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형식 기본문장

      1) 기본문법 정리

         1형식의 이해

             ① 1형식 문장은 주어와 자동사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영어 문형입니다.

             ② 자동사란 주어의 행동을 목적어 없이 동사 자체만으로 표현해 주면서 완전  

                한 문장을 만드는 동사를 말합니다.

            (예문) ① I sit. (나는 앉습니다.)

       ② I sleep. (나는 잡니다.)

       ③ He walks. (그는 걷습니다.)

       2) 1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주어 + 자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의 기본 문형을 연습합니다. 1형식 기본문형  

          에 대한 충분한 연습과 이해가 없으면 복잡하고 긴 1형식 문장을 구사할 수 없 

          습니다. 기본연습이니까 주어진 Key word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주의!

  일단은 과거시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진행형, 현재형, 완료형은 

  차후에 동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연습하겠습니다.)

① 우리는 공부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tudy

② 어머니는 주무셨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leep

③ 나는 앉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it

④ 자동차가 멈추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top

⑤ 회의가 시작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gin

⑥ 모든 고객들이 웃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augh

⑦ 아기가 걸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lk

⑧ 물이 끓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oil

⑨ 말들이 뛰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run

⑩ 우리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alk

요점 1: 단순현재형을 사용할 때
단순현재형은 반복되는 행동이나 사실 혹은 상황만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요점 2: 주어의 인칭
        인칭이란 (1) 말하는 사람인 '나'를 1인칭, 듣는 사람인 '너'를 2인칭, 말하는 사  

        람인 '나'도 아니고 듣는 사람인 '너'도 아닌 제 삼자를 3인칭이라 합니다.

① 1인칭 : * I (나) - 한 사람 (1인칭 단수)

   * We (우리) - '나'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 (1인칭 복수)

② 2인칭 : * You (너) - 한 사람 (2인칭 단수)

           * You (너희들) - 두 사람이상 (2인칭 복수)

                     (2인칭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다.)

③ 3인칭 : * He (그) - 한 사람 * She (그녀) - 한 사람

           * It (그것) - 한 개 * Tom

                     - 3인칭 단수

   * Tom and Jane

      * They (그들) - 두 명 이상 사람들이나 물건

     - 3인칭 복수

요점 3: 주어의 인칭과 동사의 형태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한 사람, 혹은 한 개)이면 주어  

        뒤에 오는 be 동사가 아닌 본동사에 "s"를 붙입니다.

① You walk fast.

   - 주어 You는 2인칭이기 때문에 동사 walk에 "s"가 붙지 않는다.

② A dog jumps over the fence.



   - 주어 A dog은 3인칭이면서 한 마리(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jump에 "s"가  

             붙었다.

③ The cat sleeps in the sand box.

          - 주어 The cat은 3인칭이면서 한 마리(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sleep 에 "s"가 

    붙는다.

④ Tom and Jane study together.

          - 주어가 3인칭이기는 하지만 Tom 과 Jane 두 사람(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 

     study에 "s"가 붙지 않는다.

⑤ They swim in the river.

          - 주어 They는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 swim 에 "s"가 붙지 않는다. 

 충고의 말씀!
 작문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올바른 동사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작문에서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가 

TOEFL의 Writing Test를 포함하는 모든 작문시험에서 결정적인 감점요인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것에 감점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2. 1형식 진행형 문장

      1) 진행형 문장 기본개념 정리

          진행형의 기본개념은 진행중인 동작상태를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본 형태는 “be동사 + 동사 ing"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2) 진행형 문장의 종류: 문장의 시제에 따라 구분된다.

          (1) 현재진행형: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표현

                      * 현재형 be동사 + 동사 ing

          (2) 과거진행형: 과거의 진행중인 행동을 표현

                      * 과거형 be동사 + 동사 ing

          (3) 현재완료진행형: 진행의미와 현재완료의미가 합쳐진 표현

                       * have been + 동사 ing

          (4) 과거완료진행형: 진행의미와 과거완료의미가 합쳐진 표현

                       * had been + 동사 ing

  

    

  * 진행형이 필요한 일반적 상황

    언제 진행형을 쓸 것인가는 동사가 진행적인 뜻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서면 

현재진행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5) 현재진행형이 필요할 때:

      ①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할 때

               (예) I am writing a letter. (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I write a letter(나는 편지를 쓴다.)"라는 단순현재 문장에 비해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진행상황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②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예) I am leaving soon. (나는 곧 떠납니다.)

                     - 현재진행형 문장이지만 곧 있을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 1형식 진행형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be 동사 + 자동사 + ~ing의 문형으로 1형식 진행형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말 문장의 시제에 주의하여 진행형 문장의 시제도 정해보기 바랍니다.

         

①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물이 끓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말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아기가 걷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고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그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⑩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점 1: 진행형을 만들 때 be 동사의 사용법
        문장의 시제가 현재일 때 현재진행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be 동사는 주어      

        '수'와 '인칭'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서 공부하세요.

    시제

인칭과 수
현재 과거 과거완료 진행형

1인칭 단수주어

I
am was been being

2인칭 단수주어

You
are were been being

3인칭 단수주어

He, She, Tom
is was been being

1인칭 복수주어

We
are were been being

2인칭 복수주어

You
are were been being

3인칭 복수주어

They, Cats
are were been being



   3. 부사를 이용한 1형식 문장

      1) 기본문법 정리
         (1) 부사에 대한 이해

             부사란 부차적인 품사라는 뜻으로,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사는 생략되어도 문장구조 자체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사가   

             있으므로 해서 문장의 뜻은 좀 더 분명해 집니다.

          (2) 부사의 기능

     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예) He runs well.

     ②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예) The car is extremely expensive.

     ③ 부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 The car runs very well.

          (3) 부사의 위치

부사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품사에 비해서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도 부사의 기본적 위치는 부사가 

영향을 주는 단어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부사의 일반적인 위치

   ① 본동사만 있을 경우: 주로 본동사 뒤(빈도/정도 부사가 아닌 경우)

      ex) Jane ran fast.

   ② be동사가 있을 경우: be동사 뒤

      ex) She is really smart.

   ③ 조동사가 있을 경우: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

      ex) He has never been to New York.

        

    

      * 빈도/정도 부사: 빈도/정도 부사의 경우 본동사 앞에 놓인다.

                - 빈도 부사: also, always, ever, never, frequently, hardly, 

     occasionally, often, once, rarely, usually, seldom, 

     scarcely, etc.

                - 정도 부사: almost, deeply, generally, greatly, hardly, mostly, nearly, 

     completely, highly, etc.

   ex) We often go to the bookstore.

                      I have completely forgot to pick up her laundry.

      * 부사의 순서: 여러 부사가 있을 경우 부사의 위치는 이하와 같은

                             의미 원칙에 따라 배치해 본다.

                - 장소, 시간 순으로

                -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순으로

                  ex) We arrived in the park yesterday.



      2) 부사를 이용한 1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1!

주어 + 자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에 부사를 첨가해서 작문해 보세요. 특히 

부사의 위치와 문장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문장

        마다 주어진 키워드를 활용해서 작문해 보세요.

연습 Point 2!

이제 시제를 과거로 설정해서 작문해 보세요. 과거시제의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①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꿉니다.

② 본동사만 있으면 본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꿉니다.

①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hard

② 그 회사는 빨리 성장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ast

③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lowly

④ 복사기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uddenly

⑤ 그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lready

⑥ 그 고객은 시끄럽게 말을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oudly

⑦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quietly

⑧ 사람들은 2층에서 일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upstairs



⑨ 회의는 항상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always, at ten o'clock

⑩ 그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happ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