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로 적중 해커스 중학영문법 3학년

핵심만 담았다!

문법 암기리스트

CHAPTER 1 문장의 형식
POINT 3

to를 쓰는
동사

for를 쓰는
동사

4형식: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for/of를 쓰는 동사
give, send, bring, pass,
show, teach, tell, write,
read, lend, sell, pay,
offer 등
buy, cook, find,
make, get, build 등

of를 쓰는

나는 보안요원에게 나의 신분증을 보여줬다.

I made Janet a cup of coffee.
 I made a cup of coffee for Janet.
나는 Janet에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줬다.

The reporter asked her many questions.
T
 he reporter asked many questions of her.

ask 등

동사

I showed the security guard my ID card.
 I showed my ID card to the security guard.

그 기자는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POINT 4-1~4-4

5형식

1. 명사나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

call ~를 -이라고 부르다
think ~를 -이라고 생각하다
find ~가 -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

make ~를 -로/하게 만들다
believe ~를 -라고 믿다

keep ~을 -한 상태로 유지하다
consider ~을 -이라고 여기다

tell ~에게 -하라고 말하다
expect ~가 -하는 것을 기대하다
permit ~가 -하는 것을 허락하다

advise ~에게 -하라고 조언하다
allow ~가 -하는 것을 허락하다
force ~가 -하도록 강요하다

2. to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

want ~가 -하기를 원하다
ask ~에게 -하라고 요청하다
encourage ~가 -하는 것을 격려하다
3. 동사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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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have
let
help
get
see   watch  hear  listen to  smell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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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조동사
POINT 5

조동사 + have + p.p.
may[might] + have p.p.

약한 추측
강한 추측

POINT 6

must + have p.p.

~했음이 틀림없다

can’t + have p.p.

~했을 리가 없다

should + have p.p.

후회·유감

~했을 수도 있다

could + have p.p.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조동사 관용 표현

would like + 명사
~을 원하다

would like to + 동사원형
~하고 싶다

would rather + 동사원형
(차라리) ~하겠다

I would like a room with a balcony.
Tip  부정형: wouldn’t like

I would like to play tennis.

I would rather visit Spain than France. 
나는 프랑스보다 차라리 스페인을 방문하겠다.

Tip  부정형: would rather not

They may well think so.

(~하는 것도) 당연하다

Tip  부정형: may well not

~하는 편이 좋다

had better + 동사원형
~하는 것이 낫다

나는 테니스를 치고 싶다.

Tip  부정형: wouldn’t like to

may well + 동사원형

may as well + 동사원형

나는 발코니가 있는 방을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You may as well try the new program.
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편이 좋다.

Tip  부정형: may as well not

You had better save the money.

너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낫다 .

Tip  부정형: had bette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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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수동태
수동태 관용 표현

POINT 9

be known as

~으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으로 유명하다

be filled with

~으로 만들어지다

be made of

(재료 성질이 변하지 않음)

~으로 만들어지다

be made from

(재료 성질이 변함)

be interested in

~에 흥미가 있다

~으로 가득 차 있다

be remembered for

~으로 기억되다

be covered with

~으로 덮여 있다

be disappointed at

~에 실망하다

be pleased with

~에 기뻐하다

be used to + 동사원형

~을 하는 데 사용되다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be supposed to + 동사원형

~을 하기로 되어 있다

CHAPTER 5 부정사
POINT 2-2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

want
decide
refuse

promise
agree
aim

fail
learn
manage

wish
need

plan
hope

choose
expect

practice
consider

suggest
recommend

CHAPTER 6 동명사
POINT 4
enjoy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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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
avoid
deny

finish
imagine

keep
resist

mind
dis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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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t
postpone

POINT 5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쓰는 동사

1.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때의 의미가 같은 동사

start  begin  love  like  hate  continue  prefer  intend
2.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때의 의미가 다른 동사
동명사

(과거에) ~한 것을 잊다

to부정사

(미래에) ~할 것을 잊다

동명사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다

to부정사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

동명사

~한 것을 후회하다

to부정사

~하게 되어 유감이다

동명사

(시험 삼아) ~해보다

to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

forget

remember

regret

try

POINT 6

He forgot taking the medicine.
그는 약을 먹은 것을 잊었다.

He forgot to take the medicine.
그는 약을 먹을 것을 잊었다.

I remembered calling her.
나는 그녀에게 전화한 것을 기억했다.

I remembered to call her.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것을 기억했다.

I regret informing you of the problem.
나는 너에게 그 문제를 알린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to inform you of the problem.
나는 너에게 그 문제를 알리게 되어 유감이다.

She tried lifting the box.
그녀는 시험 삼아 그 박스를 들어올려 보았다.

She tried to lift the box.
그녀는 그 박스를 들어올리려고 노력했다.

동명사 관용 표현

1.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를 쓰는 관용 표현

be afraid of + V-ing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be good at + V-ing ~을 잘하다
be interested in + V-ing ~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
be used to + V-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
be tired of + V-ing ~하는 것에 싫증이 나다
be sorry for + V-ing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feel like + V-ing ~하고 싶다
by + V-ing ~함으로써, ~해서

How[What] about + V-ing? ~하는 게 어때?
look forward to + V-ing ~하는 것을 기대하다
end up + V-ing 결국 ~하게 되다
thank … for + V-ing ~에 대해 …에게 감사하다
when it comes to + V-ing ~하는 것에 관한 한
dream of + V-ing ~하는 것을 꿈꾸다
on + V-ing ~하자마자

2. 동명사를 쓰는 관용 표현

be worth + V-ing ~할 가치가 있다
go + V-ing ~하러 가다
be busy + V-ing ~하느라 바쁘다
It is no use + V-ing ~해도 소용 없다
cannot help + V-ing ~하지 않을 수 없다
spend + 시간/돈 + V-ing ~하는 데 시간/돈을 쓰다
have difficulty[trouble] + V-ing ~하는 것에 어려움[문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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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분사
POINT 3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현재분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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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사(~한 감정을 느끼는)

surprising

놀라게 하는

surprised

놀란

amazing

놀라게 하는

amazed

놀란

disappointing

실망스럽게 하는

disappointed

실망스러워하는

boring

지루하게 하는

bored

지루해하는

confusing

혼란스럽게 하는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embarrassing

당황스럽게 하는

embarrassed

당황해하는

shocking

충격을 주는

shocked

충격을 받은

depressing

우울하게 하는

depressed

우울해하는

exhausting

지치게 하는

exhausted

지친

amusing

즐겁게 하는

amused

즐거운

exciting

신나게 하는

excited

신이 난

thrilling

흥분하게 하는

thrilled

흥분한

worrying

걱정하게 하는

worried

걱정하는

pleasing

기쁘게 하는

pleased

기뻐하는

satisfying

만족스럽게 하는

satisfied

만족스러워하는

frightening

겁나게 하는

frightened

겁이 난

impressing

감동하게 하는

impressed

감동한

moving

감동하게 하는

moved

감동한

relaxing

편하게 하는

relaxed

편안한

interesting

흥미롭게 하는

interested

흥미로워하는

fascinating

황홀하게 하는

fascinated

황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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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7

분사구문 관용 표현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Judging from

~으로 판단하건대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면

Considering

~을 고려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Speaking of

~에 관해서 말한다면

CHAPTER 8 명사와 대명사
POINT 1

불규칙 변화

POINT 4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변화
man – men
tooth – teeth
ox – oxen

woman – women
goose – geese
mouse – mice

child – children
deer – deer
sheep – sheep

재귀대명사의 관용 표현

by oneself 혼자서, 홀로
in itself 그 자체가, 본래
talk[say] to oneself 혼잣말을 하다
help oneself (to ~) ~을 마음껏 먹다

for oneself 스스로, 혼자 힘으로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make oneself at home (집에서처럼) 편히 쉬다

CHAPTER 9 형용사와 부사
POINT 7

타동사 + 부사

bring up ~을 꺼내다
call off ~을 취소하다
check out ~을 확인하다
fill in ~을 작성하다
find out ~을 알아내다
give up ~을 포기하다, 그만두다
hand in ~을 제출하다

look up ~을 찾아보다
make up ~을 만들어내다, 정하다
pick up ~을 줍다, 태우러 가다
put off ~을 미루다
put on ~을 입다, 쓰다
take off ~을 벗다
throw away ~을 버리다

try on ~을 입어보다
turn down ~을 거절하다
turn in ~을 제출하다
turn off ~을 끄다
turn on ~을 켜다
wake up ~을 깨우다
write down ~을 적다

문법 암기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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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전치사
POINT 6-1 ~ 6-3

전치사 관용 표현

1. 형용사 + 전치사

be good/bad at ~을 잘하다/못하다
be frightened at[by] ~에 놀라다, 겁먹다
be surprised at[by] ~에 놀라다
be ashamed of ~을 부끄러워하다
be capable of ~을 할 수 있다
be full of ~으로 가득 차있다
be jealous of ~을 시기하다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be short of ~이 부족하다
be tired of ~에 싫증이 나다
be based on ~에 기초하다, 근거하다
be crazy about ~에 빠져 있다

be known for ~으로 알려져 있다
be ready for ~할/~에 준비가 되다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be born to ~이 될/~을 할 운명을 타고 나다
be likely to ~을 하기 쉽다, ~을 할 것 같다
be married to ~와 결혼하다
be similar to ~와 비슷하다
be crowded with ~으로 붐비다
be filled with ~으로 가득하다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be absent from ~에 결석하다

2. 동사 + 전치사

apologize for ~에 대해 사과하다
apply for ~에 지원하다
ask for ~을 요구하다
stand for ~을 나타내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decide on ~으로 정하다
depend on ~을 의존하다/믿다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spend A on B A를 B에 쓰다
consist of ~으로 이루어지다
die of ~으로 죽다
laugh at ~을 비웃다

belong to ~에 속하다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believe in ~을 믿다
result in (결과적으로) ~을 낳다, 야기하다
succeed in ~에 성공하다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run into ~와 우연히 만나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come up with ~을 제안하다, 생각해내다
talk with/to ~와 대화를 나누다
look after ~를 돌보다
live by (신조/원칙)에 따라 살다

3. 동사 + 명사 + 전치사

get rid of ~을 제거하다
make a fool of ~를 바보 취급하다
make use of ~을 이용하다
take care of ~를 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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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pity on ~를 불쌍히 여기다
take part in ~에 참가[참여]하다
pay attention to ~에 관심을 갖다, ~에 주목하다
have fun with ~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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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관계사
POINT 1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종류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사람

who

who(m)

whose

사물, 동물

which

which

whose

모두 적용

that

that

-

선행사

POINT 6

관계부사의 종류
선행사

관계부사

장소

the place, the city, the house 등

where

시간

the time, the year, the day 등

when

이유

the reason

why

방법

the way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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