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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라는 과목을 필요이상으

로 부담스러워한다는 점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험 영어의 모든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영문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영문법 

공부를 통해 개개의 영어 문장과 나아가서는 독해 지문 전체를 보다 정확하고 빠

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교재를 공부하는 중에 독해 실력이 늘어난 자신

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5개의 Part와 18개의 Chapte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Chapter에서는 수험 영문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가능한 쉽게 설명해 놓

았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을 공부하고 난 후에는 중요 핵심사항을 확인 문제로 연

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법>의 경우, 각 단원에서 배우는 문법이, <영어 문장 구조>에서 어떤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문법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

머리말



습니다. 각 단원을 공부한 후 자신의 서브 노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 영어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알차게 정리해 놓았으며, 최단기간으

로, 영어를 정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신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영어에 자신감과 재미가 붙으면서, 합격이라는 여러분의 꿈에 다

가서게 될 것입니다.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고픈 말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

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출간뿐 아니라 부족한 편저자에게 항상 과분한 도움과 격려

를 주시는 ACL 커뮤니케이션의 김중근 대표님과 이 책의 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ACL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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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동사의 수>는 

영어 문장의 해석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영문법 전체의 중요 내용을 개괄하기 때문에 

영문법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어떤 것이 올 수 있고 수식어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단수형, 복수형을 공부합니다. 이를 통해 영어 문장 

구문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어와 동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01. 다양한 형태의 주어 : 주어를 찾아라.

02. 주어가 A of B 형태인 경우 

03. 접속사로 연결된 주어의 경우

04. 관계사절과 동격절 관련 동사의 수일치

05. 주의할 수일치 구문

동사의 수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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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ACL English

1.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1) 주어 + (수식어구) + 동사 

  - 전치사구

  - to 부정사 

  - 현재분사 (~ing) / 과거분사 (p.p) 

 2) 명사구 주어 (to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주어 (that절, whether절, 의문사절, what절, whoever절 등) : 단수 취급한다.  

관계대명사 what절은 복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3)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경우 :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부사구 + 자동사 + 명사 주어 

  there + 자동사 + 명사 주어 

2. 주어가 A of B인 경우

 1) 원칙적으로 A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2)  A가 부분명사 (most, half, 분수 등)이거나, 형용사적 표현 (a number of, a lot of 등)인  

경우에는 B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3. 접속사로 연결된 주어의 경우

 1) A and B 주어 

  - 원칙적으로 복수 취급

  - 한정사가 하나인 경우 : 대상이 하나이므로 단수 취급

  -  관용적으로 단수 취급하는 경우

    bread and butter, trial and error, all work and no play,  

slow and steady early to bed and early to rise 등 

 2) A or B

  근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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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위 상관접속사 주어 

  Both A and B (A와 B 둘 다) : 복수동사       

  either A or B (A 또는 B) : 근자원칙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 근자원칙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 B가 결정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 B가 결정

  A as well as B (A도 B뿐만 아니라) : A가 결정 

4. 관계사절 관련 수일치

 1) 관계사절 내의 동사의 수 일치 

  선행사 + who + 동사 ~

    which

     that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2)  문장 전체의 동사의 수일치 (주어 + 관계사절 + 동사 ~) : 관계사절은 수식어절로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동격의 that절 (주어 + 동격절 + 동사 ~) : 동격의 that절은 동사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부정 대명사 관련

 every + 명사, each, either, neither, nobody 등은 단수 취급한다.

6. 복수 형태의 주어 등

 1) 복수 형태의 주어지만 단수 취급하는 경우

  - 시간, 금액, 거리, 무게 등은 단수 취급한다. (시간의 경과는 복수 취급한다.)

  - 복수형의 학문명은 단수 취급한다. 

   * statistics 주의 (통계학/ 통계자료) 

  - 복수형태의 국가, 강, 책 이름, news 등은 단수 취급한다. 

 2) ‘many a 단수명사’와 ‘many 복수명사’의 비교 

  ‘many a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 ‘many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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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식어구는 동사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y aunt Martha, together with her six children, is leaving tomorrow.

Martha 이모는 여섯 아이들과 함께 내일 떠날 것이다.

* 주어(My aunt Martha)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is leaving)이 온다.

The guests invited to the party were all singles.

그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독신자들이었다.

* 주어(The guests)가 복수이므로 동사의 복수형(were)이 온다.

2  명사구 /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

주어자리에 명사구인 to 부정사, 동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한다.

명사절이 오면 단수 취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대명사 what절의 경우 복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1. to 부정사구

To keep early hours is good for the health.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

* to 부정사구(To keep ~)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is)이 온다.

01 다양한 형태의 주어 : 주어를 찾아라.

TIP   동사의 수일치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주어가 대상이 하나, 즉 단수이면 동사의 단수형태가  

오고, 주어가 대상이 여럿, 즉 복수이면 동사의 복수형태가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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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명사구

Raising animals requires lots of love and hard work.

동물들을 기르는 것은, 많은 사랑과 힘든 노고를 필요로 한다. 

* 동명사구(Raising~)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requires)이 온다.

3. 명사절 

That he loves students is true.                    

그가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 명사절(That ~ students)이 주어이며, 단수 취급한다.

3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경우

 부사(구) 등이 앞에 나오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경우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의 수를  

결정함을 주의해야 한다.

1. 부사구 + 자동사 + 명사 주어

Among the guests was Mr. Brown.

그 손님들 사이에, Brown씨가 있었다.

* 명사 주어(Mr. Brown)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was)이 온다.

2. There + 자동사 + 명사 주어

There are several tips to keep in mind during your job interview.

취업 면접 동안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 명사 주어(several tips)가 복수이므로 동사의 복수형(are)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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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A of B’ 주어가 올 경우, 원칙적으로 A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The popularity of cell phones is soaring.

휴대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 A(the popularity)가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is soaring)이 온다.

One of the most popular adult hobbies is home improvement.

가장 인기 있는 성인 취미들 중 하나는 주택 개조이다.

* A(one)가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is)가 온다.

2  예외 

1. A가 부분명사인 경우

‘A of B’ 형태의 주어에서 A가 부분명사인 경우 B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부분 명사에는 all (전부), most (대부분), half (절반), some (약간), any (약간), the rest (나머지), 

percent (퍼센트), 분수, the majority(대다수) 등이 있다.

Most of his books are English novels. 

그의 책들 대부분은, 영어 소설이다. 

* B(his books)가 복수이므로 동사의 복수형(are)이 온다.         

   

02 주어가 A of B 형태인 경우 

TIP   동사의 수 일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문법 문제에서 ‘A of B’의 형태가 주어로 올  

경우 동사의 수일치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