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명 사

□ 동명사 자리

전치사        명사신호 + 부사+형+명

   이때에는 무조건 동명사

   그리고 이때의 전치사로는 by, for가    

   잘나온다.

□ the +형용사 = 사람복수 

  like +toV, 동명사 모두 가능.

□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finish

give up

stop 

avoid 피하다

enjoy

consider 

discontinue 그만두다. 중지하다.

anticipate 예상하다.

delay         

postpone  연기하다

deny 부정하다. 취소하다

mind

quit 그치다. 그만두다.

put off 연기(지연)

admit ~에게 입장을 허용하다. 

practice 실행. 연습.

advocate 옹호자. 주창자

include

suggest 제안하다. 암시하다

miss

enjoy

require

□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start

begin

cease 그만두다

continue

plan

prefer

□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     ~하기위해 멈추다.

□ perform, conduct와 어울리는 조합

  perform - a job, surgery, work, tesk

  conduct - a survey, research

  등의 단어들과 잘 어울린다. 

□ 동명사의 성질

1. 동명사 +부사 가 가능하다. 

   이유는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 뿐        

   아니라,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자리에도 올수가 있다.  

   단 동명사가 명사자리에 올 때에는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수반한다. 역시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question           

이때에는 regarding(=concerning)이온다.

□ 과거동사와 과거분사의 구별

명사 + 동사ed +목적어(과거동사)

명사 + 동사ed +목적어(X) (과거분사)

* 구별방법

2. 동사의 목적어의 수반여부

3. 문장 내에서 동사는 오직하나이다. 

따라서 일단 동사를 하나 찾은 후에도 

pp형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분사이다.

4. 과거동사는 단순히 과거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거분사는 수동을 

나타낸다. 반대로 현재분사는 능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순히 단어의 

형태만을 보고 과거동사, 

현재*과거분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to부정사와 동명사의 느낌 차이

동사 + to부정사 (이때동사는 미래지향)

동사 + ing(이때 동사는 과거지향)

□ to부정사와 동명사의 구별

to + 동사원형 = to부정사

to + 명사 = 전치사의 to

□ 동사를 명사화 하기

1. 문장 안에서 동사 두개는 불가능!!

2. 주어자리에는 명사가 필요하다(~것은)

3. 동사를 명사화 하자

   (수업을 받다->수업 받는 것)

4. 동사가 명사로 품사를 바꾸어도 동사의  

   성질은 못 버린다.

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라면 목적어

를 수반한다. 

나. 부정의 Not 은 동명사 앞에 온다.

~Not taking zack's class makes you 

said

다. 동명사 앞에는 명사처럼 명사의 신호가 

못 온다. 

A marked increasing in-> increase

□ to부정사, 동명사 와 전치사의 관계

   전치사 + to부정사(X)

   전치사 + 동명사(O)

□ 단수취급

to부정사와 동명사는 단수취급을 한다.

또한 동명사는 관사를 취하지 않는다.  

□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형태

   have difficulty

   have trouble          + ing

   have a problem

   be busy 

이때 have와 단어사이에 much 가능하다

□ spend

  waste  +목(시간,돈) +(on) +목보(~ing)

시간을 ~하는데 쓰다(낭비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