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

□ 뒤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

be

get

become

look

sound          

small    

fell

keep

remain

go

come

turn

stay

□ 완전자동사

work

run

live

occur 일어나다. 생기다

appear 나타나다

emerge 나오다. 나타나다

exist 존재하다

lead to ~이끌다

arrive 도착하다

invest 투자하다 in 장소 +ing

happen

last= persist in 지속시키다.

►완전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온다. 

be+pp+ly 가능

□ 시키다 동사(사역동사)

have

make +목+목보(동사원형,pp)

let

가. 동원 : 능동일때(목적어가사람)동사원형

을 쓴다. 

나. pp : 수동일때(목적어가 사물) 일때 사

용한다.

▶ 사역동사 + 목 + 목보(toV) 불가능!!

▶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로써 부사

의 꾸밈을 받는다. 

□ 지각동사

see

watch + 목 + 목보

hear

가. 동원,ing : 능동일때(목적어가 사람)동사  

    원형, ing를 쓴다. 둘은 같기 때문에 선  

    택지에 둘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 

나. pp : 수동일때(목적어가 사물) 일때 사

용한다.

▶ 지각동사 + 목 + 목보(toV) 불가능!!

□ A(사람) of B(사물)을 취하는 동사

   inform

   notify   + A(사람) of B  , A that sv

   remind 상기시키다

   assure 확신시키다.

이 동사를 뒤에는 사람 목적어가 온다. 

□ 

     commited(헌신적인)

be+ dedicated(헌신적인) + 사람 , toN

     devoted(헌신적인)

      ~에 헌신하다.

ex)      man 의 경우 devoted 만 가능함.

▶commit는 수행하다 라는 의미로 않좋은 

일에만 쓰인다. 



□ 목적어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

find

make   + 형용사

leave

□ A with B를 취하는 동사

provide(주다, 공급하다)

supply(공급하다)             A with B

replace(대신하다)

supplement(보충, 보충하다)

□ attend + 장소

   respond to ~응답하다

   persist in ~지속시키다

□ announce(알리다)

   explain

   mention(~를 이야기 하기시작하다)

   propose(제안하다)              +사물

   introduce                   + to사람

□ 동사의 과거와 분사의 차이점

N+ Ved + 목적어<-과거

N+ Ved + 목적어(X)<-분사

□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동사(4형식)

give, award, offer, tell

등은 목적어를 두개 취한다. 

ex) give  ~에게(사람) ~를(사물) 

□ 주장/요구/제안/충고 + 동사원형

Insist ~요구하다

suggest ~제안하다

request ~요구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 동사원형

demand ~요구하다

order ~ 주문하다

ask ~묻다

□ 동사 찾기

만약 동사 자리에        가 있다면 일단 

보기를 본다. 만약 동사의 형태만 다른 

것이라면 수-태-시 의 과정을 거치고 만

약에 각기 다른 단어라면 플랭크 앞뒤를 

보며 유추한다. 

□ should + S +V ~

이런 때 에는 should를 if 로 봐라

□ To 부정사 + 동사원형

□ 동사가 아닌 것들의 형태

To+V, ing, pp

□ 감정동사

scared 무서운

excited about

bored at

surprised at             +사람이면, pp

interested in            + 사물이면, ing

disappointed

satisfied/please with

□ be 동사 뒤에는 pp, ing 만 가능하다.

ex) we will not be    new other untill 

further notice.

블랭크 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ing 임.

□ 문장에서 시제를 느껴야 한다. may 가 

있다면 미래시제, 미래완료가 되려면 

by+시간, until+시간 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