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천  의   글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은 모든 국민의 관심대상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두 배 이상

으로 많지만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규모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 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인

구별 영어교육 투자규모는 한국이 일본보다 여섯 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

님들이 영어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실태는 그 노력과 투자 규모에 비해 그 성과는 별로 크다고 볼 수 없

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어는 어려운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대학 교수들의 의견에 의하면 요즈음 신입 대학생들

이 예전의 대학생들보다 간단한 회화는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영어로 된 원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학생들

이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구조가 다를 뿐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의 영어를 학습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영어를 공부하지만 쉽게 영어를 

배우고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워도 그리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와 독일어가 문장구조가 비슷하듯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문장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

사한 문장구조를 가진 언어는 쉽게 습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학생이나 일본학생이 구조가 다른 영

어를 배울 때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영어문장 구조는 대단히 구조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다시 말해

서 영어는 일정한 문법을 기초로 하여 문장이 구성되는 틀(frame)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

의 구조로 된 영어를 배울 때에는 언어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영어가 늘 외워야만 하는 어려운 과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유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사고와 직관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논리적 

사고는 공부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예술 활동에는 오히려 직관이 매우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물을 

보는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방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형 학생은 무엇이든지 따지면서 생각하며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학습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

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느리지만 한번 학습한 것은 거의 다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에도 문장의 구조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왜 그런가를 생각합니다.

  직관형 학생은 뭐든지 해당 내용을 따져보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한 번에 대

충보고 그냥 외워 버립니다. 이런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에도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

잡한 것은 싫어서 그냥 감으로 외웁니다. 시험문제도 감으로 풀어서 대충 맞추지만 왜 그것이 정답인지도 모릅

니다. 감이 좋지 않을 때에는 시험을 엉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논리적 사고를 주로 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직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영어 학습에도 직관적 태도로 공부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 공부를 대충 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

생들이 대충 영어내용을 이해하지만 사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말하거나 쓰는 것은 더 더욱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영어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대충 감으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지

식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 고급 영작이나 회화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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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 배우기 힘든 언어 인데다가 대부

분의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듯이 감으로 이해하려하거나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외우다 

보니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들에게 문법을 기초로 한 영작 연습으로 영어구조를 이해하고 숙달하게 하는 것이 영어의 기초를 

닦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맞는 영어의 학습 방법은 눈으로 대충 영어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구조를 알아 갈 수 있는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어 문장을 써보고 관

련 문장을 말해보는 일련의 연습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어의 구조가 완전히 내

면화 된다면 창조적인 영어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라는 책은 바로 한국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영어 

학습방법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영어 학습방법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구조적

으로 쉽고도 흥미 있게 체계화한 영어 학습서는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영작 연습과 그

것을 바탕으로 하는 통역 연습을 잘 따라하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영어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

고 또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자가 원하는 의사를 신속 정확히 영어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이것이 영어회화의 지름길 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학습서를 독학하거나 방과 후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활용할 때에는 1권 Be동사부터 2권 Do동사, 

3권 조동사, 4권 Have동사/접속사, 그리고  5권 수동태/관계대명사의 순서대로 영작하는 연습을 권하고 싶습

니다. 본 학습체계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문장을 교사가 묻고 학생은 영어로 대답하는 동시통역 연습을 충분히 

함으로써 영어의 기본기를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서의 4권에서는 독립동사 중에 기본적인‘Have동사’의 다양한 용법 및 접속사에 대하여 기본 문

법에 기초한 영작을 좀 더 중, 고급영어 수준으로 격상시켜 연습함으로서 영어능력을 중, 고급수준으로 달성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의 4권을 통하여 독자들은 이 책에서 제시한, 수많은 영작 연습과 동시통역 연습에 집중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Have동사 및 접속사에 대한 문법이 습득되고 나아가 중, 고급 영어구조를 잘 파악하여 영어

의 구조가 내면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영어를 보는 눈이 한 단계 격상되어 수준 높은 영어 독해

는 물론 중, 고급 영작 및 회화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본서를 집필하신 저자들에게 감사드리오며, 우리나라가 본서와 같은 영어 학습방법으로 영어 학

습 체계가 개선되어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영어 학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현직 교사로

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2. 7. 16

                                         서울 가원 초등학교 교사 손 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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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어회화의 열쇠 IV,
                                                    영작이 그 해답이다!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을	접속(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I	was	studying.	 What	did	you	do	then?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너는	그때에	무엇을	했니?

	 위	두	문장을	접속사	‘when’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		When	I	was	studying,	what	did	you	do?

							내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	너는	무엇을	했니?

			B.		What	did	you	do	when	I	was	studying?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서	‘When’은	‘언제’라는	의문사가	아니고	

		‘~할 때(~했을 때),  ~하면(~했으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A	와	B	는	우리말의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이	영어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다만	A처럼	접속사가	맨	앞에	나올	때에는,‘,(comma)’를	

	 붙여	줍니다.

 When	she	has	time,	she	helps	her	mother.

	 그녀는	시간이	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She	helps	her	mother	when	she	has	time.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그녀에게)	시간이	있을 때.

1. 접속사 (conjunction)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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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접속사’를	사용할	때에는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상 주어가 (각 ‘절’에 각각) 두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영어공부를	합니다.

	 	A.	우리말식	영작:	 When	I	have	time,				study	English.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영어공부하라.

	 	B.					영어					:	 When	I	have	time,						I	study	English.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영어공부를	합니다.

		

우리말식으로	영작을	한다면	A와	같이	전혀	다른	뜻의	영어문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접속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작을	

할	때	현재,	과거,	미래를	잘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접속사’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이제까지	배운	Be 동사, Do 동사, 

조동사의	사용법을	잘	적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접속사’를	가지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영작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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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V,
                                                    영작이 그 해답이다! 

	 When	 ~할	때(~했을	때),	~하면(~했으면)

	 After	 ~후에

	 Before	 ~전에,	앞에

	 As	long	as	 ~하는	한,	~하는	동안은

	 As	soon	as	 ~하자마자

	 Once	 일단	~하면(했으면)				

	 While	 ~하는	동안에,	반면에

	 Since	 ~하니까,	~하므로,	~이래로

	 Until/till	 ~전까지

	 Although	 비록	~할지라도/했었을	지라도,	비록	~일지라도/이였을지라도	

	 Even	if	 비록	~할지라도/했었을	지라도,	비록	~일지라도/이였을지라도

	 Even	though	 비록	~할지라도/했었을	지라도,	비록	~일지라도/이였을지라도						

	 Though	 비록	~할지라도/했었을	지라도,	비록	~일지라도/이였을지라도											

	 As	 ~할	때/~했을	때,	~와	같이(~처럼),

	 	 ~함에	따라서,

	 	 ~이기	때문에/이었기	때문에	

	 Like	 ~와	같이,	~처럼

	 By	the	time	 ~할	때쯤

	 Every	time	 ~할	때	마다,	매번

	 Each	time	 매번

	 If	 만약	~하면

	 Unless	(if	not)	 만약	~하지	않으면

	 관계사

	 Whatever	 무엇이라도	 Wherever	 어디라도

	 Whoever	 누구라도		 Whenever	 언제라도

	 No	matter	+	관계사	 ~(관계사)(이)라도	상관없이								

자주 쓰이는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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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V,
                                                    영작이 그 해답이다! 

2. When ~할 때(~했을 때),~하면(~했으면)

 연습문제 1

다음	영어문장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에	맞는	접속사를	쓰세요.

 보기: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운동을 한다.

  When I have time, I exercise.

1.	그녀는	한국에	오면	(그녀는)	어디를	방문하기를	원하니?

		 																									she	comes	to	Korea,	where	does	she	want	to	visit?

2.	그들은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은)	잠을	잔다.

		 																									they	have	time,	they	sleep.

3.	나는	자라나면	(나는)	나의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한다.

		 																									I	grow	up,	I	want	to	be	like	my	father.

4.	그는	부자가	되면	(그는)	첫	번째로	집을	한	채	살	것이다.

		 																										he	becomes	rich,	he	is	going	to	buy	a	house	first.

5.	그는	집에	오면	(그는)	무엇을	하니?

		 																										he	comes	home,	what	does	he	do?

	

6.	그녀는	화가	나면	(그녀는)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she	gets	angry,	she	eats	much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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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너에게	돈이	필요할	때면	(너는)	무엇을	하니?

		 																											you	need	money,	what	do	you	do?

8.	나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실	때	(나의	어머니는)	음악을	들으십니다.

		 																											my	mother	cooks,	she	listens	to	music.

9.	그들은	미국에	가면	(그들은)	무엇을	공부할	것이니?

		 																											they	go	to	the	USA,	what	are	they	going	to	study?

10.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she	needs	help,	she	asks	me	for	help.

			참고:		ask	someone	for	help	-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11.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공원에	테니스	치러갑니다.

		 																											we	have	time,	we	go	to	the	park	to	play	tennis.

12.	그들이	여기에	오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they	come	here,	I	am	going	to	give	them	

				something	to	eat.

13.	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I	feel	lonely,	I	play	the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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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V,
                                                    영작이 그 해답이다! 

 연습문제 2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녀가 울고 있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니? 

 When she was crying, what did he  do ?

							

1.	그가	일하고	있었을	때	너는	누구를	만났니?

			When	he	was	working,																																																																?

2.	그들이	축구하고	있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니?

			When	they	were	playing	soccer,																																																					?

			

3.	그녀의	어머니께서	요리하고	계셨을	때	그녀는	어디에	갔었니?

			When	her	mother	was	cooking,																																																						?

4.	우리들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는	무엇을	공부했니?

			When	we	were	studying	English,																																																				?

5.	내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누군가	내	빵을	먹었다.

			When	I	was	sleeping,																																																																				.

6.	그녀가	여기에	오고	있었을	때	나는	그	공원에	있었다.	

			When	she	was	coming	here,																																																											.

			

7.	그가	수영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무엇을	요리했니?

			When	he	was	swimming,																																																															?

8.	네가	TV를	시청하고	있었을	때	나는	책	한권을	읽었다.

			When	you	were	watching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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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3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녀는 시간이 있을 때 (그녀는) 무엇을 하니?

 When she has time, what does she do?

											

1.	너는	시간이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니?

	 When	you	have	time,																																																																			?

	

2.	그녀는	한국에	오면	(그녀는)	누구를	방문	할	것이니?

	 When	she	comes	to	Korea,																																																												?

3.	나는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나의	어머니를	돕습니다.

	 When	I	have	time,																																																																							.

4.	그는	시간이	있을	때	(그는)	축구를	하니?

	 When	he	has	time,																																																																						?

5.	우리들은	시간이	있을	때	(우리들은)	수영을	갑니다.

	 When	we	have	time,																																																																				.

6.	그	소년들은	돈이	있을	때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산다.

	 When	the	boys	have	money,																																																										.

7.	너에게	돈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너의	돈을	사용하니?

	 When	you	have	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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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V,
                                                    영작이 그 해답이다! 

 연습문제 4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녀는 자라나면 (그녀는) 간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When  she  grows up , she wants to be a nurse.

1.	그는	일어나면(wake	up)	(그는)	많은	물을	마십니다.

	 When																																																						,	he	drinks	much	water.

2.	그에게	돈이	있을	때	(그는)	그것	(그	돈)으로	무엇을	하니?

	 When																																																																																					,	

	 what	does	he	do	with	it(the	money)?

3.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나의	어머니는	내가	영어공부	하기를	원하신다.

	 When																																																																				,	

	 my	mother	wants	me	to	study	English.

4.	그녀가	여기에	도착하면(arrive)	우리	저녁밥	먹자.

	 When																																																										,	let's	have	dinner.

5.	네가	한국에	오면	나는	너	만나기를	원한다.

	 When																																																										,	I	want	to	meet	you.

6.	그들이	일본에서	오면	그녀는	꼭	일본에	가야한다.

	 When																																																										,		she	has	to	go	to	Japan.

7.	너는	자라나면(grow	up)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When																																																										,	what	do	you	w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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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5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들이 여기를 떠났을 때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When they left here,  I could study.

1.	그는	의사이었을	때	(그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many	sick	people)	도와주었습니다.

	 When	he	was	a	doctor,	

	 																																																																																																	.

2.	내가	7살	먹은	소년이었을	때	(나는)	수영을	배웠다.

	 When	I	was	a	seven-year-old	boy,	

	 																																																																																																	.	

3.	그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는)	한명의	의사가	될	수	있었다.

	 When	he	studied	hard,																																																																			.

4.	그는	나를	만났을	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When	he	met	me,																																																																										.

5.	내가	너에게	전화를	했을	때	너는	왜	전화를	받지	않았니?

	 When	I	called	you,																																																																										?

 참고: answer the phone - 전화를 받다

6.	네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누가	너를	그	병원에	데려다	주었니?

	 When	you	got	hurt	at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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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V,
                                                    영작이 그 해답이다! 

 연습문제 6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는 슬플 때 (그는) 음악을 듣는다.

 When he is sad , he listens to music.

1.	그녀는	화가	나면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	she	says	nothing.

2.	그들은	배가	고프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they	do	nothing.

3.	우리들은	피곤하면	(우리들은)	바로	당장	잠자리에	듭니다.

																																																																		,	we	go	to	bed	right	away.

4.	나의	아버지는	아프시면	(그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	he	eats	nothing.

5.	그는	우울할	때	(그는)	무엇인가	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he	tries	to	find

			something	to	do.

6.	그는	당황할	때	(그는)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	he	doesn't	want	to	

			look	embarrassed.

7.	그녀는	긴장할	때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	she	drinks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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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가 일어나면 나는 공원에 갈 것이다.

 When he wakes up,  I will go to a park.

1.		그녀는	한국에	오면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찾으려고(look	for)	노력할	것이다.

	 When	she	comes	to	Korea,	

	 																																																																																														.

2.		그가	여기에	오면	나는	그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When	he	comes	here,																																																																		.	

					

3.		그가	결혼을	하면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When	he	gets	married,																																																																.

				

4.		나는	돈이	있을	때	(나는)	너를	도와	줄	것이다.

	 When	I	have	money,																																																																				.

			

5.		그가	일어나면	나도	일어날(wake	up)	것이다.

	 When	he	wakes	up,																																																																					.

6.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마치면	그들은	그녀와	함께	그	영화를	볼	것이다.

	 When	she	finishes	her	homework,	

	 																																																																																																.	

 연습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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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IV,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그녀는 7살 때 (그녀는) 한국에 왔습니다.

 When she was seven years old , she came to Korea.

1.	그는	3살	때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When	he	was	three	years	old,																																																			.

2.	그들은	5살	때	(그들은)	한글(Korean)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When	they	were	five	years	old,	

	 																																																																																											.

3.	그녀는	8살	때	(그녀는)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에	입학(enter)했습니다.

	 When	she	was	eight	years	old,	

	 																																																																																											.

4.	그	소년은	12살	때	(그는)	수영을	배웠습니다.	

	 When	the	boy	was	twelve	years	old,	

	 																																																																																											.

5.	그	소녀는	10살	때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When	the	girl	was	ten	years	old,	

	 																																																																																												.

6.	우리들은	13살	때	(우리들은)	영어공부를	시작했습니다.

	 When	we	were	thirteen	years	old,	

	 																																																																																												.

 연습문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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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밑줄	친	곳을	영어로	옮기세요.

보기: 나는 그녀가 여기에 오면 여기를 떠날 것이다.

 I will leave here  when	she	comes	here .

1.		네가	행복하게	느끼면	나도	행복하게	느낀다.

	 I	feel	happy																																																																												.

2.		그녀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녀는)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She	can	be	rich	like	them																																																								.

3.		나의	어머니는	내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요리하기를	원하신다.

	 My	mother	wants	to	cook																																																										.

4.		그는	내가	목이	마를	때	나에게	무엇인가	마실	것을	준다.

	 He	gives	me	something	to	drink	

	 																																																																																												.

5.		그는	내가	그의	책을	찾으면(find)	나에게	많은	돈을	줄지도	몰라.

	 He	may	give	me	much	money	

	 																																																																																												.

6.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의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My	parents	are	going	to	be	happy

	 																																																																																													.

7.		나의	형이	공부를	하면	나도	공부를	한다.

	 I	study																																																																																				.	

 연습문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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