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③ 5 ②
6 ④ 7 ③ 8 ① 9 ③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② 17 ③ 18 ⑤ 19 ④ 20 ④

해 설

1. [ ] 소피스트의 윤리 사상을 이해한다.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하여, 똑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
라서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진리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한 것이다.

2. [출제의도] 다양한 이상 사회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바쿠닌의 무정부 사회, (나)는 마르크스의 공
산 사회, (다)는 노자의 소국 과민 사회, (라)는 공
자의 대동 사회이다. (가)와 (다)는 규범이나 제도가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가)는 상업 자본주의, (나)는 산업 자본주의, (다)
는 수정 자본주의, (라)는 신자유주의이다. 수정 자
본주의는 일종의 통제 경제 정책으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추구한다.

4. [출제의도] 유학에서 중시하는 여러 덕목을 이해한다. 
① 유학에서는 밝은 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요자재는 장자가 추구한 삶
의 모습이다.

5. 칸트와 흄의 사상을 이해한다.
갑은 칸트, 을은 흄이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실천
이성과 의무 의식에서 나온다고 본다. 반면 흄은 경
험론의 관점에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서 감정을 중
시한다. 칸트에 따르면 감정이나 감각은 상대주의적
인 특성을 지니므로 보편적 도덕 법칙의 근거로 삼
을 수 없다.

6. [출제의도] 민족주의의 특징과 관련된 사례를 파악
한다.
(가) 2차 대전 이후 제 3세계 국가들의 중립 노선은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 정책이었다. 
(라) 나치즘과 파시즘은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
기이다 .

7. [출제의도] 서(恕)의 윤리적 의의를 파악한다.
서(恕)에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도덕적 주체로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
다. 서(恕)는 연고주의나 정실주의 같은 집단 이기주
의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윤리이다.

8. [출제의도] 동학과 위정 척사 사상을 이해한다.
(가)는 동학 사상, (나)는 위정 척사 사상이다. 위정 
척사 사상에서는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으
나, 동학 사상에서는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하면서 신
분 차별을 반대하였다.

9. [출제의도] 묵자 사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묵자, (나)는 공자의 주장이다. 묵자는 공자
의 차별이 있는 사랑으로서의 인을 비판하면서 겸애
설을 주장하였다. ③ 묵자는 사치를 삼가고 생산에 
힘쓸 것을 주장하면서, 성대한 장례식이나 삼년상 등 
과도한 예의 형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⑤ 묵자는 음악이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비판하였다.

10. [출제의도]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파악

한다.
서구 자본주의 정신은 합리성과 금욕의 정신을 강조
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프로
테스탄트 윤리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부를 신
의 축복의 상징으로 보았다.

11. [출제의도] 거짓말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을 
파악한다.
갑은 인격주의, 병은 공리주의, 정은 상대주의의 관
점이 반영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을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비판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롤스가 주장한 글이다. 정의의 원칙으로 평
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이황의 사상을 이해한다.
(가)는 이황의『성학십도』가운데 10번째 그림이고, 
(나)는 이 그림의 주요 내용 중 일부이다. ① 이이의 
관점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엄격히 구별
된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선종의 수행 방법을 파악한다.
자료는 선종의 종지인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선종은 우리가 본
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는 돈오 사
상을 주장하였다. ㄱ. 소승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15.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를 
파악한다.
장자는 허심(虛心)으로 사물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②는 맹자, ③은 불교, ④는 순
자의 입장이다.

16. [출제의도] 왕수인의 양명학을 이해한다. 
왕수인은 마음을 중요시하는 심즉리설을 주장하면서,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일[事]도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ㄱ은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입장이다. 왕
수인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을 이해한다.
스피노자는 범신론적 관점에서 신의 섭리를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모든 것을 이성
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오는 평온한 행복이야말로 인
간에게 유일한 최고의 선이라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A)는 플라톤, (B)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참된 존재로 여겼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
는 현실 속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고자 했다.

19. [출제의도] 마르크스 사상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④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역사의 
발전을 5단계로 설명하였다.
[오답풀이] ① 마르크스는 집단주의의 관점에 기초
한다. ② 관념론의 관점이다. ⑤ 자유 교환과 자연 
분배는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이다.

20. [출제의도]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윤리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명(正名)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행
동해야 한다는 역할 윤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