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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의도] 예술과 도덕의 관계 이해하기
제시문은 예술 작품을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예술 활동은 미(美) 자체를 추구하고 표현해야 한다.

2. [출제의도]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근거 이해하기
범인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근거
이다.

3. [출제의도] 관례(冠禮)의 사회적 의미 이해하기
관례는 관혼상제의 하나로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의
식이다. 보통 15~20세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관례를 
치루고 나면 사회적으로 성인(成人)이 되었음을 공
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4. [출제의도] 유학의 자연관 이해하기
제시문은 유학의 자연관에 관한 글이다. 유학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존재로 본다. 
자연을 무목적의 체계로 파악하는 것은 도가의 자연
관이다. 

5. [출제의도] 선비가 추구한 삶의 태도 이해하기
선비는 물질적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하였으며[見利
思義],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였고[先
公後私], 검약과 절제를 실천하였으며, 확실한 소신
을 갖고 통치자에게 직언하였다. 또한 선비는 항상 
현실을 지향하며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였다.

6. [출제의도] 사회 윤리적 관점 이해하기
(가)는 사회 윤리적 관점이다. 사회 윤리는 사회 구
조나 제도가 갖는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7. [출제의도] 맞춤형 아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이해하기
맞춤형 아기를 찬성하는 갑은 생명 공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추구한 반면, 반대하는 을은 생명 그 자체
의 고유성을 강조한다.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은 
물질적 입자로 환원될 수 없다.

8. [출제의도] 불교의 인간관 이해하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본래 맑고 깨끗한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으나, 나[我]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생긴 
탐욕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9. [출제의도] 죽음의 윤리적 태도 이해하기
(가)는 동양의 도가 사상, (나)는 서양의 에피쿠로스 
사상이다. 두 사상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인간의 삶에
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
한다.

10. [출제의도]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입장 파악하기
갑은 과학 기술에는 과학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과
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가져올 결과를 고려해

야 한다.

11. [출제의도] 동양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이해하기
유학은 성인 또는 군자를, 도가는 지인 또는 진인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강조한다. 유학은 인의(仁義)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도가는 인의를 인위적인 규범이
며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12. [출제의도] 공직자의 청렴의 덕목 이해하기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는 뜻으
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
목이다. 공직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익을 배제하고 
공평무사하게 행동해야 한다.

13. [출제의도] 노자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 이해하기
(가)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흐름
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보
았다.

14. [출제의도] 지적 재산권의 윤리적 논쟁 파악하기
지적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
을 개인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 공동의 산물
로 본다. 반면, 지적 재산의 공유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지적 재산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 권
리를 가지는 창작물로 본다.

15. [출제의도] 음양의 원리에 따른 남녀 관계 이해하기
음과 양은 서로 상반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
여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상호 보완과 조화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칸트의 관점에서 안락사 이해하기
갑은 서양 사상가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와 의무를 중시하며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
로 대할 것을 강조한다.

17. [출제의도]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비교하기
(가)는 응용 윤리학, (나)는 이론 윤리학에 관한 글
이다. 이론 윤리학은 인간 행위 규범의 탐구를 통해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토대를 제공한다. 
반면 응용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을 토대로 생명, 정
보, 환경과 같이 생활 속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18. [출제의도] 언론의 자유와 윤리 문제 이해하기
언론의 자유는 열린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남용될 경우 언론의 상업화와 편파 보도
의 가능성이 있다. 언론인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
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중시해야 하며, 이
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19. [출제의도] 롤스의 정의의 원칙 이해하기
롤스는 현실에서는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자연적, 사
회적 우연성 때문에 공정한 분배 절차에 합의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분배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모두
가 평등한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였다.

20. [출제의도]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노사 문제 이해하기
공리주의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
려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쾌락과 사회의 쾌락을 
조화시킴으로써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노사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는 

사회적인 쾌락과 고통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