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법요점 1: 부사의 형태
        (1) 단순부사 : 하나의 단어 그 자체가 부사인 경우

                  (예) She walks slowly.

        (2) 부사구 :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그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① 부사구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

               : 전치사구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예) He went to America on business. (그는 사업차 미국에 갔다.)

                     - 2개의 전치사구"to America"와 "on business"로 된 1형식 문장.

          ② 부사구 기능을 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란 근본적으로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법을  

                 말하며 그 형태는 "to + 동사원형" 입니다.

         (예) I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 "to pass the exam"은 "전체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라는    

                        뜻의 부사기능을 하고 있는 부사구입니다.

          (3) 부사절

               : 주어, 동사를 가지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전체가 부사기능을 하는 경우

                 이때 문장의 의미상 부사절은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When I woke up, I was in a car.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차안에 있었다.)

                      - "When I woke up" 전체가 부사절입니다.

      - when, after, while, before, since, because, if, as,          

                        although 등이 자주 사용되는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부사들 입니다.

   4. 전치사구를 이용한 1형식 문장

      1) 기본문법 정리
         (1) 전치사

             전치사란 "--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뜻이며 전치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전치사는 목적격 명사 앞에 위치한다.

      ②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목적격 명사와 함께 전치사구를 만든다.

             ③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며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인다.



         (2)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며, "전치사 + 목적어" 전체가 

     전치사구로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목적어는 목적격 명사가 됩니다.

             (예) I study for him. (나는 그를 위해 공부한다.)

                  - 1형식 문장으로, 전치사 for 뒤에 목적격 명사 him 이 왔습니다.

                  - "for him" 전체가 전치사구로서 부사역할을 하는 부사구입니다.

      2) 전치사구를 이용한 1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아래의 문장을 작문 할 때는 주어진 시제를 잘 살피고, 시제에 맞추어서 작문해 

 보세요.

 ① 우리는 시립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과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in

 ② 그들은 종종 사무실에서 잤습니다.(과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in

 ③ 그는 회사의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현재진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ith

 ④ 그 트럭은 우리 집 앞에서 갑자기 멈추었습니다.(과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in front of

 ⑤ 여름휴가는 항상 8월에 시작됩니다.(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in

 ⑥ 경찰들이 사고현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현재진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o

 ⑦ 그는 어제 고객과 함께 공장으로 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with, to

 ⑧ 그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현재진행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bout

 ⑨ 사람들이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out of

 ⑩ 그는 정문 옆에 서 있습니다.(현재진행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y

주의 1: 자주 사용되는 중요 전치사

       

   on --위에 in --안에 under --아래에

   above --위쪽에 behind --뒤에 in front of --앞에

   by --옆에 for --을 위해서 about --에 관해서

   with --와 함께 without --없이 to --쪽으로

   at --에서, --에 from --로부터          of --의, --에 대해

  

   5. 부사절을 이용한 1형식 문장

      1) 기본문법 정리
         (1) 부사절

             주어, 동사를 가지는 하나의 문장이 부사 역할을 할 때 이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2) 접속부사

             주어와 동사를 가진 하나의 문장을 부사절로 만들기 위해 그 문장에 붙이는   

            (접속시키는) 부사를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사용 예)

     ① when: "--할 때" 시간을 말해 주는 접속부사

                - When I was young, I liked toys.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장난감을 좋아했다.)

             ② after:"--한 뒤에"

                - After we woke up, we did our homework.

             (우리는 일어난 후에, 숙제를 했다.)

      2) 부사절을 이용한 1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① 나는 운동장에서 놀고 난 후에 공부를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fter

②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hen

③ 그는 일을 한 후에, 친구와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fter

④ 나는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까지 뛰어 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cause

⑤ 그는 서둘렀지만,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lthough

⑥ 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fore

⑦ 어젯밤에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cause

⑧ 내가 일하는 동안 그는 잠을 잤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hile

⑨ 그는 집에 오자마자 잠을 자러 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 soon as

⑩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걷기 때문에, 나는 시내에서 천천히 차를      

           몹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ca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