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부정사, that절의 부사적 용법 
1.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감정의 동사, 감정의 형용사 + to 부정사 → 감정의 원인 

[ ~ 해서, ~ 하기 때문에]

* 감정의 동사: smile(웃다), grieve(슬퍼하다), regret(후회하다), weep(울다),        
   rejoice(기뻐하다)

* 감정의 형용사: glald(기쁜), angry(화난), delighted(기쁜), happy(행복한),        
    pleased(즐거운), disappointed(실망한), sorry(유감스러운), shocked(놀란),     
    surprised(놀란), astonished(놀란)

 She smiles to see us dance and sing merrily. 

 (그녀는 우리가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웃는다.)

 She wept for joy to have her son home again. 

 (그녀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He rejoiced to hear of your success. 

 (그는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I am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니 기쁜다.)

 She was sorry to hear the bad news. (그녀는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슬펐다.)

 They were surprised to see her there. 

 (그들은 그녀가 거기에 있는 곳을 보고 놀랐다.)

 He is quite pleased to be leaving. (그는 아주 쾌히 떠날 것이다.)

 I was greately astonished to find him dead.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놀랐다.)

 They were shocked to hear of his scandal. 

 (그에 대한 추문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2. 형용사 + that절(부사절)

be동사에 이어진 형용사 다음에 that절이 오는 문장으로, 형식은 부사절이지만 형용
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that절) 처럼 해석될 경우도 많
다. 

1) "be + 형용사"의 의미상 목적어와 같은 that절(부사절)

I am sure that he will succeed.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

  He was certan that John was dead. (그는 죤이 죽었다고 확신했다.)

  I was confident that he would perform his part well. 



 (나는 그가 맡은 역할을 완수하리라고 확신했다.) 
 The old man was conscious that his strength was failing. 

 (그 노인은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알았다.)  
 She was not aware that her husband earned ￡50 a week.

 (그녀는 남편이 주 50파운드의 수 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They were anxious that you should return .

 (그들은 네가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Be careful that you don't drop it.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 위 형식의 문장에서 that절을 의미에 중점을 두어 명사절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것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굳이 틀리다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문장을   배워서 쓰
고,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2) 감정의 원인을 표시하는  that절(부사절)

 I am glad that you have succeeded. (당신이 성공해서 나는 기쁘오.)

 I am sorry that you have failed. (당신이 실패해서 나는 유감스럽소.)

 I am delgithted that you have come down. (당신이 내려와서 기쁩니다.)

 They were disappointed that you were unable to come. (그들은 네가 올 수 
없게 되어 실망하고  있었다.)

 She's surprised that you're going abroad.

 (그녀는 네가 외국에 간다고 해서 놀라고 있다.)

* 회화에서는 that 은 보통 생략 한다.

## [that 절이 타동사의 목적어로 오는 경우 ]

 Have you heard (that) Beth is getting married in January? - 사실의 표현

Do you think (that) they will accept our offer? - 자기의 생각의 표현

[다음의 5개 형용사가는 뒤에 that 절로 ] - 자기의 생각(확신, 유감)을 표현 한다.

 Are you sure (that) you turned off the gas? 

 I am certain (that) the plan will succeed.

 I am afraid (that) we are closing in five minutes. 

 He seems proud that he is no longer treated like a child.

 I was aware that something was wr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