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문장의 확장
★1. 문장은 크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 있는 ㉠___________과 두 번 이상 나타나 있는 ㉡___________이 있다. ㉡___________은 다시
앞 절과 뒤 절이 나란히 연결된 ㉢___________과 하나의 절이 전체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들어있는 ㉣___________으로 나뉜다. ㉢
___________에는 앞 절과 뒤 절이 ‘나열, 선택, 대조’의 의미로 이어진 ㉤______________________과, ‘원인, 의도, 조건, 양보’ 등의 의미로 이어
진

㉥______________________이

있다.

㉣___________에는

세부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이 있다. (㉦~㉪의 순서는 상관없음)

[2~41] 다음 문장이 문장의 분류에서 어떤 문장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시오.(ex 명사절을 안은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2. 민석이가 범인임이 드러났다. ___________
3.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___________
4. 그는 밥을 해가 지도록 먹는다. ___________
5. 자네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네. ___________
6.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라. ___________
7. 하늘이 높다. ___________
8. 그분을 만나거든 인사 말씀을 전해 주세요. ___________
9.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 했다. ___________
10. 철수가 강아지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___________
11. 나는 학교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___________
12. 나는 학생이 아니다. ___________
13.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___________
14. 봄이 오면 꽃이 핀다. ___________
15. 그는 민석이가 범인임을 알았다. ___________
16. 그는 가수이면서 배우이다. ___________
17. 그는 사실을 알았다. ___________
★18. 나는 어려운 외국어를 말하기에 능통하다.(2개) ___________, ___________
19. 그는 한국에서 제일 노래를 잘 하는 가수이다. ___________
20.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 ___________
★21. 어제 본 서울은 야경이 예쁘다.(2개) ___________, ___________
22.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___________
23. 나는 예쁜 옷을 샀다. ___________
24.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___________
25. 할아버지께서 정이 많으시다. ___________
★26. 나는 땀이 흐르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 ___________
27. 이 예쁜 가방은 주머니가 많다.(2개) ___________, ___________
28. 농부들은 비를 기다린다. ___________
29. 철수가 "강아지가 참 귀엽다."라고 말했다. ___________
30. 비가 와서 길이 질다. ___________
31. 수학이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___________
32. 철수는 밥을 아주 빨리 먹는다. ___________
33. 오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___________
34. 수학은 어렵지만 국어는 쉽다. ___________
35. 그것이 금덩이라도 난 안 가진다. ___________
36. 나는 그녀 때문에 짜증이 났다. ___________
37. 나는 새 옷을 샀다. ___________
38.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___________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