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rasal verb
구동사가 뭐예요?

외국인에게는 버거운 표현들이지만, 원어민들에게는 편안한 표현들!



Phrasal verb

구동사는 어떻게 탄생했고, 왜 쓰나요?

외국인에게는 버거운 표현들이지만, 원어민들에게는 편안한 표현들!



‘Go 가다’

나 집에 간다

나 시집 간다

나 골로 간다

묻고 더블로 간다

✓ 원래의미에서조금동떨어졌지만, 뉘앙스는비슷



‘동사+전치사’

‘동사+부사’

• 나 집에 간다

• 나 시집 간다

• 나 골로 간다

• 묻고 더블로 간다

✓ 이렇게원래있는단어를이용해새로운표현을만들어내는것이
바로구동사 Phrasal verb!

or



‘Go 가다’

Go(가다) + out(밖) = 외출하다

Go(가다) + out(밖) + with(~랑) = 데이트하다

Go(가다) +away (멀어지는) = 떠나다/ 사라지다

✓ 오잉? 생각보다쉽네? 라고생각했나요?



모든 구동사가 이렇게 쉽게 외워졌으면! ! 

모든 사람들이 구동사를 다 잘 알았겠죠? 

go off의 뜻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Go(가다) + off (꺼지다)

✓ 꺼져?

✓ 불을끄다?

만만치 않은 구동사의 세계



모든 구동사가 이렇게 쉽게 외워졌으면! ! 

모든 사람들이 구동사를 다 잘 알았겠죠? 

go off의 진짜 뜻!

Go(가다) + off (꺼지다/폭발하다)

✓ 자리를 뜨다

✓ 발사되다; 폭발하다

✓ (경보기 등이) 울리다

만만치 않은 구동사의 세계



모든 구동사가 이렇게 쉽게 외워졌으면! ! 

모든 사람들이 구동사를 다 잘 알았겠죠? 

go on의 뜻도 한번 예상해 봅시다.

Go(가다) + on (켜진)

✓ 올라가다?

✓ 불을켜다?

만만치 않은 구동사의 세계



모든 구동사가 이렇게 쉽게 외워졌으면! ! 

모든 사람들이 구동사를 다 잘 알았겠죠? 

go on 의 의 진짜 뜻!

Go(가다) + on (켜진/오르다/지속되다)

✓ 시작하다

✓ 계속하다

만만치 않은 구동사의 세계



왜 이러는 걸까요?

Homonyms 동음어

-발음과 스펠링이 똑같지만 뿌리가 되는 뜻이 서로 다른 단어

Polysemic words 다의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

-주로 비유적인 연관이 많아 그 숨은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가능함

전치사의 2가지 특징



그 말인 즉슨..

‘이미지 맵으로 배우는 배우는 구동사’ 수업의 특징

1) 전치사에 대한 깊은 이해

2) 이미지와 함께 구동사를 함께 배울 것

3)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구동사 표현 익히기

전치사에 대한 이해->동사구도 잘 이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전치사만 안다고 구동사를 다 알 순 없지!

Take가 가지고 있는 뜻은 도대체 몇가지?!

[출처] 옥스퍼드영한사전

더 빡센 동사의 세계

• 동사 (어떤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다[이동시키다]
• 동사 (사람을) 데리고 가다[데려다 주다/안내하다]
• 동사 (어떤 한 단계·상황 등에서 다른 단계 등으로) 이르게[나아가게] 하다
• 동사 (손·팔을 뻗쳐) 잡다[집다/안다]
• 동사(어떤 출처에서 ~을) 얻다[뽑다/가져오다]
• 동사 잡다, 장악[차지]하다
• 동사 선택하다; 사다; 빌리다
• 동사(신문·잡지를) 구독하다
• 동사 먹다; 마시다; (마약 등을) 하다, (약을) 먹다[복용하다]
• 동사 빼다, 제하다
• 동사 기록하다, 적다
• 동사(사진을) 찍다
• 동사(의자 등에[을]) 앉다[쓰다]
• 동사(예를) 들다, (예로서 들어) 보다
• 동사 받다, 받아들이다
• 동사(고객·환자·학생 등으로) 받다
• 동사 당하다, 겪다
• 동사 참다, 견디다
• 동사(어떤 반응을 보이며) 받아들이다
• 동사(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다[받아들이다]

• 동사 (특히 잘못 생각하여) ~을 ~라고 여기다[보다]
• 동사 (특정한 감정·의견·태도를) 갖다
• 동사(조치·방법 등을) 취하다[쓰다]
• 동사 <명사와 함께 쓰여 그 명사가 나타내는 동작일 등을 한다는 뜻을 나타냄>
• 동사(특정한 형태·위치·상태를) 갖다[취하다]
• 동사(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 동사 필요하다, 있어야 하다
• 동사(작동하기 위해 어떤 것을) 쓰다[이용하다]
• 동사(특정 치수의 신발·옷을) 신다[입다]
• 동사(어떤 공간이) 담다[들이다/싣다]
• 동사(수업을) 지도하다[가르치다]; (예배 등을) 인도[집전]하다
• 동사(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듣다[수강하다]
• 동사(시험을) 치다, (테스트를) 받다
• 동사(교통수단·도로 등을) 타다[이용하다]
• 동사(어떤 것을) 넘다; (모퉁이 등을) 돌다
• 동사(정해진 위치에서공을) 차다[던지다]
• 동사(투표·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다
• 동사 성공하다, 효과가 있다
• 동사(어떤 요소를) 취하다[필요로 하다]
• 동사 재다, 측정하다



그 말인 즉슨..

‘이미지 맵으로 배우는 배우는 구동사’ 수업의 특징

1) 전치사&동사에 대한 깊은 이해

2) 이미지와 함께 구동사를 함께 배울 것

3) 배운 구동사가 잔뜩 들어간 스크립트와 예문 연습!

4)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구동사 표현 익히기

5) 퀴즈를 통해 복습합니다

전치사&동사에 대한 이해->동사구도 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