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Be 동사군의 동사를 이용한 2형식 문장

      1) 기본문법 정리
         (1) Be 동사군의 동사에 대한 이해

             문장의 제2형식을 형성하는 기본 동사는 Be 동사입니다. 그러나 Be 동사는 

     아니면서 문장의 제2형식을 이루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를 "Be 동사군의 동사"

     라고 합니다. 이때 2형식 문장에서 Be 동사군의 동사는 형용사만을 보어로  

             할 수 있습니다.

         (2) Be 동사군의 동사 예

             ① 감각, 지각에 관계된 동사들:

                - look, feel, smell, sound, taste 등

             ② be (--입니다.) 유사동사들:

                - seem, remain, appear 등

             ③ become 동사군:

                - become, grow, run, go, get 등

         (3) Be 동사 군의 동사를 2형식에 쓰는 이유 

             Be 동사만을 쓸 경우 단순히 "--입니다"라는 사실 자체만을 설명하는 단조로운

             뜻을 가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be 동사군의 동사를 사용함으로  

             해서 be 동사가 갖는 "--입니다"의 뜻에 be 동사군의 동사가 갖는 자체의 진  

             행적인 풍부한 뜻을 첨가하여 문장의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나타내고자 사용  

             하는 것입니다.

      2) Be 동사군의 동사를 이용한 2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Be 동사군의 동사를 이용해서 2형식 문장을 작문할 때 Be 동사군의 동사가 갖는 

 원래 뜻을 염두에 두면서 왜 Be 동사군의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주의하면서 

 작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형식 문장을 만들 때 Be 동사군의 동사는 형용사  

         만을 보어로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날씨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et

       ② 신선한 커피에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mell

       ③ 그가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그는 몹시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ook



       ④ 이른 아침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eel

       ⑤ 그녀는 그녀의 영업실적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이나  

          사무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remain

       ⑥ 오래된 타이어들은 회색으로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become

⑦ 이 붉은 장미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mell

⑧ 새로운 판매 전략에 대한 그의 의견은 바보같이 들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ound

⑨ 저 개는 보기에는 점잖지만 사실 아주 사납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ook

 ⑩ 이 수프는 너무 짭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aste



   4. 2형식 문장 작문 실전응용

      연습 Point!

       2형식 의문문, 보어의 활용, 분사의 선택, be 동사군의 동사를 이용한 문장과 같은  

       표현연습을 종합적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영작 이전에 우리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훈련이 연습의  

       중요한 핵심 Point입니다. 

① 오늘은 바깥 날씨가 화창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여기서 공항까지는 아주 멉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톰은 고객들의 불만을 처리하는데 능숙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그 커피가 너무 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내가 너의 승진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김 선생님은 모두에게 정말 자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그는 지금 아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인도 시장은 아주 크지만 매력적이지는 않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그 여배우는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⑩ 그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의미심장하지는 못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문장오류분석 연습

      연습개요 Point!

      2형식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고칠 수    

      있도록 하는데 연습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집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능력시험에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아래 문장을 읽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해 보시오.

① Once a smoking habit is acquiring, it is extremely hard to quit it.

② He suddenly became very diligence, and people felt curious about that.

③ A lightening stroke the phone line, and phones in the office went death.

④ That wool coat looks well on you.

⑤ Fighting scenes of K-1 games are very excited.

⑥ The bread is old, and it smells badly.

⑦ Moderate exercise is goodness for our health.

⑧ Because he had walked in the heavy rain, he  was totally exhausting.

⑨ Only qualifying nurses can be regular employees of the city hospital.

⑩ The strawberries look green, but taste sweetness.

☆ 보충문법: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1) "a"로 시작되는 대부분의 형용사: afraid, awake, ashamed, aware, asleep, alive 등

     (예문) ⓐ He is afraid of his failure.

         -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두려워한다.)

    ⓑ I was awake all night yesterday.

       - (나는 어제 밤새 깨어 있었다.)

(2) 기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drunk, unable, fond, well, liable 등

    (예문) ⓐ He is drunk. (그는 술 취했다.)

      - (참고) He is drunken. (x)

                       The drunken man is sleeping now. (0)

           ⓑ I am fond of her. (나는 그녀에 대해 좋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