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3형식 기본문장

     1) 기본문법 정리

        (1) 3형식의 이해

    ① 3형식의 기본 문형은 주어(S) + 동사(V) + 목적어(O) 입니다.

      ② 3형식을 이루는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 입니다.

        (2) 완전타동사

            완전타동사란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어 +     

완전타동사"만으로는 문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장이 3형식            

       문장을 구성을 하고 있으며 완전타동사가 온 다음 그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오지 않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예) I make coffee. (o)   I make. (x)

     2) 3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완전타동사와 목적어를 이해하는 것이 3형식 문장 작문의 핵심입니다. 많은 

동사들이 타동사와 자동사를 겸하고 있지만 일부 동사들은 자동사로만 사용되거나 

타동사로만 사용됩니다. 이런 동사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① 우리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tudy

② 우리 모두는 아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ttend

③ 새로운 제품이 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raw

        

④ 그들은 조심스럽게 나무상자를 열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open

  ⑤ 나는 작년에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visit

⑥ 나는 그에게 공을 던졌지만 그는 그것을 잡지 못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throw, catch



⑦ 그 버스 운전사는 버스 문을 닫기 전에 승객들을 헤아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lose, count

⑧ 겨우 두 명만이 그 참혹한 화재에서 살아났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urvive

⑨ 나는 사무실 책상위에 중요한 서류를 놓아두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eave

⑩ 학교로 가는 길에 나는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eet

요점 1: 주요 완전타동사

주요완전타동사 :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고 있지만, 타동사 기능만을 하는 동사들은       

  주의해서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예) 이하는 주의를 요하는 타동사들이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attend (--에 참석하다.)

       * He attended the meeting.  (o)

       * He attended to the meeting. (x)

    ⓑ reach (--에 도착하다.)

       * She reached her school yesterday. (o)

       * She reached to her school yesterday. (x)

    ⓒ resemble (--를 닮다.)

       * You resemble your father. (o)

       * You resemble with your father. (x)

    ⓓ survive (--에서 살아남다.)

       * They survived the plane crash. (o)

       * They survived in the plane crash. (x)

    ⓔ discuss (--을 논의하다.)

       * We discussed the project. (o)

       * We discussed about the project. (x)



   2. 목적어 형태에 따른 3형식 문장 작문

      1) 기본문법 정리

         (1) 목적어의 형태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 혹은 목적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명사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는 단순히 한 단어가 명사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의 형태

    ① 명사 : 원래 하나의 단어로 된 명사

                  (예 : book, cake, horse 등)

    ② 동명사 : 동사를 재료로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 형태는 동사원형 + --ing

                  (예 : watching, running, drinking 등)

    ③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to + 동사원형"의 형태로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 (예 : to live, to study 등)

    ④ 명사절 :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통째로 하나의 명사    

               기능을 하는 것

                  (예 : That he stole the money was not true.)

     ⑤ 명사구 : 하나의 문장 형식은 아니면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명사기능을 하는 것

                  (예 : Walking to school with you is enjoyable.)

      2) 명사구를 목적어로 하는 3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① 나는 전에 어디선가 그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remember

② 우리는 아침 7시에 도서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ecide

③ 우리는 회의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expect

④ 그들은 회의석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피했어야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void



⑤ 사장은 회의에 늦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hate

⑥ 나는 나쁜 날씨에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ike

⑦ 기업들은 이윤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nt

⑧ 나는 3시까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orget

⑨ 그는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hate

⑩ 그는 구매자들과 만날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ry

요점 1: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동사를 재료로 명사를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형태는 동사의 원형에 to를 붙여 그 전체를 명사처럼 사용합니다.  동명사의      

        경우처럼, 재료로 한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는 "to + 동사원형" 자체가 명사처럼   

       사용되며, 타동사인 경우에는 "to + 동사원형 + 목적어"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로 사용됩니다.

       (예) * To study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 To make coffee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커피 만드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