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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서문)

누군가가 제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실천하는 도전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일단 이 책을 열어 서문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작은 실천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 그 날까지 꾸준히 해나갈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분야의 도전을 통해 수험생활을 오래 겪었던 저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듯한 답답한 수험생활에 산소와 같은 강의와 교재를 선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이번 교재도 옆에서 직접 꼼꼼하게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일방적 설명이 아니라 신선하고 전달력 높은 학습법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줄 것입니다. 

십여 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문법 내용들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깔끔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험을 위한, 시험에 의한 영어 문법서’로써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쉽지만 가장 시험에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단기합격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학생들의 말입니다. 

“영어가 처음으로 재미있어졌다.”, “영어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출제 포인트가 잡힌다.”, 

“점수가 많이 올랐다.”, “중학교 때 만났으면 영어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합격해서 현직에 있다.”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이 한 말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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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YE-GRAMMAR

출제 포인트로 정리하는 동사01
1   자동사 vs 타동사

 (1) 자동사 -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로 1, 2형식에서 쓰임

                  (보통 해석상 ~을, ~를 붙여 의미가 통하지 않는 단어)

                   rise (오르다), go (가다) 등

 (2) 타동사 -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로 3, 4, 5형식에서 쓰임 

                  (보통 해석상 ~을, ~를 붙여 의미가 통하는 단어)

                   kick (~을 차다), read (~을 읽다), learn (~을 배우다) 등

                  자동사 + 목적어 

      
동사
                 → 완전자동사 + 보어 x

                             → 불완전자동사 + 보어 0

                  타동사 ＋ 목적어 

2   혼동되는 자동사와 타동사

① lie - lay - lain : 눕다. 놓여 있다 (자동사)

   lay - laid - laid : ~을 놓다 (타동사)

② sit - sat - sat : 앉다 (자동사)

   seat - seated - seated : 앉히다 (타동사)

③ rise - rose -risen : 물가가 오르다. 일어나다 (자동사)

   raise - raised - raised : ~을 올리다, 재배하다, ~을 제기하다 (타동사)  

④ fall - fell - fallen : 떨어지다 (자동사)

   fell - felled - felled : ~을 넘어뜨리다 (타동사)

⑤ saw - sawed - sawn [sawed] : 톱질하다

   sow - sowed - sowed [sown] : 씨 뿌리다

   sew - sewed - sewed [sewn] : 바느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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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에 주의해야 할 혼동 동사

① affect : ~에 영향을 미치다, ~을 감동시키다

   effect : ~을 초래하다 (성취하다)

     Watching TV too much affects children. 

    

        * 명사 effect! 

         Smoking has a harmful effect on health. 

            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② hang - hung - hung : 걸다

   hang - hanged - hanged : 교수형에 처하다

     He was hanged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처형되었다.

③ steal + O (훔쳐가는 물건)

   rob + O (집, 은행, 사람) + of  훔쳐 가는 물건

     I was robbed of my purse behind the building. 

        나는 그 건물 뒤에서 지갑을 강탈당했다. 

④ thank + 사람 : ~에게 감사하다

   appreciate + 사물 : ~에 감사하다

⑤ find - found - found : ~을 발견하다

   found - founded - founded : ~을 설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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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하다’ 동사의 구분 방법 

① talk : 주로 1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

     We talked about the matter over a cup of coffee.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 문제를 논의했다.

     

② speak : ‘언어’가 목적어로 나올 때는 타동사. 보통은 자동사. 

     She can speak Spanish.  그녀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다. 

        I will speak to him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 그에게 말할 것이다. 

③ say : 주로 3형식 동사 (완전 타동사)

     He said that he loved Sophia.  그는 그가 소피아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My watch says two o'clock.  시계는 두시를 가리키고 있다. 

④ tell : 주로 4형식 동사 (수여 동사)와 5형식 동사 (불완전 타동사)

     He told me that he had been to America.  그는 미국에 가본적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He told me to study English hard.  그는 내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라고 말했다. 

* tell 관련 숙어표현! 

● tell a lie 거짓말하다

● tell a story 이야기를 들려주다

● tell a joke 농담을 하다

5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 ‘~하다’이지만, 영어로는 make, do have, take 등 
       다양하게 표현한다.  

① do

do one's dishes 설거지하다

do the laundry 세탁하다

do good [harm] to ~ ~에 이익 [손해]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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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do one's duty 의무를 다하다

do one's exercise 운동을 하다

do one's homework 숙제를 하다

do business with ~ ~와 거래하다

② make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make a call                 전화를 걸다

make sense                  이치에 맞다 make no sense            이치에 맞지 않다

make a choice              선택하다 make a profit              이익을 내다

make a contribution      공헌하다 make a speech            연설하다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 suggestion      제안하다

make a deposit             예금하다 make an effort            노력하다

make a difference         차이가 생기다 make an investment    투자하다

make a fortune             돈을 벌다 make money               돈을 벌다

make progress              진보하다 make a noise              시끄럽게 하다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③ have 

have one's hands full 무척 바쁘다

have a reservation 예약이 되어 있다 

have a walk 산책하다

have an argument 다투다, 논쟁하다

have a good time 즐겁게 지내다

have an objection to ~ ~에 반대하다

have a party 파티를 열다

have an operation 수술 받다

have a quarrel 언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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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experience in ~ ~에 경험 [경력]이 있다

have had it 지긋지긋하다

④ take

take place 발생하다, 개최하다 

take part in ~ ~에 참가하다

take a chance 위험을 감수하다

take a rest 휴식하다

take an examination 시험을 치르다

take precautions 주의하다

take care 조심하다

take dictation 받아 적다

take [run] a risk 위험을 무릅쓰다

take medication 약을 복용하다  

⑤ 기타

shed tears 눈물을 흘리다

consult a doctor 의사의 진찰을 받다

turn a profit 이익을 내다

get a raise 급료가 인상되다

bear [have] a grudge against ~ ~에 대하여 원한을 품다

catch (a) cold 감기가 들다

lose the case 패소하다

win the case 승소하다

get a promotion 승진하다

reach [come to] a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