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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가지 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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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형은	어디	있니?	파리에	있어.

2	 우리	형과	누나는	이곳에	와	있다.	그들은	매주	온다.

3	 저	개를	조심해라	-	가끔	물기도	하니까.

C 동사 (Verb) 

사람,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동작동

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상태동사)가 있다.

1 My brother played basketball in college.

2 I am glad to meet you.

3  We started to look for a house with a garden.

1	 우리	형은	대학교에서	농구를	했다.	

2	 만나서	반갑다.	

3	 우리는	정원이	있는	집을	구하러	나섰다.

D 형용사 (Adjective)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 상태, 색,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 문장 속에서 형용

사는 ① 명사 앞 ② 상태동사 뒤 ③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 뒤

에 온다.

1 Sarah likes pretty dresses.

2  The little boy got angry at his sister.

3 T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on the page.

1	 사라는	예쁜	옷을	좋아한다.	

2	 그	어린	아이는	자기	누나한테	화를	냈다.	

3	 그	페이지에	흥미있는	것이	있다.

E 부사 (Adverb)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해 준다.

1 The Browns arrived yesterday.

2 Honey is very sweet.

3 He ran too fast.

8품사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를 8품사라고 부른다. 이 8품

사에는 명사(Noun), 대명사(Pronoun), 동사(Verb), 형용사(Adjective), 부사(Adverb), 전치사(Preposition), 

접속사(Conjunction), 그리고 감탄사(Interjection)가 있다.

A 명사 (Noun)

 사람, 사물, 장소 또는 사람, 사물의 특성을 일컫는 말.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 Mary lives in Seoul with her parents.

2 Nothing can live without water and air.

3 She was a famous beauty in her youth.

1	 메리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산다.

2	 물과	공기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3	 그녀는	젊었을	때	소문난	미인이었다.

B 대명사 (Pronoun)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앞에 나온 명사 대신 사용한다.

1 ‘Where is your brother?’ ‘He is in Paris.’

2  My brother and sister are here. They visit every week.

3 Be careful of that dog – he sometimes bites.

2 get angry (at) ~에게 화를 내다 

 1  the Browns (= Mr. and Mrs. 
Brown) 브라운 부부 

3 look for ~을 찾다, 구하다

  1  in her youth = when she 
was young

3  be careful (of)  ~을 조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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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Would you…? ~하시겠습니

까? (정중한 표현에 쓰이는 말)

 • go for a drive 드라이브하다

 2  • Shall we…? ~할까요? (상대

방에게 제안을 할 때 사용)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품사의 변화 

영어 단어의 대부분은 어느 한 가지 품사로만 정해져 쓰이지 않는다.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

라 다른 품사 역할을 하게 된다.

A 동사 ↔ 명사

1   Would you drive me to the airport?  
Let’s go for a drive in the country.

2  There is no bus so we walk to school.   
It’s a nice day – shall we go for a walk?

1	 공항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  시골로	드라이브나	가자.	

2	 버스편이	없어서	우리는	학교까지	걸어간다.  |  날씨가	참	좋다	–	산책이나	갈까?

B 형용사 ↔ 부사

1  She was always late for appointment.  
She arrived late for her appointment.

2  New York City has many high buildings.  
The boy threw the ball high into the air.

1	 그	여자는	항상	약속에	늦었다.  |  그	여자는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했다.

2	 뉴욕에는	고층	건물이	많다.  |  소년은	공을	하늘	높이	던졌다.

C 전치사 ↔ 접속사 ↔ 부사

1 I shall be home before ten o’clock.

2 Please see me before you go.

3  I have seen the movie before but I want to see it again.

1	 10시	전에는	집에	오겠다.	

2	 가기	전에	나	좀	보자.	

3	 전에	그	영화를	봤지만	다시	보고	싶다.

1	 브라운	부부는	어제	도착했다.	

2	 꿀은	아주	달다.	

3	 그는	너무	빠르게	달렸다.

F 전치사 (Preposition)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1 Mother went into the store for some bread.

2 The girls left with them.

3 The bus stops right in front of our house.

1	 어머니는	빵을	좀	사려고	가게에	들어가셨다.	

2	 그	여자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떠났다.

3	 버스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선다.

G 접속사 (Conjunction)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1 We were cold and hungry.

2 Take a shower in the morning or in the evening.

3 He doesn’t like music but his wife does.

1	 우리는	춥고	배가	고팠다.	

2	 아침이나	저녁에	샤워를	해라.	

3	 그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아내는	좋아한다.

H 감탄사 (Interjection)

기쁨, 슬픔, 놀라움 등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1 Ouch! I caught my thumb in the door.

2 Wow! What a lovely dress!

3 Oh, that would be nice.

1	 아야,	엄지	손가락이	문에	끼었어.	

2	 야,	정말	예쁜	드레스구나!	

3	 아,	그거	좋겠다.

3 in front of ~의 앞에 

 2  take a shower / bath  

샤워 / 목욕하다

 1  late  늦은(형용사)     

늦게(부사)

2  high  높은(형용사)  

높이(부사)

 1  before + 명사, 대명사  

(전치사)

2  before + 주어 + 동사  

(접속사)

3  before 문장 속의 동사 수식 

  (부사)



Exercises
해답은 270쪽에 있습니다

A  굵게 표시된 단어의 품사를 말하시오. 

1. Oh, look out at the garden!

2. Jack is not going with us.

3. This watch keeps good time.

4. The ball hit me on the head.

5. ‘Why can’t I go?’ ‘Because you’re too young.’

6. This machine works by electricity.

7. You will soon see the first flowers of spring.

8. Did you dry the glasses carefully?

B  굵게 표시된 단어의 품사를 말하고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1.  Shall we stop for lunch or shall we drive on?  
Come with us for a drive in the country.

2. She is really an excellent cook. 
 I like to cook Chinese dishes for my family.

3.  Stones hit the window and it broke into several pieces. 
Let’s take a short break for lunch.

4.  We danced to the disco music. 
The waltz is a beautiful dance.

5.  Drink (up) your coffee before it gets cold. 
 Would you like a drink of water?

6.  That girl is my sister.
 That is Peter at the bus-stop.

7.  We were early and had to wait. 
 I always get up early in the morning.

8.  Hurry up! You’ll be late for work. 
 My son works hard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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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e 자유로 ~ 할 수 있는(형용사)

2 free 무료로(부사)

3 free 풀어주다(동사)

D 기타

1 You are free to go now.

2 We can travel free with this special ticket.

3  She freed the bird from its cage.

1	 이제	가도	좋다.

2	 이	특별	티켓만	있으면	무료로	여행할	수	있다.	

3	 그녀는	새장에서	새를	놓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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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의 구성 요소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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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어순

① 동사 + 주어...?

② 조동사 + 주어 + 동사...?

③  일반동사의 경우 

      현재형 : 

        do / does + 주어 + 동사원형...?

      과거형 :  

        did + 주어 + 동사원형…?

B 의문문

  ‘주어 + 동사’의 어순이 뒤바뀌어 ‘동사 + 주어’ 또는 ‘조동사 + 주어 + 동사’

의 어순이 되고, 문장 끝에 의문부호(Question Mark)를 붙인다. 의문문에는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선택의문문, 부가의문문, 간접의

문문 등이 있다.

의문사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① Yes나 No로 답한다.

 ② 끝을 올려서 말한다.

1 She is Korean. Is she korean?  
 Yes, she is. (No, she isn’t.)

2  He can speak French. Can he speak French? 
Yes, he can. (No, he can’t.)

3  You like pizza. Do you like pizza?  
Yes, I do. (No, I don’t.)

4  He gets up early. Does he get up early?  
Yes, he does. (No, he doesn’t.)

5  He drove her home. Did he drive her home? 
Yes, he did. (No, he didn’t.)

1	 	그녀는	한국인이다.	그녀는	한국인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한국인이	아

닙니다.)	

2	 	그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그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까?  |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니요,	그는	할	수	없습니다.)	

	3	 	당신은	피자를	좋아한다.	당신은	피자를	좋아합니까?  |  예,	좋아합니다.		(아니요,	좋아하

지	않습니다.)	

4	 	그는	일찍	일어난다.	그는	일찍	일어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5	 	그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까?  |  예,	그렇습

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① Yes나 No로 답할 수 없다.

 ② 보통 끝을 내려 말한다.

 ③ ‘의문사 + 동사 + 주어’의 어순이다.

 ④  3, 4의 who, what처럼 의문사가 주어일 때도 있다.

품사의 변화 

영어 문장은 으미에 따라 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경우(평서문), ② 무엇을 물어보는 경우(의문문), 

③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명령문), ④ 자신의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감탄문, 기원문)의 네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A 평서문

  일반적으로 어순은 ‘주어 + 동사’가 되고, 마침표(Period)로 문장을 끝맺는다. 

평서문에는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다. 

1  Mary is a student.
	 ≠	Mary	is not a student.

2 My mother can speak French.
	 ≠	My	mother	can not speak French.

3 She knows the answer.
	 ≠	She	does not know the answer.

4 They go to church.
	 ≠	They do not go to church.

5 We went there by bus.
	 ≠	We did not go there by bus.

1	 메리는	학생이다.	≠	메리는	학생이	아니다.	

2	 어머니는	프랑스어를	하실	줄	안다.		≠	어머니는	프랑스어를	하실	수	없다.	

3	 그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	≠	그녀는	그	대답을	알지	못한다.	

4	 그들은	예배	보러	간다.	≠	그들은	예배	보러	가지	않는다.	

5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갔다.	≠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지	않았다.

•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

① be동사 + not

② 조동사 + not            
③  일반동사의 경우 

       현재형 : 

       do / does not + 동사원형

       과거형 : 

       did not + 동사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