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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 | Chapter 12. 연결어(구) 넣기 

1.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nterest [ in extremely long periods of time ] ② sets geology and astronomy / ② apart from other  
S                                                       V       O1               O2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능동) 

 
 

sciences. // Geologists think / ③ in terms of billions of years / for the age of Earth and its oldest rocks //  
    S          V          [전치사+명사구] in terms of+(명사구) 

(복수, 현재, 자동사)                    (명사구)의 관점에서 

 
 

— numbers ④ [ that, ( like the national debt, ) are not easily understood ]. // Nevertheless, / the time  

        O          [관계사절]                                             V’                       [양보의 접속부사] 

(복수, 현재, 수동) 

 
 
 
 

scales of geological activity are important / for environmental geologists / because they provide a way  
   S                                V        C                                                [이유의 부사절] S      V         O 

(복수, 현재, 2형식)                                                       (복수, 현재, 능동) 

 

⑤ [ to measure human impacts on the natural world ]. // For example, / we would like to know the rate  
[to부정사(to+R) – 형용사적(명사 수식)]                                    [예시의 접속부사]     S              V                  O 

(복수, would like to+R, 능동) 

 
 

of natural soil formation / from solid rock / ⑥ to determine ⑦ [ whether topsoil erosion from agriculture  
                                                     [to부정사(to+R) – 부사적(목적)] [명사절]          S’ 

 
 
 

is too great ]. // Likewise, / understanding ⑦ [ how climate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 is vital  
V’        C’       [‘유사’의 접속부사]      S(동명사)            [명사절]                  V’                                   V    C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완료, 자동사)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 ⑥ to ( properly ) assess current global warming trends. // Clues to past environmental change are well  
 [to부정사(to+R) – 부사적(목적)]                                              S                                           V 

(복수, 현재, 수동) 

 

preserved / in many different kinds of rocks. 
      V 

(복수, 현재, 수동) 

 
 

① 불가산 단수 명사 ‘interest in+(명사구)’   (명사구)에 대한 흥미 

② 동사구 ‘set A(목적어) apart from B(명사구)’   A를 B로부터 구분 짓다 

→ 극도로 긴 시간에 대한 흥미는 지질학과 천문학을 다른 과학들과 구분 짓는다 

과학에 대한 강한 이해가 부족한 기자 

⑤ to부정사(to+R) 형용사적 용법(명사 수식)   a way to+R(~하는 방법) 
→ 그들(지질학적 활동의 척도들)은 ‘자연에서 인간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a way 

to measure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③ 전치사구 ‘in terms of+(명사구)’   (명사구)라는 관점에서 

→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나이와 오래된 돌(화석)에 대해서 수 십억 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 

④ (명사구) – (수식어구)   (수식어구)인 (명사구); 구체적 예시 

   + 주격 관계대명사 ‘that(사람/사물 선행사)’   선행사가 종속절 내 주어 

→ billions of years ~ - numbers [ that these, ∧, are not easily understood ] 

                                  like the national debt 
수 십억 년, 즉, 국가 부채와 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로 생각한다 

⑥ to부정사(to+R) 부사적 용법(목적)   (to+R)하기 위해서 

⑦ 명사절 ‘whether/if S V ~ (완전문)’   ~인지 (아닌지) 
→ 농업으로부터의 표토(가장 위에 있는 흙)의 부식이 매우 심한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⑦ 명사절 ‘how S V ~ (완전문)’   어떻게 ~하는지 

   + 동명사 ‘V-ing(~하는 것)   ‘understand+(목적어)’의 동명사화 
→ 기후가 수 백만년동안 어떻게 변하였는지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 how ~)은 중요하다 

⑥ to부정사(to+R) 부사적 용법(목적)   (to+R)하기 위해서 
→ 현재의 지구 온난화 경향을 적절하게 평가(가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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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B) 

① In addition ∙∙∙∙∙∙ Instead  ② In addition ∙∙∙∙∙∙ In contrast 

③ In other words ∙∙∙∙∙∙ Instead  ④ Nevertheless ∙∙∙∙∙∙ Likewise 

⑤ Nevertheless ∙∙∙∙∙∙ In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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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ational income ① [ divided by the population of a country ] ② is called its per capita income or the 
                       S         [분사구(명사 수식) – 수동 p.p.]                                V                       O.C.1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수동 - 5형식) 

 
 
 
 
 
 

average income per head. // The per capita income is an approximate index [ of the standard of living ] /  

         O.C.2                                           S     V                        C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in the country / because it shows ③ the average amount of income ① [ available to its citizens ]. // It is, 
                 [이유의 부사절] S’    V’                           O                      [분사구(명사 수식) – being 생략]      S  V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능동)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 however, ) a very rough index. // In most ④ developing countries, / the national income is distributed  
[역접의 접속부사]                   C                                                                          S             V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수동) 

 
 
 

/ very unevenly among the people. // ⑤(A) The greater part of it goes to ⑤(B) the richer classes. // So, the  
                                                                         S           V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자동사) 

 
 
 

majority of the people have incomes ⑥ considerably less / than ⑦ [ what is shown by the figure / for the  

S                          V       O                                             [명사절 what] V’ 

(복수, 현재, 능동)                                                 (3인칭 단수, 현재, 수동) 

 
 
 
 
 
 

per capita income ]. // But, / ( though the per capita income is a very inadequate index, ) / it is better than  

                        [양보의 부사절]                      S’     V’                          C’        S  V    C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④ 분사 관용구 ‘developing country(개발 도상국)’ 

              vs. ‘developed country(선진국)’ 
→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들에서, 국민 소득은 분배된다 / 균등하지 않게(unevenly) 

⑤ The (비교급 A) ~ the (비교급 B)   더 (비교급 A)할수록 더 (비교급 B)한 

    + 자동사 ‘go to+(명사구)’   (주어)가 (명사구)로 가다 
→ 국민 소득(it)의 더 많은 부분이 더 부유한 계층으로 간다 

① 분사구(명사 수식) =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생략 

   → The national income [ which(that) is divided by the population of a country ] 
   ‘한 나라의 인구 수로 나뉘어 진(divided ~)’ 국민 소득 

② 5형식 ‘call O O.C.’   O를 O.C.라고 부르다, 칭하다 

   [수동태] ‘O be called O.C.’   O가 O.C.라고 불리다, 칭해지다 

→ We call the national income its per capita income or the average income per head 

   = the national income is called its per capita income or the average income per head 
(①인) 국민 소득을 ‘1인당 소득,’ 즉 1인당 평균 소득이라고 부른다 

⑥ 부사 vs. 형용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less)를 수식하므로 ‘considerably(부사)’ 

→ the majority of the people have incomes / considerably less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입을 보유한다 / 훨씬 덜 

③ 명사구 ‘the amount of+(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의 양 

① 분사구(명사 수식) =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생략 

   → the average amount of income [ which(that) is(being) available to its citizens ]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사용 가능한 소득’의 평균 양 

⑦ 명사절 ‘what+(불완전문)’   선행사 X(∵ 자체가 명사) & 종속절 내 불완전(주어 X) 

→ the majority of the people have incomes considerably less than [ the thing(= the income) which is shown by the figure ~ ] 

                                                              [ = what is shown by the figure ~ ] 
‘그 수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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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figure of national income / because it ⑧ takes into account ⑨(A) not only growth in income /  
                                          [이유의 부사절] S’       V’                                        O1’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능동) 

 
 
 
 
 
 

⑨(B) but also growth in population. // Thus, / ⑩ ( to measure the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over a  
  O2’                     [결론의 접속부사]    [to부정사(to+R) – 부사적(목적)] 

 
 

period of time, ) / the calculation of the per capita income is ( absolutely ) necessary. 
                                  S                                       V                    C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A)  (B)   (A)  (B) 

① however ∙∙∙∙∙∙ Thus  ② however ∙∙∙∙∙∙ For instance 

③ moreover ∙∙∙∙∙∙ Nevertheless  ④ therefore ∙∙∙∙∙∙ Thus 

⑤ therefore ∙∙∙∙∙∙ Nevertheless      

 

 

 

 

 

 

 

 

 

 

 

 

 

 

 

⑧ 타동사 ‘take (목적어) into account’   (목적어)를 고려하다, 참작하다 

⑨ 병렬구조   문장 내 동등한 성분을 접속사로 연결 

    + 상관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take (목적어) into account’의 목적어 2개를 병렬 연결. 목적어가 길어 문미로 이동 

    → because it(= the figure) takes ∧ into account  

                                      not only growth in income      그 수치가 수입에서의 증가뿐만 아니라(A) 

                                      but also growth in population           인구의 증가(B)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⑩ to부정사(to+R) 부사적 용법(목적)   (to+R)하기 위해서 
→ 한 기간동안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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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rhaps / ① the most influential [ in determining authenticity of souvenirs ] is the meanings / ② [ that  
                                    S                                                              V           C         [관계사절]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인칭) 

 
 
 
 

the tourists ( ③ themselves ) assign to their merchandise / through a process of attribution of meaning ].  
         S’                             V’ 

(복수, 현재, 능동) 

 
 

// For most people, / ‘buying a souvenir is an act of acquisition of an object ④ [ perceived as authentic] ’.  

                                 S(동명사구)       V      C                                       [분사구(명사 수식) – 수동 p.p.]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 However, / ⑤ according to a study, / the perception of the souvenir vendors was ⑥ [ that tourists  
  [역접의 접속부사]   [전치사구] according to+(명사구)            S                                        V    C[명사절]     S’ 

                                  (명사구)에 따르면                                        (불가산 - 3인칭 단수, 과거, 2형식) 

 
 

really do not care / [ ⑦ if the design is traditional or (is) contrived ] ]. // The study concludes ⑥ [ (that)  
              V’               O[명사절]  S’’    V’’      C1’’                  C2’’                     S          V 

(복수, 현재 – 일반적 사실, 능동)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3인칭 단수, 현재, 능동) 

 
 
 

⑧ it is obvious ⑧ [ that tourists understand ⑥ [ that artificial and non-destination-specific items (e.g. stone  
가S’ V’    C’         진S’[that절] S’’          V’’           O’’’[명사절]                                               S1’’’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복수, 현재, 능동) 

 
 
 
 

chess sets, brass cigarette lighters, etc.) are ⑨(A) not part of the craft tradition of local cultures, / ⑨(B) but  
                                                  V1’’’              C1’’’ 

(복수, 현재, 2형식) 

 
 
 
 
 
 

 
 

① 명사 표현 ‘the+(형용사)’   (형용사)인 것 

    → the most influential [ in determining authenticity of souvenirs ]     기념품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 

②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사람/사물 선행사)   선행사가 종속절 내 목적어 

    → the meanings [ that the tourists assign the meanings (to their merchandise through a process of attribution of meaning) ] 

 ‘여행객들이 (의미 부여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제품에) 할당하는’ 그 의미들 

③ 재귀대명사 강조용법(부사적)   문장 내에서 없어도 무방함 
→ 여행객들 ‘바로 그들 스스로’ 할당하는 그 의미들 

④ 분사구(명사 수식) =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생략 

    → an object [ which(that) the object is perceived as authentic ] 
‘진품이라고 인식되어지는(perceived ~)’ 물건 

⑤ 전치사구 ‘according to+(명사구)’   (명사구)에 따르면 
→ 한 연구에 따르면 

⑥ 명사절 ‘that+(완전문)’   ~인 것; 이 문장에서는 주격 보어(명사)에 해당 

⑦ 명사절 ‘if/whether S V ~ (완전문)’   ~인지 (아닌지) 

    → the perception of the souvenir vendors was [ that tourists really do not care [ if the design is traditional or contrived ] ] 
 기념품을 파는 사람의 인식은 ‘여행객들이 “그 기념품의 디자인이 전통적이거나 억지로 꾸민 것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⑥ 타동사 ‘conclude (that) S V ~ (완전문, 명사절)’   (that절)이라고 결론짓다 

⑧ 가주어 it ~ 진주어 ‘that S V ~ (완전문, 명사절)’   (that절)이 ~하다 

    + 타동사 ‘understand that S V ~ (완전문, 명사절)’   (that절임)을 이해하다; 알다 

     → the study concludes [ (that) it is obvious [ that tourists understand [ that ~ ] ] 
 그 연구는 여행객들이 ‘(that절 - ⑨번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that tourists understand that ~)’이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⑨ 병렬구조   문장 내 동등한 성분을 접속사로 연결 

   + 상관접속사 ‘not A but B(A가 아니라 B인)’   해당 문장에서 연관된 문장 2개를 ‘not A but B’로 병렬 연결 

→ artificial and non-destination-specific items are not part of the craft tradition of local cultures,      
인공적이고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지역 문화들의 전통 공예품이 아니고(A) 

                          but rather such items are made specifically for tourists     오히려 그러한 물건들이 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B) 



 

 

본 저작물의 무단 배포 및 편집을 엄금합니다(http://nextedu.tistory.com/). 

6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 | Chapter 12. 연결어(구) 넣기 

 

rather such items are made specifically for tourists ] ] ]. // Nonetheless, / the souvenirs ② [ (that, which)  
                 S2’’’       V2’’’                                           [양보의 접속부사]              S          [관계사절] 

(복수, 현재, 수동) 

 
 

tourists take home ] are still a sort of trophy, / ⑩ [ which must reflect their image of the country visited ]  
    S’      V’              V          C                       [관계사절]       V’’                 O’’ 

(복수, 현재, 능동) (복수, 현재, 2형식)                                   (조동사+R, 능동) 

 

 

 

// — it must look authentic, traditional, or primitive, / because the authenticity of the artifact is  
        S       V           C1            C2               C3        [이유의 부사절]          S                         V 

(조동사+R, 2형식)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 

 

a guarantee [ of the authenticity of one’s experience abroad ]. 
       C 

 

 
 (A)  (B)   (A)  (B) 

① However ∙∙∙∙∙∙ Nonetheless  ② However ∙∙∙∙∙∙ As a result 

③ For example ∙∙∙∙∙∙ Similarly  ④ For example ∙∙∙∙∙∙ In conclusion 

⑤ Therefore ∙∙∙∙∙∙ In addition      

 
 

 

 

 

 

 

 

 

 

 

 

 

 

 

 

 

②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선행사가 종속절 내 목적어 

    → the souvenirs [ (that, which) tourists take them home ] 
 ‘여행객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그 기념품들 

⑩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사물 선행사)   선행사가 종속절 내 주어 

    → the souvenirs ~, [ which they must reflect their image of the country [ which is visited ] ] 
 그 기념품들은 반드시 그들이 방문한 국가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를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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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rocess questions are so called / because they ① require the respondent [ to use some higher mental 
                S             V         [이유의 부사절] S           V               O        O.C.(to+R) 

                       (복수, 현재, 수동)                 (복수, 현재, 능동 - 5형식) 

 
 

process ] / ② in order to answer them. // This may involve ③(A) giving opinions, justifications,  
                  [목적] in order to+R(~하기 위해서)      S         V                  O1(동명사구 – V-ing) 

(조동사+R, 능동) 

 

judgements or evaluations, / ③(B) making predictions, / ③(C) analysing information, / ③(D) interpreting  
                                             O2(동명사구 – V-ing)                O3(동명사구 – V-ing)              O4(동명사구 – V-ing) 

 
 
 
 
 
 

situations or ③(E) making generalisations. // In other words, / the respondent ① is required to think, ( at  
                           O5(동명사구 – V-ing)            [환원의 접속부사]                 S                 V        O.C.(to+R) 

                                                                                                (3인칭 단수, 현재, 수동 - 5형식) 

 
 

a higher-order level, ) about the answer. // Examples of process questions include: / ‘What ④ might have  
                                                             S                                    V          O1[인용구 A] 

(복수, 현재, 능동) 

 
 

happened ( ④ if Japan had not bombed Pearl Harbour )?’ / ‘How do you think ④ [ (that) you could  
     V  [가정법 과거완료]  S’           V’                 O’           O2[인용구 B]  V   S             O[명사절]    S’ 

(조동사 과거+have p.p.)      (과거 완료 had p.p., 능동)                          (2인칭 단수, 현재, 능동) 

 

improve your relationship / with your wife ]?’ / ‘Why should anyone ⑤ [ who is fit and doesn’t work ]  

     V’                  O’                                  O3[인용구 C]  V       S       [관계사절] V1’ C1’             V2’ 

(조동사+R, 능동)                                                    (조동사+R, 능동)           (불가산 - 3인칭 단수, 현재, 2형식/자동사) 

 

 

 

receive money / from the state?’ / ‘What do you think ⑥ [ (t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good  
             O                           O4[인용구 D] V   S             O[명사절]  V’               S’ 

(2인칭 단수, 현재, 능동)      (복수, 현재, 2형식) 

 
 
 
 
 
 

③ 동명사 V-ing(~하는 것)   이 문장에서는 동사 ‘may involve+(목적어)’의 목적어구 

    + 병렬구조   문장 내 동등한 성분을 접속사로 연결. ‘A, B, C, D, or E’로 목적어 동명사구 5개 병렬 연결 

    → This may involve giving opinions, justifications, judgements or evaluations,   이것은 의견이나 정의, 판단, 평가를 주는 것(A), 

                       making predictions,                                                  예측을 하는 것(B), 

                       analyzing information,                                                정보를 분석하는 것(C) 

                       interpreting situations                                                상황을 해석하는 것(D)이나 

                   or making generalisations.                                            일반화 하는 것(E)를 포함할 것이다 

① 5형식 ‘require O to+R(O.C.)’   O가 (to+R)하도록 요구하다, 요청하다 

   [수동태] ‘O be required to+R(O.C.)’   O가 (to+R)하도록 요구 받다, 요청 받다 
    → 다시 말하자면, 응답자는 고차원에서 답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요구 받는다 

⑤ 주격 관계대명사 who(사람 선행사)   선행사가 종속절 내 주어 

→ anyone [ who one is fit and doesn’t work ] 
    ‘건강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누군가) 

① 5형식 ‘require O to+R(O.C.)’   O가 (to+R)하도록 요구하다, 요청하다 
   → 과정 질문은 그렇게(과정 질문이라고) 불리워진다 /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응답자가 몇몇의 높은 수준의 정신적 처리 과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② 목적의 ‘in order to+R(~하기 위해)’ 
   → 그것들(process questions)에 답하기 위해서 

④ 가정법 과거 완료(과거 사실의 반대)   if S’ (조동사 과거)+had p.p., S (조동사 과거)+have p.p.  
    → 만약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이미 지난 과거의 사실 반대를 가정) 

⑥ 타동사 ‘think (that) S V ~ (완전문)’   (that절)이라고 생각하다; 이 문장에서는 종속절 내 주격 보어가 의문사 ‘what’으로 물어지는 대상 

→ you think [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 good manager are something ] 

   ∴ What do you think [ (t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good manager ]?    좋은 관리자의 특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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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 // ⑦ All of these questions ① require the respondent to go beyond the simple recall of  
                        S                                 V               O        O.C.(to+R) 

 (복수, 현재, 능동 - 5형식) 

 
 

information / and ( frequently ) ⑧ there is no correct answer / to a process question. // Furthermore, /  
                                                  V                  S                                        [첨가의 접속부사] 

                                       (3인칭 단수, 현재, 자동사) 

 

 

process questions ⑨ usually require longer responses / and can ⑨ seldom be answered / in one or two  
S                        V1                 O1                                        V2 

(복수, 현재, 능동)                                              (조동사+R, 수동) 

 
 

words. 

 

 (A)  (B)   (A)  (B) 

① In other words ∙∙∙∙∙∙ Furthermore  ② In other words ∙∙∙∙∙∙ Nevertheless 

③ For instance ∙∙∙∙∙∙ Nevertheless  ④ On the other hand ∙∙∙∙∙∙ Consequently 

⑤ On the other hand ∙∙∙∙∙∙ Furthermore      

 

 

 

 

 

 

 

 

 

⑦ 수량 표현 ‘all of+(가산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가산 복수 명사)의 모든 것 

① 5형식 ‘require O to+R(O.C.)’   O가 (to+R)하도록 요구하다, 요청하다 
    → 이러한 질문들의 모든 것은 응답자들이 단순한 정보의 상기를 뛰어 넘을 것(to go beyond ~)을 요구한다 

⑧ there be+S 도치 구문   (주어)가 있다; 뒤에 있는 주어 명사에 be동사 수 일치 
    → 과정 질문에 정답이 없다(there is no correct answer ~) 

⑨ 빈도부사 ‘never/seldom, hardly, scarcely, rarely/sometimes/often/usually/always+(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앞 

‘(be 동사/조동사)+never/seldom, hardly, scarcely, rarely/sometimes/often/usually/always’     be 동사/조동사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