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천  의    글
 많은 학부모, 학생, 직장인, 교사를 막론하고 영어를 공부해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 혹은 자녀분들

이 자신 있게, 성공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터득하길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영어회화를 제

일 빠르고, 효과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간추려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겐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영어로 된 코미디 프로나 만화를 보고 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느낀 점을 글로 써 보고,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은 관심이 금방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연결을 시켜주

어야 하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면 이야기 거리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화법이 필요한 것이죠.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영어가 아니고 한두 문장이라도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작문을 연습하면서  재미로 식구들, 친구들, 동료들 앞에서 말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대화 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능숙하게 말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태도입니다. 뭐든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어회화에선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입에서 말이 나와야 합니다.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수시로 연습을 한다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좋은 기초 회화 법을 잘 설명한 학습 책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회화는 연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영작은 바로 영어회화의 기본이기에 단계별로 차곡차곡 기초문법에 맞추어 연습하다보면 제대로 내가 표

현하고자 하는 말을 구사하는 능력을 배양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영작연습과정은 영어회화에서 필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제일 힘

든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어회화의 원리와 문장구조를 이해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부연설명하면 영문법과 연계된 영작을 숙달한다면 바로 영어회화를 잘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설자는 자기의 연설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서 여러 번의 교정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그 연설문을 

읽고 또 읽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들이 어설프게 들리지 않게 완전히 소화시켜서 마

치 단어 하나하나가 그 때 그 때마다 머리에서 순식간에 나온 것처럼 멋있게 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출판되는‘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라는 영어 학습 책은 각종 상황에 아주 

현실적으로 응용하기 쉽게 편찬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명품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바로 실용성이 있느냐?’는 것인데 영작을 쉽게 잘 완성할 수 있

도록 본서는 학습방법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의 제 3권인 본서

는 기초 문법과정의 특별한 동사들/ 조동사들을 순서대로 잘 나열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문법을 적

용하여 영작을 쉽고 흥미롭게 연습하게 함으로서 영어회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중1(12살)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벌써 이곳에 정착한지 올해로서 33년째입니다. 학부 땐 교육학을 전공하

였고, 대학원에선 상담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그 이후 미국법원에서 동시 통역사(한국어, 영어)로써 5년 근무하

였습니다.  현재는 미국 사립 초등학교에서 13년째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미국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한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영어에 

자신을 가지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학습서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체가 영문이 아니고 영어와 한글이 

혼용되어 미국 학부모님들에게는 추천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원하시는 여

러분들에게 꼭 이 학습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 라는 영어 학습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학습친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현 애 (Shirley H.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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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영어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가 일반 동사들 중에 

특별하게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이러한 동사들의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영작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없고

어법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아래에 있는 동사들은 종류별로 

다 외워야 합니다.

왕래발착 동사

감각동사

사역동사

동사다음에 목적어(목적격)와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동사

지각동사

수여동사

take , cost get

 

find , look for  buy , pay for 

lie , lay rise , raise

try

1.특별한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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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2. 왕래발착 동사

‘왕래발착 동사’란 현재진행형을 써서 미래형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을 

  말합니다.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을 써서 미래형으로 표현할 때 

  반드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The subway is arriving.  (현재 진행형)

그 지하철은 도착하고 있다.

The subway is arriving soon. (미래형)

그 지하철은 곧 도착 할 것이다.

Where is he going?  (현재 진행형)

그는 어디에 가고 있니?

Where is he going today?  (미래형)

그는 오늘 어디에 갈 것이니?

What are we eating for dinner?  (현재 진행형)

우리들은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고 있니?

What are we eating for dinner tonight?  (미래형)

우리들은 오늘밤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이니?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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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re you doing anything? (현재 진행형)

너는 무엇이라도 하고 있니?

Are you doing anything next week? (미래형)

너는 다음 주에 무엇이라도 할 것이니?

a. The bus is leaving at 5 o'clock.    (미래형)

 그 버스는 5시에 떠날 것이다.

b. The bus leaves here at 5 o’clock.   (미래형)

 그 버스는 5시에 여기에서 떠난다.

c. The bus is going to leave here at 5 o’clock. (미래형)

 그 버스는 5시에 여기에서 떠날 것이다.

※ Note : a는 b, c 와 같이 미래형을 나타냅니다.

※ Note : 원래‘왕래발착 동사’는 왕(go), 래(come), 발 (leave), 착(arrive), 

 즉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정의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요즘은 행동을 필요로 하는 많은 동사들이 

 ‘왕래발착 동사’처럼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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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연습문제 1

다음 왕래발착 동사 형태의 미래형 영어문장을 보기와 같이 Be going to 형태의 

미래형으로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세요.

보기:  What are you doing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너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니?

1. I am going there with you tomorrow. 

  

  

2. The bus is coming here at 2 o’clock.

  

  

3. Who is coming here tonight?

  

  

4. What are we eating tonight?

  

  

5. Are you teaching them math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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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2

다음 왕래발착 동사 형태의 미래형 영어문장을 보기와 같이 우리말로 옮기세요

보기:  My friend is not coming here next week.

 나의 친구는 다음 주에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다.

1. Who is studying with you tonight(오늘밤)?

  

2. The movie is beginning soon.

  

3. She is cooking next month.

  

4. I am going to Canada next year.

  

5. Nobody is staying at the hotel tomorrow.

  

6. Who is leaving here tomorrow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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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연습문제 3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왕래발착 동사 형태와 Be going to 형태의 미래형의 

영어문장으로 옮기세요.

보기:  그녀는 내일 일을 할 것이니?

 Is she working tomorrow?

 Is she going to work tomorrow?

1. 너는 다음달(next month)에 어디에 갈 것이니?

  

  

2. 누가 한국에 이번 주(this week)에 올 것이니?

  

  

3. 그는 오늘밤(tonight)에 요리를 할 것이니?

  

  

4. 우리들은 내일 누구를 만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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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4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왕래발착 동사 형태의 미래형 영어문장으로 옮기세요.

보기:  그들은 내년에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이니?

 Where are they working next year?

1. 우리들은 오늘 밤에 무엇을 먹을 것이니?

  

2. 그녀는 내일 언제 여기에 올 것이니?

  

3. 누가 다음 주에 여기서 노래를 부를 것이니?

  

4. 나는 오늘 저녁에 그 시험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5. 아무도 다음 달에는 이 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그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축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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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3. 감각동사

감각동사 + 형용사

미래  과거  과거분사

feel - felt - felt 느끼다, 느껴지다

look - looked - looked 보이다, 바라보다

smell - smelled - smelled 냄새가 나다, 

     냄새를 맡다

sound - sounded - sounded 소리가 나다, 

     ~(같은)소리가 들린다

taste - tasted - tasted 맛이 나다, 맛을 보다

감각동사는 왜 중요할까요?

감각동사는 형용사를 바로 다음에 쓸 수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입니다.

※ Note :  2권(Do 동사편)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는 

 부사가 나와야 하지만 감각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완전 자동사는 5권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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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tudies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위 문장에서 'hard'는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동사를 설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The book feels hard.       그 책은 딱딱하게 느껴진다.

위 문장에서 'hard'는 그 책이 '딱딱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책, 즉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hard'가 형용사입니다. 

이와 같이 'feel'과 같은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외워야 합니다. 

My friend looked tired.  내 친구는 피곤한 것 같이 보였다.

The food tastes hot.  그 음식은 매운 맛이 난다.

The food smells awesome. 그 음식은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

He sounds interesting.  그는 흥미로운 것처럼 들린다. -직역

      그는 흥미로운 사람같다. -의역

He felt sick.    그는 아픈 것 같이 느꼈다.

      (그는 아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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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연습문제 1

다음 영어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옮기세요.

1. How did the food taste?

  

 It tasted hot.

  

2. How did your friend look?

  

 He looked disappointed(실망한).

  

3. How does this sound?

  

 It sounds fantastic(환상적인).

  

4. How do you feel today?

  

 I feel depressed(우울한).

  

5. How did the soup smell?

  

 It smelled fishy(비릿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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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는 목마른(thirsty)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He didn’t look thirsty.

1. 그녀의 컴퓨터는 고장난(broken) 것처럼 보였다.

  

2. 그의 할아버지는 외롭게(lonely) 보이셨습니다.

  

3. 그들은 다친(hurt)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4. 너는 오늘 멋지게(sharp) 보인다.

  

5. 너의 자동차는 새(new)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6. 누가 친절하게(kind) 보이지 않니?

  

7. 그의 사촌은 머리가 좋은(smart) 것 같이 보인다.

  

 연습문제 2 감각동사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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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누가 충격을 받은(shocked) 것처럼 느꼈니? 

 Who felt shocked?  

1. 나는 오늘 기분(feel)이 나쁘다(bad).

  

2. 그는 어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great).

  

3. 나는 작게 (초라하게-small) 느껴져요.

  

4. 그것은 얼음같이 차갑게(icy) 느껴져요.

  

5. 이 천(cloth)은 거칠게(rough) 느껴진다.

  

6.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broke) 것 같이 느꼈다.

  

7. 난 이제(now) 나이든(old) 것 같이 느껴진다.

  

 연습문제 3 감각동사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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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이 과일은 잘 익은(ripe) 냄새가 납니다.

 This fruit smells ripe.   

1. 너에게는 악취(stinky)가 난다.

  

2. 그것은 아주 형편없는(awful) 냄새가 났다. 

  

3. 이 음식은 냄새가 환상적(fantastic)입니다.

  

4. 그녀의 향수(perfume)는 냄새가 강합니다(strong).

  

5. 이 사과들은 단(sweet) 냄새가 납니다.

  

6. 그것은 탄(burned)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7. 그는 웃기는(funny) 냄새가 났다.(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연습문제 4 감각동사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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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II,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녀는 지루한(boring) 것처럼 들린다. (그녀는 지루한 사람같다.)

 She sounds boring.  

1. 그는 혼란스러운(confusing) 것처럼 들렸다.

   (그는 혼란을 주는 사람같았다.)

  

2. 그녀는 무서운(scary) 것처럼 들린다.

   (그녀는 무서운 사람같다.)

  

3. 그 소년은 흥미로운(interesting) 것처럼 들린다.

   (그 소년은 흥미로운 사람같다.)

  

4. 그는 놀라운(amazing) 것처럼 들린다.

   (그는 놀라운 사람같다.)

  

5. 이 영화는 감동적으로(impressive) 들린다.

   (이 영화는 감동적인 영화같다.)

  

6. 이 노래는 우울하게(depressing) 들린다.     

   (이 노래는 우울한 노래같다.)

  

 연습문제 5 감각동사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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