,C0
8,A % ,B0 % ,C33,A % 8,B % ,C0
#C4 ,B@<9,A@<33,B@< % 8,A@<0@<
33,B@< % ,A33,A % ,B@<33,A9,B
#D4 ,A61,B OE* ,A % ,B33,A1
,A % @F33@F
#E4 P 3O Q1 Q 3O R OE["U
,P61,Q61,R
#F4 P 3O Q $ ;<5OE* @[ IRM
@3Q 3O @3P IU ;<5OI4
#G4 EUIZ X6,X N IRJ<:
P8X0 [33O Q8X0 Q @]M
,8P8X0 V Q8X0 CZ ,S"U DO1+;M7^G
.U@)OI0'"<@U J3I4
#H4 8P ? @3Q0 ? 8P 3O Q0"1 EU
,GE].N
#I4 8.'X6,X0P8X0 W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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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X6,X0@3P8X0
#AJ4 P 3O Q $ ;<5Q E].NQ @]M
P 33O Q
#AA4 ,L7.U@)EG P [3O Q CZ C(
"O.?["U 8P 3O Q0 ? 8Q 3O P0 "!
WEOJ3I4
#AB4 0P" 0Q $ E].NO1 ,IR"
0P" 0Q "U JB,]IY3 ,R"UG E].N
8P 3O Q0 ? 8Q 3O P0 "! P [3O Q
"U CHCR3I4 O E].N$ ,]"OBJ1 ,IR"
.[A P 3O Q V Q 3O P W >7,.XO
,]"OBJ1 ,IR" 0P V 0Q CZ I=;O"<@U
J3I4
P [7O Q IR,QN P [33O Q1
P"461Q I[7["U CHCR@OIU J3I4
#AC4 O5WW X1 Y6,X N IRJ<:
X 99"- Y O@SC Y 99"- X OI4
#AD4 0,F "! 0,G W Y3,.X ,M^3
J5.8'0LEFT-ADJO9T FUNCTOR,0"<@U
J@U" 0,G "! 0,F W U"Z,.X ,M^3J5.
"<@U JE: @OJU"U
,F 3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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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확률과 통계

제78항
제78항 계승(Factorial)은 6으로 적는다.


#H6



X6



N6

  

8#G5#D06





8#CN06



X6/Y6

해설

○ 계승(Factorial, !)은 부터 까지의 자연수들을 차례로 곱한 것을 말하며 기호로
과 같이 나타낸다.
○ 묵자의 느낌표 모양의 기호를 수나 문자 다음에 적는 방식에 따라 점자의 느낌표
6을 붙여 적는다.
○ 개정 전에는 아래 첨자와 충돌되어 구분을 위해 ;을 앞에 적고 6을 표기하였는데
개정 후 아래 첨자 규정이 바뀜에 따라 그 구분이 불필요하여 ;을 적지 않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N;6

N6

제79항
제79항 순열( n P r )은 ,P(N R)으로 적는다.
3

P1

2 7P 2
n - 1P r - 1

,P(#C #A)
#B,P(#G #B)
,P(N9#A R9#A)

해설

○ 서로 다른 개 중에서 개( ≥ )를 취하여 그들을 일렬로 세울 때, 늘어세운 것
하나하나를 개 중에서 개를 취한 순열이라고 한다. 이 순열의 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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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로

표시

한다.
nPr 의

○

P는 permutation(순열)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엔 피 알’로 읽는

다.
○ 개정 전에는 P를 소문자로 적고 두 요소를 소괄호로 묶었는데 개정 후에는 묵자의
표기 방식과 같이 P를 대문자로 적고 두 요소를 묶음 괄호로 묶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nPr

P8N R0

,P(N R)

제80항
제80항 조합( n C r )은 ,C(N R)으로 적는다.

3

C2

,C(#C #B)

n - 1C r - 1

2 n - 1C r - 1
n

C 2r

,C(N9#A R9#A)
#B,C(N9#A R9#A)
,C^#B(N R)

해설

○ 서로 다른 개 중에서 개( ≥ )를 취하여 조를 만들 때, 이 하나하나의 조를 
개 중에서 개를 취한 조합이라고 한다. 이 조합의 총수를
○

nC r 의

nC r 로

표시한다.

C는 combination(조합)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엔 씨 알’로 읽는

다.
○ 개정 전에는 C를 소문자로 적고 두 요소를 소괄호로 묶었는데 개정 후에는 묵자
의 표기 방식과 같이 C를 대문자로 적고 두 요소를 묶음 괄호로 묶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nC r

C8N R0

,C(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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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항
제81항 중복 순열(  )은 .P(N R)으로 적는다.



.P(#G #B)

해설

○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가지의 대상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개를 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 기호 는 그리스 문자 의 대문자로 ‘파이’라고 읽는다. 는 곱을 뜻하는
Product의 첫 글자인 P에 해당하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permutation)에서
이미 P가 사용되어 중복 순열에서는 P 대신 를 사용한 것이다.

 은

‘엔 파이 알’

로 읽는다.
○ 적는 방식은 순열, 조합과 동일하다. 개정 전에는 두 요소를 소괄호로 묶었는데
개정 후에는 묶음 괄호로 묶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P8N R0

.P(N R)

제82항
제82항 중복 조합(  )은 ,H(N R)으로 적는다.



,H(#G #B)

해설

○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택하는 조
합을 말한다.
○

 의

 는 동종을 뜻하는 Homogeneous의 첫 글자이다. ‘엔 에이치 알’로 읽는

다.
○ 개정 전에는 H를 소문자로 적고 두 요소를 소괄호로 묶었는데 개정 후에는 묵자
의 표기 방식과 같이 H를 대문자로 적고 두 요소를 묶음 괄호로 묶는다.

- 110 -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개정 전

개정 후



H8N R0

,H(N R)

제83항
제83항 조건부 확률( ∣ )은 \으로 적는다.



 ∣   

,P8,B\,A033#F/#A

해설

○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조건 아래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말한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라고 표시한다.
○  ∣ 는 ‘피 비 바 에이’라고 읽는다.
○ 묵자에서 조건부 확률 기호로 세로바( ∣ )를 사용하므로 수학 점자에서도 세로바
점형인 \을 적는다.

제84항
제84항 평균값(  )은 @C으로 적되, 편차 기호로도 사용한다.




X@C

해설

○ 묵자에서 평균값 기호로 가로바(  )를 사용하므로 수학 점자에서도 가로바 점형인
@C을 적는다.
 는 ‘엑스 바’라고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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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항
제85항 표본 비율( )은 @H으로 적되, 단위 벡터 기호로도 사용한다.




P@H



   


@S8P@H033>,V8P@H0

해설

○ 표본 비율(sample rate)은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비
율을 말한다.
○ 
 은 ‘피 햇’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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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기타 기호

제86항
제86항 한 수식이 두 줄 이상으로 연속될 때 사칙 연산, 등호, 분수 표가 아닌
점자가 줄 끝에 놓일 경우에는 식의 연결 기호 ,을 적는다.




       

(8X5#A08X5#B08X5#C0)/#A,
5(X5#B)/#A

해설

○ 수식에 사칙 연산, 등호, 분수 표가 포함될 때에는 이 기호를 줄 끝에 남기고 줄
을 바꾸어 적는다. 수식이 칸을 띄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에는 줄 끝에 식의 연결 기
호 ,을 적고 줄을 바꾸어 다음 내용을 이어 적는다.
제87항
제87항 수식에서의 줄임표는 '''으로 적는다.

  ⋯ 

,A;#A1 ,A;#B1 '''1 ,A;N

      ⋯⋯ ①②
7'X5Y33#E ''' #1
X9Y33#A ''' #2,7
해설

○ 이번 개정에서 수식에서의 줄임표를 영어 줄임표와 같은 점형으로 통일하였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

개정 전
"""

개정 후
'''

○ ‘비례한다’는 +3으로 적는다. 이 기호는 수학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호로 이
번 개정에서 폐지하였으나 과학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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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9장 연습 문제

1.    × × 

2.  단      ···  
  
 ×
3.         



4.  ×    에서     

 
5.     
6.

  

 ＋  

  ∩  
7.       
  


8.

  ≤  ≤  

             






    ···   

  

9. ① 표본 평균

      ···  
 



② 표본 분산





     
  



 ···    

 
 


③ 표본 표준 편차
  

10.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을 따를 때, 크기가 인 표본을 임의 추
 의 값을 
라 하면
출 하여 구한 표본 평균 
모평균 에 대한 신뢰도 %의 신뢰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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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 대
11. 모비율이 인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 한 크기가 인 표본의 표본 비율 
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단,     )
  
(1)  

  
(2)  



  
(3) 




- 115 -

제8, 9장 연습 문제 정답

#A4 ,P(#E #C)33#E*#D*#C33#FJ
#B4 (P6Q6R6)/N6 8'I3" P5Q5R5
'''33N,0
#C4 ,H(#C #H)33,C(#AJ #H)33
,C(#AJ #B)33#B6/(#AJ*#I)33#DE
#D4 ,C(N R)*R633,P(N N) N,S
,C(N R)33R6/,P(N R)33(R68N9R06)/
N6
#E4 .P(#D #C)33#D^#C33#FD
#F4 ,C(N5#A K)33,C(N K)5
,C(N K9#A)
#G4 ,P8,A\,B033,P8,B0/,P8,A %
,B0
#H4 ,P8X;I66,X66X;J033
.S;K33I J ,P8,X33X;K033
,P8,X33X;I05,P8,X33X;(I5#A)05
''' 5,P8,X33X;J0
#I4 #1 D+^(D]@%3
,X@C33N/(,X;#A5,X;#B5,X;#C5
''' 5,X;N)
#2 D+^(^GL3
,S^#B33(N9#A)/
(8,X;#A9,X@C0^#B5
8,X;#B9,X@C0^#B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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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N9,X@C0^#B)
#3 D+^(D+.GD*;<
,S33>,S^#B
#AJ4 EU.OBI3W ^GDU$ .]@%^GDU
,N8M1 @S^#B0 ! ,I"! ,IR" F[@O$
0N Q D+^(! O5W;M;&J<: @MJ3 D+^(
D]@%3 0,X@C W $B'! 0X@C "< JE*
EUD]@%3 0M N IRJ3 ,Q"YIU #IE0P W
,Q"Y@M$3Z
('X@C9#A4IF*>N/@S1
X@C5#A4IF*>N/@S,)
#AA4 EU^O%1O 0P Q EU.OBI3N,S
O5W;M;&J3 F[@O$ 0N Q D+^(W D+^(
^O%1 0P@H N IRJ<: I<[5O ,]"OBJ3
I4 8'I3" Q33#A9P,0
8'#A,0 ,E8P@H033P
8'#B,0 ,V8P@H033N/(PQ)
8'#C,0 @S8P@H033>(N/(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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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7년 수학 점자 규정 점역 예제(종합 문제)

종합 문제 1회



1. log    log   의 값은?

2. 두 집합       ,        에 대하여
집합 ∩ 의 모든 원소의 합은?

3.

  
의 값은?
lim 

 →




4. 실수  에 대하여    일 때,    의 값은?

 에

5.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대하여

    ,        일 때,  의 값은?



6. 양수  에 대하여    의 최솟값은?



7.



의 값은?

    







8. 두 실수  ,  에 대하여    ,    일 때, 

 


 


의 값은?


9. 함수       에 대하여  ′    을 만족시키는 상수  의 값은?

10. 실수  에 대하여 두 조건  ,  를 각각

      ,

        

이라 하자.  는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일 때,    의 값은? (단,  ,  는 상수
이다.)
11.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 

- 121 -

이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의 개수는?
12. 수열

 이    이고,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을 만족시킬 때,  의 값은?

13. 다항식    을    로 나눈 나머지를  이라 할 때,






의

값은?

14.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 

이    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의 값은? (단,  ,  는 상수이다.)
∞

15.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lim  의
→∞

  

 에 대하여 급수

 





이



수렴할 때,

값은?

16. 정의역이    는  ≥  인 모든 실수 인 함수

     
  lim 
→∞
  
가    에서 연속일 때, 상수  의 값은?
17. 정의역이    는  ≥  인 모든 실수 이고,
공역이    는  ≥  인 모든 실수 인 함수

        
에 대하여 함수   의 역함수를  라 하자.
두 함수     와    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의 최댓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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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과 같이 제  사분면 위에 있는 점 A 와  축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B , C 를


AB 
AC 인 삼각형 ABC 의 무게 중심 G 가 곡선    위에
꼭짓점으로 하고 


있다.
점 G 의  좌표가  , 삼각형 ABC 의 넓이가  일 때, 선분 BC 의 길이를  라

 

의
lim 


하자.

값은?

→ 

일반항은      이다.

 의

19. 수열

다음은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 ＊ 





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i)    일 때


 


  가  ,

(좌변) 




(우변) 



    






 가  이므로





(＊)이 성립한다.
(ii)    ≥  일 때,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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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일 때에도 (＊)이 성립한다.
(i), (ii)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위의 (가)에 알맞은 수를  , (나)에 알맞은 식을  이라 할 때,  의 값은?
20.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
<보 기>

ㄱ.

lim  

→ 

ㄴ. 함수     는    에서 연속이다.
ㄷ. 방정식         은 열린구간  
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21.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ABCD 에서 중심을 B , 선분 BC 을
반지름으로 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인 부채꼴 BCA 을 그린다.
부채꼴 BCA 의 호 CA 을 삼등분하는 두 점을 각각 E , F 이라 하고, 선분 BE 을
그린다. 점 F 을 한 꼭짓점으로 하고 부채꼴 BEA 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이라 하자.
그림  에 점 D 과 부채꼴 BCA 의 호 CA 을 이등분하는 점 B 를 대각선의 양
끝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D 을 그리고, 정사각형 ABCD 에 그림  을 얻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번째 얻은 그림  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이라 할 때, lim  의 값은? (단, ∠A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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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구하시오.
lim 
→∞


22.

23. 양의 실수  에 대하여 log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단, log    으로 계산한다.)
24. 수열

 의

첫째 항부터 제  항까지의 합  이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5. 두 집합        ,     에 대하여

 ⊂  ⊂  를 만족시키는 모든 집합  의 개수를 구하시오.
26. 다항 함수  가

 
 →∞   

,
lim 




lim   
→    

를 만족시킬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7.   ≤  ≤  ,  ≤  ≤  인 두 정수  ,  에 대하여


 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     의 개수를 구하시오.



28. 그림과 같이 점 P   에서 원      에 그은 두 접선이  축과 만나는 서

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 , B 라 하고, 직선    가 직선 AP 와 만나는 점을 Q
라 하자.
삼각형 OQA 의 넓이를  , 삼각형 OPQ 의 넓이를  , 삼각형 OBP 의 넓이를  이
라 하자.  ,  ,  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상수  에 대하여 
의 값을 구하시오. (단, O 는 원점,    이고, 점 A 의  좌표는 양수이다.)
29. 다음과 같이 제  행에 각각 첫째 항이  이고 공비가  인 등비수열의 항을 첫째
항부터 차례로  개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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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



제행

 

제행

    

제행

      

⋮

⋮

제 행

      , ⋯ ,  ,  

위와 같이 나열할 때, 제  행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로 나눈 나머지가  인 자연


수의 개수를  이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시오.







30. 그림과 같이 함수        의 그래프가 있다.

점 P   에 대하여 직선 OP 와 함수     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원
점이 아닌 점을 A 라 하자. 점 P 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인 직선  이 함
수     의 그래프와 제 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 ,  축과 만나는 점을 C 라 하
자.
삼각형 PBA 의 넓이를  , 삼각형 PCO 의 넓이를  라 할 때,    이다. 상수

 에 대하여  의 값을 구하시오. (단, O 는 원점이고, 직선  은 좌표축과 평행하지
않다.)
(201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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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제 1회 정답
#A4 _,2#C5_,2(#C/#B) W $B'Z8
#B4 IM .OBJB ,A337#A1 #B1 #C1
#D71 ,B337#B1 #D1 #F1 #H1 #AJ7
N IRJ<: .OBJB ,A % ,B W EUIZ
P3,UW JBZ8
#C4 LIM;X 3O #B (X9#B)/
(X^#B8X9#B0) W $B'Z8
#D4 ,O1,M 0X N IRJ<: #C^X33#B
O1 ,IR" #C^X5#C^9X W $B'Z8
#E4 EUIZ J7O >7,MQ I[7^O,M\
7A;N7 N IRJ<: A;#A33#A1
A;#B5A;#C33#F O1 ,IR" 0A;#F W
$B'Z8
#F4 >7,M 0X N IRJ<: #BX5X/#H
W ;Y,U'$B'Z8
#G4 .S;K33#A #G
(8K5#A08K5#B0)/#A W $B'Z8
#H4 IM ,O1,M 0A" 0B N IRJ<:
#AB^A33#AF1 #C^B33#B O1 ,IR"
#B^(A/#D9B/#A) W $B'Z8
#I4 J5,M F8X033#BX^#C5AX5#C
N IRJ<:
F-8#A033#G ! E3.X,OFOCZ L7,M
0A W $B'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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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4 ,O1,M 0X N IRJ<: IM .U@)
0P" 0Q "! $A$A
P"1 9#A99X99#B1
Q"1 X^#B5AX5B99#J
O"< J.4 0P CZ 0Q O@O MRJ3
DO1+;M7^G.U@)O1 ,IR" A5B W
$B'Z8 8'I3" 0A" 0B CZ L7,MOI4,0
#AA4 ,O1,M .);NW .OBJBN,S
.]WIY3 J5,M F8X0337'8A5#C0X5#A
8'X99#J,0 8#B9A0X5#A
8'X44#J,0,7
O O1IRO1 IR[7O IYIU"X JCZ EUIZ
.],M 0A W @R,MCZ8
#AB4 ,M\ 7A;N7 O A;#A33#A
O@U" EUIZ .<*,M 0N N IRJ<:
A;(N5#A)33(#A5A;N)/(N5#A)5#A
! E3.X,OFO1 ,IR" 0A;#D W $B'Z8
#AC4 IJ7,OA 8X5#C0^N ! X5#A
"U CCG CES.O"! 0,R;N O"< J1 ,IR"
.S;N33#A #E ,R;N W $B'Z8
#AD4 ,O1,M .);NW .OBJBN,S
.]WIY3 J5,M
F8X0337'9X^#B5A 8'X99#A,0
#BX^#B5BX5#D 8'X44#A,0,7
O X33#A N,S EO^G$C[7J1 ,IR"
A^#B5B^#B W $B'Z8 8'I3" 0A" 0B
CZ L7,MOI4,0
#AE4 EUIZ J7O >7,MQ ,M\ 7A;N7
N IRJ<: @[B,M .S;N33#A =
8A;N9N^#B0 O ,M":5J1 ,IR" LIM;N
3O = (A;N5N^#B)/(A;N9N) W $B'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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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4 .]W:AO 7X\ 0X CZ X44#J
Q EUIZ ,O1,M7 Q J5,M
F8X033LIM;N 3O = (X^N5#A)/
(X^(N5#A)5AX5#B)
$ X33#A N,S *,XO1 ,IR" L7,M
0A W $B'Z8
#AG4 .]W:AO 7X\ 0X CZ X44K
Q EUIZ ,O1,M7 O@U" @=:AO 7Y\
0Y CZ Y44#A Q EUIZ ,O1,M7 Q
J5,M
F8X033X^#B9#BKX5K^#B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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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제 2회

1. 두 행렬  

    ,       에 대하여 행렬    의 모든 성분의 합은?

ln  
2. lim  의 값은?

→ 
 cos   
 의 최댓값은?
3. 함수   sin   


4.

   의 값은?


5. 좌표 공간에서 두 점 A    , B    에 대하여 선분 AB를    로 내분
하는 점이  축 위에 있을 때,   의 값은?

6. 두 일차 변환  ,  를 나타내는 행렬을 각각

    ,     이라 하자. 합성 변

환  ∘ 에 의하여 점   가 점   으로 옮겨질 때,  의 값은?
∞

7. 등비수열

  에 대하여     ,     일 때,

  







의 값은?

8. 두 사건  ,  에 대하여   과  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P    P   

일 때, P ∩   의 값은? (단,   은  의 여사건이다.)


 

     의 값은?
9. 함수   에 대하여 lim

 
→∞   







  에서 준선에
10. 포물선     의 초점을 F 라 하고, 포물선 위의 한 점 A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 하자.
선분 AF 의 길이를  , 선분 AH 의 길이를  라 할 때,   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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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g, 표준 편차가  g인 정
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중 임의로 선택한 과자 봉지의 무게가  g 이상이고
 g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P ≤  ≤ 

















12. 좌표 공간에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    , B   을 지나는 직선을
 이라 하자. 점 P    와 직선  사이의 거리는?
 


13. lim 
의 값은?

→∞ 




 
 

14. 점 P 에서 곡선     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 점 P 에서 곡선      

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라 하자.  의 값은?

15.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 와 여학생의  % 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
학생일 확률을   ,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명을 선택
할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라 하자.      일 때, 이 학교의 남학생
의 수는?
16. 두 이차 정사각 행렬  ,  가

      ,         
를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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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ㄴ.   
ㄷ.       



17. 수열

 은    이고,      라 할 때,


         

 ≥ 

을 만족시킨다. 다음은 일반항   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연수  에 대하여             이므로 주어진 식에 의하여

            ≥ 
이다. 양변을   로 나누면

 


  

 
 
  


이다.     이라 하면     이고
 


      
  
이다. 수열

  의 일반항을 구하면
가
  
 

이므로

   가 × 
이다. 그러므로
   나 ×    ≥ 
이다.
위의 (가), (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이라 할 때,   의 값은?

18. 주머니 속에  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  개,  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  개,  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  개가 들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번 반복할 때,
    의 값은?
 라 하자. P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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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좌표 공간에서 직선            과 평면  가

점 P    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직선  위의 점 A    와 평면  위의
AP⋅
AQ   일 때,     의 값은? (단,    )
점 Q 에 대하여 
sin tan
20. lim 
의 값은?

→
21. 자연수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을   이라 할


때,





의

값은?

(가) 점 A 의 좌표는     이다.
(나) 두 점 B   과 C   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 중  좌표가

  인 점을 D 라 할 때, 삼각형 ABD 의 넓이는  보다 작거나 같다.


22. 로그 방정식 log       의 해를 구하시오.
23. 함수   cos     에 대하여  ′ 의 값을 구하시오.

24. 무리 방정식            의 모든 실근의 곱을  라 할 때,   의 값
을 구하시오.
25. 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인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평균 제곱 오차를 
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log    log  (   )
두 원본 사진  ,  를 압축했을 때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각각  ,  라 하
고, 평균 제곱 오차를 각각        ,        이라 하자.

      일 때,    의 값을 구하시오.
26.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  ,  의 모든 순서쌍     의 개수를 구하
시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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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타원      의 두 초점을 각각 F , F ′이라 하자.
 

이 타원 위의 점 P 가 ∠FPF ′   를 만족시킬 때, 삼각형 PF ′F 의 넓이를 구하

시오.


28. 양수  에 대하여 함수   

    의 최댓값이


 이다. 곡선     



과 두 직선    ,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29. 좌표 공간에서 구        과 평면      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라 하자.    의 값을 구하시오.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넓이를  

(단,  와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30. 함수         과 자연수  에 대하여 함수  를


      

    




이라 하자.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B형 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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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제 3회
                  
1. 







2. cos      sin   


 ×
3. H      C  C  C    


4.







tan cos













 





sin   cos         





5. 두 사건  ,  가 서로 독립이므로


P∩  P P   P   




P    이므로 P   


 에서
6.   sin  ,   cos  


 cos,    sin 이므로







 sin

    tan

 

cos






따라서    일 때,  의 값은  tan    



7. 점 D 에서 직선 BC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 하면 점 D 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
DH 의 길이와 같다.
는 
  이므로
CD

DH
× sin∠DCH

 

 

 
 
 sin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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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cos  sin 





  





  

따라서 구하는 거리는 

8. A , B 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른 사건을  , A , B 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
인 사건을  라 하자.

C × C
P      ,
C
C
×

 
 

C × C
P ∩     
C
C
×

 
 


P∩ 


구하는 확률 P    는 P         
P 




9.  인당 수하물 무게를 확률 변수  라 하면  는 정규 분포 N     을 따른다.
 는 정규 분포 N     을 따른다.
이때, 크기가  인 표본의 표본 평균 





  
P
 ≥   P  ≥   P ≥ 

   P ≤  ≤ 
     
10. 신호 전송 범위  와 수신 신호 강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일 때    이므로
      log  ,    
   일 때     이므로
       log  ,   
수신 신호 강도가   일 때
       log  
따라서 신호 전송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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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 하면
11.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각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에 대하여
 
  
   ∙   
cos      




  
     
    

 
따라서 sin    cos  



     이고 표본의 크기는  이므로 출근 소요 시간이  분
12. 표본 비율 


이상  분 미만인 직원의 비율  에 대한 신뢰도  %의 신뢰 구간은


 
 
×
×



 

 

  ×  ≤  ≤    × 








     × × ×




 
×

 


  × × ×   






13. 함수  의 도함수  ′ 는
 ′                      
함수  가 감소하려면  ′  
         에서
     이므로       
함수  는        에서 감소한다.
따라서    의 최댓값은  이다.
14.          의 양변을  에 대하여 미분하면


          



        

점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므로 접선의 방정식     의  절편은
 ,  절편은  이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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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점 A 를 지나고 두 직선 AB, BC 에 수직인 직선  은 평면 ABC 에 수직이고, C
가 구 위의 점이므로

∠BCA   즉, 
⊥


 ⊥
 이므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BD  CD

    

따라서 구하는 선분 AC의 길이는



  

AB  
BC    
   


16. 점     가 곡선    위의 점이므로
  ,      에서
  







    
  

⋯⋯ ㉠

이다. ㉠은 실수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므로


  
   일 때, 


 

⋯⋯ ㉡

이고,


  
   일 때, 


 

⋯⋯ ㉢

이다. ㉡, ㉢에서 ㉡  ㉢을 정리하면
 ×

  에서



     

      ×
이므로    (   )이라 하면
      

       
   또는   
   또는   

   또는   


이다. 이때, ㉢에서 좌변이 양수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그러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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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 
  
17. 오각기둥의  개의 꼭짓점 중 임의로  개를 택하여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
C 

는

 × ×
 이다.



ⅰ) 면 ABCDE 에서  개, 면 FGHIJ 에서  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
면 ABCDE 에서  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
하여 면 FGHIJ 에서  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므로 곱의 법칙에 의
하여
 ×  
ⅱ) 면 FGHIJ 에서  개, 면 ABCDE 에서  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
면 FGHIJ 에서  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
하여 면 ABCDE 에서  개의 꼭짓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므로 곱의 법칙에
의하여
 ×  
ⅰ), ⅱ)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이다.


18.


HP 
HP 
BP 이므로 
HP 의 최댓값은 
 
 
 
 의 최댓값과

같다.
즉, 원 밖의 한 점 B 에서 원 위의 점 P 에 이르는 거리의 최댓값이다.
 의 최댓값은
따라서 원의 중심을 O 라 하면 
  
BO
     
  
19.     이므로





  







 





 




  에서    로 치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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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접선이  축과 만나는 점을 A 라 하면 ∠OAP   이고, 직선 OP 는 접선과 수직


이므로 ∠POF  

삼각형 POF 는 정삼각형이므로
 

∠PFO   , 

선분 F′F 는 지름이므로 직각 삼각형 FPF′ 에서



′ 

× tan   

따라서 두 점 F , F′ 은 타원의 초점이므로 타원의 정의에 의해 장축의 길이는

 
′   

sin  sin
21. ㄱ.          이므로 모든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이다. (참)
ㄴ. 함수 가 미분 가능하므로 조건 (다)에서 lim      이고, 조건 (가)
→

에서  ′    ′  이므로  ′   이다.
sin

 sin





 lim  ×    × ′   (참)
lim  lim 



 →
→
→
sin 
ㄷ.       이고, lim    이므로      에서 함수  가


→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
 ′cos sin
 ′  
에서

 ′cos sin

    
 ′  




그러므로 함수  는 구간   에서  보다 큰 극댓값을 갖는다.


따라서 방정식    은    ≤  에서 적어도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다.

     이므로 방정식     은 구간   ≤   에서 적어도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므로 방정식   은 적어도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 152 -

  
22. V    ×  ×   
 


V    V   ×   


23. sin  로 놓으면   cos이고




   일 때    ,    일 때    이므로






 ′sincos 








  ′     




24. 함수      에서       일 때   
즉,    이다.
따라서  ′     이므로
     





  ′   

lim 
 
 ′



→

 
  이므로
25. 점 I 에서 변 AB 에 내린 수선의 발을 E 라 하면 

BA
BIcos∠EBI 
· 
 
 

   ×  
26. ⅰ) 꽃병 A 에 장미를 꽂은 경우
꽃병 B 에 꽂을 꽃  송이 중 카네이션이  송이, 백합이  송이라 하면   로 가
능한 경우의 수는  ,  ,  ,  ,  ,   의  이다.
ⅱ) 꽃병 A 에 카네이션을 꽂은 경우
꽃병 B 에 꽂을 꽃  송이 중 장미가  송이, 백합이  송이라 하면   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  ,  ,  ,  ,  ,  ,  의  이다.
ⅲ) 꽃병 A 에 백합을 꽂은 경우
꽃병 B 에 꽂을 꽃  송이 중 카네이션이  송이, 장미가  송이라 하면   로 가
능한 경우의 수는  ,  ,  ,  ,  ,   의  이다.
ⅰ), ⅱ), ⅲ)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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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 P 가 선분 BC 를    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ABP   ×∆ABC   ×  




점 Q 가 선분 AP 를    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ABQ   ×∆ABP   ×  


점 Q 가 선분 BH 의 중점이므로 ∆ABH  ×∆ABQ  ×  
삼각형 ABD 의 평면  로의 정사영이 삼각형 ABH 이므로 ∆ABD × cos  ∆ABH

에서 cos  

따라서     
28. 선분 AD 의 중점 O 는 원의 중심이고, 점 O 에서 선분 BC 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 하면
  
  cos이므로 

    cos

  sin이고 
  
 × 
 이므로


  cos
CD , 
  cos  sin × 
 
sin
  cos


sin


lim
lim 



→
→ 
  cos   cos
 lim 
sin  cos
→
  cos
 lim 


 →    sin  cos





sin


 lim 
×   


  cos

→

따라서    이므로   

AQ의 크기가 일정하므로 
와 
∙ 
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최
29. 두 벡터 
소일 때 최댓값을 갖는다.
다섯 개의 점 O, A , B, P, Q 가 한 평면에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 
는 
 와 선분 AQ 의  평면으로의 정사영의 길이의 곱과 같다.
그림에서 ∠BAO  , ∠QAB  ,  평면과 직선 AQ 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라
하면






cos  cos       sin  이므로 선분 AQ 의  평면으로의 정사영의 길이는


si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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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므로
  







그러므로 sin   , cos  


방향

벡터가

    이고

점

A   를

지나는

직선

AB 의

방정식은

  
   이다.


 

이 직선과  평면과의 교점을 R 라 하면 직선 AB 의 방정식에서    일 때이므로
점 R 의 좌표는    이다.
  
  이므로 
  

      , 




그러므로 sin   , cos  


따라서












 

  



 ×  ×    ×   
sin    






OP
· 
 
cos
OP
 
sin  


  ×   
 

따라서   ,    이므로   ×  
30.    부터  까지의    개의 수 중에서 최솟값은 , 즉   ,  는    보
다 큰 수이므로 최댓값은    이다.
ⅰ) 첫 번째와  번째 사이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   ,   ,
   가 적힌 공을 제외한  개의 공 중에서    개의 공을 꺼내는 조합의 수이
므로 C   이다.
ⅱ) ⅰ)에서 남아 있는 공 중  번째와  번째 사이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    가 적힌 공을 제외한          개의 공 중에서      개
의 공을 꺼내는 조합의 수이므로

  C     이다.

ⅲ) ⅰ)과 ⅱ)의 과정을 거치면  번째와  번째 사이의 공은 정해진다.
이때,  가 정해지면  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부터  까지이므로 ⅱ)에 의해




 

  C    

      로 놓으면      일 때    이고,
   일 때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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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의 값은  부터  까지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ⅰ)에 의해






C  

따라서      로 놓으면    일 때    이고,    일 때    이므로






 

C  







 
     
C 

(201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가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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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QI4 O,IR" 0P $ .]JR.OE* 0Q
$ ;MRJ1 ,M O/CZ $B'Z P5#A ^MHS
#H,$.OOE["U 0II,0N WJR .S;Q33P5#A #H
,C(#G9P Q9P9#A)
Q9P9#A33K "U CU0[E* Q33P5#A
O1 ,IR K33#J O@U"
Q33#H O1 ,IR K33#G9P OE["U
.S;Q33P5#A #H ,C(#G9P Q9P9#A)33
.S;K33#J #G9P ,C(#G9P K)33
8#A5#A0^(#G9P)33#B^(#G9P)
0P W $B'Z #B^MHS #G,$.O ;MRJ1
,M O/I4
A5 @MJCZ $B'Z 0I,0N WJR
.S;P33#B #G ,C(#E P9#B)#B^(#G9P)
,I"<,S P9#B33R "U CU0[E*
P33#B O1 ,IR R33#J O@U" P33#G
O1 ,IR R33#E OE["U
.S;P33#B #G ,C(#E
P9#B)#B^(#G9P)33
.S;R33#J #E ,C(#E R)#B^(#E9R)33
8#B5#A0^#E33#BDC
8'#BJAF JAC*IU #AJP1 @U#C .)@MA*JBJ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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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숫자는 수표(#, 3-4-5-6점)를 앞세 제1항 숫자는 수표(#)를 앞세워 다음과 같
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
[붙임]

이 적는다.

수의 세 자리마다 반점이 있을 때에 [붙임] 수의 세 자리마다 표기되어 있는

는 반점을 나타내는 점자(1, 2점)를 적는 쉼표는 1으로 적는다.
다.
제4항 (중략)

제4항 (중략)

1. ‘같지 않다(≠)’는 .3(4-6점, 2-5점)으 1. ‘같지 않다(≠)’는 .33으로 적는다.
로 적는다.
y

≠0

y

≠0

Y.33#J

Y.3#J
(하략)

(하략)
제5항 (중략)
3m

#C0M

제5항 (중략)
4cm

#D0CM

m

#C0M

cm

#D0CM

는이다
#A0M4CZ #AJJ0CM4OI4
제5항 (중략)
(삭제)

제5항 (중략)

[다만]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쓴 (하략)
다(‘한글 점자’ 제38항 참조).
(하략)
제5항 (중략)

제5항 (중략)

3. 지수가 포함된 단위는 문자 앞에 지수를 적 3. 지수가 포함된 단위는 문자 뒤에 지수를
고, 한글이 포함된 단위는 한글 부분을 - 적는다. 한글이 포함된 단위는 한글 부분을
-(3-6점, 3-6점)으로 묶는다.

8' ,0으로 묶는다.

2 킬로미터 퍼 시: 2km/시

 킬로미터 퍼 시: km/시

#B0KM_/-,O-

#B0KM_/8',O,0

(하략)
제5항 (중략)

(하략)
제5항 (중략)

4.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래의 단위들은 다 4.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래의 단위들은 다
음과 같이 적는다.

음과 같이 적는다.

3 미터: 3m

#C0M

 제곱미터: m

4 센티미터: 4cm

#D0CM

#E0M^#B

5 밀리미터: 5mm

#E0MM

 제곱센티미터: cm

6 킬로미터: 6km

#F0KM

#G0CM^#B

- 172 -

5 제곱미터: 5m2

현행

#E0<M

개정 후

 센티미터 퍼 세크: cm/sec

7 제곱센티미터: 7cm2 #G0<CM

#G0CM_/SEC

7 센티미터 퍼 세크: 7cm/sec

 킬로미터 퍼 시: km/시

#G0CM_/SEC

#H0KM_/8',O,0

8 킬로미터 퍼 시: 8km/시

(하략)

#H0KM_/-,O6 퍼센트: 6%

#F0P

2년

#B C*

3자루

#C."M

(하략)
제5항 (중략)

제5항 (중략)

5. 도( ° )․분(′)․초(″)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도(  )·분( ′ )·초( ′′ )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초(″) -- 도(  ) 0D
분( ′ ) 0- 초( ′′ ) 0-[다만] 도․분․초를 나타내는 단위는 숫자 다 [다만] 도·분·초를 나타내는 단위는 숫자
음에 쓴다.
다음에 쓴다.
도( ° )

0D

6°

#F0D

30″

#CJ--

분(′) -

12′

#AB-

(하략)

#F0D

′

′′

#CJ0--

#AB0-

(하략)
제5항 (중략)

제5항 (중략)
[붙임]



단위가 순차적으로 내려갈 때에는 (삭제)

도(°)(0D 3-5-6점, 1-4-5점) 단위만 적고
그 다음에는 칸을 띄지 않고 숫자만 적는
다.
5° 10′15" #E0D#AJ#AE
제6항 분수표(－)는 /(3-4점)으로 적되,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7항 분수 표(  )는 /으로 적는다.

1. 분수는 분모, 분수표, 분자순으로 적는 1. 분수는 분모, 분수 표, 분자의 순서로
적는다.
다.




#D/#C

3





#C#F/#A





#D/#C

[다만] 분수를 간단히 표시할 때에는 수표
다음에 분모를 한 단 내려 적되, 분자는 내 (삭제)
려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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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제6항

제7항

3. 분모나 분자의 곱, 또는 다항식은 소괄호(8 3. 분모나 분자의 곱, 또는 다항식은 묶음 괄
0, 2-3-6점, 3-5-6점)로 묶어 나타낸다. 호( )로 묶어 나타낸다.


 


X5Y/#A


 


X5Y/#A





8X5Y0/#A





(X5Y)/#A










8AB0/#A







#B^7#C/8X5#A07

제7항 소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J'AG

 



#B^(#C/(X5#A))

제8항 소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소수점( . )은 '(3점)으로 적는다.
0.17

(AB)/#A

.47 #'DG

1. 소수점(  )은 4으로 적는다.



 #4DG

#J4AG

2. 순환소수는 순환 마디 앞에 소수점 기 2. 순환 소수는 순환 마디 앞에 @를 적어
호를 적어 나타낸다.


나타낸다.
 

#J''F

#J4G@CI

#J'G'CI


#J''ABC



#J4@F





#''I

#J4@ABC



#4@I

제8항 괄호와 묶음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 제6항 괄호와 묶음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적
다.

는다.

1.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소괄호( )

8 0

소괄호( )

8 0

중괄호{ }

7 7

중괄호{ }

7 7

대괄호〔 〕

( )

대괄호〔 〕

(' ,)

큰대괄호[ ]

(' ,)

문장 속의 소괄호( ) 8' ,0

문장 속의 소괄호( )

- -

     #EH98#AG5#AD0

     #EH98#AG5#AD0

원의 면적   반지름×반지름×

(원의 면적(S)) = (반지름)×(반지름)×3.14

8P3W E*.?8'0,S,0033

8P3W E*.?-0,S-033

8^3.O"[50*8^3.O"[50*#C4AD

8^3.O"[50*8^3.O"[50*#C'AD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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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중략)

2. 연립식의 묶음표는 7' ,7(2-3-5-6점, 2. 묶음 괄호는 단항의 곱, 다항 등을 묶
3점, 6점, 2-3-5-6점)으로 적는다.




어 표현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기호로

x+ y = 5 … ①

점자에서만 사용하고, ( )으로 적는다.

x- y = 1 … ②





7'X5Y33#E """ #1

(AB)/#A




>(XY)


log  _;A(V/U)


X9Y33#A """ #2,7


sin 


6S(#F/X)

3. 연립식의 묶음표는 7' ,7으로 적는다.

      ⋯⋯ ①②
7'X5Y33#E ''' #1
X9Y33#A ''' #2,7
제8항 (중략)

제8항 (중략)

[다만] 어구나 문장 속의 소괄호는 빈칸으로 (삭제)
도 표시한다.
이 관계를 ｘ는 ｙ의 ( )라고 한다.
O @V3@/"! 0X CZ 0Y W

(하략)
"<@U

J3I4
[붙임] 빈칸이 이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빈칸이 둘일 경우: ( )( )

- - -

빈칸이 셋일 경우: ( )( )( ) 또는 □□□
- - - (하략)
제10항
화살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0항
화살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오른쪽 화살표( → ) 3O

오른쪽 화살표( → ) 3O

왼쪽 화살표( ← ) [3

왼쪽 화살표( ← ) [3

양쪽 화살표( ↔ ) [3O

양쪽 화살표( ↔ ) [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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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 향한 화살표(↓) ^3O
위로 향한 화살표(↑) ;3O

(하략)

오른쪽 위로 향한 화살표( ↗ ) 9O
왼쪽 아래로 향한 화살표( ↙ ) [9
(하략)
(삭제)

제11항
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부호 중 양의 부호(
+

)는 ^5(4-5점, 2-6점)으로 적고, 음의

부호( - )는 ^9(4-5점, 3-5점)으로 적는다.
제12항 내지표( ～ )는 --(3-6점, 3-6점) 제11항 내지 표(∼)는 --으로 적는다.
으로 적는다.
x～y

X--Y

 ∼  X--Y

제13항 로마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2항 로마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하략)
제13항

(하략)
제12항

(중략)

(중략)

1. 수식에 쓰인 로마자 소문자는 수식의 1. 수식에 사용하는 로마자는 수식의 앞뒤
앞뒤를 두 칸씩 띄고, 소문자 기호는 생략 를 두 칸씩 띄어 적되, 로마자 표 0은 적
한다.

지 않는다.

     AX5B33#J

     AX5B33#J

(하략)
제13항

(하략)
제12항

(중략)

(중략)

2. 국어 문장 중에 로마자가 있을 때에는 2. 한글 문장 중에 로마자가 있을 때에는
그 문자 앞에 0(3-5-6점)을 적고, 콤마는 그 문자 앞에 0을 적고, 쉼표는 "으로 적
적지 않는다.
다음   에 대하여

는다. 이 경우 로마자 종료표는 적지 않고
한 칸 띈다.

I<[5 0A 0B N IRJ<:
(하략)

다음   에 대하여
I<[5 0A" 0B N IRJ<:

제13항

(하략)
제12항

(중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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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곱셈 기호가 생략된 수식에서는 숫 [다만] 곱셈 기호가 생략된 수식에서는 숫
자와 숫자 사이, 항과 항 사이, 숫자와 로 자와 숫자 사이, 항과 항 사이, 숫자와 로
마자 사이는 칸을 띄지 않고 "(5점)을 적 마자 사이는 칸을 띄지 않고 "을 적는다.
는다.
[붙임]

[붙임] 여기에 해당하는 로마자는 a, b, c,
여기에 해당하는 로마자는 a, b, c, d, e, f, g, h, i, j이다.

d, e, f, g, h, i, j이다.

․  ×  
․

(삭제)

 #C"AB

F"G-F*G-

#H"#I

3ab #C"AB
제14항 그리스 문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 제13항 그리스 문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
다. 다만, 대문자는 .(4-6점)을, 소문자는 다. 다만, 대문자는 .을, 소문자는 @을 해
@(4점)을 해당 문자 앞에 적어 나타낸다.
이요타(Iota)

당 문자 앞에 적어 나타낸다.
요타(Iota)

제15항
제14항
로마 숫자는 그 앞에 0(3-5-6점)과 ,(6점) 로마 숫자는 한글 점자 규정에 준하여 적되,
을 차례로 적어 나타낸다.
수식으로 적용될 때에는 로마자 표 0을 적
지 않는다.
Ⅰ
Ⅱ
Ⅲ
Ⅳ
Ⅴ
i
ii
iii
0,I 0,II 0,III 0,IV
0,V 0I 0II 0III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0,VI
0,VII
0,VIII
0,IX 0,I 0,,II 0,,III
0,X
Ⅳ
Ⅴ
ⅩⅤ
ⅩⅩ
0,,IV
0,V
0,XV 0,XX
Ⅵ
Ⅶ
Ⅷ
ⅩⅤ+ⅩⅩ=XXXV
,XV 5 ,XX 33 0,,VI 0,,VII 0,,VIII
,XXXV
Ⅸ
Ⅹ
0,,IX
0,X
ⅩⅤ
ⅩⅩ
0,,XV 0,,XX
ⅩⅤ+ⅩⅩ=XXXV
,,XV5,,XX33,,XXXV
제16항 연산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5항 연산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16항 (중략)

제15항 (중략)

1. 사칙 연산 기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 1. 점으로 표현된 곱셈표는 "을 적는다.
다.
․  ×   F"G8'F*G,0
1) 숫자와 문자의 곱에서 로마자 소문자 ·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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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숫자와 문
자 사이에 "(5점)을 적는다.
(하략)

 #G"AX
2) 점으로 나타낸 곱셈표도 "(5점)으로
적는다.

· #F"#I
(하략)
제17항

제16항

진법의 수는 소괄호(- -, 3-6점, 3-6점) 진법의 수는 아래 첨자로 소괄호8 0안에
안에 수표 없는 내림 숫자를 적어 표시한 숫자를 적는다.
다.
이진법의 수

이진법의 수



O.Q^SBW ,M #AAJA;8#B0

O.Q^SBW ,M #AAJA-2오진법의 수



오진법의 수





U.Q^SBW ,M #CBD;8#E0

U.Q^SBW ,M #CBD-5제18항 프라임( ′)은 -(3-6점)으로 적는

제17항 프라임(′)은 -으로 적는다.

다.
제19항 밑줄(_)은 ,-(6점, 3-6점)으로 적 제18항 밑줄( )은 ,-으로 적는다.

는다.
제20항 지수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제19항 위 첨자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적는다.
제20항 (중략)

같이 적는다.
제19항 (중략)

1. 지수 기호는 ^(4-5점)으로 적는다.

1. 지수는 위 첨자 ^으로 적는다.

 A^K

 A^K
 #H^#B

(하략)

 C^#B

   89#C0^#C  Y^#C
24 #B^#D

x7 X^#G

x-1 X^9#A
(하략)
제20항 (중략)

제20항 (중략)
2. 평방 또는 제곱(자승,
으로 적는다.

 #H<  C<

2

)은 <(1-2-6점) 2. 왼쪽 위 첨자는 ^과 첨자 내용을 먼저
적고 본 문자를 적는다. 첨자 내용은 모두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

 ^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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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곱(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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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삭제)

)은 %(1-4-6점)으로 적는

다.

   89#C0%  Y%
제20항 (중략)

(삭제)

[붙임 1] 지수가 네제곱 이상일 때에는 밑
수 다음에 지수 기호를 적고 숫자나 문자
를 쓴다.
24 #B^#D
제20항 (중략)

x7

X^#G
(삭제)

[붙임 2] 지수가 -1 제곱(역수)일 때에는
:(1-5-6점)을 밑수 뒤에 적어 표시한다.
x-1 X:
제20항 (중략)

제19항(중략)
[붙임 3] 그 밖에 지수와 관련된 식의 표현 [붙임] 지수가 분수, 곱, 다항식 등일 때에
는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은 다음과 같다.

x7 + 9



X^8#G5#I0

 A^(#CM5#BN)

a 3m + 2n A^8#CM5#BN0
x0.3
2







X^#J'C

2( m + n )

X^#J4C

 #B^(#B8M5N0)

#B^7#B8M5N07





#C^X/#A








#C^8#D/#A0
제21항 서픽스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X^(#G5#I)





#C^X/#A

#C^(#D/#A)

제20항 아래 첨자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
과 같이 적는다.

제21항 (중략)
제20항 (중략)
서픽스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아래 첨자는 아래 첨자 기호 ;을 적고,
1. 숫자 서픽스는 본수 다음에 ,(6점)을 본 내용을 적는다.
적고, 그 뒤에 수표 없는 내림 숫자를 적   N;#C  X;#B
되, 앞뒤 관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경
 A;N
우에는 ,(6점)을 생략할 수 있다.

  N,3 또는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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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X,2 또는 X2
(하략)

제21항 (중략)
2. 문자 서픽스는 ;(5-6점)을 적는다.

제20항 (중략)
2. 왼쪽 아래 첨자는 아래 첨자 기호 ;과

 A;N

첨자 내용을 먼저 적고, 본 문자를 적는
다. 첨자 내용은 모두 묶음 괄호로 묶어

(하략)

적는다.


;(N)A



;(#B)A

(하략)
3. 분수 서픽스는 ,(6점)을 적고, 분모는 (삭제)
한 단 내려 적는다.


X,#6A




4. 소수 서픽스는 ,(6점)을 적고, 수표 없 (삭제)
는 내림 숫자를 적는다.

제21항 (중략)

X,0'5
제20항 (중략)

[붙임 1] 서픽스가 곱, 다항식 등일 때에는 [붙임] 아래 첨자가 분수, 곱, 다항식 등일
괄호로 묶어 나타낸다.

때에는 묶음 괄호로 묶어 적는다.



X;(#F/#A)




a n + 3 A;8N5#C0
a m + n A;8M5N0

 X;#J4E

S 2a

 A;(N5#C)

,S;8#B"A0

 A;(M5N)

 ,S;(#B"A)
[붙임 2] 서픽스가 + 기호, 또는 － 기호를 (삭제)
만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 기호 또는
－ 기호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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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5 A,2 5 A,3
또는 A1 5 A2 5 A3
제23항 ‘나누어떨어진다( ∣ )’는

제29항 ‘나누어 떨어진다(∣)’는

\(1-2-5-6점)으로 적는다.
제24항

‘나누어떨어지지

적는다.


않는다( ∣

)’는 .
)’는 제30항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4-6점, 1-2-5-6점)으로 적는다.
제25항

1-2-5-6점,

\으로 적는다.
\\ 제31항 ‘놈(Norm)(∥∥)’은 \\ \\으로

‘놈(Norm)( ∥∥ )’은

\\(1-2-5-6점,

\으로

1-2-5-6점, 적는다.

1-2-5-6점)으로 적는다.
제26항 ‘차( ∼ )’는 "-(5점, 3-6점)으로 적 제23항 ‘차(∼)’는 "-으로 적는다.
는다.
제27항 ‘전형(등형사상)( ≈ )’은 "-"-(5점, 제32항 ‘전형(등형사상)(≈)’은 "-"-으로
3-6점, 5점, 3-6점)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씩 띈다.
제28항 ‘상사(

≈ )’는 "-"-3(5점, 3-6 제33항 ‘상사( ≈)’는 "-"-3으로 적되,


점, 5점, 3-6점, 2-5점)으로 적되, 그 앞뒤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를 한 칸씩 띈다.
제29항 ‘연속적 변형(Homotope)(

≃ )’은 제34항 ‘연속적 변형(Homotope)(≃)’은

"-3(5점, 3-6점, 2-5점)으로 적되, 그 앞 "-3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뒤를 한 칸씩 띈다.
제30항 ‘동형군( ≅ )’은 "-33(5점, 3-6점, 제35항 ‘동형군(≅)’은 "-33으로 적되,
2-5점, 2-5점)으로 적되, 그 앞뒤를 한 칸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씩 띈다.
제31항 정규 부분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 제36항 정규 부분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
다.
제32항 근호(

다.

는 >(3-4-5점)으로 적는 제24항 근호(  )는 >으로 적는다.

)

다.
제33항 ‘플러스 마이너스( ± )’는 59(2-6 (삭제)
점, 3-5점)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는
95(3-5점, 2-6점)으로 적는다.
제34항 ‘근삿값( ≒ )’은 "3(5점, 2-5점) 제21항 ‘근삿값( ≒ )’은 "33으로 적는다.


 ≒

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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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3#A'GCB

제35항 ‘평균값( ― )’은 @C(4점, 1-4점)으 제84항 평균값(  )은 @C으로 적되, 편차
로 적되, 편차 기호로도 사용한다.
기호로도 사용한다.
제36항 관계 기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 제37항 관계 기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
다.
제37항 생략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38항

제로( ℵ

‘알레프

RFJ(1-2-3-5점,

1-2-4점,

다.
제38항 생략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는 제71항

2-4-5점)으로

은 아래 첨자로 적는다.
ℵ : 가부번의 농도

적는다.

ℵ   :

‘알레프 제로(ℵ )’는 RF를 적고

RF;#J8A0"1 $^M^)W C=IU

가부번의 농도

RFJ8A0"1 $^M^)W C=IU
제39항 ‘알레프( )’는 RF(1-2-3-5점, 제70항 ‘알레프(ℵ)’는 RF으로 적는다.

ℵ

1-2-4점)으로 적는다.
제40항
‘기수(샤프)

기호(

#

)’는 제39항 ‘기수(샤프) 기호(＃)’는 ]으로 적
는다.

](1-2-4-5-6점)으로 적는다.
제41항 함수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 제58항 함수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
이 적는다.
이 적는다.
제42항 대수표( log )는 _(4-5-6점)으로 제59항 로그( log )는 _으로 적는다.
적는다.
제43항 대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삭제)

제44항 수열( { a n } )은 7A;N7(2-3-5-6 제26항 수열( )은 7A;N7으로 적는
점, 1점, 5-6점, 1-3-4-5점, 2-3-5-6점)으 다.
로 적는다.
제45항
무한대(

∞ )는

제63항
=(1-2-3-4-5-6점)으로 무한대(∞)는 =으로 적는다.

적는다.
제46항
제27항
총합(  )은 .S(4-6점, 2-3-4점)으로 적 총합()은 .S으로 적되, 범위의 시작은
되, 범위의 시작은 ;(5-6점)으로 하고 끝 ;으로 하고 끝은 한 칸을 띄어 적는다.
은 한 칸을 띄어 나타낸다.
본식은 범위 다음에 칸을 띄어 적는다.
∞



∞

.S;K3#J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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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3#A = A;N

.S;N33#A = A;N













.S8N/#A0

.S(N/#A)

제47항
제64항
극한(lim)은 LIM(1-2-3점, 2-4점, 1-3-4 극한(lim)은 LIM을 적은 다음 범위의 시
점)으로 적고 문자 서픽스를 나타낸 후 한 작(변수), 화살표, 범위의 끝(점근값)의 순
으로 적되, 변수 앞에 ;을 적고 화살표의
칸을 띈다.
양쪽을 한 칸씩 띄어 적는다. 그리고 본
lim    LIM;X B G8X0
식에 해당하는 수열의 일반항 또는 함수식
→
을 범위 다음에 칸을 띄어 적는다.


lim    LIM;X 3O B G8X0
lim   LIM;X = F8X0
→

→∞

lim   

log   

lim 

→

log   

lim 


LIM;A #J A/_8A5#A0

→

LIM;A 3O #J A/_(8A5#A0)









lim   

→±∞





계승(Factorial)은




#H;6



N;6





X;6

  

8#CN0;6



LIM;X 3O 59=
8#A5X/#A0^X33E
;6(5-6점, 제78항 계승(Factorial)은 6으로 적는다.

2-3-5점)으로 적는다.





lim   

→±∞

LIM;X 59=
8#A5X/#A0^X33E
제48항

LIM;X 3O = F8X0

→∞





#H6



X6

N6

  

8#G5#D06

8#G5#D0;6



X;6/Y;6





제49항

8#CN06
X6/Y6

제79항

순열(  )은 P8N R0(1-2-3-4점, 2-3-6 순열(  )은 ,P(N R) 으로 적는다.
점, 1-3-4-5점, 1-2-3-5점, 3-5-6점)으로



적는다.

  #B,P(#G #B)



   

P8#C #A0

  #BP8#G #B0
   

,P(#C #A)

P8N9#A R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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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항

조합(   )은 C8N R0 (1-4점, 2-3-6점,

조합(   )은 ,C(N R)으로 적는다.

1-3-4-5점, 1-2-3-5점, 3-5-6점)으로 적

 

는다.

    

 

C8N9#A R9#A0

    

 


 

,C^#B(N R)

#B"C8N9#A R9#A0

C8N R0< 또는 C<8N R0

제51항

제81항

순열(  )은

중복

,C(N9#A R9#A)

     #B,C(N9#A R9#A)

C8#C #B0

    

,C(#C #B)

1-2-3-4점,

.P8N

R0

2-3-6점,

(4-6점, 중복 순열(



)은 .P(N R)으로 적는

1-3-4-5점, 다.

1-2-3-5점, 3-5-6점)으로 적는다.



제52항

.P(#G #B)

.P8#G #B0
조합( 

중복

)은

H8N

R0 제82항 중복 조합(  )은 ,H(N R)으로

(1-2-5점, 2-3-6점, 1-3-4-5점, 1-2-3-5 적는다.


점, 3-5-6점)으로 적는다.


,H(#G #B)

H8#G #B0

제53항 조건부 확률( ∣ )은 \(1-2-5-6 제83항 조건부 확률( ∣ )은 \으로 적는다.
점)으로 적는다.
제54항 선분( - )은 _C(4-5-6점, 1-4점) 제40항 선분(  )은 _C으로 적는다.
으로 적는다.
제55항 직선(

↔

)은 [3O(2-4-6점, 2-5 제41항 직선(↔)은 [3O으로 적는다.

점, 1-3-5점)으로 적는다.
제56항 반직선(
)은

→

1-3-5점)으로 적는다.
제57항 합동( ≡
)은

3O(2-5점, 제42항 반직선(→)은 3O으로 적는다.

77(2-3-5-6점, 제43항 합동(≡)은 77으로 적는다.

2-3-5-6점)으로 적는다.
제58항 각( ∠ )은 ?(1-4-5-6점)으로 적 제44항 각(∠)은 ?으로 적는다.
는다.
제59항 삼각형(

△

)은 +(3-4-6점)으로 제45항 삼각형(∆)은 _+으로 적는다.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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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항 수직( ⊥ )은 0'(3-5-6점, 3점)으 제46항 수직(⊥)은 0'으로 적는다.
로 적는다.
제61항 평행(

̸ ̸ )은 ;2(5-6점, 2-3점)으 제47항 평행( ̸ ̸ )은 ;2으로 적는다.

로 적는다.
제62항
같다(═)는

평행이면서
2-3-5점)으로 적는다.
AB


═

CD

제48항 평행이면서 같다(
═)는 46으로
46(2-5-6점, 적는다.

,AB46,CD

AB  CD
═

,,AB46,,CD

제63항 닮음( ∽ )은 ,'(6점, 3점)으로 적 제49항 닮음(∽)은 ,'으로 적는다.
는다.
제64항 호( ⁀ )는 _[(4-5-6점, 2-4-6점) 제50항 호()는 _[으로 적는다.
으로 적는다.
제65항 사각형( □ )은 _.K(4-5-6점, 4-6 제51항 사각형(
점, 1-3점)으로 적는다.
제66항 정사각형( □ )은
2-3-5-6점)으로 적는다.
제67항 오각형( ⌂ )은

)은 _.K으로 적는다.

_7(4-5-6점, 삭제
_[K(4-5-6점, 제52항 오각형(⌂)은 _[K으로 적는다.

2-4-6점, 1-3점)으로 적는다.
제68항 육각형( ⌬ )은 _[O(4-5-6점, 제53항 육각형(⌬)은 _[O으로 적는다.
2-4-6점, 1-3-5점)으로 적는다.
제69항 사다리꼴(
)은 _/*(4-5-6점, 제54항 사다리꼴(

)은 _/*으로 적는

3-4점, 1-6점)으로 적는다.
다.
제70항 평행사변형( ▱ )은 _//(4-5-6 제55항 평행 사변형(▱)은 _//으로 적는
점, 3-4점, 3-4점)으로 적는다.
다.
제71항 그러므로( ∴ )는 /'(3-4점, 3점)으 제56항 ‘그러므로’(∴)는 /'으로 적고, 그
로 적고, 그 앞뒤를 두 칸씩 띈다.
앞뒤를 두 칸씩 띈다.
제72항 왜냐하면(∵)은 *A(1-6점, 1점)으로 제57항 ‘왜냐하면’(∵)은 *A으로 적고, 그
적고, 그 앞뒤를 두 칸씩 띈다.
앞뒤를 두 칸씩 띈다.
제73항 (중략)
제60항 (중략)
[붙임] 각을 곱이나 다항식 등으로 표시할 [붙임] 각이 곱, 다항식 등으로 표시되어
때에는 괄호로 묶는다.
있을 경우에는 묶음 괄호로 묶는다.
sin 6S#CX
sin 6S(#CX)
sinxy 6S8XY0
sinxy 6S(XY)


sin  6S8#F/X0

cos   6C89@?0
cos  #B6CX


sin  6S(#F/X)

cos  #B6CX
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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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A6S8@AT5@B0
sin  cos  

6S^#BX56C^#BX33#A
sin 6S^#CX

sin 6SX^#C

6S<X56C<X33#A
sin 6S%X

sin 6SX%
제74항 역삼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61항 역삼각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
다.
제75항 쌍곡선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 제62항 쌍곡선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
다.

다.


제76항 미분상(미분계수)  는 처음에는 제65항 변화율



는 .DX/.DY으로



.DX/.DY(4-6점, 1-4-5점, 1- 3-4-6점, 적는다.
3-4점, 4-6점, 1-4-5점, 1-3-4-5-6점)과
같이 적고, 익숙해지면 +X/+Y(3-4-6점,
1-3-4-6점, 3-4점, 3-4-6점, 1-3-4-5-6
점)으로 적는다.
제77항 도함수( x )는 X@1(1-3-4-6점, 4 제66항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점, 2점)으로 적되, 각 도함수는 다음과 같
이 적는다.
제78항 편미분( ∂ )은 $(1-2-4-6점)으로 제67항 편미분()은 $으로 적는다.
적는다.
제79항 미분 연산자(

∇ )는 _%(4-5-6 제68항 미분 연산자(∇)는 _%으로 적는

점, 1-4-6점)으로 적는다.
제80항
라플라스
변수(

다.
ℒ f ( t)

)는 제69항 라플라스 변수(ℒ )는 "[F8T0

"[F8T0(5점, 2-4-6점, 1-2-4점, 2-3-6 으로 적는다.
점, 2-3-4-5점, 3-5-6점)으로 적는다.
제81항 부정적분은 !(2-3-4-6점)으로 적 제72항 부정적분은 !으로 적는다.
는다.
제82항
제73항
정적분의 적분 범위는 ;(5-6점)으로 시작 정적분은 적분 범위를 ;으로 시작하고 아
하며, 맨 끝을 한 칸 띄어 하단을 먼저 적 래 끝, 위 끝, 본식(피적분 함수)의 순으로
고 상단을 나중에 적되, 하단과 상단 사이 적되, 아래 끝과 위 끝 사이, 위 끝과 본
는 한 칸을 띄고 괄호는 대괄호로 적는다. 식(피적분 함수) 사이를 한 칸씩 띄어 적
는다. 적분 괄호는 대괄호로 적는다.


    



    





!;A B F8X0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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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F8X0);A B


!;A B F8X0DX
33(',F8X0,);A B

    
 








    
 

→∞

#B!;#J A >8A^#B9X^#B0DX



 


lim

LIM;B = !;A B F8X0DX

→∞



 


LIM;B 3O = !;A B F8X0DX
제74항

제83항
이중





#B!;#J A >8A<9X<0DX

lim







적분(

 )은

!!

(2-3-4-6점,

이중 적분(

 )은 !!으로 적되, 이중 적

분의 구역은 ;으로 적고 칸을 띈 다음 본식
띈 (피적분 함수)을 적는다.

2-3-4-6점)으로 적되, 이중 적분의 구역은

;(5-6점)으로

시작하고 맨 끝을 한 칸

다.

 

 





!!;,A F8X1 Y0DXDY

!!;,A F8X Y0DXDY
[붙임] 적분의 범위를 적을 때에는 정적분
[붙임] 적분 범위의 상단 적기와 하단 적 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을 적는 방식에 준한다.
기는 정적분을 적는 방법에 준한다.



 



 

 

 

 

 

!!;A B ;C D F8X1 Y0DXDY

!!;A B ;C D F8X Y0DXDY

 )은 )(2-3-4-5-6점)으로

제84항 선적분(

제75항 선적분(

 )은

)으로 적되, 선적

적으며, 선적분의 범위는 ;(5-6점)으로 시작 분의 범위는 정적분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을
적는 방식에 준한다.
하되 맨 끝을 한 칸 띄며, 하단을 먼저 적은
다음에 상단을 적는다. 이때 하단과 상단 사
이에는 한 칸을 띄어 적는다.
제85항 집합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제76항 집합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
적는다.

이 적는다.

4. 가. 원소나열법으로 된 집합은 다음과 4. 가. 원소 나열법으로 된 집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나. 조건제시법으로 된 집합은 다음과

나. 조건 제시법으로 된 집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5. 부분집합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5. 부분 집합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 187 -

현행

개정 후

가. 부분집합이 기호의 왼쪽에 있을 때(⊂) 가. 부분 집합이 기호의 왼쪽에 있을 때
(⊂)에는 61으로 적는다.

에는 61으로 적는다.

나. 부분집합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을 때 나. 부분 집합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을 때
(⊃)에는 "4으로 적는다.

(⊃)에는 "4으로 적는다.

다. 부분집합이 기호의 왼쪽에 있으면서 부 다. 부분 집합이 기호의 왼쪽에 있으면서

)에는 .61으로 적
정을 나타낼 때(⊂

)에는 .61으로
부정을 나타낼 때(⊂

는다.

적는다.

라. 부분집합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라. 부분 집합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으면

)에는 ."4으로
부정을 나타낼 때(⊃

)에는 ."4으
서 부정을 나타낼 때(⊃

적는다.

로 적는다.

제86항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제77항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같이 적는다.

5. 쌍조건문(↔)은 [3O으로 적는다.

5. 쌍조건문(↔)은 [3O으로 적는다.

6. 필요충분(⇔)는 [33O으로 적는다.

6. 필요 충분(⇔)은 [33O으로 적는다.

제87항

행렬식은

1-2-5-6점)으로

\
묶되,

\(1-2-5-6점,
개행

제28항 행렬은 8 0으로, 행렬식은 \

기호는 \으로 묶되, 개행 기호는 >으로 적고 앞

>(3-4-5점)으로 적고, 앞뒤를 한 칸씩 띈 뒤를 한 칸씩 띈다.
다.



    


 



,A338A;#A#A A;#A#B A;#A#C
> A;#B#A A;#B#B A;#B#C0
행렬식

 

 
   
 

JR7"\,OA \A;#A#A A;#A#B >
A;#B#A A;#B#B\
33A;#A#A"A;#B#B9
A;#A#B"A;#B#A
제88항 행렬은 소괄호로 묶는다.
제28항 (앞 내용과 동일)
제89항 켤레복소수( ‾ )는 @C(4점, 1-4 제25항 켤레 복소수(  )는 @C으로 적는
점)으로 적는다.
다.
제90항 쌍점( : )은 "1(5점, 2점)으로 적 (삭제)
고, 그 뒤에 한 칸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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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2-5점)으로 적는다.
제92항 한 수식이 두 줄 이상으로 연결되 제86항 한 수식이 두 줄 이상으로 연속될
는 경우, 연산 기호 아닌 것이 줄 끝에 올 때 사칙 연산, 등호, 분수 표가 아닌 점자
때에는 식의 연결 기호 ,(6점)을 적는다.

가 줄 끝에 놓일 경우에는 식의 연결 기

호 ,을 적는다.
제93항 형태적 기호는 아래 표와 같이 적 (삭제)
는다.
신설
제85항 표본비율( )은 @H으로 적되, 단위
벡터 기호로도 사용한다.




P@H



   

@S8P@H033>,V8P@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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