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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 
1.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윤리학 

2. 응용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 

3. 응용윤리의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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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밍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1. 윤리문제와윤리적탐구 

2. 윤리적탐구의과정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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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과응용 
심화논슐 
• 현대 사회와응용윤리학 

•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 

@팅웰잉 
·나딩스에게배우다l 27 3. 토론 및 성찰의 중요성과윤리적 실천 

행 윤리 문제에 대한 다g받 접근 
1. 의무론적접근 

3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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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 윤리적 접근과 배려 윤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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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 윤리적 접근과 담론윤리적 접근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 현대 생활과응용 윤리 

@삶과죽음의윤리 
1. 출생과죽음의 윤리적 의미 

2. 낙태와 생식 보조술의 윤리적 쟁점 

3. 자살,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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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생명 과학과윤리 
1. 생명 과학과 생명 윤리의 관계 

2. 장기 이식의 윤리적 쟁점 

3. 인체 실험의 윤리적 쟁점 

4. 생명 복제와유전자조작의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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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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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논출 
• 낙태에 대한 나의 입장은? 

• 가족의 가치와 가족윤리 

• 친구 간의 우정과 학교폭력 예방 

갑론률박l 
• 연영 치료중지, 허용해야할까? 

• 성 상품화, 법으로 규제해야하나? 

• 부모부앙은 누가해야하나? 

@웰용팅 
• 수전 앤서니에게 배우다l 

• 로젠버그에게 배우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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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환경 • 정보 윤리 
심화논슐 
• 과학 기술자의 책임 118 

• 도시와 환경에 대한두 관점 150 

• 인터넷 게임 중독의 해결 농반 154 

갑론롤박l 
• 동물실험을해야할까 하지 말이야할까? 126 
• 배출권 거래 제도 기후 변화 해법인가? 144 

@웰웰잉 
• 왕가리 마타이에게 배우다l 

랩성과사랑의윤리 
1. 성과사랑의의미 68 
2. 성차별과 성적 소수자문제 71 
3. 성의 자기 결정권과상품화문제 75 

웰 7.족관계의윤리 
1. 결흔의 윤리적 의미와부부간의 윤리 80 
2. 가족의 가치와부모 자녀 간의 윤리 83 
3. 형제자매의 윤리와 친족 간의 윤리 87 
4. 고렁화사회의 가족윤리 90 

헝친구 이웃관계의윤리 
1. 친구관계와윤리문제 94 
2. 이웃생활과윤리문제 98 
3. 친구 이웃 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방안 101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 가정과윤리 106 

@과학기술과윤리 
1. 과학 기술의 본질과윤리의 관계 

2. 과학 기술의 성과와윤리적 문제 

3. 과학 기술의 윤리적 과제와 책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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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인간과자연의관계 
1. 인간중심주의 윤리와도구적 자연관 

2. 동물 중심주의 윤리와환경 문제 

3. 생명 중심주의 윤리와환경 문제 

4. 생태 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5.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윤리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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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려 
1. 현대환경문제의유형과특징 

2.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 

3. 미래 세대에 대한책임과환경 문제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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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정보사호|와윤리 
1.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윤리적 문제 

2. 사이버 공간과자아 정체성 

3. 사이버 공ζ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4. 사이버 따돌림의 예방책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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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의 윤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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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호|윤리와직업윤리 

심화논슬 
• 개인선과공동선의 조화 방안은? 182 

• 진정한 직업적 성공이료η 215 

갑론율박l 
• 유해 물질 무단 방류, 원인과해결 농보f은? 178 

• 사형 제도존속해야할까, 폐지해야할까? 194 
• 여성 할당제 과연 정착할수 있을까? 201 

-공직자내부정보이용문제의해결g엔은? 222 

-텅웰--·정약용에게배우다l 205 

@ 사호|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1. 개인윤리와사회윤리의차이 

2. 사회구조및저|도와윤리 

3. 개인선과공동선의 조화 

@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호| 
1. 사회정의의의미와중요성 

2.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분배 

3.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4. 사형 제도의 윤리적 문제 

랭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1. 인권존중의윤리적의미 

2.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3. 부때방지와정렴 

4. 준법과시민불복종 

생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적 책임 
1. 직업의 의의와 직업윤리의 중요성 

2. 직업적 성공의 도덕적 의미 

3. 기업가와근로자의 윤리 

4. 전문직과공직자의 윤리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 사회 정의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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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윤리 

심화논흘 
• 예술의 S엽화, 문제점과극복 방안은? 236 
•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잭 방항 270 
갑론를박l 
• 종교와윤리는 다른 것인가? 248 
• 바람직한 소비문호렌? 262 
• 히잡 착용 금지해야 할까? 267 

@용웰--
• 법정 스님과 김수환추기경에게 배우다l 244 

VI 
펑호}와윤리 

갑론률박l 

• 대북 지원, 통일을 위한 발판인가? 

• 평화를 위한전쟁은 정당한가? 

@팅웰링 
.싱어에게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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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 가치와 윤리적 차l 
1. 예술과윤리의관계 

2. 예술과 외설을구분하는 기준 문제 

3. 예술의상업화문제 

헝종교와윤리 
1. 종교의본질 

2. 종교와관련된 갈등 문제 

3. 종교윤리와세속윤리 

램의식주의윤리적문제 
1. 의복 문화와윤리적 문제 

2. 음식 문화와윤리적 문제 

3. 주거 문화와윤리적 문제 

4. 소비문화와윤리적 소비 

웰다문화사회의윤리 
1. 문화의 다앙성과보펀 윤리의 문제 

2. 다문호뻐| 대한관용과 한계 

3. 다문화와문화적 정체성 

.진정한 행복을 호빠서 / 문화와 윤리 

@ 민족 통합으| 윤리적 고때| 
1. 지구촌 시대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 통합의 관련성 

2.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3. 북한 이탈 주민의 정ξ뻐| 따른 윤리적 문제 

4. 재외 동포의 문제와 한민족 네트워크 

휠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고써| 

1. 세계화와 지역화의 윤리성 

2. 지구촌 시대의 국제 정의 

3.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 

4. 평화의 가치와국제 평화의 중요성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 평화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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