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영어 전치사 목록
전치사

at

일반적인 사용 (~을/를 나타낼
때)


(1) 특정 장소 혹은 위치



(2) 이벤트 시간



(3) 보는 것과 몸짓과 관련된

예시

(1) The concert was held at the stadium.
(2) The lunch will be served at 1:00 p.m.
(3) He stared at his watch.

동사의 목적어

by



(1) 행위자 (행동하는 사람)



(2) 무언가를 하는 방법



(3) 어떤 것과 관련된 대상의
위치

for

from



(1) 어떤 대상에 대한 지지



(2)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혹은 위하여



(3) 목적 혹은 기능



(1) 출신



(2) 원재료



(3) 시작점



(1)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
의해 둘러 쌓여 있을 때

in



(2) 이벤트 발생 년도



(3) 미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4) 상태 혹은 조건



(1) 에워싸여 있는 장소로
들어갈 때



(2) 다른 무언가와 신체적
접촉을 하게 하는 움직임

into


(3) 주의 또는 관심을
표현하는 동사의 목적어 앞


of



(1) The painting was done by Picasso.
(2) We finished the project by working all
night.
(3) Let's go that village by the sea.

(1) I voted for Mary.
(2) I did all this for you.
(3) I will prepare a speech for tonight's
benefit.
(1) He is from Boston.
(2) Lisa made a sculpture from stone.
(3) We began from knowing nothing to
learning a lot about English grammar
rules!

(1) The gift is in the box.
(2) The next winter Olympics will be held
in 2018.
(3) We should leave in ten minutes.
(4) I think the victim is in shock.

(1) I walked into the library.
(2) The boy wasn't paying attention and
ran into a tree.
(3) I would like to look into this matter
further.
(4) Turn your weaknesses into your
strengths.

(4) 조건 또는 상태의 변경
(1) 소유물

(1) The house of my friend's parents is
over there.
(2) The front of my house has many
windows.

일반적인 영어 전치사 목록
전치사

일반적인 사용 (~을/를 나타낼
때)


(2) 한 부분과 전체 부분 간의
관계



(3) 일반 범주와 해당 범주의
특정 구성원 간의 관계



예시
(3) The book of Job is in the Old
Testament. The concept of utopia is
fascinating.
(4) He knows of the situation.
(5) The house is made of concrete.

(4) 동사(사고 동사)와 이의
간접 목적어 간의 관계



(5) 대상이 만들어지는 재료



(1) 무언가의 표면과 물리적
접촉 혹은 지탱



(2) 어떤 표면의 특정 부분을
형성할 때

on



(3) 어떤 것의 주제



(4) 위원회 또는 이사회 회원
자격



(5) 대상의 타겟, 목표 또는

(1) I sat on the floor.
(2) He loved the smile on her face.
(3) Let's focus on one problem at a time.
(4) I have to serve on the jury next week.
(5) There were many attacks on the city.
(6) We stored the data on a thumb drive.

초점


(6) 한 대상을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법



(1) The speaker walked onto the stage.
(2) We got onto the train just in time.

때

onto

to

(1) 대상의 표면으로 이동할



(2) 대상에 탑승



(1) 한 장소로 이동함



(2) 숫자 범위 혹은 기간의

(1) Mike went to California.
(2) We normally work from 9 to 5.
(3) The dried bread crumbled to dust.
(4) I gave a gift to my sister.
(5) Reading a good book is similar to
having a good conversation.

범위


(3) 한 과정의 결과



(4) 어떤 물건의 수령자



(5) 비교 구의 두 번째 부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