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천  의    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중, 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일련의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턴으로 근무할 때에도 

그리 힘들지 않게 병원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어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리 힘들어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회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을 만날 때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영작해서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고

‘아! 영작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삼스럽게‘영어회화가 영작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만약 누가 영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자문 자답해보기도 

했습니다.“영작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디서부터 영작을 시작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영작학습은 기초문법과 연계하여 시작해야 하고 그 이후 단계별로 심화학습을 통하여 

영작수준을 높여야 영어회화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공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영어회화에 있어서 영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간한‘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의 두 번째 시리즈인

‘Do 동사 편’은 영작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이에 학부모들과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에게 이르기까지 기초가 약한 분들에게 본서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술을 하기 전에 몇 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라고 

냉철하게 여러 번 심사숙고합니다.  의사로서 처음부터 수술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영어 학습방법도 수술방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젠‘우리나라의 영어 학습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영문법과 영작이 연계하여 

영어회화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학습방법으로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라는‘이 책이 꼭 제일이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이 책이 효시가 되어 이제는 영작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방법에 일대 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Dr. 안  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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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동사’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는 다시 말해서 아래 동사의 뜻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study   -   공부하다 

 cook   -   요리하다  

 like   -   좋아하다

 hate   -   싫어하다

 

        일반 동사 안에는 독특한 동사들이 많이 있고 사용방법도 다양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동사 (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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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동사
ask - 묻다

answer - 대답하다

be - ~가 되다, 존재하다

become - ~가 되다

brush - 이를 닦다 

  머리를 빗다

buy - 사다

build - (집, 건물 따위를) 짓다

call - 전화하다,  부르다

choose - 고르다, 선택하다

come - 오다

cook - 요리하다

cry - 울다, 소리치다

do - 하다

drink - 마시다

drive - 운전하다

eat - 먹다

feel - 느끼다, 느껴지다

fix - 고치다, 고정시키다

forget - 잊어버리다

go - 가다

hate - 싫어하다, 미워하다

have - 가지고 있다, 먹다

hide - 숨기다, 숨다

help - 도와주다

like - 좋아하다

listen - (~to) (귀를 기울여) 듣다

leave - 떠나다, 출발하다 

  남겨두다

let - ~하게 해주다, 

  ~하게 내버려두다

live - 살다

look - 보이다, (at) 바라보다

lose - (경기 따위에) 지다, 

  (돈 따위를 내기에서) 잃다 

  잃어버리다, (살을) 빼다

make - 만들다, (돈을) 벌다, 

  해내다, ~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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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meet - 만나다

need - 필요하다

play - 놀다, 연주하다

  (축구 따위를) 하다

put - 놓다

read - 읽다

ride - (자전거 따위를) 타다

run - 달리다

see - 보다

sell - 팔다

sing - 노래 부르다

sleep - 자다

smell - 냄새를 맡다 

  냄새가 나다

speak - (to) 말하다

stay - 머물다

study - 공부하다

swim - 수영하다

talk - (to, with)  말하다,

  대화하다

take -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

  (손 따위를)잡다, 

  (버스, 택시 따위를) 타고가다,

  (충고 따위를) 받아들이다,

   시간이 걸리다

taste - 냄새를 맡다, 

  냄새가 나다

teach - 가르치다    

think - 생각하다

understand - 이해하다

use - 사용하다, 이용하다

visit - 방문하다

wait - (for) 기다리다

walk - 걷다

want - 원하다

wash - 씻다, 세차하다

watch - 지켜보다, 시청하다

work - 일하다, 

  (기계 따위가) 작동하다, 

  효과 있다  

write - (책이나 글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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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동사를 가지고 표현 할 수 있는 말들(문장들)은 몇 개나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공부를 한다.

  그는 공부를 했다.

  그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공부를 할 것이다.

  그는 공부를 하려고 했었다.

  그는 공부를 할 마음이 있다.

  그는 공부를 할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는 공부를 해야 했다.

  그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공부를 할지도 모른다.

  그는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는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공부를 하는 게 좋아.

  그는 공부를 하는 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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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위에 있는 말들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공부하다’동사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50개 이

상입니다. 

따라서 영어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는 모든 동사들을 가지고 50개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영문법을 적용하여, 그 상황에 적합한 

영어 문장을 구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생각나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에 그 상황에 적합한 

영문법을 적용하여 영작을 할 줄 안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

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공부를 하곤 했었다.

그는 공부를 해오고 있다.

그는 공부를 해오고 있었다.

그는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그가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는 공부를 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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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동사’란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사 하나만을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명령 할 수 있습니다.

    Go !  가라 !

    Come ! 오라 !

   만약 예의바르게 말 하고 싶을 때에는 please (부디, 제발)를 동사의 뒤나 앞에 

   사용하면 됩니다. please 가 앞에 올 때에는 ,(comma)를 붙이지 않습니다.

※ 주의: 꼭 기억 하세요. 영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존대말이 없습니다. 

        Go, please! 가세요!

        Please go!

        Come, please! 오세요!

        Please come!

2.명령문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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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빈칸에 맞는 동사를 쓰고, 

공손한 영어 표현을 하세요.

보기:  너의 얼굴을 씻어라!   Wash   your face!

    공손한 표현 Wash your face, please!

 

1. 우유 마셔라!                        milk!

 공손한 표현         

2. 그 소년을 가르쳐라!                        the boy!

 공손한 표현         

3. 그녀의 차를 팔아라!                        her car!

 공손한 표현         

4. 너의 돈을 사용하라!                        your money!

 공손한 표현         

5. 영어 공부하라!                        English!

 공손한 표현         

6. 여기로 오라!                        here!

 공손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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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연습문제 2

다음 우리말을 읽고 빈칸에 맞는 동사를 쓰고, 공손한 영어 표현을 하세요.

1. 경찰을 불러라!      the police!

 공손한 표현         

2. 그 TV를 지켜보라(응시하라)!    the TV!

 공손한 표현         

※ 주의 : watch the TV 나 a TV 하면 ‘시청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응시 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watch 다음에 바로 TV가 나오면 ‘시청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3. TV를 시청하라!       TV!

 공손한 표현         

4. 그 소년들을 지켜보라!      the boys!

 공손한 표현         

5. 네 돈을 숨겨라!       your money! 

 공손한 표현         
   

6. 양치질 하라!      your teeth!

 공손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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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어문장을 보기와 같이 우리말로 옮기세요.

보기:   Visit Korea(한국), please!

   한국을 방문해 주세요!  

1. Drive his car(자동차)!

          

2. Play the piano(피아노)!

          

※주의 : 악기를 연주 한다고 말할 때에는 play 다음에 꼭 ‘the’ 를   쓴 다음에 

           악기 이름을 써야 합니다.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를 한다고 말할 때에는‘the’를  쓰지 않습니다. 

           (예: play soccer, play baseball 등)

3. Play soccer(축구) with us today!

          

4. Eat your lunch (점심밥)!

          

5. Brush your hair(머리카락), please!

          

 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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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영어문장을 보기와 같이 우리말로 옮기세요.

보기:   Study math at 7 o’clock!

   7시에 수학 공부하라!  

1. Take your books!

          

2. Stay in China!

          

3. Be rich!

          

4. Sleep here, please!

          

5. Ask your friend!    

          

6. Answer my question(질문), please!

          

7. Hide your ice cream! 

          

 연습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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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어문장을 보기와 같이 우리말로 옮기세요.

보기:   Meet his cousin (사촌) today!

   오늘 그의 사촌을 만나라!  

1. Cook in the kitchen(부엌)!

          

2. Watch the sheep(양들) tonight, please!

          

3. Cry in your room(방), please!

          

4. Eat your breakfast(아침밥) now!

          

5. Buy our flowers(꽃), please!

          

6. Wait for me in the livingroom(거실), please!

          

※주의: wait 다음에는 전치사 for(~을(를) 위하여)를 쓴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이나

          사물을 써야 합니다.

 연습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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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영어문장을 보기와 같이 우리말로 옮기세요.

보기:   Taste this tea(차), please!

   이 차 맛보세요!  

1. Wait for the bus here!

          

2. Study math tonight, please!

          

3. Fix my computer, please!

          

4. Come here at 7 o’clock, please!

          

※주의:‘a.m.’이나‘p.m.’은 in the morning 이나 in the afternoon 또는 o’clock을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a.m.’은 오전, ‘p.m.’은 오후를 말합니다.

5. Visit me tomorrow!

          

 연습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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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말을 읽고 영어로 옮기세요.

1. 너의 돈(money)을 숨겨라(hide)!

          

2. 내 질문(question)에 대답하세요(answer)!

          

3. 하늘(the sky)을 바라보라(look at)!

          

4. 그녀의 음식(food)을 맛보세요(taste)!

          

5. 저녁밥(dinner)을 7시에 먹으라(eat)! 

          

6. 내일(tomorrow) 오세요(come)!

          

7.  그 과일(fruit)을 가져가세요(take)!

          

8. 아침(in the morning)에 우유(milk)를 마셔라(drink)!

          

 연습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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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3.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란‘현재에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에는 ‘Be 동사 현재형 (am, are, is)’다음에, 

‘동사원형 + ing’를 붙이면 됩니다.

 am/are/is       동사원형+ing

 I am watching TV.   

 나는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He is studying history.  

 그는 역사를 공부 하고 있습니다.

 She is cooking something.  

 그녀는 무엇인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He and I are reading the same books.

 나와 그는 똑같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 참고: 여러 인칭이 나올 때에는 우리말에는‘나’를 제일 먼저 쓰지만

           영어에는 2인칭, 3인칭, 1인칭 순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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