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2월03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지

제공

윤리와 사상
1. 정답 : 2
해설 : 다음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성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2. 정답 : 3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 을은 에피쿠로스 학파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누리러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본다.
3. 정답 : 2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갈퉁이다. 칸트에게 있어 평화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4. 정답 : 2
해설 : 다음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다 제거하며 ㄴ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5. 정답 : 1
해설 : 다음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인간의 지복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기를 보존하고 신을 지적
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6. 정답 : 3
해설 : 갑은 케인즈, 을은 신자유주의이다. 을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고 정부의 규모 및 역할의 축소를
강조한다.
7. 정답 : 4
해설 :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도덕적 행위를 직접 유발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며, 공감은 인간의 도덕적 감
정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은 공감에 의해서 시인의 감정을 일으킨
다.
8. 정답 : 3
해설 : 갑은 성리학, 을은 양명학이다. 성리학은 성과 마음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마음은 이치인 성에 라
정을 주재해야 한다고 본다.
9. 정답 : 5
해설 : 갑은 공화주의, 을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며,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10. 정답 : 5
해설 :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의 본성을 교화하지 않는다.
11.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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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갑은 소피스트, 을은 소크라테스, 병은 듀이이다. 듀이는 소크라테스에게 진리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변
화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12. 정답 : 1
해설 : 갑은 동학, 을은 위정척사파이다. 동학은 유교적 신분 질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정답 : 5
해설 : 갑은 모어, 을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에게 있어 통치자들은 사유재산이 없다.
14. 정답 : 5
해설 : 갑은 도가, 을은 유교이다.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는 세상을 혼란하게 한다는 말에 대해, 도
가는 긍정하고 유교는 부정한다.
15. 정답 : 1
해설 : 갑은 공리주의, 을은 칸트이다. 공리주이의는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며, 둘 모두 도덕 원리의 의미에는 인간의 평등함이 내포되어 있다.
16. 정답 : 1
해설 : 갑은 원효, 을은 혜능이다. 둘 모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도 불성이 있다고 본다.
17. 정답 : 5
해설 :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둘 모두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18. 정답 : 3
해설 :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이는 이와기는 분리되지 않고,
각각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
19. 정답 : 4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 병은 키에르케고르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둘 모두 참된
행복을 위해 신앙뿐 아니라 신의 은총도 필요하다고 본다.
20. 정답 : 4
해설 : 다음 그림의 강연자는 보편적 인류애와 가족, 이웃에 대한 친밀감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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