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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인 (가)의 화자가 지닌 관점과 대비하여 (나)의 ‘능력주의’가 가지는 미덕을 서술하고, (다)의 두 그림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과 ㉡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후, ‘능력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의 ⓒ에 올 수 있는 그림을 구상하여 설명하시오.(600자, 50점)

(가) 너와 나 본래 똑 같은 동포로서
한 하늘을 부모 삼아 다 같이 생겼건만
네 어리석어 이런 천대 감수하니
내 어찌 부끄럽고 안쓰럽지 않으리오
나의 덕이 너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내 어찌 너의 은혜 혼자 받으리 
형이 아우를 어여삐 여기지 않으면 
자애로운 어버이 노하지 않겠는가 
중들의 무리는 그나마 나은 편 
저 산 밑의 백성들이 애처롭구나 
큰 깃대 앞세우고 쌍마에 가마 타고오니 
온 마을 모조리 가마꾼으로 동원하여 
개처럼 닭처럼 마구 부리면서 
승냥이보다 범보다 심하게 으르도다 

<중략> 

김매던 자는 호미를 놓아두고 
밥 먹던 자는 밥알을 뱉고서 
아무런 죄도 없이 꾸중을 들으면서 
만 번을 죽어도 머리만 조아려 
초췌해진 채로 한 고비 넘기고 나면 
어허, 그제야 포로 신세 면하지만 
가마 탄 자 일산 쓰고 호연히 가 버릴 뿐 
위무(慰撫)의 말 한 마디 남기지 않네 
힘이 다 빠진 채 그 밭으로 돌아오면 
실낱같은 목숨 시름시름 하누나

-정약용, ｢가마꾼을 위한 탄식｣

(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간다. 사회
적 관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지위라고 한다. 지위 중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관계없
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귀속 지위와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성취 지위
가 있다.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
하는 관점으로서 성취 지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능력주의는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진보된 관점
이기는 하나, ㉠귀속 지위의 차이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신화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능력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해도 ㉡또 다른 불평등이 양산될 것이라는 예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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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동전을 세 번 던져 앞면이 나온 횟수가 일 때,
  lim

→




라 하자. 확률변수 의 표준편차를 구하여라.

2. 주사위 한 개를 던져 눈이 가 나오면 이를 함수   에 대입한 후 
구간   에서의 함수의 최솟값을 살펴본다. 이러한 시행을 번 반복하였을 때, 함수의 
최솟값이 양수인 횟수가  이상  이하일 확률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3. 네 개의 숫자 , , , 을 각각 
 , 

 , 
 , 

 의 확률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화면에 출력된 값이 이면 이를 함수

    






  

에 대입한 후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조사한다. 위 프로그램이 출력한 값을 
번 임의추출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을 때 얻는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평
균을 라 하자.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P ≥ 을 구하여라.

<가> 이산확률변수 의 확률질량함수가 P      (  ⋯) 일 때, 평균 E, 
분산 V, 표준편차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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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단, E),  V

<나> 확률변수 가 이항분포 B 를 따를 때 이 충분히 크면 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  를 따른다. (단,   )
<다> 모평균이 이고 모표준편차 인 모집단에서 임의추출한 크기가 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라 하자. 이 충분히 크면 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 

 을 따른다.
<라> 표준정규분포표

 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