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생존영어 SOS

밀가루쌤영어 (www.milgarussem.com)

3강. 아주 쉽게 말하기를 확장시키는 법

안녕하세요. 밀가루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본격적으로 더 다양한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가져. He gets.
그는 만들어. He makes.
그는 봐. He sees.
그는 알아. He knows.
그녀는 가지고 가. She takes.
그녀는 생각해. She thinks.
그녀는 와. She comes.
그녀는 줘. She gives.
그것은 사용해. It uses.
그것은 찾아. It finds.
그것은 원해. It wants.
그것은 놓아. It puts.

미리 학습할 단어
dish 접시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cold 감기
answer 정답
money 돈
become ~가 되다
need 필요로 하다
ask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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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습

그는 설거지를 해. He does the dishes.
그는 개를 갖고 있어. He has a dog.
그는 감기에 걸려(감기를 얻어). He gets a cold.
그녀는 음식을 만들어. She makes food.
그녀는 정답을 알아. She knows the answer.
그녀는 사과를 줘. She gives an apple.
그것은 연필을 사용해. It uses a pencil.
그것은 돈을 원해. It wants money.
그것은 컵을 놓아. It puts a cup.
그는 의사가 돼. He becomes a doctor.
그녀는 내가 필요해. She needs me.
그는 질문을 해(물어). He asks a question.

직접 연습해 보기

1. 다음 동사들을 주어가 ‘그, 그녀, 그것’일 때로 바꾼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① does
② goes
③ says
④ haves

왕초보 생존영어 SOS

2.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① He makes a pizza.
② She comes.
③ It likes me.
④ They needs her.

3.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올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세요.
- 그녀는 시도해.
① She try.
② She trys.
③ She tris.
④ She tries.

3강 숙제
다음 빈 칸을 알맞은 동사의 형태로 채워 넣어 보세요.
1. 그녀는 피자를 만들어. She ______ a pizza.
2. 그녀는 사과를 좋아해. She ______ an apple.
3. 그는 집을 떠나. He _______ his home.
4. 그는 물을 필요로 해. He _______ water.
5. 그는 질문을 해. He ______ a question.
6. 그것은 시도해. It ______.
7. 그것은 나를 찾아. It ______ me.
8.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보여줘. She ______ her friend.
9. 그것은 이것을 의미해. It ______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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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는 아빠가 돼. He ________ a dad.

다음 문장들을 영어로 옮겨 봅시다.
1. 그는 선물을 줘. (he, a present, gives)
2. 그는 풍경을 봐. (he, a landscape, sees)
3. 그는 기도를 말해(해). (he, a prayer, says)
4. 그녀는 일해. (she, works)
5. 그녀는 고양이를 갖고 있어. (she, a cat, has)
6. 그녀는 와. (she, comes)
7. 그것은 필요해. (it, needs)
8. 그것은 의미해. (it, means)
9. 그는 커피를 좋아해. (he, coffee, likes)
10. 그녀는 선생님이 돼. (she, a teacher,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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