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일문 기본(2020년) 
코코스학원  

Update 2020. 12. 27.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CHAPTER 01. 문장의 기본 구조.

1-1. SV/SVA.

001. Change doesn't happen / suddenly.

001.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갑자기.

happen=occur, take place, arise, come about, result
갑자기: suddenly / all at once / on a sudden / all of a sudden / abruptly / without notice / unexpectedly

002. Many opportunities exist / in the world.
기 회 가 존 재 한 다

002.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 세상에는.

003. Your success grows / from your struggles / in life.
생 긴 다

003. 당신의 성공은 시작된다 / 당신의 고군분투로부터 / 삶에 있어서.

The war grew out of our mutual distrust and hatred.(occur)
그 전쟁은 서로의 불신과 증오에서 일어났다
The town grew rapidly.(increase)
그 도시는 급속히 팽창했다
He grew red in the face.(become)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grow cotton[wheat](cultivate)
목화[밀]를 재배하다
grow calves(raise)
송아지를 사육하다

004. Success runs away / from cowards.
도망친다 겁 쟁 이

004. 성공은 도망친다 / 겁쟁이로부터.

005. Age doesn't matter / in love.
중 요 하 다

005.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사랑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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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The vegetarian diet worked well / for my health.

채 식 주 의 의 식 단 효 과 가 있 다

006. 채식주의 식단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 내 건강에.

work at a travel agency 여행사에 근무하다
My stomach is working badly today. 오늘은 위가 시원찮다(자동사)
work an engine 엔진을 작동시키다(타동사)
work a transformation[wonders] 변화를 일으키다, 기적을 일으키다, 놀랄 만큼 효과가 있다(타동사)
work bread dough 빵가루 반죽을 만들다(타동사)
work (out) a problem 문제를 풀다(타동사)

007. Honesty will pay  / in the end.
정 직 은 이익이 되다 결국에

007. 정직은 이익이 될 것이다 / 결국에는.

pay by [in] cash 현찰로 지불하다(자동사: 돈을 지불하다)
pay the hospital 병원에 (의료비 등을) 지불하다(타동사 + 돈)
pay them the cost[＝pay the cost to them] 그들에게 비용을 치르다.(타동사 + 돈)

008. Every vote counts / in an election.
표 가 중 요 하 다 선 거 에 서

008. 모든 표가 중요하다 / 선거에서.

《속담》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Count the cost before going to war.《속담》 무엇을 하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a novel which counts as a classic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소설.(count A as B)

009. There is no royal road / to learning.

009. 왕도(王道)는 없다 / 배움으로의.

010. Our new building stands in Yeoksam-dong.

010. 우리 새 건물은 (~에) 서[위치해] 있다 / 역삼동에.

사물주어 ➡ 위치해 있다
I can’t stand to hear the child crying. 어린애 우는 소리는 견딜 수가 없다
He could neverstand seeing a woman cry. 그는 여인이 우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사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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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A great challenge lies ahead for our team.

d i f fi c u l t t a s k

011. 큰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 / 우리 팀에게.

lie - lied - lied 거짓말하다 / lie - lay - lain 눕다(사람), 놓여있다(사물) / lay - laid - laid ~을 놓다
lie(자동사) ➡ 사물 주어: ~에 놓여 있다(= be put)

012. The next flight will be at 2:00 p.m.
정기 항공편 exist

012. 다음 항공편은 있을 것이다 / 오후 2시에.

3



천일문 기본(2020년) 
코코스학원  

Update 2020. 12. 27.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2. SVC.

013. Friendship is love with understanding.
이 해 심 을 가 진

013. 우정은 사랑이다 / 이해심을 가진.

014. This ring looks too tight for your finger.
tightly (X)

014. 이 반지는 너무 꼭 껴 보여 / 네 손가락에.

015. A passion for pleasure i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비 결 변 함 없 이 ~ 이 다

015. 즐거움에 대한 열정은 / 젊은 채로 있을 수 있는 비결이다.

016.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영 혼

016. 책이 없는 방은 /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room / a room 차이

017. Just be yourself, and stay true to your values.
가 치 관

017. 그저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이 되어라, //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에 충실해라.

value / values

018. At the touch of love, everyone becomes a poet.

018. 사랑이 닿을 때, / 모든 이는 시인이 된다.

부사절로 해석

019. My dream came true after all.
실 현 되 다

019. 나의 꿈은 실현되었다 / 마침내.

020. Our health always seems much more valuable after we lose it.
p r e c i o u s

020. 우리의 건강은 항상 훨씬 더 소중해 보인다 // 우리가 그것을 잃고 난 후에.

4



천일문 기본(2020년) 
코코스학원  

Update 2020. 12. 27.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021. Their complaints sound reasonable to me.

d i s p l e a s u r e s ~하게 들리다

021. 그들의 불평은 타당하게 들린다 / 내게.

sound + 명사: When I saw the smoke, I tried to sound the alarm: 경보를 울리다
a person of sound judgement(믿을 만한 판단 ➡ 판단력이 믿을 만한)

022. Good medicine tastes bitter.

022. 좋은 약은 입에 쓰다.

I've never tasted such good wine. (맛보다)
이렇게 훌륭한 와인은 먹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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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VO/SVOA.

023.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023. 서투른 직공이 자신의 연장을 나무란다.

024. He put his hands in his pockets.

024. 그는 손을 넣었다 / 주머니에.

025. According to an old saying, great hopes make great men.

025. 옛말에 이르기를, / 큰 포부가 큰 사람을 만든다.

depending on(~에 따라서 = according to)

026. Depth of friendship does not depend on length of acquaintance.
알 고 지 낸 기 간

026. 우정의 깊이는 / 알고 지낸 기간에 달려 있지 않다.

사람 + depend on(의존하다) / 사물 + depend on(~에 달려있다= be contingent upon N) 
depend on N = be[become] dependent on N
depend on: turn to = rely on, resort to, draw on 의존하다(사람이 목적어), 활용하다(사물이 목적어)

027. Your new hair style suits you well.

027. 너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너에게 잘 어울린다.

028. After two hours, we finally reached the coast.
reached at (X) 해 안

028. 두 시간 후에, / 우리는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다.

029. Analysts are discussing possible causes of the air crash.
분 석 가 들 은 원 인 들 비행기 사고

029. 분석가들은 논의 중이다 / 가능한 원인들을 / 그 비행기 사고의.

030. We all want to help one another. Human beings are like that.
서 로 서 로 앞 문장

030. 우리는 모두 서로 돕길 원한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031.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have for lunch?
~하고 싶다 먹 다

031. 어떤 종류의 음식을 / 당신은 먹고 싶습니까 / 점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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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I really enjoy talking one-to-one. I have no shyness about that.

to talk (X) 1대 1로 수 줍 음

032. 나는 1대 1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한다. 나는 수줍음이 없다 / 그것에 대해.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avoid / consider / deny / discuss / enjoy / finish / give up / imagine / keep / mind / put off / suggest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afford to do / agree to do / decide to do / hope to do / learn to do / manage to do
need to do / offer to do / plan to do / refuse to do / want to do / wish to do

033. I don’t think that the ends can justify the means.
목 적 정당화시키다 수 단 , 방 법

033.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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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VOO.

S + V + N(A) + N(B) : A = B

034. Worry often gives a small thing a big shadow.
큰 그 림 자

034. 걱정은 흔히 작은 것에 (~을) 준다 / 큰 그림자를.

035. Nobody can bring you peace but  yourself.
~을 제외하고

035. 아무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너 자신 외에는.

save, but, except: 제외하고, ~외에도
He reads nothing save comic books.그는 만화책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
She answered all the questions save one.그녀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질문에 답했다.
Nobody was hungry except me.배고픈 사람은 나뿐이었다
He was always cheerful except when he was penniless.그는 무일푼일 때 외에는 항상 명랑했다.
All but he[him] had fled.그를 제외하고 모두들 도망쳤다
I could do nothing but watch.지켜보는 수밖에는 방도가 없었다.

036. Andy promised his teacher not to cheat on an exam again.

036. 앤디는 그의 선생님께 약속했다 / 시험에서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4형식일까?  5형식일까? 구별하기

037.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037. (나는 당신에게) 즐거운 성탄을 기원합니다 / 행복한 신년과.

038. Could you tell me where the subway station is?

038. (당신이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where이 관계부사일까? 아닐까? 이유도 설명하기

039. Money can’t buy us good health.

039. 돈은 우리에게 건강을 사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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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My dad sometimes makes our family various dishes.

다 양 한

040. 아빠는 가끔 우리 가족에게 만들어 주신다 / 여러 가지 요리를.

041. Can I ask you a favor?

041. (제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기

ask A a favor —> ask a favor of A
Can I ask you a favor?
= Can I ask a favor of you?

do A a favor —> do a favor for A
don’t do your rival a favor. 
= don’t do a favor for your 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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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VOC.

S + V + N(A) + N(B) : A ≠ B

5형식 전형
S + V+ N(A) + 형용사 / to do / -ing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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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042.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은 / 잭을 멍청한 소년으로 만든다.

043. I found some documentaries on TV very educational.

043. 나는 생각했다 / TV에서 하는 몇몇 다큐멘터리들이 매우 교육적이라고.

구문 확인하기

044. In 2007, UNESCO named Jeju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명 명 했 다

044. 2007년, / 유네스코는 제주도를 지정했다 / 세계자연유산으로.

045. I got my arm broken yesterday.

045. 나는 팔이 부러졌다 / 어제.

046. Let me explain what’s going on.
to explain (X)

046. 내가 설명하게 해줘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047. The noise from outside kept me awake all night.
깨 어 서

047. 밖에서 나는 소음이 / 나를 깨어 있게 했다 / 밤새도록.

048. She kept me waiting for a long time.
to wa i t (X )

048. 그녀는 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다 /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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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Do you want me to leave you alone?

049. 너는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해 주기를 원하니?

050. You drive me crazy.
이르게 하다

050. 너는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051. Sports commentators thought him this year’s best hitter.

051. 스포츠 해설가들은 / 그가 올해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했다.

052. I heard someone call  my name from behind.
to call (X)

052.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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