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꾸기

      1) 기본개념

         (1) 전치사 to 를 이용해서 4형식에서 3형식 문장으로 전환

     4형식 문장의 특징은 "--에게 --을 주다"이며 기본 뜻을 바탕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게"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접목적어로 

      처리했고, "--을" 부분을 직접목적어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에게"의 뜻을 갖는 전치사 "to"가 있으므로 to 를 넣어서 "--에게      

              --을 주다"라는 뜻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문장의

      형식이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주어 + 동사 + 목적어)으로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 ① I gave him my notebook.

                     (4형식 : 나는 그에게 내 공책을 주었습니다.)

          ② I gave my notebook to him.

                     (3형식 : 나는 그에게 내 공책을 주었습니다.)

     (해설) ①, ②의 문장을 살펴보면 뜻은 동일하지만 ①은 4형식이고, ②는  

                   3형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첫째는 4형식과 

                   3형식을 만드는 동사의 성질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는 전치사의 

                   기능과 용법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2) 전치사 for 를 이용해서 4형식에서 3형식 문장으로 전환

     일반적으로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꾼다는 말은 4형식 문장의 

     직접목적어를 동사의 유일한 목적어로 하고 간접목적어는 수여동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to 전치사구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여동사는 3형식으로 전환할 때 to 가 아니라 for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수여동사의 성질이나 의미에 있습니다. 즉, to 보다는 for를 쓰는 

     것이 문장전환 전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2) for 를 이용해서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꾸어 보기

         연습 Point! 문장전환의 의미
         문장전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에 따라 문장전환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전환의 목적은 같은 의미를 다른 문장표현으로 나타내는  

         문장표현 연습에 있습니다.

① 나는 내 친구 모두에게 맛있는 커피를 끓여 주었습니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② 펜을 몇 개 갖다 주시겠어요?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et

③ 오늘 내가 너에게 점심을 사주지.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uy

④ 어머니는 우리에게 매일 맛있는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신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ook

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신발을 주문해 주었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order

⑥ 제게 딱 한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llow



        ⑦ 선생님께서 나에게 예쁜 종이인형 한 개를 만들어 주셨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⑧ 그는 뉴욕에서 가장 좋은 식당에서 나에게 점심을 사 주었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uy

⑨ 나는 아이들에게 일요일마다 쿠키를 만들어 주곤 했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⑩ 그 오페라 가수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들에게 불러 주었다.

   4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형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ing

☆ 보충문법 :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전환할 때 for 를 전치사로 가져오는 수여동사

-"for"를 가져오는 수여동사는 buy, make, get, order 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 I will buy you flowers.

               → I will buy flowers for you. (o)

               → I will buy flowers to you. (x)

(해설) "buy"의 경우 "--을 사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사는 것"이지, "누구에게 무엇을 사는 것"은 어색합니다.      

        3형식으로 전환된 위의 2문장을 직역해 보면 왜 I will buy flowers for 

     you. 가 맞는 문장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I will buy flowers for you(나는 

     너를 위해 꽃을 살 거야.), I will buy flowers to you.(나는 너에게 꽃을 

     살 거야.). 어떤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의미를 가진 문장이  

             옳은 문장입니다.



   4. to 부정사를 직접목적어로 받는 4형식 문장

      1) 기본문법 정리      

 4형식 문장에서 직접목적어로 to 부정사를 받는 경우는 일종의 명령이나 권고를 

 나타내는 문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에 주로 많이 쓰이는 4형식동사는 

 동사는 advise, ask, beg, command, direct, forbid, instruct, order, persuade,  

         teach, tell, request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들 단어들의 공통점은 명령, 권고와  

         같이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o 부정사를 직접목적어로 받는 4형식문장

 ① 기본문형

   주어 + to 부정사를 직접목적어로 받는 4형식 동사 + 직접목적어 + to 부정사

   (주어가 직접목적어로 하여금 to 부정사 이게 합니다.)

 ② 예: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그에게 자기 방을 청소하라고 부탁했다.)

 ③ 주요동사:

    advise, ask, beg, command, direct, forbid, instruct, order, persuade,     

    teach, tell, request

      2) to 부정사를 직접목적어로 받는 4형식 문장 작문연습

① 나는 그에게 싼 아파트를 빌려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dvise

② 어머니는 나에게 시내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dvise

③ 내 친구는 나에게 너무 자주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ell

④ 나는 운전수에게 3시에 나를 차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k

⑤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고 설득하셨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persuade



⑥ 경찰은 우리들에게 밤에 시내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rn

⑦ 그녀는 천천히 차를 운전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ell

⑧ 그 장교는 사병들에게 참호를 파라고 명령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ommand

⑨ 의사는 환자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운동을 하도록 권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recommend

⑩ 나는 부모님이 집으로 오시기 전에 청소를 마치라고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k



   5. 명사절을 직접목적어로 받는 4형식 문장

      1) 기본문법 정리

         (1) 명사절

    명사절은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명사절의 형태와 4형식 문장에 사용된 예

             ① that 을 이용한 명사절

                (예) I told him that she won the first prize.

             (나는 그에게 그녀가 1등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      ② if 혹은 whether 를 이용한 명사절

        (예) I asked her if she could come to my party.

                     (나는 그녀에게 내 파티에 올 수 있는 지 물었다.)

             ③ how (방법이나 상태)

        (예) He is teaching me how to turn on the computer.

             (그는 내게 어떻게 컴퓨터를 켤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다.)

             ④ what ("무엇," "--하는 것")

        (예) She tells us what she likes.

             (그녀는 우리들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⑤ where (장소)

        (예) He asks me where I live.

     (그는 나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묻는다.)

     ⑥ who, whom(목적격) (사람)

        (예) They asked me who was living in the castle.

             (그들은 나에게 누가 저 성에 살고 있는지 물었다.)

     ⑦ when (시간)

        (예) The conductor tells us when the train leaves.

     (그 차장은 우리들에게 언제 기차가 출발하는지 말해준다.) 

             ⑧ why (이유)

        (예) I asked her why she left me.

             (나는 그녀에게 왜 나를 떠났는지 물었다.)

      2) 명사절을 직접목적어로 받는 4형식 문장 작문 연습

① 나는 그에게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ell



② 그는 대통령에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rn

③ 그는 나에게 인터넷 이용료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k

④ 선생님께서 영어 시험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알려 주셨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inform

⑤ 특히 지하철에 많은 소매치기들이 있다고 그 여행 책자는 경고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rn

⑥ 선생님께서는 내가 왜 영어수업시간에 늦었는지 물으셨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k

⑦ 그녀는 퇴근 전에 우리가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시켜       

           주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remind

⑧ 그 정치적 물의는 그의 정치적 생명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sure

⑨ 나는 그녀에게 내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k

⑩ 내 여자 친구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ell

☆ 보충문법 : 4형식에서 3형식 문장으로 전환 시 of 를 전치사로 가져오는 수여동사

             -  ask, beg, demand 가 그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예) I asked him a question. (나는 그에게 질문을 했다.)

                      → I asked a question of him. (o)

                      → I asked a question to me. (x)

                (해설) "ask"의 경우 ‘묻다, 요구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가 "내 쪽으로 질문을 했다." 보다 자연 

                        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의 "for" 보다는 덜 명확하지만, 이런 식으  

                        로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