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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옛날 이야기
이번 강에서는 우리의 눈을 과거로 돌려 봄으로써 우리의 세계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연습
먼저 시점이 현재인 문장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 apples.
영어에서는 어떤 동사가 과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보통 단어 끝에 ‘ed’를 붙입니다. ‘like’라는
단어는 이미 끝이 ‘e’로 끝나니 ‘ed’대신 ‘d’를 붙여 봅시다. 그러면 ‘liked’가 되겠네요.

나는 사과를 좋아했어. I liked apples.
어떤 동사에 과거의 뜻을 담을 때는 주어가 ‘나, 너, 우리, 그들’이든, ‘그, 그녀, 그들’이라서 동사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든 상관없이 모두 동사의 원래 형태에 ‘ed’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like’도 ‘liked’가 되고 ‘likes’도 ‘liked’가 되는 것이지요.

그는 사과를 좋아했어. He liked apples.
정말 쉽죠? 이렇게 과거형 문장을 만들 때에는 주어가 누구이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과거시제도 do동사를 변형하면 됩니다.
과거는 did로 바꾸고 부정이니까 not을 붙이면 됩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았어. I didn’t like apples.
‘don’t’가 ‘didn’t’가 되었으니 ‘liked’는 다시 ‘like’로 바뀐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과거 시점의 문장에 부정의 뜻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주어가 ‘그, 그녀, 그들’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doesn’t’대신에 ‘didn’t’를 넣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묻는 형식의 문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는 사과를 좋아했니? Did he like apples?
그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았니? Didn’t he like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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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공식
주어 + 동사ed
주어 + did not(didn’t) + 동사
Did + 주어 + 동사 + ?
Didn’t + 주어 + 동사 + ?

미리 학습할 단어
guitar 기타
bake 굽다
cake 케이크
Spanish 스페인어

한 발 더 나아가기
다양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일해. I work.
나는 일했어. I worked.
그녀는 일했어. She worked.
나는 일하지 않았어. I didn’t work.
그녀는 일하지 않았어. She didn’t work.

나는 일했니? Did I work?
그녀는 일했니? Did she work?
나는 일하지 않았니? Didn’t I work?
그녀는 일하지 않았니? Didn’t s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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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기타를 원해. You want a guitar.
너는 기타를 원했어. You wanted a guitar.
그는 기타를 원했어. He wanted a guitar.
너는 기타를 원하지 않았어. You didn’t want a guitar.
그는 기타를 원하지 않았어. He didn’t want a guitar.

너는 기타를 원했니? Did you want a guitar?
그는 기타를 원했니? Did he want a guitar?
너는 기타를 원하지 않았니? Didn’t you want a guitar?
그는 기타를 원하지 않았니? Didn’t he want a guitar?

우리는 케이크를 구워. We bake a cake.
우리는 케이크를 구웠어. We baked a cake.
대니얼은 케이크를 구웠어. Daniel baked a cake.
우리는 케이크를 굽지 않았어. We didn’t bake a cake.
대니얼은 케이크를 굽지 않았어. Daniel didn’t bake a cake.

우리는 케이크를 구웠니? Did we bake a cake?
대니얼은 케이크를 구웠니? Did Daniel bake a cake?
우리는 케이크를 굽지 않았니? Didn’t we bake a cake?
대니얼은 케이크를 굽지 않았니? Didn’t Daniel bake a cake?

그들은 스페인어를 공부해. They study Sp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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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스페인어를 공부했어. They studied Spanish.
샐리는 스페인어를 공부했어. Sally studied Spanish.
그들은 스페인어를 공부하지 않았어. They didn’t study Spanish.
샐리는 스페인어를 공부하지 않았어. Sally didn’t study Spanish.

그들은 스페인어를 공부했니? Did they study Spanish?
샐리는 스페인어를 공부했니? Did Sally study Spanish?
그들은 스페인어를 공부하지 않았니? Didn’t they study Spanish?
샐리는 스페인어를 공부하지 않았니? Didn’t Sally study Spanish?

추가로 과거 시점의 문장을 말할 때 자주 함께 사용되는 부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in this morning
오늘 점심에 in this afternoon
오늘 저녁에 in this evening
어제 yesterday
어젯밤에 last night
그저께 the day before yesterday
지난 달에 last month
지난 해에 last year
2000년에 in 2000

밀가루쌤의 팁
어떤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려면 단어 끝에 ‘ed’를 붙여야 한다는 규칙을 위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like’가 ‘likeed’가 아닌 ‘liked’가 된 것처럼 이 규칙 안에서도 사소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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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의 끝이 ‘e’로 끝나면, ‘ed’ 대신 ‘d’만 붙입니다.
hate 싫어하다 -> hated 싫어했다
hope 희망하다 -> hoped 희망했다
2. 단어의 끝이 ‘자음 + y’로 끝나면, ‘y’를 떼고 ‘ied’를 붙입니다.
study 공부하다 -> studied 공부했다
cry 울다 -> cried 울었다
3. 단어의 끝이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끝난다면, 맨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써줍니다.
stop 멈추다 -> stopped 멈췄다
plan 계획하다 -> planned 계획했다

23강 숙제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넣어 보세요.
(1) 나는 쿠키를 구웠다. I _______ cookies.
(2) 그녀는 영어를 공부했다. She _________ English.
(3)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다. She _________ ________ English.
(4) 밀가루쌤은 영어를 공부했니? ______ Milgarussem _______ English?
(5) 그는 그 여자를 좋아했다. He _______ the woman.
(6) 그는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He ________ ________ the woman.
(7) 너는 열심히 일했니? ______ you ______ hard?
(8)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니? _______ you _______ hard?
(9) 나는 새 텔레비전을 원했어. I ________ a new television.
(10) 나는 새 텔레비전을 원하지 않았니? ______ I _______ a new tele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