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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강 단어와 품사
이재훈 선생님은 단어와 품사부터 시원하게 쳐 들어 갑니다.

한 인간이 어느 정도 영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 극한점을 경험하십시오.

정말이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 단어(單語) : 의미(뜻)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單位)가 되는 말.

* 단어(單語)에서 단자는 홑단자라고 합니다. 홑이란 말은‘하나인, 혼자인’의 뜻을 가진 순수 한글입니다. 

절대 짧을 단(短)자가 아니에요.

⇒ 만약 단어가 짧은 단자를 쓴다면 I 는 단어이고 beautiful은 장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장어(長魚)는 비타민A가 쇠고기의 1000배나 들어 있어 아빠들의 여름 보양식으로 쓰인다는

미꾸라지 보다 훨씬 긴 어류를 뜻합니다. 영어에 장어(長語)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 그런데 단어의 의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뜻 즉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Korea (대한민국) 는 단어이지만 orea 는 단어가 아니에요.

come (오다)은 단어지만 ome 는 단어가 아닙니다

happy (행복한)는 단어지만 appy 는 단어가 아니에요

* 그러나 appy 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 appy 는 그 즉시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appy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어쩌면 appy는 영영 단어가 못 될 수도 있지요 ^^)

* 인류 초기에는 쓰였던 단어들이 참 적었습니다. 그러나 문명(civilization)이 발달하면서 단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많은 단어들을 그 특성에 따라 나누기 시작

한 바, 그것들이 바로 품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Korea 는 단어이면서 명사, come은 단어이면서 동사, 

happy 는 단어이면서 형용사라는 품사로 다시 불러 줄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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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머 바이블(베이직) 도움글 : 1교시 산중일기 편(P.17~P.21) 참고~ !

왕글샘: 단어(單語)에서 단자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듯 짧을 단(短)자가 아니라, 홑 단(單)자이니라.

 ‘홑’이란 말은 우리말로‘하나인, 혼자인’이란 의미인 것인데, 다시 말해서 단어란,‘의미(意味)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單位)가 되는 말. 즉 말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 요것들아, 벌써 눈이 팽팽 도느

냐? 내 그럼 이것도 다시 더 쉽게 풀어주지. 얘들아, 너희들 사전은 한권 씩 다 가지고 왔겠지?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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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글샘: 자 그럼 단호하게 말한다.‘water’는 단어이면서 품사로는 명사이다.‘happy’도 단어이면서 품사

로는 형용사이다. ‘run’ 역시 단어이면서 품사로는 동사이다, and도 단어이면서 품사로는 접속사이다. 

자, 방금 샘이 이야기 한 것이 이해가 가느냐? 당연히 품사 각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니 아직은 전체적

으로 이해하기 많이 힘 들것이다. 그래서 내 지금부터 품사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니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하느니라.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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