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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patterns (통사행 ) 

앵에 sij ;생확한 땅하끼와 .d:.기훌 배우는 사양에꺼l 있어서.-li:갯}에셔 71-장 풍요한 얀어는 종사다. 
그배서. 01 사컨외 펀싼"'~훨윤 풍사형 (verb patterns)에 폭뻗한 추외훌 71 융였마. 이 흉사행융 

용 학좁 . .;.:~에게 챔확한 품강융 얀툴자연 동사훌 어 떻게 써 야 하는차활 가묘쳐 풍아. 

앵어홈 외국어&서 배우눈 사함용 끊장훌 유추(쨌推)뼈써 얀률혀-e 충홈훌 느?영 것이아. 예 
똥 훨어 , Please tell me the meαηing.이 냐 Pleaseshoα methe ωa:y.(칙 정 휴껴 어 앞에 깐캡 육껴 

어가 용다)와 강옹 품장황 .lt.았다::rL. 하자. 그는 이셋에셔 휴추해서 (Please explain the mean. 
ingtome. 빼씬에 ) "Plea:se explain, me the meaning.이라는 환헨 운객}융 얀훨한 갯。l 마‘ :::z.는 또 
1 intend to come. 1 propose tocome •. 1 ιant to come. 짜 감운 운장훌 황꺼냐 .lt.::rL., (1 suggest 
that 1 should come.이랴 하지 않고) 퓨추해서 "1 suggest to come파 샅운 흉렌 운강용 만환 것 
이냐‘ &1 αsked him to come .• 1told him to come. , 1 Iνa:nted him to come.‘’ 흉 흥꺼 냐 보고• (1 
prop08ed/sμ:ggested thαt he should come. 이 라 함 껏 훌) 유추해 써 "IPl‘.oposed him to come .• "1 
sugge8ted. him to come‘파 장윤 훌렌 풍짱융 만둔다.3:'.한 그는 He bega:n to talk αbout the 
matter. 7]- He began t，αlking αboμt the matter. 와 강l:'}::rL. 해 서 He stopped to taZk about the 
matter. 7]- He 8t~짜ped talking: αbout the matter. 와 찌k응 풋잇l폴j응 찰뭇 생 작한다. 

야 사건외 현싼자뚫윤 tf슐자71-련 생수폼 ~.::el .lil..::el 않.:s:.흉 몹끼 위해셔 퍼머X 해1<:'1 찌에서 
겠iii 셰이지에 캘쳐서 동사행 앨함Jl훨 생었는에1. 여 7)에는 여혜 7]-.께 동사행이 에품파 함껴l 
"'Î""흉되어 있마.:il- 풍사혐에는 [VP5). [VP6Al. [VP21) 풍외 에U:.7)- -t어 있는베， 이것운 풍사 
행 ~합lL와 사꺼i 뽑sij 풍사 추씌훌 연갤해 품아. 사켠 에#외 풍~]- 추석마마 밴l:，7} ~훌어 있에 
서 (풋야 며해깨 있훌 빼에는 여혜개획 밴l:，7)- 용어 ~아) 생꺼1 핫아함 수7]- 었 4. 
빠송';':}7]- 추껴위 홈~}행 밴l:，환 7]-,:.:1::rL. 서용풍워 풍사뺑 웰~Jli웅 웹æ.킹}는 방법훌 몇차.::el 

놓에 .lt.:xl-. 사천 얀에셔 congfatulate 의 행 환풍 하냐는 [VP14]피2.， 01 풍사는 홈사행 앨밤Jl 
풍 [VP14]외 예 품활풍 하냐쩌l 사용댄다.lt.기 : We congra:tlllated him On his success. conslder 
씌 투언째 웃sij 뺑 윤 [VP6Al다‘ 학흉.::e}는 lf.훌 벌쳐 .lt.띤 We all enjoyed the film. 쳐 험 
그 행에 맞는 예품이 햇 7]-.;.:1 냐와 있높 것훌 ‘향캠할 갯이아. 야 예품이 바[VPSA]에 있어셔 
consider 훨. 사용하얘 챔 확한 운장윷 씻 는에 .:s:.%풀 풀 것 이 마..lt.γ1 : He considered the 
problem. 

함융자7]

를연， 
위해셔 추석에 여불외 자료훌 생옹 버1 :s:.~야. 예용웅 

후씌에셔 벤l:， [VP6A.14) 따용에 있는 황사+찌i ... l 사'Ù.’‘~ ('rom)야 
야갯훌 에 종사7} αbsolve a mαn from a IIOW 쩨험 '!r 수 았용황 냐ë.}낼마，Jl께어 

accede 외 추석에는 뱉호 [VP2A， 3A)가 있::rL. 다용씌'1 - (to)7]- 있어서 이 풍사까 αiccede to α 
proposal 쳐 랩 '!r4' 있 용올 *타냈14. 

학f웅.;.:}논 。 l î\i 풍사행 f훌훌 외지 않아.:s:. l한마는 것에 유외해야 한바， 01 ìl!:- 훨사행운 갱확한 
운장풀 짓고.;.:} 하는 학춤:x}흩에께 찌캡 01 패는 자확한 창::rL. 방~이며，1l.용꺼셰익1 :s:.'Ï'",* 한 김F 
~눈 것 활이 다. 말하짜면. 0) 홈사뺑 휩윤 학밤자7} 풍사위 "r찍 어1) ì!r에 있는 얘 해 홈휴위 예 운 
환폴 렛 방j입하눈 붐뺑 씌 ;r:쐐Jl경핫 이 용하려 할 빼 :s:.용올 추는 방뱅 이 다. 

이 풍사챙 훌운 AS Hornby 까 .;.:) 응 Gμide to Patterns αnd Usage in English(휴*펴 도 때 학 
흉싼국 발행 ; 우리냐바셰서는 「훌111 英文法」이라는 이뽑..2...!iL m.文뼈에셔 웰깐)라는 쐐에 장셰 
히 다후어져 었마. 

추(鉉) : "'Jl눈 그것이 풀어있는 푸냐 풀장이 훌렌 용법입훌 7)-려킥1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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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l] 

[V'P2AJ 

[V'P2B] 

verb patterns 

。l 것응 be 풍사의 행이마. 추척 보어 j갚는 영사 • 배영사 • 행용사 • 챙용사'Ï'"(여l 훌 환변 

천치 사'Ï'")7]- 웹 추 있::rL.， 쑤사껴 ‘F씌 어 'Ï'".!E는 푸갱 사구도 행 ιr- ~4. 

ct + BE Subject 
+BE) 추껴 

1 Thisis • a book. 
(이것흘 책이아) 

2 This suitca:se is ‘ mine. 
(이 츄E케 φ1스는 내것이바) 

3 Thechild7영'nare αsleep. 

쟁}풀어 었다〕 
4 Thi8 book i8 for yoι. 

(이 책온 녁에게 추는 것 01 다) 

5 This is ’ where 1 work. 
(여 71 차 내가 얼하는 꿋이마) 

예 비 의 there/it 와 함쩨 4ε는 i눴1썽 이 있 다

The:r:e/Jt + BE 
(The:r:e/lt + BE) 

1 There ωa8 

(않윤 궁풍이 없었아) 
2 1t wa8 in 

(어 가는 

3 1t was ‘ 
(‘슐써가 

a large Cl‘owd. 

to go further. 

아갯용 .lt.어없φl à!::이는 흉사월의 *성 01 마. 이랫 용사훈 완천 ;t}풍λ}라고 -+훌따. ιF 

씩어우한 있% 추 었..2..ι+ 휴 있어야 하늄 것옹 아니아. 

unrcst 
시 7) 까 

예 \11 외 there/it 와 함께 8논 뻗행 이 

V! 

1 There followed a long period of political unresι 
(..2.해 ;성 .:'<1 책 뿔안sij ~l 치카 해 αHJ:4) 

2 1tdoesη 't ma:tter wheth녕r we stannow or later. 
(우리가 치급 합뺨하환 합께 콸딴하운탔 상판없다) 

Thαt.챙01 seem, αppea:r， hα:ppen， cha:ncl.l,.t'ollow 다융에 있 옳 수 있 4. 

1 1t sel.lmed (thαt)theàαy ωoμld never end. 
(.:::z. 앞용 챔5l:. 팝나치 않풀 것 얀 강았다) 

2 lt so chanced/h짜끼pened (that) ωe were out when she cαlled. 
(.:::z.벼가 1광옮했울 빼 우려는 아챔 외출풍。l 었아) 

3 It docsn 't follow • (that) they are husband andwife. 
(.:::z.환야 한도시 쑤쑤라고는 항 추 없4) 

01 t썽 sij 풍사줍운 꺼려 • 기간 • 우거l' 에용 짜해의 쑤사켜 수쇠어구와 함께 쓰인마. 

for 는 꺼 려 와 71 간외 4판사쭈 앞에 냐용 수 있다. 간?셉 4후책 에 7]- COSι la:st, take (r웬 
1L~ 하다」외 풋) 해에 나울 수 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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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치사눈 thαt-청 앞에셔 생략꾀어 [VP91와 장용 
He insisted 0 71. his in.nocence. [VP3Al 
(.:::z.늪 짜기외 」윤혜 환 추장했4) 
He in.sisted that he was inn.ocent. 
(그는 자커 카 우혜 하고 추걱}했다) 
He declαred that he ωas innocent. [VP9J 
(그는 자71 가 우쐐라고 진슐했따) 

믹&약 꺼d .ì<1 사외 ;후씌어까 종휴 외폼옮01 거냐 5ξ논 r것치사+itp} 앞서는 쭈품이 사용 

verb'patterns v8r:'b " patter:ns 

(+려는 5마웰옳 곁었다) 
2 The meeting Zasted (for) two kou.rs. 

(.:::z. 펴외논 2시간 께휴쨌4) 
3 The book cost (me) ;El.20‘ 

(그 쩌 옳 사는빼 l파옹.5. 20헨스 촬었야) 
4 This box weighs fi l.lè kilos. 

(이 장~}는 무께 가 5켈효 냐간마) 

[vp3Bl 

[VP3BJ 

Cf 

천~l사가 i 

‘n. 

u.p withyou. 

0 71. for midnight. 

(저혜 7} !) 
2 Please come 
에서 활에..2..-t1 ..2.) 

3 1’'ll sooncαtch 
(팔 너활 해짜라 7'1-겠마) 

4 It's getting 
(;.>:t갱 이 가짜와치고 있마) 

5 It looks 
(배가 옮갯 감아) 

πP양c] 

like rain/，αs if it were going to rain. 

πP2D] 

1 1 agree 
(그것이 첼핫이었아농 베어l 

2 You mu.st see (to 씨 that this sort of thing never κcu.rs α:gam. 

(너늪 01 련 행이 따λ1 늠 행셔나지 않도i혹 해야 랐다) ’ 

3 1 hesitated αbou.t) whether tQ αccept yQu.r offer. 
(냐눈 i세외 껴l 얀올 방o}황앤까 향77]- 망생였아) 

4 Ha.ve you. decided (u.pon) where yoμ will go for you.r holid.α:ys? 
(너농1휴7}에 어려 j같 얀눈;<1 챙청했느냐〕 

5 Don't worry (about) how the money was lost. 
(어뱅께 해써 온01 없어졌눈7}옳 고언하;.:1 뱉아) 

xχXl 

앓뺑뼈훌빼 

이 행 에서 는 종사 해에 4싹척 Sξ는 챙J.4Sl to-쑤챙 사가 용다， 

Subject + vi , to.infìnitive 
(추어 +;tH풍사 (to-쑤갱 사) 

1 West야ψed to rest/to have a rest니 
(우려는 쉬려고 영추었다) 

2 How did you. come to kπowher? 
(어뱅케 그녀훌 알게 찍었는7r) 

3 Will he live to be πinety? 
(그7r 9(}쌀차;.:1 잘까요) 

[VP4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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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α millionαire. 

。l 행외 풍사흩옹 행용사 • 맹사카 해하루꺼냐， 채귀 풍사와 ;생우에논 배명사가 해따 

훌4. 이 뺑 .!?.，j응 씌스。l 는 않용 풍자훌 중어I become, come, get 짜위 와 끼 용(훌훌~) 풍 
사“nchoative vel'b; 용싹외 개시홈 냐Et내는 풍사)활파 smell, taste, feel 따해외 강 
ZH강샤얘핫이 있 마. 

Su비ect + vi adjective/noun/pronoun 
(추어 +차종사행 용샤/영사/빼 영 사) 

1 Her dreams have come true. 
(그녀의 꿈옹 뻔철화되 었싹) 

2 Thefirehαs burnt low. 
(뽑아 약해졌싹) 

3 She married 
(.:::z.l예는 짧어서 첼혼했다) 

4 Hedied 
(그는 빼만장짜로 쭉었마) 

5 Later he became αn αcrobat. 

(후에 그는 팍예 사7} 혜었4) 

6 Yo“'re not lookiη.g yoμrself. 

’ (안색이‘ 좋져 않푸냐) 

al 행에서 셔슐척 수씩어푸는 뻔채 훈사다. 

Subject + vi \ pl'esent participle 
(쭈어 +::>:]-동사) ‘ (현재 훌사) 

1 She lay ‘ smili’‘g αtme. 
(그녀는 쭈해서 냐쩨케 "1소짓고 있었야) 

2 Do yoμ like to 80 . danc센:g? 
(향추려 7}윤 것 옳 좋아하생 녀 까) 

[VP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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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patterns 

4 Someone has cαlZed to see yOtι 
(4'-'lt7r 너 환 만나허 왔따) 

πP4B] +챔사윤 품우}챙(co-ordinatβ clause)에 장당함 추 있다. 

옛 

3 Electronic music hαs clearZy com앙 tost따’· 
(천자 융악용 환영헤 ;생짜했다) 

4 He looked round to see the door slowly oþening. 
환아.li!..니 웅。1 -"l}il:i\"l 옐 려 ,::il. 았 었 다) 

(VP4Cl +청사 추씩써구는. (vp3Al후 천;1]사와 함께 &이는 햇맺 통사흘 해에셔 션안다. 
Don ’'t trouble/ bother about thαt‘ 
(.:z. 엔에 배해서 쳐챙하~] 뱉아) 
Don't troublelbother to meet me. 
(냐행 얀냐혀 ,::il. 애 쏘;>:] 마시 ..2..) 

Subject + lJi 
(추어+자풍사) (to-+정사) 

1 She hesitated 
(그내는 누구에게냐 말하71환 

2 Shetμas longing to see her family again. 
(그녀는 가쭉훌 따시 "l-냐끼흉 깐망하고 있었다) 

3 He agreed to come at once. 
(.:z.는 팝 ..2..겠아파 동.9j했따) 

[VP4D] 동사 seem 과 αppear 가 이 행 에 &안다， 얀약 쑤쟁 사가 보어 ~서 의 뺑 용사냐 영 사 
~ ιF만하눈 be 연 to be는 생약했 수 있ι+<단， .:z. ~생용사가 [VP4El 에서처렵 셔술 
쩌~.R:. 사용외지 않흉 ?성우에 한한다)‘ 

XXXll 

Subject 十 SEEM/ APPEAR (to be) + adjective/noun 
(추어 + SEEM/APPEAR) ((to be)+형용사/탱사) 

1 He seemed (to be) surprised ,at the ，neωs. 

(.:1.놓 二L 소식 항 흘，::il. 놓싼 것 장았다) 
2 This seems (to be) a serious mαtter. 
(이것운 중헤한 품꺼l 안 것 갚다) 

3 1 seem (to be) unable to enjoy myself. 
(나는 쏠강 수 없올 것 강다) 

추어차 쑤청사·풍영사 :E.윤 청앨 혜에는 예닝1 외 it와 함께 쏘는 이 형외 ‘션*썽이 았 
다. 

It + SEEM/ APPEAR adjective/noun Subject 
(형용사/영 사쭈어 ) 

1 It seemed reasonable ‘ totryagaiη， 

(아시 해훌논 것이 합당한 것 장s.{따) , 

2 1t seems a pity to wαste αII thatfood. 
(져 쇠량올 ~푸 1한1 하다니 애석한 l:::.썽이 릎아) 

3 1t doesn 't seem much use ‘ 'goingon. 
(케 4양한다는 것윤 빼효 소용이 없올 것 갇아) 

verbpatterns 

thattνe’ II αrrìlJe 071 time. 

(vp4El 

4 Wechαnced to meet in the pαrk. 
(추며는 우연히 만않다) 

5 There seems to have been some mistake. 
(어멘 환풋이 있었헌 것 강따) 

(vp4F] be 왜 챔 쟁 C:ïË形)윤 잦차치 뭇황 천하7] 휘하여 to-푸챙 사와 함쩨 쏘안다. c::> be4(3) 

[VP5] 

Subject + BE 
(추어 +BE) 

to-inñnitive 
(to-+챔사) 

1 We are to be married in May. 
(4-려는 5핸에 캠혼하71~ 패어있다) 

2 At what time am 1 
(몇시에 와야 하는가) 

3 How αm1 

(어앵게 뱃융 갚아야 

tocome? 

top따’ my debts? 

이 행 에 서 3;.풍사 또는 밴책 ;성 홍사(anomalous finite)안 will/would, shall/should, 

can/could, must, dαre， need 따용에 는 (to 차 없는) 햇형 부쟁 사7} 운다‘ had better, 

rather, would sooner 와 강온 구가 0] 챙 에 aξ안4. 

Subject + anomalous finite inñnitive 
(추어+연쩌 청동사(J츄쟁사) 

1 Youmay leave now. 
(이제 때냐도 좋따) 

2 You needn't wαit‘ 
(71 다힐 필요가 없다) 

3 You ’II find it in that box. 
(그것운 저 상자 짜에 있율1 것이다) 

4 1didn ’~ dare tell αnyone. 
(강히 아우에 꺼]~ 뱉하치 윷했따) 

5 You ’'d better stαrt atonce‘ 

(뽕 흉딴하눈 것이 좋겠다) 

[VP6A] 이 행의 종사풍응 맹사나 해명사훌 씌캡‘ 쭉쩍어후 해한다. 수향배후외 천환도 가농 

하다. 

Subject +lJt 
(추어+따풍사) 

noun/pronoun 
(영사/해명사) 

1 Did you enjoy the film? 
(二L 영화좁 채 "1 있게 .}!았느냐) 

2 Weallhad α goodtime. 
(추려는 오푸 장 놓았다) 

XXXUI. 



verb' patterns 

her. 

책 2셉 4후껴에후 휘하.::a:l 만 

풋하눈 hαve는 이 행에 

4홈홈 4강껴 애 (cognate 0비ect}환 수만하는 흉사7r 이 행 융 짜흩마.↓ 

green eyes. 

3 Hcαve you. hurt you.rself? 
(마쳤느냐) 

her thanks. 
이소뽑 ~1어 강사의 웃융 lf..했다) 

5 H강 dreamed aveη'odddream. 
(그는 배쭈 야생한 꿈웅 :;'-~4) 

R깨6Cl 01 행에서 쭉썩어한 동명사.:iZ. to-+갱사호 바;r-어 놓활 수 없4. 

활긴마) 
2 Haveyot‘ finished talking? 

(이야71 환 아 마쳤느냐) 

being spoken to 50 rudely. 
뱉융 융어서 화가 '1Ì다) 

[VP6D] 이 뺑에서 홉썩 어 눈 풍명 사다. 이 것흘 to-￥정 사포 바꾸어 놓활 수 있다. likeswim. 
mi쐐 ;sq.. like to swim 외 차이 에 판쐐 서 눈 Guide tO" Pattel‘ns and Usage 어1 있는 
πP6D]외 「추외 」뿜 ..!!파， 

Subject + vt gerund 
(추어 +타동사) ’ ‘ (풍맹 사) 

1 She loves going to the cinema. 
(::1.녀 는 영화..!!려 자치 짧 좋아맴다) 

2 1’II continue working while my health i5 good. 
(나는 건강이 좋응 r 동안운r 뱉활 체 4누하겠마) 

3 He began talking about his clever childreη， 

(.:L:는 ::::L의 영려한 아이흘 이야71짧 시싹했다) 

πP6E] need, want(= need)와 won'tlwou.ldn ’t bear 다융에 서 뚱맹 사는 수황래 쑤청 사에 장 
땅한아， 

XXX1V 

Subject + NEED/WANT/BEAR gerund 
(주에 + NEED/WANT/BEAR) 풍영 사) 

1 He ’'ll need looking αfter (= to be looked after). 
(그는 ..!!짱s예햄 사함이 옛.A:할 것 이 다) 

2 Myshoes ωαnt mending (응 to be mende이. 
(내 우두논 수신해야겠아) 

3 His language ωouldn’'t bear ξpeating (= v때s too bad to be repeated). 
(그의 안운 4~1 업에 당지 풋할얀한 것이었아) 

verb patterns 

(VP7Al 이 행에셔 풍사외 폭책 에 한 to.J한챙사아. (강옹 에뚫.2...5!.8:야는 짜땅사에 판해서 는 

..!!바‘) 

nottosee me‘ 

to climb Mount Everest. 
풍한윷 3예 앙171 때 /확챔 하고 있아) 

4 1 forgotlremembered to post yψu.r Zetters. 
(너왜 현지환 j휴천4는 껏용 양었다/생착해냈마) 

[Vl?7B] 01 행에서 ought와 hαve 의 경행응 왜 문훨 나타냈다. 구어체에서 눈 hαve got to 

7r 1wve to 보다 며 ~한척 이 마. 

1 Do you often have to work overtime? 
(너는 자추 시간외 ~우훌 쐐야 하느냐) 

2 Yoμ don 't have to Zeave yet, do :you.? 
(아칙 빼 나처 않아s.. 혜 쨌.::a:l) 

3 Youought “ not to waste your mone:Y there. 
(::1.꿋에서 톨올 '<:l-닝1왜서는 얀핸다) 

[VP81 01 챙에셔 풍사의 확썩에는 외풍 얘명사 .!f.는 (why , whether훌 제외한) 외끊 푸사 

:31., to.쑤챙사7} 하푼아. 

Subject + vt f.o.피1ìnitive 

(주에+òCH웅사) 

1 Doyoukη~owlsee how to do it? 
(::1.갯 올 하는 '\}뼈 올 아.!.;:.냐) 

2 1 couldn 't d닝cïde what to do next. 
(다옵에 무엇올 빼야 한지 챙쟁할 수차 없었따) ‘ 

3 1’ve discoν'ered where to find him,. 
(어이 가연 ::::L짧 핫올 수 있늪지 얄아냈따) 

4 You mU8t leαrn when to give αdvice αnd when to be 5ilent. 
(빵그1환 해야 함 예와 쌍.::<}5'l. 있어야 할 혜황 밭아야 한다) 

[VP9] 동사외 륙썩어는 that‘챔야마• thαt 는 어 척씩차란 동사(decide， inteηd 하쩌)와 해 

。1 외는 휴히 생양훨따， 

Subject + vt 
(추어+1:.]-종사) (thαt-청) 

1 1 suppose yoμ’II be leaving 800n. 
(에가 짱 혜나려라고 생짜하고 있다) 

2 1 wish you wou.ldn’'t interrμ:pt. 
(에차 방해하치 않치훨 llHl:4) 

3 Do you think it'll rain? 
(비 가 ￡려 와:;r. 생 각하뇨냐) 

4 The ωorker8 deCided that they wou.ld go on ,strike. 
(그 노동자촬윤 짜엽하기훌 캘;생했아) 

5. We intended thαt John should be invited. 
(우리는 혼올 ￡래할 4:갱이었4) 

X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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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patterns 

댄Pl이 

1 Does αnyoneknow 
(.::2.것이 어행꺼1 일써냈는;tl o}는 

2 Come and see μha.tI've done! 
〔와서 내 7} 해놓운 것활 보아하) 

3 Iwonder whetherlifhe’llcome. 
(.::2.가 훤는치 .!i!.흘겠다) 

4 why 1 was late. 
내 7} ;>:1 착한 01유용 활었아) 

πPl1] 명 .<} ::æ.는 배 명 사와 that.청이 동사흉 짜흘4‘ 

Subject + vt noun/pronoun 
(추어 +타풍사영 사/해 앵 사 (that.청) 

us 
(.::2.췄 장이 옐융판야하고 우려에께 껴고해 추었다) 

2 1 con~inced the policeman that 1 wαS innocent. 
(내 7r 쭈쐐하는 껏훈 ;성찬판에께 냥휴시겠다) 

3 Wesαtisfied ourselves thαt the plan would work. 
(짜리논 .::2. 꺼!~ol 생용하려하고 확신뼈마) 

[VP12A] 간;생 4양썩 어 (r갔 • 욕J~호 생 확 ; indirect object 10)와 껴 챔 몹썩 어 (r칙 • 휴J.2.. 

..5!. 생 양 ; direct object = DO) 가 홍~ ... }황 짜푼아. 간캡 4뚜척 에 논 [VP13A) 에 서 쳐 랩 
to와 함께 깅ε{잠 껴램1 사 4후2예 어 에 상당한다. 

10 
(간 • 휴껴 • "양) 

yourcar? 

2 HedoesTl ’towe me ‘ ‘ anything~ 
(.::2.판 나에게 아우것5:. 뺏젓 것이 었다) 

3 He denied/ grudged her 
(그는 그벼에게 무엇이 흔치 거철하치/아까와하지 

[VP12B] 01 행에서 칸정 쭉쳐어는 [VP13B] 에서쩨랩 for와 함께 쏘는 천:;，<1 사 확썩에에 상당 

Subject + 야 10 DO 
(추에 +타동사깐 • 퓨껴 • 육) 

1 She made herself α new dress. 
(.::2.벼늠 자71 외 써옷월 치었다) 

2 Willyoμ do η?e afavour? 
(한 카지 쑤짝융 황에추시 겠용녀 껴) 

3 Shecδoked her husband some saus행'e8. 

(.::2.\셰눈 당연에게 소시치훌 C형마깐 요려해추었아) 

πP12C) 이 행 의 풍사는 홈처 렴 ￡는 경!i!.. [VP13] .2..웅 천환할 @한 없다‘ 간캡 육-썩 에 • 칙 정 

4후척 어 외 폼휴는 &ξ0]치 않는다. 

Subject + vt 
(주에+바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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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n/pronoun 
(명사/얘뱅사) 

noun/pronoun 
(명사/혜영사) 

verb patteros 

1 Ask him hisnαme. 
(.::2.에 게 0] 풍휩 훌에 .!L아하) 

2 your fine garden. 

3 He struck the door a 'heavy blow‘ 
(.::2.는 운황 한뻐 셰께 ~4) 

[VP13A] 이 

..5!. 

4양쩍 어 • 찌i :;'ël 사 to. 천:;，<1 사외 J후책 어 자 동사훌 짜훌바. [VP12A] 

to + noun/pronoun 
(to+뱅사/배영사) 

1 She told the news to everyone in the vìllage. 
(.::2.벼는 .::2. 소식융 온 "'r환 사합에게 천했4) 

2 He sold his old car to one of hisneighbours‘ 

(.::2.윤 .::2.외 풍파나차용 한 이 풋 사함에께 황았다) 

3 I'vesent tQevetγ'.one in my family. 
(냐눈 7}쭉 !L우에 게 

πP13Bl 이 뺑에셔 천:;，<1 사는 for 아. [VP12B)용 켠환향 수 있다. 

[VP14] 

DO 
(찌 ·육) 

She made a new'dress 
(그녀는 양에게 새 윗옳 지어 추었‘아) 

2 Will you do a favour for a frien찌 ofmine? 
(나외 첫T활 위해 」휴싹 하냐 줍에추시겠.2.) 

3 Canyoucαsh this cheque for me? 
(이 수Jf.훈 나에게 현쯤.2...5!. 바'f-어쏠 수 았쨌나) 

01 행에서닫좁사 해어l 찍캡 육책어와 것:;，<1 사 그랜표갤센사외 4후책어가 운얀. 01 
행온 [VP13A]와 [VP13Bl처험 [VP12] ..5!. 혜환행 수 없바. [VP13A] 'Ù ‘Give some. 
thing to 8omebody’ 는 [VP12A]'Ù ‘Give somebody something’ ￡훌 천환행 수 있 
다. ‘Explain something to somebody' 는 ‘*Eχplain somebody something' .2..i같 깨i 
환할 수 없아" 

천치사눈 풍사에 연챔혜어 았어셔 ‘cong:ratulate somebody 0 71. something’, ‘com. 
pare one thing tolωith another' 처 험 합쩨 익 혀 야 한아..::2.려 냐 [VP15] 에 셔 의 천 
치 사구는 1‘put something on/under the table, in the drawer’ 쳐 랩 앞;생 하치 않아. 

Subject + vt DO prep 
(추어 +아풍사씩 • 휴) (천치사) 

1 We congråtulated him o.η 

(4 .. 려논 .::2.외 2생풍올 혹하했아) 
2 Compare the copy with 
(사훌융 월본짜 비 교하여하) 

3 He compared the heart ‘ to 
(그는 ι입장올 S엉표에 111 휴하였아) 

4 1 explained mý dilficulty to 
(냐는 그에게 냐외 어썩용훌 첼t청했아) 

noun 
(영사) 

his success. 

the originαl. 

αpump. 

him. 

뺀1생 01 있올 수 있다. 만약 찌꺼셉 4후2예에카 쳤연 것씌사구7r 그. 앞에 융 수 있다. 쑤 

갱사구냐 첼01 있올 빼에는 예 "1 외 it 훌 사용한 추 었마. 

Subject + vt prep + nowi DO 
〔추어+따동사) (천쳐사+영사) (칙 • 육r) 

XXX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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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patterns 

1 Iexplαined tohim 

〔내굉장 .::z.외 ..a..:I\l i￥ 황어 촬 추 
2 1 mUst leave it 

비교: 

the impossibilitj’ ofgranting 
his request. 

:::z.어1 깨1 설명했다) 
todeci，깅e whether you should 
offer your 1'IiIsi，명iαtion. 

챙?생하농 월4한 떼 짜씌l~셰 뺑얀어l 

toyou. 

πP15Al (VP15]에써는 칙챔 폭껴어 해에 장소 • 치자· 꺼떠 야해왜 j츄사유'"7} .l(l.수썩」ζ홉 '4 

푼다. [VP6]안 ‘1 read the'book’늄 싼껴i한 경용쌍61 치 만 ‘*Iput the book' 눈 싼쩌한 
앤운쌍6) 아니 마. put는 ‘1 put the book downl'αωα:Ylon the shelf’ 쳐 험 수식 셔 우훨 ~ 
..a.혹 한따. (VP15A]훌 훌시훤 풍사환파 함께 좌는 」츄사구논 천치사T며， 앞챙 :'<J 않 

I:VP15B] 

XXXV1ll 

4 ((VP14)와는 

(:=z. 아이에게 머혀활 차창밖.2..~ 내밸.>:11흉라스R페 
라) 

2 The secretary showed me tothedηor끼n.tot，μe reception 
room. 

(ζ1. "1 서 는 냐용쩔 품/용;셉 생3L 안배했마) 
3 Please put these pa，양rs 0 1'1 that deskjin thαt βlejin 

mybriefcαse. 

에 서뽑행 져 책상 ￥}에 놓아하/져 서휴청에 찢o}라/내 ‘서뺨71-땅에 명어하) 

뺨사쩌 함변화λ}7} 강!:.'Ù'4.‘ 2예갱 4후척어 iJ- 안정배영사앞 혜에쓴 쭈사껴 

환변화사가 해 학릎다. 찍?셉 휴썩 어 71- 명 사냐 명 사T일 빼어1 는 쭈사썩 환i옐화사71- 귀 

.!f.논 앞에 .2..체 핏다， 안양 칙 정 4후척 어 7} 켈변 쑤사척 월앤짜사는i 혼허 앞에 완약. 

Subject' + vt DO 
(주어+타동사칙 • 휴) 

1 Take themj your shoes 
(그껏 환/너외 씩l훌 뱃어라) 

2 Don’t throw itjthat old hαt 
(二L껏/쳐 낡용 ，li!.자짧 버려.:>:) 얄아) 

3 Didyou wind itjthe clock 
(그.것 /:=z. 시계외 째엽황 캉았는7}) 

Subject + vt .. adverbial paX'tiCIe 
(추어 +따홍사 (J휴사책 1 환변화사) 

adverbia1 particle 
P/ .. 사켜 뽕、션화사) 

off. 

αμIα，y. , 

up? 

DO 
(칙 ·흡) 

1 Lock /.i.P' “·‘ / αllyourvαluables. 
(너왜 요흘 귀종홈어l 자풀쐐훌 채쩌랴) 

2:-. Shegave αωαy 

(:::z.녀는 그녀외 .s;，흔 ~*올 추어빼었아〉 
3 Don ’'t (orget to switch off 

(아때흉 ~윤 방의 훨옳 iz.는 것훌 잊지 말아) 

αU her oldclothes. 

the lights in αlltherooms 
dOωnst，αirs. 

(VPl6Al 
vg’ ‘’ l ’‘”“‘ ...... -

80 as to 훌 
한따. 

to buy some fruit. [VP17] 

(VP16AJ 에서 부‘;성사는 4후책 또는 ~.s:.~.'l!파sl 혜J생사마. (VP17] 에서는 쑤챙사는 

씩정 4후책어의 한 부환01 마. 

to let. the cαtout. 

me &0 do all the dirty work. 
꽃윤 앨훈 ..5'..우 i써꺼l 당꼈다) 

[VP16B] 척챔 육껴어 해에 as 냐 like3강 이뿔허윤 영사 또한 αs if냐 as though 써 이뭘려는 
챙이 용다. 

Subject + vt 

(뚜어+다황사) 

1 1 can't see 
(내 가 츄뺑 7} 71-수가 

2 Herpαrents spoilt her as α child. 
(.::z.녀의 양진운 그1셰짧 아이쩨렵 버훗없꺼1 경렸다) 

3 Hecαrries himself like a soldier. 
(.:1..환 군안처뱀 행풍한다) 

4 You musn ’'t treat yòur wife as ifshe cνere a servant. 
~ 하안처업 다j휴어서는 얀흰나) 

(VP17] 이 행에서는 풍사 ￥l 에 명사 또는 배영사 그러고 to-.Jf-챙사iJ-、 4앉아. 앵사/빼명사+ 
to-쑤갱 사는 동사외 육·썩어다. 

Subject + vt 
(주어+타풍사) 

1 He likes his 
〈그는 아내가 J화혀하게 업는 

2 They wαrned us not to be late. 
ç:::r..뜰온 우려 에 꺼} 지 각하.:>:] 양하그Z 챙 sl.했다) 

3 Doyou wαntjμIÏsι me to stay? 
(너는 내 7r 해우g치햇 

(VP18A] 야 형에서 동사는 염사나 해명사 ζ1려고 했뺑 쑤쟁사와 함쩨 ￡안마풍사는 융체척 

안 치 7.f 싹용용 냐타낸아. 이 련 풍사윤 (VP19] 호.5:.à!-.안야. [VP18] 옹 짧\l- 환풍융 
냐-e+내그z. [VPl9J 는 격l행충'ù 환녁흥윷 냐타벤다. 

Subject + vt . nounjpronoun 
(추어 +마흉사영 사/배 명 사) 

infinitive 
({-챙사) 

1 Did you seejηotice anyone leave ,the house? 
(누궁가7r :::z. 집에셔 냐카논/첫↑황 .!i!.았윤7}) 

XXXlX 



verb patterns 

2 We felt the house 
(챔이 홈뜰리는 것휩 느썼마) 

3 Ionce heard her 
(냐논 .::z.벼가 o}이아 액활 

(제뱉 냐월 

Subject + vt 
(추어+타풍사) 

1 Whatmakes 
(우엇 혜운어1 .::z.웹 께 

2 ‘ Let 
(냐훈 차께 해마..2..) 

me 

shake. 

이 뺑에서 좌익l다.m뼈e와 

allow/permit 흉 l!l .iïl.하바. 

go. [VP18B) 

to go. [VP17] 

infinitive 

think So? 

go! 

3 I've never krwwn him behαve 80 bαdly before. 
(냐는 .::z.카 .::z.행 게 햇혜 께 챔 풍하는 촬윤 "1 쩌 {월!ù"아) 

[VP18C] hαve 가 wish, experience, cause 의 훗뻐 해에 이 행에서 &안다. 

Subject + HA VE noun/pronoun infinitive 
(쭈어 +HAVE) 영 사/혜 영 사(..!휴정 사) 

1 Whα:t would you have me do? 
(배 가 우엇 융 하71 환 II}라느냐) 

2 Have the visitors shown in. please. 
(환념 를올 얀~~ 양내해 추세요) 

3 1 had a frightening thiη9 hαppeη to me yesterday. 
(어제 냐에꺼l 우셔운 웰이 앨어쌀다) 

4 We often hαve ι our frieηds visit us on Sundα:ys. 
(4-려는 자추 씬쭈휠。1 웰..e..옆에 +~뽑 땅폼하께 한약) 

[VP19A] 풍사 해에 영사냐 때영사 .::z.려고 협채 훈사7} ~갔다， 풍사흩윤 휴쩨책 찌;q. 싹용% 

αP18AJ~ &ξ이 는 것 훨야다， 

Subject + vt noun/pronoun 
(추어 +타풍사영 사/해 영 사) 

1 Can you smell somethiηg 

(푸엇안가 <.]-눈 냉새 7} 나느냐) 

present particìple 
(현채 훈사) 

burning? 

2 She could feel her heart beating ωildly. 

(.:::L녀눈 심장이 좁시 S에논 껏활 .=.깐 수 있었약) 

3 Ðid you notice anyone standing at the g，αte? 

(누궁7} 옳밖에 서 있는 갯 올 .>L았는7]-) 

4 Didn ’'tyou heα me knocking? 
(내 7]- 풍 우.:s려끓 ::t.려짧 듭지 뭇했느냐) 

[VP19B1 이 행용 확쩨척 치착 작용올 냐하내치 않는 햇몇 동사룹에 #앤하. 

Subject + vt noun/pronoun present participle 
(쭈어 +타동사영 사/배 영 사뺀채 환사) 

1 1 found John working at his desk. 
(나용 혼이 二l외 책 장에 셔 용」완하는 것 올 .>L었다) 

2' They'left 'me wαitingoμtside. 

(.:::L활용 냐용 밖에서 커다려게 행t:l.、 

πP19C) 

3 Thisset me 

ver.b , patterns 
thinking. 

(이갯이 나훌훌 생각에 갯}71 께 했다) 
4 Pleαse stαrt theclock 

(시 깨1 월한 가꺼1 해 추써11 ..e..) 

5 Hesoonhαd 

1 Ican’t 
(냐는 그가 ::::L랩께 

2 Canyou in 
(너높내가 

3 Does t} 
(이것이 

80mg,‘ 

1αughing. 

4 1 can 't remember my pαrents/their ever being unkind to me. 
(냐윤 양천/.:::L플야 내개 월천썰하게 배한 웰01 있었는.:<1 치얘 안냈하) 

5 1 admire Tom(’'s)/him/his standing hisground. 
캄한함아) 

"A 
3월 

[VP2이 이 뺑에서는 풍사 해에 영사나 배영사， (ωhy흉 제외싼) 왜품 쑤사냐 의품 때명사 
그려고 tψ-부L챔사가 싹윤다， 이 행운 [VP12A]와 비교댔 수 있다. 

Tcll me your name. [VPl2A1 
(이강훌 말해라) 
Tell me what to cαII you. [VP20] 

(너광 우에 라고 ~료는지 

+ vt 

1 1 showed thcm 
(냐는 二L것헨 하는 i앙뱅융 그윷어1 게 보셔추었4) 

2 Tell him where to put iι 
(.:::L에게 그것올 어뎌에 놓아야 하눈치 행려추어짜) 

3 Ask yoμr teacher how to pro1J.ounce the word. 
(너외 선생닝에께 그 얀어짧 어뺑께 뱉융하높;:'1 여 'T써 .l!아라) 

[VP21]l 행용 [VP20]파 "1 슷하아. 외 품썩이 영 사나 대 영 사훨 α+~짙다. 

+ vt noun/pronoun interrogative clause 
+타풍사염사/해명사외품챔) 

1 Tell me whαt your netme is. 
(너 의 이 운동이 우엇안지 말해 다..2..) 

2 Ask him whel、ehe， pμtit‘
(그껏융 어 때에 놓았논.:<1 .:::L'에게 활어 보아라) 

3 Show me whαt ， you' .. have in your 
pockets. 

(녀외 쭈벼녀에 푸엇이 있는지 .>L썩마요) 

[땐221 칙정 쭉썩어 해에 캠파냐 앙뱅올 냐하내는 행용사가 딱흘약. 

Subiect + vt DO ‘ adjective 
(추셔 +따종사칙 • 몹뺑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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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Patterns 

1 Wepaiηted " the ceiling greeη. 

(우려는 천창융 용색 0'응 첼했짜) 
2 The sun keeps us warm‘ 

(해는 우헤훌 짝훗하게 쐐줌다) 
3 The 1JZud made walking di流j핸7icωult. 

(진창 빼짧에 걷 71 가 엠좋었다) 

πP23) 칙캡 욕쩌 어 해 에 (쩍쩍 ~에 안) 맹 사7} 짝환양， -‘ , ‘ r ’‘/、
/ 

Subject + ,vt, DO noun 
(추써 +타풍사쩌 • 휴명 사) 

.‘--
1 They made Newton President of the Royal Society. 

(.:t률운 뉴헌올 익용쪽 학좋판장..5l.J강 추대했아) 

2 They named the baby Richαrd. 

(그윤흘 아커훌 려쳐도랴Jl. 이줍.>:1 였다) 

3 They usuαllyóûl him Dick. 
(.:t환윤 그짧 향용 혀 이 하Jl. 부환마) 

[VP24A) 찍정 휴척어 위에 파꺼 불사가 용마. 

S1.1bject + vt DQ 
(추어 +따동사칙 • 육) 

1 Yoμ mμstmake yoμr views 
(너환 너외 천쐐환 알려야 한아) 

past pa~ticiple ‘ 
(파거 운사) 

known. 

2 mαve you ever heard this opera μnginltαliαη? 

(이 요쩨라카 01 앞혜아향풍 환려는 것융 흉운 썩이 있느냐) 
3 We want 'thework fìnished by Saturday. 
(우려늪 .:t 앨이 풍요웰까지 쯤냐기뽕 바란아) 

[VP24B] 야 챙에서는 have 카 (1 , 2 벤에서처협) 폼장의 쭈어가 갱험하거냐 땅하는 것， 또는 

(3 언에서처랩) 소휴한 것용 나타내 71 위해셔 갓ξ인다. 

: 카 Subject' + HA VE DO past participle 
(추어 +HAVE) ’(칙 • 쪽파꺼 냉동λ}) 

‘ 1 KìngChαrles had his head cut off. 
(장2ξ짱응 창‘휴양했다) 

21ψe recentlyhαd my a，뺑endìx removed; 
(나는 쩌풍에 뽕양 좁치훌 셰껴했따) 

3Th엉ihave ' scαrceljaπy money saved for their old α:ge. 
(.:t활용 ，!.;.l효융 위해 져혹한 혼01 거외 없다) 

[VP24C) 야 형에셔는 hαve짜 get 7} caùse tobe (，혜께 하다)의 훗요혹 좌안따. 

Subject + HA VE/GET, DO past participle 
(추어 +HAVE/GET) ，(칙 • 쭉파거 폴사) 

1 α'l1i we have/ get the programme changed? 
(그 체획용 뻔갱시캘 수 었융까) 

2 PZeαse have/ get these Zetters trans1，αtediπtoEngli8h. 

(01 뺨치용 C갱어 j강 앤역해 추세요) 

31’lz.Jiè.vel get the matter 8een~. 

(내카 ::L 품제환 쳐혜하겠다) 

πP25) 칙정 휴쳐어 위에 to be(혼헤 생략웹)와 행용사 .s:.환 맹사가 짜혼4. 회#}체 영에에 
셔 는 “haι철짜 항쩨 걱스논) [γP9]7} 바양찍 하따. ‘ 

S1，I비ect +vt QOω be)+ ,adjective/noun 
i추어 +바종사쩌 • 욕) ‘ ((~M+행 용사/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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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patterns 

1 Most peop1e consìdeγed him (to be) innocent. 
(애 아수외 사합환용 그7} 우혜하고 간추했아) 

2 They αU~ ~p~ ~~~ωise. 
(그황운 오푸 그 계훌1 01 현명 ~1 풋하아고 느꼈아) 

3 I've alwαysfiωnd" Jonαthan friend1Ylagood friend. 
(2ξ나산용 언체 냐 좋용 천츄였아) 

mn.71.' (to be) i7l.nocentu1itìl he i8 
4 1n Britain wepresume a mal‘ 

proved guilty. 

(우려 영쭉에서는 사항01 유혀포 충맹훨 빼까치는 그훌 우혜~ 자주한4) 

위 1언에 배 해 서 는 Most people consider that he ωα8inπocent. πP9]가 어 혼히 스ξ 
안다. 명사 해신에 쳤 ·쑤청 λ} 라위차 있옆 예>11펀 it 차 쐐바. 
Cf Doyolι c07l.8ider 10ng hαir for men stra7l.gef 

(，냥성율에케눈 끽i 벼허가 어좋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 der ’ t 8tra7l.ge for men to let their hair _grow.1o..nl[ ~ 

않경찮$펴려활 챙체 치료는 것용 에웹치 않는아파 생각하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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