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 나의 영어사춘기 <네 번째 과제> 

 

*목표: 아래의 표현을 이용하여 우리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하고,  

그 중에 두 명의 내용을 암기해보세요. 

 

 

1) 누구인지 말할 때 

OOO 은 매우 유명한 한국의 여배우야.  OOO is a very famous Korean actress. 

 

2) 나와의 관계 

- 처음 어디에서 봤는지 

나는 그녀는 “OOO”이라 부르는 TV 쇼에서 만났어.  I met her at the TV show called “OOO.”  

 

-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지 

우리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어.    We did the show together.  

 

- 어디를 함께 갔는지 

우리는 ‘어디’를 함께 갔어.    We went to 어디 together.  

 

-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We had a lot of fun.  

 

- 같이 있는 게 어려웠을 때 

나한테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웠어.  For me, it was difficult to be with her.   

 

- 같이 있는 게 즐거웠을 때 

나한테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재미있었어.  For me, it was fun to be with her.   

 

3) 성격  (아래의 표현 중에 한 인물당 6개를 골라주세요.) 

그녀는 재미있어(웃겨).    She is very funny.  

그녀는 매우 좋은 사람이야.    She is a very nice person.  

그녀는 매우 열정적이야.    She is very passionate.  

그녀는 그녀의 일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야.  She is very passionate about her work. 

그녀는 정말 사려 깊어.    She is very considerate. 

그녀는 까다로워.     She is picky. 

그녀는 이기적이야.     She is selfish. 

그녀는 조용해.     She is quiet. 

그녀는 시끄러워.     She is loud. 



그녀는 거침없이 말해.    She is outspoken. 

그녀는 외향적이야.    She is outgoing. 

그녀는 수줍음이 많아.    She is shy. 

그녀는 지루해.     She is boring. 

그녀는 똑똑해.     She is smart. 

그녀는 항상 웃어.    She is always smiling. 

그녀는 성격이 좋아.    She has a nice personality. 

그녀는 성질이 있어.     She has a temper. 

그녀는 프로다워.     She is professional. 

 

예문)  

그녀는 매우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성질이 있어. 

그녀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매우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시끄럽고 거침없이 말해. 

그녀는 수줍음이 많지만 정말 거침없이 말해. 

 

She is a very nice person, but she has a temper. 

She looks picky, but she is a very nice person. 

She is loud and outspoken. 

She is shy, but she is very outspoken. 

 

4) 사람들과의 관계 

그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      She is good with everybody. 

그녀는 사교적인 사람이야.      She is a social person. 

그녀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She is not a social person.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알아.     She knows a lot of people.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She likes to hang out with others.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She likes to talk with others. 

 

5)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When I first met her, 

 

6) 내가 느꼈던 감정  

나는 정말 기뻤어. I was so happy. 

나는 정말 긴장했어. I was so nervous. 

나는 정말 화났어. I was so angry.  

나는 그녀가 무서웠어. I was scared of her. 

 

 



7)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나는 그녀와 얘기하고 싶었어.   I wanted to talk to her. 

나는 그녀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었어.  I wanted to stay away from her. 

나는 그녀를 알아가고 싶었어.  I wanted to get to know her. 

나는 그녀에게 관심 없었어.  I wasn’t interested in her. 

 

8) 내가 생각했던 것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she was pretty. 

나는 그녀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she was funny. 

나는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she liked me. 

나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she didn’t like me. 

 

9) 함께 대화하는 것이 어땠는지 

그녀와 말하는 건 어려웠어.   It was difficult to talk to her. 

그녀와 말하는 건 재미있었어(즐거웠어). It was fun to talk to her. 

그녀와 말하는 건 불가능했어.   It was impossible to talk to her. 

 

10) 외모 (아래의 표현 중에 3개를 골라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   She is not that tall. 

그녀는 키가 작아.   She is short. 

그녀는 매우 건강해.   She is very fit. 

그녀는 몸매가 좋아.   She is in good shape. 

그녀는 몸매가 안 좋아.   She is out of shape. 

 

그녀는 키가 커 보여.   She looks tall. 

그녀는 아름다워 보여.   She looks beautiful. 

그녀는 어려 보여.   She looks young. 

그녀는 나이가 있어 보여.   She looks old. 

그녀는 나이에 비해 매우 어려 보여. She looks very young for her age. 

그녀는 나이에 비해 매우 나이 들어 보여. She looks very old for her age. 

 

그녀는 옷을 잘 입어.   She dresses well. 

그녀는 패션감각이 좋아.   She is fashionable. 

그녀는 외모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She doesn’t care about her looks. 

 

그녀는 긴 생머리야.   She has long straight hair. 

그녀는 귀여운 얼굴이야.   She has a cute face. 

그녀는 늘 바지를 입어.   She is always wearing pants. 

 



11) 평소 습관 (아래 표현 중에 3개를 골라주세요.) 

그녀는 매일 운동을 해.    She works out every day.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 She doesn’t meet many people. 

그녀는 거의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켜. She walks her dog almost every day. 

그녀는 자주 친구들과 술을 마셔.  She drinks with her friends often. 

그녀는 자주 쇼핑을 가.    She goes shopping often. 

그년 항상 펜을 가지고 다녀.  She always carries a pen. 

그녀는 항상 늦어.   She is always late. 

그녀는 항상 제시간에 와.   She is always on time. 

그녀는 많은 책들을 읽어.   She reads a lot of books. 

그녀는 항상 음악을 들어.   She always listens to music. 

 

12)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할 때 

그녀는 ~하는 것을 좋아해.   She likes to ~ 

나는 그녀를 좋아해, 왜냐하면 ~    I like her because ~ 

나는 그녀를 안 좋아해, 왜냐하면 ~ I don’t like her becau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