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천  하  는    글

현재 우리는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글로벌 홈 시대와 국제 공용어가 영어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인들은 영어 학습에 “조기학습이다”, “조기유학이다”하여 영어 학습에 

다년간 투자해도 영어회화를 제대로 못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야 언어 구조학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언어 구조상 상이하여 문장구성에서 장애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어 학습방법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수십 년간 영어학습을 해도 독해나 읽기는 잘 할지 모르지만 영작문이나 회화를 잘 못한다는 문제가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어학습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가 현재 우리가 던지는 화두인 것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기에 영어회화를 위하여 현재 시사영어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의‘CNN 동시 통역기 개발’등을 통하여 영어회화에 일대 혁신을 기대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영문법을 적용한 영작실력을 배양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라는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야 올바른 영어회화 교재가 나와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는 원래 구조언어이기 때문에 회화를 잘 하려면 먼저 문장 구조를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구조를 잘 조합해야, 영작이 잘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어회화와 연계된 영작능력을 배양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특히 동사의 중요성은 영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동사의 활용성을 높이고 

그 동사와 연계된 어휘와 문장구조들의 배열을 통한 영작학습을 

반복 숙달하도록 함으로서 영어문법과 영작과 영어회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사냥하는 단계별, 체계적인 학습방법이 본서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회화는 듣고 말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을 준용한 기본문장의 구문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영작을 마스터함으로서 

영어회화에 능통하도록 하게 되는 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회화에서의 영작의 중요성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서가 집필되었고, 특히 어휘구사능력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영어학습에 늘 걱정이 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영어에 초보인 

일반인들에게 본서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서를 1권부터 5권까지 충실히 따라 학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어작문에  자신이 생김으로서,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외국인과 능통하게 자신의 의사를 신속 정확하게 회화를 구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서를 접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난제인 영어회화에서 해방되어 영어 강국이 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7

    전 (주)씨콥스 대표이사 /현 (주)자연생명연구소 소장 겸 대표이사 김 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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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1.Be동사 현재형

주어(주격)란 문장에서 주인공을 말합니다.‘I, You, He, She, This, That, It’처럼 대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것을 주격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 즉 명사대신에 쓰이

는 것을 말하며, I, You, He, It 등처럼 사람에게 쓰이는 것을 인칭 대명사라 합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Be동사에는 현재(지금)를 나타내는 am·are·is 가 있습니다. 

am·are·is 의 뜻 은 ‘존재 한다’입니다.  

쉬운 말로‘~ 있다, ~ 이다’라는 뜻입니다.

am·are·is 가 쓰기와 발음이 다를지라도 다 같은 뜻입니다.  

 I (나는)는‘1인칭’이라하며 Be동사 현재형은 am 을 사용합니다.

 You (너는)는‘2인칭’이라하며 Be동사 현재형은 are 를 사용합니다. 

주격(주인공)

I

You

He

She

This

That

It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이것은, 이분은

저것은, 저분은

그것은,  그분은

현재(지금)  

am              

are             

is              

is               

is                

is                

is                

Be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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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e

she
 

this

that

it

- ‘그는’ 한명입니다. 

 

- ‘그녀는’ 한명입니다. 

 

- ‘이것은’, ‘이분은’은 하나나 한명입니다.

- ‘저것은’, ‘저분은’은 하나나 한명입니다.

- ‘그것은’, ‘그분은’은 하나나 한명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한명 또는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영어 문법에서는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I (나는), You (너는) 를 뺀 나머지 한명, 한 개 일 때를 ‘3인칭 단수’라 

하며 Be동사 현재형은 모두다 is 를 쓰면 됩니다.

  

Be 동사는 영어에서 모르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동사이며 각 인칭별로

Be 동사 사용법을 꼭 외워야 합니다.  

Be 동사를 이해하면 간단한 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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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단어들의 뜻과 Be 동사 현재형 (am, are, is) 을 쓰세요.

 1. I                                       

 2. He                                                         

    

 3. She                                          

     

 4. This                                         

 5. That                                         

 6. It                                            

 7. You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Be 동사가 I - am(1인칭 현재) , You -are(2인칭 현재), 

               he, she, this, that, it- is(3인칭 단수 현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합니다.

※주의 :  I (나는) 는 항상 대문자로 써야합니다. 

            i am (X)    I am (O)

 연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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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위에 있는 것들을 영어 문법에서는‘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은‘~ 의’라는 뜻으로 항상 명사 앞에 나와야 합니다. 

The 도 어떤 단어들 앞에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The를‘정관사’라고 합니다.

소유격과 정
관사 'T

he
'

My  나의

Your  너의

His  그의

Her  그녀의

Its  그것의

Our  우리들의

Your  너희들의

Their  그들의

The  그

2.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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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란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서로 알기 위하여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나무 , 돈 , 새 , 자동차 , 영어 , 학교 , 사랑 , 등등.

주의:  소유격과 정관사(The) 뒤에는 ‘Be 동사’가 바로 나올수 없습니다.

        소유격과 정관사 다음에 꼭 명사가 나와야 Be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My is. (X) - 나의  이다.  나의  있다. 

  -‘나의 무엇이라’는 말인지 알수 없습니다.

 My book is ~. (O) - 나의 책은 ~ 이다.

  - 나의 책은 ~ 에 있다.

 The are. (X) -  그 이다 , 그 있다.

 The book is ~.(O) - 그 책은 ~ 이다.  

  - 그책은  ~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Be 동사’가   들어가야만 세상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
면

예를 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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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보기와 같이 다음 단어들의 뜻과 Be 동사 현재형(am, are, is) 을 쓰세요.

 보기 :  Its name          그것의 이름                is       

 1. I                                                

 2. My father                                                

 3. He                                                

 4. Their teacher                                                

 5. The book                                                

 6. Our bus                                                

 7. You                                                

 8. His mother                                                

 9. She                                                

단어보기:

father (아버지),  teacher (선생님),  book (책),  bus (버스),  mother (어머니) 

 연습문제 1

110902 ����1� ��.indd   15 2011-09-13   �� 11:42:33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16

보기와 같이 다음 단어들의 뜻과 Be동사 현재형을 쓰세요.

 보기:  The tree            그 나무                     is         

 1. Her school(학교)                                                   

 2. Your pencil(연필)                                                  

  

 3. The computer(컴퓨터)                                                  

 4. My church(교회)                                                   

 5. His house(집)                                                   

 6. Her apple(사과)                                                   

 

 7. Your friend(친구)                                                  

 8. Their car(자동차)                                                  

 9. Our doctor(의사)                                                   

※주의:  소유격, 정관사 뒤에 나오는 명사들의 숫자(단수, 복수)와 

            시제(현재형, 과거형 등)에 의해 Be동사형태가 결정됩니다. 

 연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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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단어들의 뜻과 Be 동사의 현재형을 쓰세요.

 1. The nurse (간호사)                                                     

 2. Their puppy(강아지)                                                   

 3. That                                                    

 4. It                                                      

                                   

 5. Her aunt(이모)                                                   

 6. My cat(고양이)                                                   

 7. Our food(음식)                                                        

                

 8. His class(수업)                                                   

 9. Their love(사랑)                                                   

 10. Her money(돈)                                                   

 11. My lunch(점심밥)                                                  

 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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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어들의 뜻과 Be동사의 현재형을 쓰세요.

 1. His eraser(지우개)                                                  

 2. Its name(이름)                                                   

 3. His brother                                                   

 4. Her bicycle(자전거)                                                  

 5. The flower(꽃)                                                   

                

 6. My water(물)                                                   

 7. Our classroom(교실)                                                  

 8. The story(이야기)                                                  

 9. Their room(방)                                                   

 10. My breakfast(아침밥)                                                  

 11. Her son(아들)                                                   

 연습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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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3.Be동사로 말(문장) 만들기

영어에는 한명,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One 그리고 a 나 an 이 있습니다. 

One, a, an 을 명사 앞에 붙이면 한명이나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서 ‘명사’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서로 알기위하여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집(house), 나무(tree), 새(bird), 학교(school) 등등. 

    A book - 한 권의 책

    A boy  - 한 명의 소년

    A car  - 한 대의 자동차

    A cat  - 한 마리의 고양이

여기에서 주어와 Be동사, 위의 명사등을 함께 쓰면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나는 소년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I am a boy.’라고 합니다.  

예를 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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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서의 표현은 우리말로 표현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 말:

나는 소년입니다.  

영어:

나는‘한명의’소년입니다.

위와 같이 영어로 표현 할 때는 주어(주인공)가 한명이나 하나이면 꼭 뒤에도 한명이나 

하나의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는 나의 학생입니다.

He     is     my   student.  

한명             한명

     이것은 새입니다.

This     is     a   bird.

하나              하나

He    

한명

is my   student.  

한명

This    

하나

is a   bird.

하나

예를 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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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저것은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That     is     our  church.

하나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a 를 많이 빼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한명의 학생, 하나의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 하세요. 주어가 한명, 하나이면 뒤에 나오는 명사도 한명,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모든 문장의 첫 철자는 대문자로 쓰세요.

 2.‘The, My, Your, His, Her, Our, Their, Its’는

    절대 a 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The boy(그 소년) - 소년이 한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My book(나의 책) - 책이 한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래서 또 한사람, 또는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a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기:  My a book (X), a my book (X), a her teacher(X)

         The a car  (X), a the car(X), a your fathe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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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영어문장의 빈칸에 맞는 단어를 쓰세요.

 보기:  이것이 그 책입니다.

 보기:    This    is    the    book.

 1. 그는 의사입니다.

 1. He     a doctor.

 2. 그녀는 가수입니다.

 2.    is a singer.

 3. 저것은 사자입니다.

 3. That is    lion.

 4. 나는 소년입니다.

 4. I am    boy.

 5. 저것은 핸드폰(cellular phone)입니다.

 5. That is        .

 6. 이것은 나의 학교입니다.

 6.  is    school.

 7. 그녀는 나의 선생님 이십니다.

 7.    is   teacher.

 연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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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우리말을 읽고 영어문장의 빈칸에 맞는 단어를 쓰세요.

 1. 이것이 그 시계입니다.

 1.       is     watch.

 2. 그들의 어머니는 간호사 이십니다.

 2.      mother is    nurse.

 3. 우리들의 선생님은 여자이십니다.

 3. Our      is     woman.

 4. 그것은 병원 입니다.

 4.      is    hospital.

 5. 그는 경찰관입니다.

 5.         a police officer.

 6. 그가 그 선생님이십니다.

 6.      is    teacher.

 7. 이것이 그 연필입니다.

 7.      is    pencil.

 8. 저것이 그 개입니다.

 8.      is    dog.

 연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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