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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쌤영어 (www.milgarussem.com)

2강. 다양한 주어로 쉽게 말해보자.
안녕하세요. 밀가루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본격적으로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동사란?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동사에 주어 ‘I’를 연결하면 문장이 됨.
단어 ‘I’ + 단어 ‘read’ = 문장 ‘I read.’
I eat. 나는 먹어.
I meet. 나는 만나.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I make. 나는 만들어.
I work. 나는 일해.
I study. 나는 공부해.
I want. 나는 원해.

주어가 그(He), 그녀(She), 그것(It)인 경우: 동사에 -s나 -es를 붙임.
* 주어가 그(He)인 경우
He eats. 그는 먹는다.
He meets. 그는 만난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He makes. 그는 만든다.
He works. 그는 일한다.
He studies. 그는 공부한다.
He wants. 그는 원한다.
* 주어가 그녀(She)인 경우
She eats. 그녀는 먹는다.
She meets. 그녀는 만난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
She makes. 그녀는 만든다.
She works. 그녀는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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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studies. 그녀는 공부한다.
She wants. 그녀는 원한다.
* 주어가 그것(It)인 경우
It eats. 그것은 먹는다.
It meets. 그것은 만난다.
It has. 그것은 가지고 있다.
It makes. 그것은 만든다.
It works. 그것은 일한다.
It studies. 그것은 공부한다.
It wants. 그것은 원한다.

밀가루쌤의 Tip
동사란?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이 세가지가 전부임
- 일반동사 :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냄
- be동사 : 주어의 상태를 나타냄
- 조동사 : 동사를 보완함

추가 연습
나는 해. I do.
너는 가. You go.
우리는 가져. We have.
그들은 말 해. They say.

그는 해. He does.
그녀는 가. She goes.
그것은 가져. It has.
그것은 말 해. It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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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숙제
숙제 1
동사에 –s,-es를 붙이는 4가지 원칙
그대로 적어보고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1.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run -> runs

I run 나는 달린다.

work -> works

He runs. 그는 달린다.

We work. 우리는 일한다.

She works. 그녀는 일한다.

2. 동사원형이 –s, -sh, -ch, -o로 끝나면 동사원형에 –es를 붙입니다.
watch -> watches
go -> goes

They watch. 그들은 본다.

Sally watches. 샐리는 본다.

You go. 너는 간다.

The train goes. 기차는 간다.

3. 동사원형이 자음+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꾼 후 –es를 붙입니다.
study -> studies

We study. 우리는 공부한다.

Amy studies. 에이미는 공부한다.

4. 위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have -> has

I have~ 나는 ~ 갖고 있다.

My father has~ 나의 아버지는 ~ 갖고

있다.
숙제 2
다음 단어들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처럼 변화시켜 봅시다.
1. go
2. do
3. have
4. say
5. make
6. come
7. get
8. use
9.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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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ind
11. work
12. become
13. mean
14. leave
15. seem
16. need
17. feel
18. ask
19. show
20. try
21.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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