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4형식 기본문장

  

      1) 기본문법 정리

         4형식의 이해

    ① 4형식의 기본 문형은  

               주어(S)+동사(V)+간접목적어(I.O)+직접목적어(D.O)입니다.

            ② 4형식을 이루는 동사를 구체적으로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③ 수여동사는 "--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며 그 대표적인 동사는      

               "give"입니다. 수여동사란 말 그대로 "--을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말합니다.

           (주의) 문장이 수여동사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4형식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여동사와 함께 반드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있어야 4형식 문장이 성립됩니다.

              (예) I will give you a cup of coffee.

                           (난 너에게 커피 한 잔을 줄 거야.)

            ④ 간접목적어:

               간접목적어란 우리말의 경우 "-에게"라는 조사가 붙어 수여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말합니다. 간접목적어도 결국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만이       

             간접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I will give you a cup of coffee.

                    (난 너에게 커피 한 잔을 줄 거야.) - 간접목적어의 위치에 유념하시길

            ⑤ 직접목적어:

            직접목적어란 우리말의 경우 "을/를"이라는 조사가 붙어 수여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직접목적어도 결국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만이 직접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I will give you a cup of coffee.

                    (난 너에게 커피 한 잔을 줄 거야.) - 직접목적어의 위치에 유념하시길



      2) 4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가장 일반적인 수여동사 give를 이용해서 4형식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① 나는 매달 남동생에게 100달러를 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② 나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꽃을 드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③ 제게 마실 것 좀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④ 나는 그에게 충고를 좀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⑤ 신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⑥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⑦ 그 소책자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⑧ 그 경찰관은 나에게 속도위반 스티커를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⑨ 나는 메리에게 학교까지 차를 태워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⑩ 그는 나를 골치 아프게만 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ive



   2. Give 이외의 수여동사를 이용한 4형식 작문

      1) 기본문법 정리

       수여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주다"라는 뜻을 가진 "give" 이기는 하지만     

       "주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다른 다양한 동사들도 4형식 문장을 만드는 수여동사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2) give 이외에 빈번히 사용되는 수여동사들

        (주의) 아래 동사들은 3형식을 이룰 수 있는 단순타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형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buy (3형식 : "사다", 4형식: "사 주다")

   He bought me a pen. (그는 나에게 펜을 하나 사 주었습니다.)

ⓑ ask (3형식: "묻다", 4형식: "--에게 --을 묻다")

   He asked me a question. (그는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 bring (3형식: "--을 가져오다", 4형식: "--에게 -- 을 가져오다")

   Would you bring me a small box?

           (저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다주시겠어요?)

ⓓ make (3형식: "--을 만들다", 4형식: "--에게 --을 만들어 주다")

   I will make you coffee. (내가 너에게 커피를 끓여(만들어) 줄게.)

ⓔ send (3형식: "--을 보내다", 4형식: "--에게 --을 보내 주다")

   My mother sent me a shirt. (어머니께서 나에게 셔츠를 보내 주셨다.)

ⓕ read (3형식: "--을 읽다", 4형식: "--에게 --을 읽어 주다")

   My teacher reads me a poem.

           (선생님께서 나에게 시를 읽어 주신다")

ⓖ show (4형식: "--에게 --을 보여주다")

   He showed me his passport.

           (그는 나에게 그의 여권을 보여 주었다.)

ⓗ tell (4형식: "--에게 --을 말해 주다")

   I told him the story.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

ⓘ get (3형식: "--을 갖다", 4형식: "--에게 --을 갖다 주다")

   The waitress got me a glass of water.

           (그 웨이트레스가 나에게 물 한잔을 갖다 주었다.)

ⓙ teach (3형식; "--을 가르치다", 4형식: "--에게 --을 가르쳐 주다")

   I taught him mathematics.

           (나는 그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3) Give를 제외한 수여동사로 된 4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① 나는 어제 그에게 사과를 한 상자 사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uy

② 제인은 나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each

③ 여종업원이 나에게 커피를 한 잔 갖다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et

④ 어머니는 내 친구들에게 뜨거운 수프를 만들어 주셨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⑤ 나는 완전히 지친 소방관에게 물 한잔을 갖다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et

⑥ 내 친구는 베니스에서 작은 기념품을 나에게 보내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end

⑦ 어머니께서는 매일 밤 나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읽어주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read

⑧ 나는 절대로 네게 거짓말하지 않았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ell

⑨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 사진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how

⑩ 나는 관광 안내원에게 미국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