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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단원] 1단원 윤리학의 분류
(가)는 이론 윤리학, (나)는 응용 윤리학.
(가)에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 (나)에
서 ‘이론을 적용’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힌트
가 된다. 이론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은 모두 도덕적으로 바람
직한 삶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2. [출제 단원] 2단원 불교
제시문은 불교의 수양 방법인 삼학(三學)에 대한 설명이다.
첫번째 문장) 삼독(三毒)은 안 좋은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두번째 문장) 유교의 내용
3. [출제 단원] 2단원 의무론, 공리주의
갑은 칸트, 을은 벤담
많은 학생들이 ㄴ 선지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
ㄴ. ’감내’는 참는다는 의미이다. 벤담은 고통을 참으라고 하지
않고 회피하라고 한다.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의무
에 부합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하였다. 반면 벤담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인
간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판단의
원리로서 강조하였다.
4. [출제 단원] 9단원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나)는 (가)와 달리 과학자에게 과학 지식의 활용에 대한 책임
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가), (나) 모두 과학 연구 결과의 활
용에는 책임이 수반된다고 본다.
1)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책임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둘다 예라고 답해야 한다. (가)도 과학 지식을 활용하는 사
람들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출제 단원] 10단원 잊힐 권리
지금껏 항상 출제될 때 ‘반론’의 근거로 적절한 것을 찾도록 나
왔다는 점을 기억하자. 쉽게 풀고 싶다면 결론에 반대되는 내
용의 선지를 고르면 된다.
소전제 ㄱ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는 양질의 정보 생산에 기여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의 근
거로는 정보를 공유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질 높은
정보 생산을 위한 창작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 [출제 단원] 6단원 칼뱅의 직업관
제시문의 사상가는 칼뱅이다. 칼뱅의 키워드는 ‘직업소명설’!
2) 중세 그리스도교의 직업관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칼뱅도 그리스도교 학자긴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학자
로 중세 그리스도교 시기가 아님
3) 중세 그리스도교의 직업관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4) 칼뱅의 직업의 목적은 신이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것
5) 충실한 직업 생활을 통해 물질적 부 (구원의 징표)를 얻을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로 구원여부를 확정 짓거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원은 신의 뜻
7. [출제 단원] 7단원 니부어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제시문의 사상가는 니부어다.
1) 니부어는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 집단의 도덕성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결정할 수 는 없다고 보았다.
3) 집단의 크기가 아니라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4) 무관하지 않다.
5) 외적 강제력이 오히려 필요하다.
8. [출제 단원] 15단원 해외원조
갑은 롤스, 을은 싱어
1) 롤스가 국가적 차원의 원조를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개
인적 원조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2) 롤스와 싱어 둘다 부정할 내용
3) 롤스가 주장할 내용
4) 싱어가 공리주의자라는 점을 기억하자. 맞는 내용
5) 롤스와 싱어는 원조를 자선이 아닌 의무라고 본다.
롤스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 체제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움으
로써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
로 보았다. 한편, 싱어는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약자의
고통을 줄이고 전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았다. 롤스는 국가 중심의 원조를 강조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원조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9.

[출제 단원] 10단원 매체 윤리
(가)의 A는 법적 규제와 함께 자율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
다는 입장에서 법적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10. [출제 단원] 7단원 노직과 롤스의 정의
갑은 노직, 을은 롤스
ㄱ. 노직O 롤스X
노직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강조하지만 롤
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ㄴ. 노직O 롤스O
절차적 정의 기억하기!
ㄷ. 노직O 롤스O
노직은 시민의 안전 보호와 계약 이행 감독을 위한,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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