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법 사전

(2022년 출간)

문법의신

(2020년 출간)

문법의 신

(2020년 이전 출간)

1강 [01. 동사(verb)-①] 형식동사의 개념 p.001~ p.026~ p.023~

2강 [01. 동사(verb)-②] 2형식 동사 p.011~ p.036~ p.032~

3강 [01. 동사(verb)-③] 1형식 동사 예문 p.005~ p.029~ p.024~

4강 [01. 동사(verb)-④] 3형식 동사 p.023~ p.049~ p.043~

5강 [01. 동사(verb)-⑤] 5형식 동사 p.049~ p.079~ p.069~

6강 [02. 명사-①] 명사의 종류-1 p.066~ p.096~ p.087~

7강 [02. 명사-②] 명사의 종류-2 p.067~ p.097~ p.088~

8강 [02. 명사-③] 기출문제풀이 p.096~ p.129~ p.106~

9강 [03. 대명사-①] 대명사의 종류 p.106~ p.140~ p.117~

10강 [03. 대명사-②]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p.120~ p.155~ p.127~

11강 [04. 전치사-①] 전치사의 역할 p.136~ p.170~ p.143~

12강 [04. 전치사-②] 장소, 방향과 관련된 부가정보 p.147~ p.182~ p.147~

13강 [05. 형용사-①] 주요 형용사형 어미 p.170~ p.208~ p.169~

14강 [05. 형용사-②] 명사후치수식 p.171~ p.210~ p.170~

15강 [05. 형용사-③] 전치 수식어 형용사 p.175~ p.214~ p.173~

16강 [06. 부사-①] 부사 p.208~ p.248~ p.199~

17강 [06. 부사-②] 부사의 쓰임 p.216~ p.258~ p.206~

18강 [07.수의 일치] be동사의 수일치 p.236~ p.280~ p.227~

19강 [08. 등위 접속사-①] 등위접속사 p.258~ p.304~ p.247~

20강 [08. 등위 접속사-②] but p.262~ p.309~ p.250~

21강 [08. 등위 접속사-③] or p.265~ p.313~ p.253~

22강 [09. 명사절-①] 접속사 that에 의한 명사절 p.278~ p.328~ p.265~

23강 [09. 명사절-②] whether에 의해 유도되는 명사절 p.286~ p.337~ p.274~

24강 [10. 부사절-①] 부사절의 종류 p.302~ p.354~ p.289~

25강 [10. 부사절-②] as soon as p.307~ p.360~ p.293~

26강 [10. 부사절-③] 비례의 부사절 p.311~ p.364~ p.297~

27강 [10. 부사절-④] 원인,이유의 부사절 p.314~ p.368~ p.299~

28강 [10. 부사절-⑤] 조건의 부사절 p.319~ p.374~ p.304~

29강 [10. 부사절-⑥] S2+be 생략 p.325~ p.381~ p.309~

30강 [11. 관계사절-①] 관계대명사-1 p.340~ p.400~ p.323~

31강 [11. 관계사절-②] 관계대명사-2 p.340~ p.400~ p.323~

32강 [11. 관계사절-③] 관계대명사의 생략 p.349~ p.411~ p.331~

33강 [11. 관계사절-④] 유사 관계대명사 p.352~ p.414~ p.333~

34강 [11. 관계사절-⑤] what을 사용하는 관용구 p.355~ p.418~ p.336~

35강 [12. 시제-①] 시제의 형태 p.378~ p.446~ p.357~

36강 [12. 시제-②] 단순미래시제 p.386~ p.457~ p.367~

37강 [12. 시제-③] 현재완료시제 p.393~ p.465~ p.373~

38강 [13. 조동사-①] 조동사의 특징 p.414~ p.490~ p.393~

39강 [13. 조동사-②] may p.416~ p.493~ p.395~

40강 [14. 수동태-①] 수동태의 탄생 p.436~ p.514~ p.413~

41강 [14. 수동태-②] 3형식의 수동태 p.439~ p.517~ p.416~

42강 [14. 수동태-③] 수동태 예문 p.437~ p.514~ p.413~

43강 [15. 가정법-①] 단순조건과 반대사실가정 p.460~ p.542~ p.437~

44강 [15. 가정법-②] if절에 의한 반대 가정법 p.463~ p.544~ p.439~

45강 [15. 가정법-③] if절이 없는 단문형태의 가정법 p.471~ p.553~ p.445~

46강 [16. to부정사-①] 부정사의 형태와 개념 p.484~ p.570~ p.459~

47강 [16. to부정사-②] 타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때 p.490~ p.577~ p.465~

48강 [16. to부정사-③] 명사 + to부정사 p.577~ p.577~ p.465~

49강 [16. to부정사-④] to부정사 복습 p.484~ p.570~ p.459~

50강 [17. 분사] 분사의 개념 p.516~ p.604~ p.489~

51강 [18. 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생성과정 p.538~ p.628~ p.511~

52강 [18. 분사구문] 분사구문 전체 복습 p.538~ p.628~ p.511~

53강 [19. 동명사] 동명사의 형태 p.552~ p.644~ p.527~

54강 [20. 비교구문-①] 원급비교 p.578~ p.670~ p.551~

55강 [20. 비교구문-②] 원급비교를 이용한 관용표현 p.580~ p.673~ p.553~

56강 [20. 비교구문-③] 비교급 비교 p.586~ p.678~ p.557~

57강 [21. 도치, 강조, 생략-①] 도치 p.608~ p.702~ p.577~

58강 [21. 도치, 강조, 생략-②] 형식요소의 도치 p.612~ p.707~ p.581~

59강 [21. 도치, 강조, 생략-③] 강조 p.617~ p.711~ p.584~

60강 [21. 도치, 강조, 생략-④] 생략 p.620~ p.715~ p.587~

61강 [22. 관사-①] 부정관사 p.632~ p.728~ p.601~

62강 [22. 관사-②] 정관사 p.636~ p.731~ p.604~

63강 [22. 관사-③] the+단수보통명사 p.640~ p.735~ p.607~

64강 [22. 문장의 종류-①] 의문문 p.656~ p.750~ p.622~

65강 [22. 문장의 종류-②] 의문형용사 의문문 p.662~ p.756~ p.626~

66강 [22. 문장의 종류-③] 부가 의문문 p.666~ p.759~ p.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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