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평가원
어휘 기출史

남조우 편저

1. ④

1. 빈 칸 (A)와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994학년도)

내가 소녀였을 때, 나는 부모님의 태도와 나의 태도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결코 논쟁해 본 적이 없었다. 나

When I was a girl, I never argued with my parents about differences between their
attitudes and mine. My father would deliver his judgment on an issue, and that was
usually the

(A)

of the matter. Discussion seldom changed his mind, and

의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시면 늘 그것으로 그 문제의 끝이었다. 토론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
꾸신 적은 거의 없었고, 의견의 불일치도 참지 못하셨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모와 자식의 상황은 다르다. 나의
남편과 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우리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심한 차이점에 대해
논쟁해야만 한다. 우리는 세 딸 모두와 의견 불일치를 겪어 왔다.

disagreement was not tolerated. But the situation is different with today’s parents and
children. My husband and I have to contend with radical differences between what our
children think about a given situation and what we think about it. We have had

(B)

with all three of our daughters

(A)

[深深解]
빈칸 (A)의 다음 문장, 토론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의견 불일치도 못 참으신다는 것으로 보
아, 한번 판단을 내리면 그것으로 end임을 알 수 있다. (B) 역시 바로 앞의 문장을 보면 We와 의견 불일치를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어휘]

(B)

deliver (의견을) 말하다, 옮기다

① text

products

② agreement

effects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

③ comment

beginnings

contend with ～와 논쟁하다

④ end

disagreements

⑤ comment

products

issue 논(쟁)점, 발행, 유출

2. ③
10명의 직원을 관할하는 관리자가 휴가 중이다. 그녀는 내일 돌아온다.
over 전치사
① 장소나 위치에 위에: 머리 위의 지붕
② 위의 다른 쪽으로: 벽을 뛰어 넘다.

2. 아래에 주어진 사전 뜻풀이 가운데, 다음 문장에 사용된 밑줄 친 over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
은? (1997학년도)

③ 지배, 통제, 정복을 위해서, 권위·계급·권력 등에 있어 상위의: 그녀는 현재 그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그는
점령 지역을 관할할 것이다.
④ 위에 놓거나 덮기 위해서: 위에 혹은 위로 : 침대 위에 시트를 펼쳐 깔다.

The manager over a staff of 10 workers is on vacation. She will be back tomorrow.

⑤ 사람의 기분, 태도 등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에 대해, ~에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상상할 수가 없다.

over, prep.
① above in place or position: the roof over one’s head.
② above and to the other side of: to leap over a wall.
③ above in authority, rank, power, etc., so as to govern, control, or conquer: She is

over the department now. He will be over the occupied zone.
④ so as to rest on or cover; on or upon: Throw a sheet over the bed.
⑤

[어휘]
staff 참모
authority 권위
rank 계급
conquer 정복하다
occupied zone 점령지대

on or upon, so as to cause an apparent change in one’s mood, attitude, etc.: I

apparent 분명한

can’t imagine what has come over her.

mood 분위기
attitude 자세, 태도,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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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②

4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6월)

때로는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기 성찰에 필요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직장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Sometimes the awareness that one is distrusted can provide the necessary incentive
for

self-reflection.

An

employee

who

① realizes

she

isn’t

being

trusted

by

공유된 책무를 자신에게 (믿고) 맡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은 성찰을 통해 자신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거나 이전의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했던 분야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녀에 대한 다른

her

사람들의 불신은, 그녀가 그들의 신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더 생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그녀가 직무의 자기 몫

co-workers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at work might, upon reflection, identify areas

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

where she has consistently let others down or failed to follow through on previous

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은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고 자신을
불신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밤에 외출할 때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십 대 소녀를 생각해 보라. 비

commitments. Others’ distrust of her might then ② forbid her to perform her share of

록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솔직해 왔고 합의된 규칙은 어떤 것도 어기고 있지 않을지라도, 존경할 만한 도

the duties in a way that makes her more worthy of their trust. But distrust of one who

덕적 주체로서의 그녀의 정체성은 속임수와 배신을 예상하는 널리 스며 있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 손상된다.

is ③ sincere in her efforts to be a trustworthy and dependable person can be
disorienting and might cause her to doubt her own perceptions and to distrust herself.
Consider, for instance, a teenager whose parents are ④ suspicious and distrustful when

[深深解]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불신은 자기 성찰로 이어져 타인의 신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더 생기도록 행동하게 한다고
했으므로, ②의 forbid를 motivate 정도의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she goes out at night; even if she has been forthright about her plans and is not ⑤
breaking any agreed-upon rules,

her identity as a respectable moral subject

is

undermined by a pervasive parental attitude that expects deceit and betrayal.
*forthright: 솔직한, 거리낌 없는 **pervasive: 널리 스며 있는

[어휘]
self-reflection 자기 성찰

identify 찾다, 발견하다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let down ~을 실망하게 하다

follow through on ~을 이행하다

commitment 약속, 전념

disorienting 혼란스럽게 하는

perception 인식

suspicious 의심하는

agreed-upon 합의된

undermine 손상시키다

deceit 속임수

betrayal 배신

50. ⑤
외부로부터 생물학을 보고 있는 물리 과학자들의 글에서 자주 나타나는 한 가지 오해는 환경이 진화가 진행
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정적인 독립체로 그들에게는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5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9월)

사실이 아니다. 정적이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진화하는 개체군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
공하고 있다. 고등 생물의 경우, 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생물의 동시대 진화에 의해 생성된 변화이다.

One misconception that often appears in the writings of physical scientists who are

발가락이 다섯 개 달린 발로부터 말발굽으로 진화하면서 말은 탁 트인 평야를 빠르게 질주할 수 있었다. 그러

looking at biology from the outside is that the environment appears to them to be a

나 그러한 질주는 포식자에 의해 쫓기지 않는 한 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달리기를 위한 말의 효율적인 기제

static entity, which cannot contribute new bits of information as evolution progresses.
This, however, is by no means the case. Far from being static, the environment is

는 육식성 포식 자가 동시에 더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발달시켰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결코 진화하지 않았을 것
이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 간의 생태적 관계에 기초한 법칙은 진화와 그것이 발생시킨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선택적(→ 필수적)이다.

constantly changing and offering new ① challenges to evolving populations. For higher
organisms,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e those produced by the
contemporaneous evolution of other organisms. The evolution of a horse’s hoof from a
five-toed foot has ② enabled the horse to gallop rapidly over open plains. But such
galloping is of no ③ advantage to a horse unless it is being chased by a predator. The

[深深解]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 생물의 진화는 동시대의 다른 생물들의 진화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 간의 생태적
관계에 기초한 법칙은 진화와 그것이 발생시킨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그
러므로 ⑤의 optional(선택적인)을 essential(필수적인)과 같은 말로 고쳐 써야 한다.

horse’s efficient mechanism for running would never have evolved except for the fact
that meat-eating predators were at the same time evolving more efficient methods of ④

[어휘]
misconception 오해

static 정적인

entity 독립체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organisms are ⑤ optional for understanding evolution and the diversity of life to which

far from ~이기는커녕 오히려

mechanism 기제

it has given rise.

carnivorous 육식성의

ecological 생태적인, 생태학의

attack. Consequently, laws based upon ecological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kinds of

*hoof: 발굽 **gallop: 질주하다 ***predator: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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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③

5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6월)

덩어리로 나누는 것은 음악의 인식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한 음 한 음 우리의 뇌에서 부

Chunking is vital for cognition of music. If we had to encode it in our brains note by

호화해야 한다면 우리는 가장 간단한 동요보다 더 복잡한 것은 어느 것이나 이해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게 될 것
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량이 뛰어난 음악가들은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수천 개의 음을 포함하는 작품을 완전히

note, we’d ① struggle to make sense of anything more complex than the simplest

기억으로 연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은 이러한 기억의 성취는 보통 말하는 그런 개별

children’s songs. Of course, most accomplished musicians can play compositions

적인 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일어날 것 같지 않게 되는(→ 가능해지는) 것

containing many thousands of notes entirely from ② memory, without a note out of

이다. 만일 피아니스트에게 모차르트 소나타를 41번 마디로부터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녀는 아마도 그 음

place. But this seemingly awesome accomplishment of recall is made ③ improbable by

악을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재생해서 그 마디까지 와야 할 것이다. 그 악보는 그저 그녀의 머릿속에 펼쳐져 있

remembering the musical process, not the individual notes as such. If you ask a pianist

어서 어떤 임의의 지점부터 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흡사 여러분이 운전해서 직장에 가는 방법을 설
명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추상적인 목록으로 길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되짚어감

to start a Mozart sonata from bar forty-one, she’ll probably have to ④ mentally replay

으로써 여러분의 경로를 구성해야 한다. 음악가들이 리허설 중에 실수한다면, 그들은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한 악

the music from the start until reaching that bar ― the score is not simply laid out in

구의 시작으로 (되)돌아간다(‘2절부터 다시 합시다’).

her mind, to be read from any random point. It’s rather like describing how you drive
to work: you don’t simply recite the names of roads as an abstract list, but have to
construct your route by mentally retracing it. When musicians make a mistake during
rehearsal, they wind back to the ⑤ start of a musical phrase (‘let’s take it from the

[深深解]
수천 개의 음을 포함하는 작품을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기억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은 한 음 한 음 개별
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맥락이어야

하므로,

③

improbable(일어날 것 같지 않은)을 possible(가능한)과 같은 낱말로 바꾸어야 한다.

second verse’) before restarting.
*chunking: 덩어리로 나누기 **bar: (악보의) 마디

[어휘]
vital 필수적인

encode 부호화하다

composition 작품

seemingly 겉보기에는

score 악보, 작품

random 임의의, 무작위의

recite 열거하다

abstract 추상적인

retrace 되짚어가다

phrase 악구

verse (노래의) 절
52.

5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9월)

내가 여러분에게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백곰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의 억제는 억누르고 싶은 생각을 가라앉히는 대신, 그것을 실제로 증가시킬

If I say to you, ‘Don’t think of a white bear’, you will find it difficult not to think of a
white bear. In this way, ‘thought suppression can actually increase the thoughts one

수 있다’. 이것의 한 가지 흔한 예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음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흔히 음식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반동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 아이러니한 결과는 관련된 두 가지 인지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것 같다. 우선, 이 이중 처

wishes to suppress instead of calming them’. One common example of this is that

리 체계는 의도적인 운영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억제된 생각과 무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려고 한

people on a diet who try not to think about food often begin to think much ① more

다. 다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무의식적인 감시 과정은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감시

about food. This process is therefore also known as the rebound effect. The ② ironic

체계가 의도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마주치는 경우, 그것은 의도적인 운영 과정을 자극하여 반드시 이

effect seems to be caused by the interplay of two related cognitive processes. This
dual-process system involves, first, an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which consciously
attempts

to

locate

thoughts

③ unrelated

to

the

suppressed

ones.

Second,

러한 생각이 부적절한(→ 적절한) 생각에 의해 대체되도록 한다. 그러나 주장되는 바로는, 의도적인 운영 체계는
피로, 스트레스, 정서적 요인에 의해 생긴 인지 부하의 증가로 인해 작동을 멈출 수 있고, 그래서 감시 과정이
부적절한 생각을 걸러서 의식으로 스며들게 해, 그것의 접근성을 높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and

simultaneously, an unconscious monitoring process tests whether the operating system
is functioning effectively. If the monitoring system encounters thoughts inconsistent with

[深深解]
의도적인 운영 체계는 억제된 생각과 무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무의식적인 감시 과정은 그
운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인지 부하의 증가로 의도적인 운영 체계가 작동을 멈추

the intended ones, it prompts the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to ensure that these are

게 되면, 감시 과정이 부적절한 생각을 걸러서 의식으로 스며들게 해 그것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고 했

replaced by ④ inappropriate thoughts. However, it is argued, the intentional operating

으므로, ④ inappropriate(부적절한)를 appropriate(적절한)로 고쳐야 한다.

system can fail due to increased cognitive load caused by fatigue, stress and emotional
factors,

and

so

the

monitoring

process

filters

consciousness, making them highly ⑤ accessible.

the

inappropriate

thoughts

into

[어휘]
suppression 억제, 억압
rebound effect (심리학) 반동 효과(흰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요구하면 흰곰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의도한 것
과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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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lay 상호작용

cognitive 인지의

dual 이중의

intentional 의도적인

consciously 의식적으로

locate 찾아내다

simultaneously 동시에

monitor 감시하다

encounter 마주치다

inconsistent with ~과 일치하지 않는

prompt 자극하다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replace 대체하다 load 부하, 부담

fatigue 피로

filter 거르다, 스며들게 하다

inappropriate 부적절한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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