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 나의 영어사춘기 <다섯 번째 과제> 

 

■ 시제 및 표현 연습하기 

 

 

 

 

 

 find work buy 

현재형 

(~하다) 

나는 찾아요.  

I find. 

 

나는 일해요.  

I work. 

 

너는 산다.   

You buy. 

 

과거형 

(~했다) 

나는 찾았어요.  

I found. 

 

나는 일했어요. 

I worked. 

 

너는 샀다.   

You bought. 

 

현재완료 

(이미 ~했다, 

한 적 있다) 

나는 이미 찾았어요.  

I have found. 

 

나는 일한 적 있어요.  

I have worked. 

 

너는 이미 샀다.   

You have bought. 

 

used to 

(예전에는 

~했다) 

나는 찾곤 했어요.    

I used to find. 

 

나는 일했었어요.     

I used to work. 

 

너는 예전에 샀었다.   

You used to buy. 

 

want to  

(~하고 싶다) 

나는 찾고 싶어요.  

I want to find. 

 

나는 일하고 싶어요.     

I want to work. 

 

너는 사고 싶어한다.       

You want to buy. 

 

be trying to 

(~하려고 

한다) 

나는 찾으려고 해요.  

I am trying to find. 

 

나는 일하려고 해요.   

I am trying to work. 

 

너는 사려고 한다.           

You are trying to buy. 

 

am supposed 

to 

(원래 ~해야 

한다) 

나는 원래 찾아야 해요.  

I am supposed to find. 

 

나는 원래 일해야만 해요.  

I am supposed to work. 

 

너는 원래 사야 한다.       

You are supposed to buy. 

 

get to 

(~하게 된다) 

나는 찾게 돼요.         

I get to find. 

나는 일하게 돼요.            

I get to work. 

 

너는 사게 된다.              

You get to buy. 

 

will get to 

(~하게 될 

거다) 

나는 찾게 될 거예요. 

I will get to find. 

 

나는 일하게 될 거예요.    

I will get to work. 

 

너는 사게 될 거다. 

You will get to buy. 

 



■ 현재 / 과거 / 현재완료 시제 연습하기 

 

 

■ make / keep / leave 연습하기 

 

 

■ 미션! – 내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 3 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기! 

① - 그 음식이 무엇인지 

② - 어디에서 먹어봤는지 

③ - 누구랑 주로 먹었는지 

④ - 무엇이 음식에 들어가는 지 

 

 현재형 과거형 현재완료 

busy 나는 바빠.    I am busy. 

 

나는 바빴어.   I was busy. 

 

나는 계속 바빴어.  

I have been busy. 

 

hungry 그는 배고파.  

He is hungry. 

 

그는 배고팠어.  

He was hungry. 

 

그는 계속 배고팠어.  

He has been hungry. 

happy 그는 행복해.  

He is happy. 

그는 행복했어.  

He was happy. 

 

그는 계속 행복해 했어. 

 He has been happy. 

here 나는 여기 있어.  

I am here. 

 

나는 여기 있었어.  

I was here. 

 

나는 계속 여기 있었어.  

I have been here. 

 

make 

(~하게 만들다) 

차갑게 해.              

Make it cold. 

 

그를 행복하게 해줘. 

Make him happy. 

 

뜨겁게 해. 

Make it hot. 

 

keep 

(~하게 유지하다) 

계속 차갑게 해둬. 

Keep it cold. 

 

그가 계속 행복하게 해. 

Keep him happy. 

 

계속 뜨겁게 해. 

Keep it hot. 

 

leave 

(~하게 두다) 

차갑게 그냥 둬.      

Leave it cold. 

 

그가 행복하게 그냥 둬. 

Leave him happy. 

 

뜨겁게 그냥 둬. 

Leave it 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