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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록

마커스노트 워크북 교재

ABCStarter
초등 5.6
워크북

단기특강교재
(1달반,
방학특강전용 교재)

마커스크라운

마커스매직

그래머인유즈
– 중급을 위한 워크북

마커스웜홀

마커스
매직카드

마커스
웜홀카드

△ 마커스노트 워크북 교재들

마커스노트 워크북 교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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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여 문장으로, 각 학년별로 1년내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훈련 시킬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학년별 문법학습을 제공합니다.

▶

1만8천여 고난도 문법 문제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여러패턴의 문장으로 영어를 언어로 체득하게 도와줍니다.

▶

문법과 문장구조 및 단어를 저절로 익혀지게 됩니다.

▶

반복적인 훈련과정속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

학교 교과서별 문법 목차에 따른 응용문장 훈련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

단계별 신뢰할 수 있는 교재와 학년별 차별화된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터득하지 못할 경우, 학생이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별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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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CStarter 5.6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기본문장을 중심으로 확장형 문장을 반복하게 함으로 문법과 문장,
어휘가 동시에 익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문장을 써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술 연습 워크북 교재.

기초필수 문법편
(전체 334p) 기초필수 문법편은 총 1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부 고학년은 중학교 영어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기초필수 문법을 반드시 익히고 훈련해서, 기본문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도와주고, 기본문법의 수준보다 실력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

기본문법편
(전체 434p) 기본 문법편은 총 1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부 영어를 공부하는데, 반드시 터득해야 하는 영어의 기본문법이다. 기초필수 문법편과 더블어 반복훈련을 통해서, 자연
스럽게 문장과, 문법 그리고 어휘가 익혀지도록 집필되었다. 중등부 영어를 배우게 될 초등부 고학년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집필된 교재.

2 마커스크라운 (16권)
어떤 영어교재와도 호환하기 때문에, 숙제 워크북 가능.

레벨1 기본 (상,하)
중1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기본적인 문장구조와 응용문장, 중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 내신영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영어 학습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제공.
▶

L1 영작훈련 워크북 2500 (상), 1,510문장, 237p

▶

L1 영작훈련 워크북 2500 (하), 1181문장, 201p

레벨1 플러스 (상,하)
중1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응용문장과 다소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 중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 내신영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영어 학습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제공.
▶

L1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150 (상), 2,371문장, 359p

▶

L1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150 (하), 1,814문장, 291p

레벨2 기본 (상,하)
중2, 중3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중2 학교 교과 과정의 목차 위주로 편집하여, 학교 공부를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있음. 중2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 내신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영어 학습 워크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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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 영작훈련 워크북 3500 (상), 1,926문장, 304p

▶

L2 영작훈련 워크북 3500 (하), 1,727문장, 2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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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 플러스 (상,하)
중2, 중3 수준의 영작훈련 워크북으로 기본에 이어지며 기본편과 비슷하거나 한차원 더 어려운 레벨의 영작훈련 워크북이다.
중2의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응용문장을 훈련하게 집필되었다.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

L2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300 (상), 2,246문장, 357p

▶

L2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300 (하), 2,034문장, 330p

레벨3 기본 (상,하)
중3, 고1 수준의 영어훈련 워크북. 영어 문법의 거의 모든 챕터를 다 다루면서 고등부에 가서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어휘, 어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집필되었다. 기본문장과 응용문장에 대해 반복훈련을 거듭할수록
실력이 이미 성장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느끼게 된다.
▶

L3 영작훈련 워크북 3500 (상), 1,965문장, 300p

▶

L3 영작훈련 워크북 3500 (하), 1,597문장, 240p

레벨3 플러스 (상,하)
중3, 고1 수준의 영어훈련 워크북. 기본편에 이어서 공부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중3, 고1
이상의 수준에서 요구하는 문법, 어휘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은 저절로 영어가
쉬워지고 터득되어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

L3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450 (상), 2,536문장, 412p

▶

L3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450 (하), 1,597문장, 326p

레벨4 (상1, 상2, 상3)
고2, 고3 이상의 수준으로 영어 문법의 고급형 워크북 교재이다. 중등부의 문법을 뛰어넘어 한층 고급스런 문장과 문법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어휘와 문장이 동시에 익혀지도록 집필되었다. (상.하 6500문장이 넘는다.)
▶

L4 영작훈련 워크북 6500 (상1), 1,378문항, 239p

▶

L4 영작훈련 워크북 6500 (상2), 2,089문항, 402p

▶

L4 영작훈련 워크북 6500 (상3), 1,590문항, 285p

레벨4 (하)
고2, 고3 이상의 수준으로 레벨4 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워크북 교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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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영작훈련 워크북 6500 (하), 2,242문항, 2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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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커스매직
중1, 중2, 중3의 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내신 시험대비 문법 훈련 워크북이다. 학교 내신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훈련법으로 응용문장과 실제적인 문장으로 훈련하게 된다. 학생은 내신영어가 점점 쉬워
지고, 어떤 응용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아무리 기초가 없는 학생이
라도 마커스매직으로 한~두달만 먼저 시험대비를 시작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된다.)

중1 마커스매직

230페이지 내외

집필된 교재 for 중1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
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

중2 마커스매직

220페이지 내외

집필된 교재 for 중2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
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

중3 마커스매직

220페이지 내외

집필된 교재 for 중3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
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

4 마커스웜홀
중1, 중2, 중3의 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쉬운 문법문제는 없고, 고난도
고급형 문법 문제로 집필되었다. 충분히 공부하고, 실력이 있는 학생의 시험대비, 점검용 실전모의고사 문제집이
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고난도 문법 문제이지만, 어느정도 실력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틀린
문제를 오답정리하면서 실력이 한층 더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집이다.)

중1 마커스웜홀

150페이지 내외

집필된 교재 for 중1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
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중2 마커스웜홀

150페이지 내외

집필된 교재 for 중2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
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중3 마커스웜홀

150페이지 내외

집필된 교재 for 중3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
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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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학특강 전용 워크북
중1, 중2, 중3, 고1.2의 수준으로 집필된 교재. 방학을 기준으로 각 학년별 선행학습을 원칙으로 집필되었다. 즉,
겨울방학때는 다가오는 새학년의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여름방학때는 다가오는 2학기의 문법을 선행학습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1월 겨울방학 전용 특강

7월 겨울방학 전용 특강

1. 예비중1 겨울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268문항, 193p

5. 중1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87문항, 161p

2. 예비중2 겨울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50문항, 176p

6. 중2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423문항, 196p

3. 예비중3 겨울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956문항, 154p

7. 중3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43문항, 154p

4. 예비고1.2 겨울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714문항, 127p

8. 고1.2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05문항, 204p

6 그래머인유즈 -중급
그래머인유즈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으로 집필된 교재이나,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머인유즈의
문장은 단 1개도 싣지 않았다. 마커스노트만의 독창적인 문장 훈련 워크북으로 저작권은 마커스노트에 있다.
ㆍ2021) 그래머인유즈 Intermedate 1 (the first volume) 412쪽, 2758문항(new)
ㆍ2021) 그래머인유즈 Intermedate 2 (the second volume) 364쪽, 2512문항(new)
ㆍ2021) 그래머인유즈 Intermedate 3 (the third volume) 363쪽, 2566문항(new)

7 마커스매직카드
개별적, 챕터별로 집필된 단행본 형식의 워크북이다. 즉, 챕터 하나하나 따로 집필되었으며, 마커스매직의 소스북에
해당한다. 부족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챕터별 바로 출력하여 훈련 시킬 수 있는 소스 워크북교재이다.
ㆍ중1 마커스매직카드 – 중1 영문법 과정 전체 집필 완료됨
ㆍ중2 마커스매직카드 – 중2 영문법 과정 전체 집필 완료됨
ㆍ중3 마커스매직카드 – 중3 영문법 과정 전체 집필 완료됨

8 마커스웜홀카드
개별적, 챕터별로 집필된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단행본 형식의 문제집이다. 즉, 챕터 하나하나 따로 집필되었으며,
마커스웜홀의 소스북에 해당한다. 특정 챕터의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챕터만 바로 출력하여
시험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소스 문제집이다.
ㆍ중1 마커스매직카드 – 중1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ㆍ중2 마커스매직카드 – 중2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ㆍ중3 마커스매직카드 – 중3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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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Starter 5.6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기본문장을 중심으로 확장형 문장을 반복하게 함으로 문법과 문장,
어휘가 동시에 익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문장을 써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술 연습 워크북 교재.

기초필수 문법편 & 목차
(전체 334p) 기초필수 문법편은 총 1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부 고학년은 중학교 영어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기초필수 문법을 반드시 익히고 훈련해서, 기본
문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도와주고, 기본문법의 수준보다 실력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
[계속해서 추가로 제작되고 있음]

1.

4형식 문장

2.

5형식 문장

3.

의문사 활용(be동사, 일반동사)

4.

의문사로 묻고 답하기 (be동사, 일반동사)

5.

과거시제 (be동사, 일반동사)

6.

be동사의 긍정문

7.

be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8.

there is(are) 구문

9.

감각동사

10.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be동사, 일반동사)
11. 일반동사의 긍정문(1,2,3형식)
12. 일반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13. 대명사의 격과 be동사

기본문법편 & 목차
(전체 434p) 기본 문법편은 총 1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부 영어를 공부하는데, 반드시 터득해야 하는 영어의 기본문법이다. 기초필수 문법편과 더블어 반복훈련을 통해
서, 자연스럽게 문장과, 문법 그리고 어휘가 익혀지도록 집필되었다. 중등부 영어를 배우게 될 초등부 고학년 학생들
에게 최적화되어 집필된 교재. [계속해서 추가로 제작되고 있음]
1.

조동사 can, could

2.

조동사 must, have to

3.

조동사 will, be going to

4.

명사의 복수형

5.

비인칭주어 it

6.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7.

재귀대명사

8.

빈도부사

9.

수량형용사 a few, a little

10. 수량형용사 many, much
11. 수동태
12. 비교급
13. 원급 as ~ as
14. 최상급
15. to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16.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17.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18.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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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크라운
ABCStarter 5.6 (상.하) 가 새로 집필될 예정입니다.

레벨1 (상,하) 목차
중1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기본적인 문장구조와 응용문장, 중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 내신영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영어 학습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제공. -어떤 영어교재와도 호환하기 때문에, 숙제 워크북 가능.
▶

L1 영작훈련 워크북 2500 (상), 1,510문장, 237p

▶

L1 영작훈련 워크북 2500 (하), 1181문장, 201p

1.

be동사: be동사의 의문문 & 부정문/ be동사의 과거시제

2.

일반동사: 일반동사의 의문문 & 부정문/ 일반동사의 과거시제

3.

문장의 기초 종합: 문장의 기초 종합연습

4.

진행형 시제: 현재진행 시제

5.

유도부사: There is & There are

6.

문장의 종류: 감각동사 (2형식)/ 수여동사 (3형식 & 4형식)/ 부가 의문문

7.

비교구문: 비교급 표현/ 최상급 표현/ 원급 표현

8.

조동사: 조동사 will/ 조동사 can & may/ 조동사 must & have to/ 조동사 should

9.

to부정사: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10. 동명사: 동명사의 활용
11. 명령문: 명령문
12. 접속사: when, because

레벨1 플러스 (상,하) 목차
중1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응용문장과 다소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 중1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 내신영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영어 학습 워크북을 학생들에게 제공. -어떤 영어교재와도 호환하기 때문에, 숙제 워크
북 가능.
▶

L1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150 (상), 2,371문장, 359p

▶

L1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150 (하), 1,814문장, 291p

1.

be동사: 문장의 기초: 대명사의 격과 be동사 (*개념정리 1)/ be동사의 활용 (부정문 & 의문문)/ be동사의 과거시제

2.

일반동사: 동사의 활용: 1형식, 2형식 (*개념정리 2) / 일반동사의 활용: 3형식, 4형식 / 일반동사의 의문문 & 부정문/ 		
일반동사의 과거시제 / 동사의 종합 & 응용

3.

진행형 시제: 현재진행 시제/ 과거진행 시제

4.

유도부사: There is & There are

5.

문장의 종류: 감각동사 (2형식) (*개념정리 3)/ 수여동사 (3형식 & 4형식) (*개념정리 4)/ 부가 의문문 (*개념정리 5)

6.

to부정사: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개념정리 6)/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7.

동명사: 동명사 용법 (*개념정리 7)

8.

비교: 비교급 표현/ 최상급 표현/ 원급 표현 & 비교급 리스트 및 TEST

9.

조동사: 조동사 will, can, could, may (*개념정리 8)/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 (*개념정리 9)

10. 명령문: 명령문
11. 감탄문: 감탄문
12. 접속사: when, becau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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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 기본 (상,하)
중2, 중3 수준의 영어 훈련 워크북. 중2 학교 교과 과정의 목차 위주로 편집하여, 학교 공부를 더 잘하게 도와줄 수 있음.
중2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 내신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영어 학습 워크북을 제공.
▶

L2 영작훈련 워크북 3500 (상), 1,926문장, 304p

▶

L2 영작훈련 워크북 3500 (하), 1,727문장, 270p

1.

조동사 will, may, can, had better, should

2.

현재완료 기본 1, 2 / 응용1

3.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의문사 to부정사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to부정사의 종합 연습 / too ~ to 구문, so ~ that 구문

4.

준사역동사 / 사역동사 / 지각동사 / 5형식 동사 구문의 종합 연습

5.

주격 관계대명사 / 목적격 관계대명사 / 종합연습 (주격, 소유격, 목적격)

6.

수동태 구문

7.

동명사 구문

8.

분사의 한정적 용법

9.

비교급 / 최상급 / 원급 / the 비교급, the 비교급

10. if 조건절 / 접속사 that, because / 접속사 not only ~ but also / while, when

레벨2 플러스 (상,하)
중2, 중3 수준의 영작훈련 워크북으로 기본에 이어지며 기본편과 비슷하거나 한차원 더 어려운 레벨의 영작훈련 워크
북이다. 중2의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응용문장을 훈련하게 집필되었다.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어떤 영어교재와도 호환하기 때문에, 숙제 워크북 가능.
▶

L2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300 (상), 2,246문장, 357p

▶

L2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300 (하), 2,034문장, 330p

1.

조동사 will, may, can, had better, should (*개념정리1)

2.

현재완료 기본 1,2 / 응용1 (*개념정리2)

3.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의문사 to부정사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개념정리3) /
to부정사의 종합 연습 / too ~ to 구문, so ~ that 구문 (*개념정리4)

4.

준사역동사 / 사역동사 / 지각동사 / 5형식 동사 구문의 종합 연습 (*개념정리5)

5.

주격 관계대명사 (*개념정리6) / 목적격 관계대명사 / 종합연습 (주격, 소유격, 목적격)

6.

수동태 구문 (*개념정리7)

7.

동명사 구문 (*개념정리8)

8.

분사의 한정적 용법 (*개념정리9)

9.

비교급 / 최상급 / 원급 /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개념정리10)

10. if 조건절 / 접속사 that (*개념정리11 /, because / 접속사 not only ~ but also / while, when
11. 특수구문- 부정대명사 / 동격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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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기본 (상,하)
중3, 고1 수준의 영어훈련 워크북. 영어 문법의 거의 모든 챕터를 다 다루면서 고등부에 가서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어휘, 어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집필되었다. 기본문장과 응용문장에 대해 반복훈련을
거듭할수록 실력이 이미 성장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느끼게 된다.
▶

L3 영작훈련 워크북 3500 (상), 1,965문장, 300p

▶

L3 영작훈련 워크북 3500 (하), 1,597문장, 240p

1.

관계대명사(주격, 소유격, 목적격) / 관계대명사 what /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 관계부사

2.

to부정사 용법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 가주어 it의 의미상의 주어/ 의문사 to부정사 / too ~ to 구문, so ~ that 구문

3.

분사의 한정적 용법 / 분사구문 / with 목적어 분사 구문

4.

사역동사 / enable 동사 / have(get) 목적어 .pp 구문

5.

현재완료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 / 과거완료

6.

가정법 과거 / 가정법 과거완료 / I wish 가정법 / as if 가정법

7.

접속사 not only ~ but also / so that 주어 can 구문 / 접속사 although / because / as

8.

it ~ that 강조구문 / do 강조구문

9.

화법- 간접, 직접화법

10. the 비교급, the 비교급 /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
11. 조동사 have pp / should have pp
12. 명사절 if절과, 접속사 that
13. it seems that 구문 / it is said that 구문
14. 당위성을 이끄는 that 절(주장, 명령, 제안등)

레벨3 플러스 (상,하)
중3, 고1 수준의 영어훈련 워크북. 기본편에 이어서 공부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중3, 고1 이상의 수준에서 요구하는 문법, 어휘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은
저절로 영어가 쉬워지고 터득되어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

L3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450 (상), 2,536문장, 412p

▶

L3 PLUS 영작훈련 워크북 4450 (하), 1,597문장, 326p

레벨4 (상1, 상2, 상3)
고2, 고3 이상의 수준으로 영어 문법의 고급형 워크북 교재이다. 중등부의 문법을 뛰어넘어 한층 고급스런 문장과
문법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어휘와 문장이 동시에 익혀지도록 집필되었다. (상.하 6500문장
이 넘는다.)
▶

L4 영작훈련 워크북 6500 (상1), 1,378문항, 239p

▶L4

영작훈련 워크북 6500 (상2), 2,089문항, 402p

▶L4

영작훈련 워크북 6500 (상3), 1,590문항, 285p

레벨4 (하)
고2, 고3 이상의 수준으로 레벨4 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워크북 교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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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노트/ 각 교재별 상세정보

마커스매직
중1, 중2, 중3의 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내신 시험대비 문법 훈련 워크북이다. 학교 내신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훈련법으로 응용문장과 실제적인 문장으로 훈련하게 된다. 학생은 내신영어가 점점 쉬워지고,
어떤 응용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아무리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도 마커
스매직으로 한~두달만 먼저 시험대비를 시작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커스노트는 해당 교과서의 어떤 문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1 마커스매직
집필된 교재 for 중1-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
률양현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

중2 마커스매직
집필된 교재 for 중2-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
률양현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

중3 마커스매직
집필된 교재 for 중3-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
률양현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

마커스웜홀
중1, 중2, 중3의 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쉬운 문법문제는 없고, 고난도
고급형 문법 문제로 집필되었다. 충분히 공부하고, 실력이 있는 학생의 시험대비, 점검용 실전모의고사 문제집이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고난도 문법 문제이지만, 어느정도 실력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틀린 문제를
오답정리하면서 실력이 한층 더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집이다.) [마커스노트는 해당 교과서의 어떤 문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1 마커스웜홀
집필된 교재 for 중1-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중2 마커스웜홀
집필된 교재 for 중2-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중3 마커스웜홀
집필된 교재 for 중3- 천재정사열, 천재이재영, 지학사민찬규, 비상김진완, 미래엔최연희, 동아이병민, 동아윤정미, 능률양현권,
능률김성곤, 금성최인철, YBM송미정, YBM박준언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의 문법 목차에 따른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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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노트/ 각 교재별 상세정보

방학특강 전용 워크북
레벨1 (상,하) 목차
중1, 중2, 중3, 고1.2의 수준으로 집필된 교재. 방학을 기준으로 각 학년별 선행학습을 원칙으로 집필되었다. 즉, 겨울
방학때는 다가오는 새학년의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여름방학때는 다가오는 2학기의 문법을 선행학습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 1월 겨울방학 전용 특강
1. 예비중1 겨울 단 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268문항, 193p
2. 예비중2 겨울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50문항, 176p
3. 예비중3 겨울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956문항, 154p
4. 예비고1.2 겨울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714문항, 127p

■ 7월 겨울방학 전용 특강
5. 중1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87문항, 161p
6. 중2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423문항, 196p
7. 중3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43문항, 154p
8. 고1.2 여름 단기특강 영작 훈련 워크북. 1,105문항, 204p

그래머인유즈 -중급
레벨1 (상,하) 목차
그래머인유즈의 문법 목차에 따른 워크북으로 집필된 교재이나,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머인유즈의 문장은
단 1개도 싣지 않았다. 마커스노트만의 독창적인 문장 훈련 워크북으로 저작권은 마커스노트에 있다.
ㆍ2021) 그래머인유즈 Intermedate 1 (the first volume) 412쪽, 2758문항(new)
ㆍ2021) 그래머인유즈 Intermedate 2 (the second volume) 364쪽, 2512문항(new)
ㆍ2021) 그래머인유즈 Intermedate 3 (the third volume) 363쪽, 2566문항(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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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매직카드
레벨1 (상,하) 목차
개별적, 챕터별로 집필된 단행본 형식의 워크북이다. 즉, 챕터 하나하나 따로 집필되었으며, 마커스매직의 소스북에
해당한다. 부족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챕터별 바로 출력하여 훈련 시킬 수 있는 소스 워크북교재이다.
[계속해서 추가로 제작되고 수정되고 있음]

▶ 중1 마커스매직카드 - 중1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문장의 종류, 동사의 시제, 조동사, 명사와 관사, 대명사, 형용사 & 부사, 수동태, 비교급, 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전치사,
특수구문
▶ 중2 마커스매직카드 - 중2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문장의 종류, 시세_완료구문, 조동사, 부정사, 사역.지각 & 준사역동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대명사, 형용사, 부사,
비교급, 관계사, 접속사, 가정법, 기타문법
▶ 중3 마커스매직카드 - 중3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시제(완료구문), 조동사, 사역동사(지각,준사역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대명사, 비교급, 관계사, 접속사,
가정법, 화법, 특수구문

마커스웜홀카드
레벨1 (상,하) 목차
개별적, 챕터별로 집필된 고난도 실전모의고사 단행본 형식의 문제집이다. 즉, 챕터 하나하나 따로 집필되었으며,
마커스웜홀의 소스북에 해당한다. 특정 챕터의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챕터만 바로 출력하여
[계속해서 추가로 제작되고 수정되고 있음]

▶ 중1 마커스웜홀카드 – 중1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문장의 종류, 동사의 시제, 조동사, 명사와 관사, 대명사, 형용사 & 부사, 수동태, 비교급, 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전치사,
특수구문
▶ 중2 마커스웜홀카드 – 중2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문장의 종류, 시세_완료구문, 조동사, 부정사, 사역.지각 & 준사역동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대명사, 형용사, 부사,
비교급, 관계사, 접속사, 가정법, 기타문법
▶ 중3 마커스웜홀카드 – 중3 영문법 문제로 챕터별 전체 집필, 완료됨

시제(완료구문), 조동사, 사역동사(지각,준사역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대명사, 비교급, 관계사, 접속사,
가정법, 화법, 특수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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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동사의 불규칙 변화표

불규칙 동사 & 테스트
동사원형

과거형

(A – A – A (A’)) 변화형

과거분사형

동사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grind [graind] 갈다

ground

ground

cast [kæ(ɑː)st] 던지다

cast

cast

hang [hæŋ] 매달다

hung

hung

cost [kɔːst] 비용이들다

cost

cost

have, has 가지다

had

had

cut [kʌt] 자르다

cut

cut

hear [hiə] 듣다

heard

heard

hit [hit] 치다

hit

hit

hold [hould] 잡다

held

held

hurt

hurt

keep [kiːp] 지키다

kept

kept

let [let] -하게 하다

let

let

lead [liːd] 이끌다

led

led

put [put] 놓다

put

put

lay [lei] 놓다, 낳다

laid

laid

set [set] 설치하다

set

set

lend [lend] 빌려주다

lent

lent

shut [ʃʌt] 닫다

shut

shut

leave [liːv] 떠나다

left

left

spread

spread

lose [luːz] 잃다, 지다

lost

lost

read

read

light [lait] 불을 켜다

lit

lit

broadcast

broadcast

meant

meant

beat

beaten

meet [miːt] 만나다

met

met

make [meik] 만들다

made

made

pay [pei] 지불하다

paid

paid

say [sei] 말하다

said

said

sell [sel] 팔다

sold

sold

hurt [həːt] 상처 내다

spread [spred] 펴다
read [riːd] 읽다
broadcast 방송하다
beat [biːt] 때리다

(A – B – B) 변화형
awake [əwéik] 깨우다
build [bild] 짓다

awoke (awaked) awoken (awaked)

mean [miːn] 의미하다

built

built

bring [briŋ] 가져오다

brought

brought

bend [bend] 구부리다

bent

bent

send [send] 보내다

sent

sent

buy [bai] 사다

bought

bought

spend [spend] 쓰다

spent

spent

bind [baind] 묶다

bound

bound

smell [smel] 냄새맡다

smelt

smelt

bleed [biːd] 피를 흘리다

bled

bled

seek [sik] 찾다

sought

sought

burn [bəːn] 태우다

burnt

burnt

sleep [sliːp] 자다

slept

slept

catch [kætʃ] 잡다

caught

caught

shine [ʃain] 빛나다

shone

shone

creep [krip] 기다

crept

crept

sit [sit] 앉다

sat

sat

dig [dig] 파다

dug

dug

stand [stænd] 서다

stood

stood

deal [diːl] 다루다

dealt

dealt

spin [spin] (실) 잣다

spun

spun

feel [fíːl] 느끼다

felt

felt

slid

slid

fight [fait] 싸우다

fought

fought

strike [straik] 치다

struck

struck

fed

fed

sweep [swip] 쓸다

swept

swept

found

found

shoot [ʃuːt] 쏘다

shot

shot

flee [fliː] 달아나다

fled

fled

tell [tel] 말하다

told

told

get [get] 얻다

got

got

teach [tiːtʃ] 가르치다

taught

taught

feed [fiːd] 먹이를 주다
find [faind]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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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동사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thought

thought

show [ʃou] 보여주다

showed

shown

weep [wiːp] 울다

wept

wept

shake [ʃeik] 흔들다

shook

shaken

win [win] 이기다

won

won

speak [spiːk] 말하다

spoke

spoken

wind [waind] 감다

wound

wound

steal [stiːl] 훔치다

stole

stolen

sing [siŋ] 노래하다

sang

sung

think [Ɵiŋk] 생각하다

(A – B – C) 변화형
arise [əraiz] 일어나다

arose

arisen

sink [siŋk] 가라앉다

sank

sunk

bear [bɛər] 참다

bore

born(e)

swim [swim] 수영하다

swam

swum

bite [bait] 물다

bit

bitten

spring [spriŋ] 튕기다

sprang

sprung

broke

broken

swear [swɛər] 맹세하다

swore

sworn

be (am, is, are)

was/ were

been

take [teik] 잡다

took

taken

blow [blou] 불다

blew

blown

tear [tɛər] 찢다

tore

torn

begin [bígin] 시작하다

began

begun

throw [Ɵrou] 던지다

threw

thrown

choose [tʃuːz] 선택하다

chose

chosen

write [rait] 쓰다

wrote

written

did

done

wear [wɛər] 입다

wore

worn

drive [draiv] 운전하다

drove

driven

weave [wiːv] 짜다

wove

woven

draw [drɔː] 그리다, 끌다

drew

drawn

drink [driŋk] 마시다

drank

drunk

come [kʌm] 오다

eat [iːt] 먹다

ate

eaten

fall [fɔːl] 떨어지다

fell

forget [fəgét] 잊다

break [breik] 부수다

do (does) 하다

(A – B – A) 변화형
came

come

become 되다

became

become

fallen

run [rʌn] 달리다

ran

run

forgot

forgot(ten)

dwell 거주하다

dwelt(dwelled)

dwelt(dwelled)

freeze [friz] 얼다

froze

frozen

forbid 금지하다

forbade

forbidden

fly [flai] 날다

flew

flown

forecast 예상하다

forecast(ed)

forecast(ed)

go [góu] 가다

went

gone

lie 거짓말하다

lied

lied

give [giv] 주다

gave

given

quit 그만두다

quit(ted)

quit(ted)

grow [grou] 자라다

grew

grown

spill (액체) 엎지르다

spilt(spilled)

spilt(spilled)

hide [haid] 숨기다

hid

hidden

stick 찌르다

stuck

stuck

know [nou] 알다

knew

known

thrust 밀다

thrust

thrust

lay

lain

upset 전복시키다

upset

upset

ride [raid] 타다

rode

ridden

sting 찌르다

stung

stung

rise [raiz] 오르다

rose

risen

must 해야 한다

had to

-

ring [riŋ] (종) 울리다

rang

rung

shall/ should –해야 한다

-

-

see [siː] 보다

saw

seen

can –할수 있다

could

-

sowed

sown

will –할 예정이다

would

-

may –할지도 모른다

might

-

lie [lai] 눕다

sow [sou] (씨)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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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노트
▶
▶

영어 커리큘럼 맞춤 컨설팅(초등부터~고등부까지)
마커스노트 워크북 활용 강사 교육 (컨설팅 의뢰시 진행)
전화

010 -2079 -9333 <함광천 저자 및 마커스 노트 대표>

마커스노트 학생용 종이책 주문
■ 홀로서기

(http://www.holro2.co.kr/)
: 02)853-8180 Fax : 02)853-8179
■ 그 외에 시중 서점(예스24, 영풍문고, 알라딘, 쿠팡에서도 주문 가능.)
■ 고객센터

엄지척! 생생한 후기!
초등부 문법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풀려보았는데, 세분화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석
도 같이 시켜보니 아이들도 끝날때 쯤이면 이해를 다 하고 있더라
구요!

자료도 정말 많고 또한 질 좋은 자
료에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웬만한 시중교재보다 저는 함광천
워크북을 더 애정해요^^
앞으로도 좋은 자료 부탁드리며 또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어요~^^

정말 최고의 워크북 입니다.
어떤 교재에 호환하여 사용하여도...
잘 어울리고 퀄도 넘 좋습니다.^^
유용한 자료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들 덕분에 아이들이 마커스 문제들을 다 풀고 나면 자신감

을 얻어요.
다양한 패턴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포맷으

그래서 학교 시험을 볼 대도 다들 거의 100점을 맞아 오는 수준
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마커스 항상 응원합니다.

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세세하고 다양한 문
제유형이 너무 맘에 듭니다.

시중에 문법책은 많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한정된 예문과 제한적
연습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설명 백날 해본들 무슨 소용있을까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한 예문을 보고 응용을 해 보아야지요.
시간은 좀 걸렸고 양이 워낙 방대하여 숙제로도 해오고 했는데, 정말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커스노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1.방대한 양의 예문과 문제 2. 오류없음(얼마나 피
땀 흘렸는지 알겠습니다.)
성문기본영어 이후, 문법계의 새로운 폭풍이고, 이거 만드시는
분 천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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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종류별로 쪼개져 있어서 수업 자료 학습확인용으로 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석에 따른 to부정사 쓰는 연습, 섞여있는 문장 완성하기 등 단계별
로 학습을 익혀가기 좋도록...
예문이 많아서 연습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중문법교재와 학교별문제집으로 내신대비를 해왔었는데 좀 부족
한 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마커스매직으로 선행을 해보니 서술형
연습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반복학습도 가능하니 처음엔 어려워
했던 아이가 "아~ 이제 좀 알겠어요."라고 하더군요.
학교시험대비 문제집을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개념을 잡고 난 후에
문제집을 풀게 해보려구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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