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그림과 같이 원주 위에 서로 다른 네 점 A, B, C, D가 있다. 철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인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시계방향으로, 뒷

면이 나오면 반시계방향으로 원주 위의 인접한 점으로 이동한다. A에서 시작하여 동

전을 번 던진 뒤 철수가 점 A, B, C, D에 있을 확률을 각각  ,  ,  , 이라고 

하자. 단, 은 자연수이다.

                                
 

(나) 우리는 위험한 작업, 자동차 조립, 복강경 수술과 같은 다양한 작업에 로봇을 유익

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사람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여 많

은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최근 2만 명이 일하던 중국의 한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면서 근로자의 수가 100여 명으로 줄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렇듯 로봇의 활용

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1. 제시문 (가)를 읽고   을 구하시오.

2. 제시문 (가)에서     과 의 관계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되는 를 

모두 찾으시오.

3. 제시문 (나)를 읽고, 유익한 목적으로 자신이 개발할 과학적 연구 결과물이 사회적 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때 본인은 어느 쪽의 입장에 설 것인지와 그 이유를 제

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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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의도  

-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나오는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사용하여 논리적으

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출제하였으며, 향후 과학도로서 개발할 

연구 결과물이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본인의 입장과 이유를 밝히도록 하

여 인성을 파악하고자 함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수학>의 연립방정식, 이차방정식, 고차방정식, <수학Ⅰ>의 행

렬과 그래프, 수열, <적분과 통계>의 확률 등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전

반적으로 포괄하여 출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1, 2번 문항을 논리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3번 문항은 과학자로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

해 물어봄으로써 <생활과 윤리>에서 강조하는 과학 탐구와 윤리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보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