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공통_현대사회와 윤리] 평가영역 예시문제
1. 윤리학에는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의 입장이 있다. 절대론적 윤리설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윤리 규범은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없다.
② 윤리 규범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의무이다.
③ 인간성 안에 있는 양심은 후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④ 도덕적 가치는 문화권에 따라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정답] ②
2.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고유한 한국 사상을 형성하였는데, 그 형성 배경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단일 민족

② 고유한 언어

③ 외부의 자극

④ 고유한 민족성

[정답] ③
3. 조선 시대 실학(實學)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병자호란 이후의 북벌론에 대한 비판
② 신분 질서에 대한 새로운 견해의 제시
③ 도덕적 명분론에 치중한 주자학의 비생산성 비판
④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대명(對明), 대청(對淸) 관계의 유지
[정답] ④
4. 동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무위이화(無爲而化)’를 통해 지상에 극락세계를 이룰 수 있다.
② 하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③ 선천 시대 5만 년이 지나고 지상 천국의 후천 시대 5만 년이 열린다.
④ 조물주인 ‘한울님’은 피조물 속이 아닌 천국에 존재하며 이 세상을 주관한다.
[정답] ④
5.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환경윤리 이론은?
인간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이며, 인간 이외의 다른 동ㆍ식물, 대기, 강, 대
지 등 무생물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생
하려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① 생태주의
③ 사회결정주의

② 인간중심주의
④ 생명중심주의

[정답] ①
6. 민주주의적 생활 태도에 관한 주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경쟁과 타협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② 공익과 공동 목표의 실현을 중시해야 한다.
③ 국민적 통합을 위해 다원주의를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④ 자유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답] ③
7.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북한의 통일 방안은 민족사회 건설을 우선하고 있다.
② 남한의 통일 방안은 과도 체제로서 남북 연합을 두고 있다.
③ 북한의 통일 방안은 민족 구성원 모두를 통일 주체로 하고 있다.
④ 통일된 국가의 형태에 대해서는 남ㆍ북한 통일 방안이 모두 동일하다.
[정답] ②
8. 일심 사상, 화쟁 사상, 정토 사상 등을 펼치면서 불교를 민중의 생활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사상가를 쓰시 오.
[정답] 원효
9. 대중매체(mass media)의 발달이 가져온 문제점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정답] ① 문화의 저속화 ② 정보 왜곡의 가능성 ③ 개성 상실과 획일화 ④ 상업주의
⑤ 소비 조장 ⑥ 감각적 행동 유발
10.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정답] 사회주의 소유경제, 계획경제, 중앙집권적 관리경제, 폐쇄적 자급경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