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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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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UNIT 01 주어 + 동사

▶SV문형의 해석은 ‘주어(S)는 ~하다(V)’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1 비가 그쳤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2 소년은 넘어졌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3 나는 갈 수 없다. / 내 등이 아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4 소년이 (왼편의) / 갑자기 넘어졌다 / 젖은 바닥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5 나는 갈 수 없다 / 학교에. 내 등 아랫부분이 / 몹시 아프다.

the가 붙으면 대상의 의미 / the 가 없으면 본래의 목적

go to the school / go to shool

go to the church / go to church

go to the bed / go to bed  

완전 자동사 정리

be 있다, 존재하다 

appear 나타나다 

happen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come 오다 

go 가다 

run 달리다 

arrive[get] 도착하다 

stop 멈추다 

fall 떨어지다

grow up 자라다 

stand up 일어서다 

fall down 넘어지다

fall - fell - fallen(자동사): 떨어지다

Apples fell off[from] the tree.

사과들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fell - felled - felled(타동사): 넘어뜨리다

They felled two trees near the river.

그들은 강 가까이에 있는 나무 두 그루를 베

어 넘어뜨렸다.

Check up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에 밑줄을 긋고 밑

줄 친 부분을 해석하세요.

1 Children grow up so fast these days.

➜                                                     

2 Accidents happen all the time.

➜                                                     

3 A car suddenly appeared around the 

cor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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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6 우리의 새 선생님은 (캐나다에서 오신) / 곧 도착하실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7 몇몇 동물들은 (박쥐와 올빼미 같은) / 낮 동안 잠을 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8 그 수상자의 눈이 / 흥분으로 빛났다.

shine - shone - shone(자동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9 나는 잠에서 깬다 / 주말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0 안개가 사라졌다. / 우리는 볼 수 있다 / 이제 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1 그는 자랐다 / 훌륭한 가정에서 / 두 명의 남자형제와 함께.

while 접속사

during 전치사

                                           

every + 단수명사 = on ~ s

every Saturday = on Saturdays

명사 = 부사 모두 사용

home , yesterday, today, this morning, 

this way 

주로 ‘장소, 시간, 방향’ 등

● They went home. 

그들은 집으로[집에] 갔다. 

● I got up early yesterday[today, this 

morning]. 

나는 어제[오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 I’ll go this way.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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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주어+동사+보어(명사, 형용사)

명사보어: 주어와 동일

형용사보어: 주어와 동일 (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2 그의 이름은 제이크이다. / 그는 소방관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3 그 소년은 ~이다 / 수영을 잘하는 사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4 한 명은 (내 남자 형제 중) ~이다 / 관리자 (은행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5 이 모바일 앱들은 ~이다 / 실용적이고 유익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6 배터리는 ~이다 / 전기 차량에 필수적인.

Check up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

을 고르세요.

1 These songs are [soft / softly] and 

[calm / calmly].

2 Everything in her garden was [love / 

lovely].

불완전 자동사 +형용사(보어)

remain, keep, stay : (계속) ~이다, ~인 

채로 있다

become, get, grow, turn, go, come :~

가 되다

seem, appear : ~인 것 같다

look: ~하게 보이다, ~인 것 같다 

타동사와 구별하기

feel ~한 느낌이 들다 

feel sad

feel a pain in one's stomach

sound ~하게 들리다

Your voice sounds funny today.

sound the keynote
주 음 ( 으 뜸 음 )

taste ~한 맛이 나다 

taste bad[good, fine]

taste food  

smell ~한 냄새가 나다

smell delicious

I don't smell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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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7 학생들은 조용한 채로 있었다 / 시험(을 보는) 동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8 자율주행이 / 흔해질 것이다 / 곧.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19 오래된 바나나는 / 색깔이 갈색이 된다.

Check up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

을 고르고 문장 전체를 해석하세요.

1 Her dress looked [similar / similarly] 

to mine.

➜                                                     

2 Your voice sounds [strange / 

strangely]. Are you sick?

➜                                                     

be 동사

Sandra was in the hospital last week.

Sandra is fin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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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주어+동사+목적어

보어와 목적어 구별

1 주어=명사 보어 He is a good football player.

2 주어≠목적어 He kicked the ba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0 나는 내 돈을 잃어버렸다 / 지난주에 어디선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1 나는 청소한다 / 이틀에 한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2 나는 만들지 않는다 / 음악을 (눈을 위한). 나는 만든다 / 음악을 (귀

를 위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3 나는 껐다 / 알람을 (내 핸드폰의).

구동사 + 목적어

turn on ~을 켜다 

turn off ~을 끄다

get on ~을 타다 

get off ~에서 내리다 

put off ~을 미루다 

depend on ~에 의존하다 

get along with ~와 잘 지내다 

apply for ~에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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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4 그 선생님은 미루셨다 / 마감일을 (숙제의).

put off = postpone, delay, defer, procrastin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5 나는 잘 지낸다 / 모두와 (나의 팀원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6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 한 시간 동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7 태양 빛은 / 지구에 도달한다 / 약 8분 만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8 문장들을 읽어라 / 그리고 질문들에 답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29 이 만화 캐릭터는 / 판다곰과 닮았다.

character: 성격, 특성, 인격(불가산), 인물, 등장인물, 문자

완전 타동사

discuss about the problem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reach at the station 역에 도착하다

answer to the question 질문에 답하다 

resemble with him 그와 닮다

enter into the room 방에 들어가다 

attend to the wedding 결혼식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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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주어+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0 그는 그녀에게 빌려주었다 / 자신의 아이패드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1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 당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 당신

의 성과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2 그녀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가르친다 /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3 나는 내 큰언니에게 주었다 / 늦은 생일 선물을.

➜ I gave a late birthday present to my big sist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4 할머니는 종종 내게 만들어 주신다 / 예쁜 스웨터를.

➜ Grandma often makes pretty sweaters for me. 

4형식 → 3형식 전환

S + V + A + B(≠)

S + V + B + 전치사 + A

전치사 to(이동)                                      

give, show, tell, bring(가져다주다), send, 

lend, teach, write, offer

전치사 for(목적)

make, buy, find, choose, keep, cook, 

order, get(사다)

전치사 of

ask

I ask you a favor

＝I ask a favor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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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38]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5 한 명이 (내 학급 친구들 중) /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 재미있는 이야

기를.

➜ One of my classmates told a funny story ___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6 그는 나에게 보냈다 / 문자 메시지를 / 오늘

➜ He sent a text message ___ me this morn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7 제가 당신에게 남겨둘게요 / 좋은 자리를 (맨 앞 줄에 있는).

➜ I will keep a good seat in the front row ___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8 선생님은 물으셨다 / 팀 리더에게 / 몇 가지 질문을.

➜ The teacher asked a few questions ___ the team 

leader.

few + 복수명사

little + 셀수없는 단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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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 주어+동사+목적어+보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39 우리는 여긴다 / 그녀가 대단한 배구선수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0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 모기가 달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1 어려움들은 되게 한다 / 네가 더 강한 사람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2 우리는 부른다 /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3 우리 가족은 이름을 지어주었다 / 그 고양이에게 루시라는.

5형식: 

S + V + N(A) + N(B) : A ≠ B

해석방법: A가 B이다

He made his son a tree house. 

He thinks his dad a good cook.

He thinks that his dad is a good cook.

S + V+ N(A) + 형용사 / to do / -ing /

pp(B)

해석방법: A가 B하다

사역동사: let, have, make

지각동사: see, watch, feel, hear, 

notice…

S + V + N + to do

encourage, cause, allow, persuade, 

enable, force, permit, ask, tell,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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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4 그녀는 생각했다 / 자기 손자가 사랑스럽다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5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6 나는 알게 됐다 / 그 초콜릿 상자가 비어있다는 것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7 음식 냄새는 / 내가 배고프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8 비타민 C는 (~한 상태로) 지켜준다 / 우리의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한 

상태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49 (~한 상태로) 두세요 / 창문을 연 상태로 / 신선한 공기를 위해.

Check up 

A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에 밑줄을 긋

고 각각 O, C로 표시하세요.

1 Colors can make people happy or 

sad.

2 The coffee kept me awake last night.

B 다음 문장을 알맞게 해석하세요.

1 Patience makes you a wise pers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My mom considers this 

neighborhood saf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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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1 She stood up immediately. 

2 I saw a lot of animals at the zoo last Sunday. 

3 We found our new teacher very kind and gentle. 

4 Korea became an independent country in 1945. 

5 My best friend in Boston sends me a card every Christmas. 

B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This pizza smells so [delicious / deliciously] .

2 She was dancing [smooth / smoothly] on the stage.

3 The storm made outdoor games [impossible / impossibly] yesterday.

4 It is raining. My mother will bring [me an umbrella / an umbrella me]. 

C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어구를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1 피터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저녁을 요리해 주셨다. (Peter’s mother, dinner, cooked,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내 친구들은 나를 사려 깊은 사람이라 여긴다.

(consider, my friends, a, person, me, consider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주어+ 동사(SV) ② 주어+동사+ 보어(SVC)

③ 주어+동사+ 목적어(SVO) ④ 주어+동사+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SVOO)

⑤ 주어+동사+목적어+ 보어(S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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