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재시제를 표현하는 작문

      1) 현재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①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날 때

            - I listen to the radio.

            - He is in his room now.

         ② 습관적인 동작

            - She often gets up early.

            - The restaurant opens at 9:00.

         ③ 불변의 진리 및 사실

            -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 One and three makes four.

(참고) 시간-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한다.

               - When she finishes work, I will go to movies with her.

               - If you come tomorrow, I will make you a cake.

        (주의!) 시간-조건의 절이라도 부사절이 아닌 형용사절이나 명사절로 사용될 때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 미래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 Do you know when she will leave?

     

      2) 현재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동사의 형태

 ① 본동사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진 경우

   

주어의 인칭과 수 주어의 예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의 모양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I, We, You, They 동사의 원형

3인칭 단수 He, She, It

 ① 자음이나 e로 끝나는 동사원형 + s 

 ②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원형 + es

 ③ ch,로 끝나는 동사원형 + es

 ④ y로 끝나는 동사원형 → y를 i로    

     고치고 + es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경우

    - 현재형 조동사를 사용한다.



      3) 현재시제 문장 작문

①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oil

② 지금 정각 2시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is

③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get up

④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비용은 10만 달러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ost

⑤ 기차역은 공항 근처에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is

⑥ 나는 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an

⑦ 휴일에는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o

⑧ 가장 비싼 차는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o

⑨ 그는 화를 잘 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et

⑩ 5시까지 이 일을 마치고 싶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nt



   2.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작문

      1)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 I met him yesterday.

          - I used to study English in the City Library. 

        (중요)문장 속에 명백한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을 때는 단순과거 시제가 된다.

       - yesterday, last year, five days ago, in 1940 등

        (예문) - I met him yesterday.

       - I went to Europe last year.

       - I took the exam three days ago.

      2) 과거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동사의 형태

 ① 본동사로만 문장이 이루어진 경우 : 본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꿉니다.

    -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칙동사일 경우 동사원형에 ~ed를        

             붙입니다.

      ☆ 규칙동사일 경우 본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드는 방법

                 
동사의 과거 시제형 = 본동사 + ~ed

             (예) We played baseball yesterday.

                  - 본동사 play에 ~ed를 붙여서 과거형 played를 만들었습니다.

              ☆ 불규칙 동사(irregular verbs)를 과거형으로 만드는 방법

                 - 불규칙동사는 특수한 과거형을 암기해야 합니다.

                                    주요 불규칙동사의 예

   

    현재형     과거형         뜻     현재형      과거형         뜻

 ①  eat        ate           먹다

 ②  do         did           하다

 ③  run        ran           달리다

 ④  buy        bought        사다

 ⑤  give       gave          주다

 ⑥  go         went          가다

 ⑦  drive        drove        운전하다

 ⑧  write        wrote        쓰다

 ⑨  see          saw          보다

 ⑩  drink        drank        마시다

 ⑪  come         came         오다

 ⑫  sit           sat         앉다

         ② 조동사가 있는 문장일 경우 : 과거형 조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과거시제 문장 작문

         연습 Point!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과거를 표현하기 위한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서 

 문장을 작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나는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hear

② 나는 그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know

③ 우리는 어제 정원에 나무를 심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plant

④ 지난주에 나는 그에게 돈을 좀 빌려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end

⑤ 그들은 배가 고프고 목말랐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⑥ 작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홍수에 사망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ie

⑦ 어젯밤 경찰들이 3명의 도둑을 체포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rrest

⑧ 지난해의 홍수는 많은 농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⑨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가 취업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sk

⑩ 공룡들은 수백 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extinct

 



   3.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작문

      1) 미래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미래에 있을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예측을 표현할 때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결심을 표현할 때 미래시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단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미래시제를 만드는 방법

            조동사 will(혹은 shall)을 본동사 원형 앞에 붙여 미래시제를 표현합니다.

           
  미래시제 문장: 주어 + will + 동사원형 ---- .

      2) 미래시제를 만드는 조동사 will과 shall

         (1) will 

             ① 단순히 미래사실을 언급, 예측하는 경우

                - The bus will leave for Seoul at 3 o'clock. 

     ②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싶을 경우

        - I will pass the exam.

         (2) shall

             주로 공손한 표현에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에게 선택을 주는 뉘앙스의 경우

     - Shall we go now?

     - We shall get the tickets.

      3) 미래시제 문장 작문

 연습 Point!

 주어진 Key word를 참고해서 문장을 미래시제로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① 내가 우유를 좀 사올 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uy

② 방과 후에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할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take

③ 나는 내년에 미국에 갈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go

④ 시청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십분 뒤에 도착할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rrive



⑤ 우리는 그들을 용감한 군인으로 만들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ake

⑥ 그들은 다음 달에 유럽에 있는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visit

⑦ 3시에 우편배달부가 여기로 올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ome

⑧ 나는 언젠가 위대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⑨ 나와 춤출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ance

⑩ 높은 유가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