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5형식 기본문장

 

      1) 기본문법 정리

         5형식의 이해

   ① 5형식 기본문형은 주어(S) + 동사(V) + 목적어(O) + 목적보어(O.C) 입니다.

     ② 5형식에서 핵심은 동사의 성질과 목적보어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③ 5형식 동사 : 5형식 구문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make 입니다.

              5형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어에 대한 보어를 갖고 올 수 있는 동사를 

              말합니다.

           ④ 목적격보어 : 목적격보어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를 말하며, 2형식 문장의 주격보어 

   처럼 목적격 보어도 보어이기 때문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역시 형용사나 명사뿐입니다. 

      2) 5형식 문장 작문 기본연습

         연습 Point!

 목적보어를 명사나 형용사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5형식 동사를 이용한 작문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5형식 동사의 활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① 우리는 그들을 용감한 군인으로 만들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② 그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③ 그 형사는 그가 무죄라는 것 발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ind

④ 우리는 물이 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ind

⑤ 그들은 John을 영업이사로 선출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elect

⑥ 그녀는 지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ind



⑦ 버터는 빵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⑧ 그들은 차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ind

⑨ 그의 실수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⑩ 그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 보충문법 : 5형식 문장을 만드는 중요 동사

   ⓐ make

      (예) The work made me happy.

           (5형식 : 그 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 형용사 "happy"는 목적어 "me"의 상태를 보충설명하고 있습니다.

   ⓑ find

      (예) I found him guilty.

           (5형식 : 나는 그가 유죄라는 것을 알았다.)

   - 목적어 "him"이 목적보어 형용사 "guilty"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found)라는 뜻이 됩니다.

   ⓒ elect

      (예) They elected him chairperson.

           (5형식 : 우리는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 5형식 동사"elect"는 "--를 --로 선출하다"라는 뜻으로 목적어 him을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보어 chairperson이 왔습니다.



2. 5형식 동사를 활용한 작문 연습

  연습 Point!

  5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동사들의 종류를 살펴보고 와 문장 작문 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염두에 두고 작문해 보세요.

① 나는 내 방문을 열어 두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eave

② 그는 나를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 두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eave

③ 그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keep

④ 우리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keep

⑤ 나를 그를 찰리라고 부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all

⑥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서양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all

⑦ 그는 자신의 집 지붕을 녹색으로 칠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paint

⑧ 나는 내 방을 푸른색으로 칠 할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paint

⑨ 대통령은 그를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ppoint

⑩ 코치는 제임스를 축구팀의 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ppoint



   3. 분사를 목적보어로 하는 작문 연습

      연습 Point!

      5형식 문장에서 목적보어로 분사를 사용하는 연습입니다. 목적보어로 현재분사 혹은  

      과거분사를 쓸 것인지를 판단하고 연습하는 것이 이번 작문연습의 Point입니다.

① 그의 노래가 나를 성가시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nnoy

② 나는 내 방이 아직 청소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lean

③ 그 뉴스는 우리 모두를 흥분시켰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excite

④ 그 과학자는 실험실에 개구리를 냉동상태로 보관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reeze

⑤ 그는 감자를 씻지 않은 채로 냉장고에 남겨 두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sh

⑥ 그 비서는 봉투가 봉해진 채로 책상 위에 두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eal

⑦ 나는 작은 상자 안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leep

⑧ 그 경찰관은 부서진 채로 있는 자동차를 발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reak

⑨ 우리는 달걀을 한 시간 동안 따뜻하게 보관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oil

⑩ 내 룸메이트는 종종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