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엔진 1 단계 A/B  - Final Review 

 

Final Review                                                           

▶ 1 형식 (S 는 V 한다)  

S 는 V 한다 S 는 V 한다 

나는 요리합니다. I cook. 

  운동합니다.   exercise. 

  운전합니다.   drive. 

  담배핍니다.   smoke. 

  공부합니다.   study. 

그는 요리합니다. He cooks. 

  운동합니다.   exercises. 

  운전합니다.   drives. 

  담배핍니다.   smokes. 

  공부합니다.   studies. 

 

 

Final Review 는 각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시는 

단계입니다.  

매 Lesson이 끝나면 Self-evaluation Card에 자신의 학습성과를 정리해 보세

요. 여러분의 영어학습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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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식 (S 는 무엇이다. S 는 어떠하다)  

Be 동사  

S 는 
무엇이다 

어떠하다 
S 는 

무엇이다 

어떠하다 

나는 목마릅니다. I am thirsty. 

  졸립니다.   am sleepy. 

  화가 났습니다.   am angry. 

그는 의사입니다. He is a doctor. 

  변호사입니다.   is a lawyer.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is a mechanic. 

그녀는 아픕니다. She is sick. 

  어립니다.   is young. 

  말랐습니다.   is thin. 

  지루해 합니다.   is bored. 

  피곤합니다.   is tired. 

 

 

 

 

 

 

 

 



감각동사  

주어 + 감각동사 + 형용사 

        like + 명사 

S 는 어떠하다 S 는 어떠하다 

그는 아파 보입니다. He looks sick. 

  변호사같이 보입니다.    looks like a lawyer. 

그것은 좋아 보입니다. It  looks good.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smells delicious.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sounds great. (terrific). 

  형편없는 맛입니다.    tastes terrible. 

  부드러운 감촉입니다.    feels soft. 

 

▶3 형식 (S 는 V 한다 / 무엇을)  

 

- 1 형식과 3 형식에 모두 쓰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S 는 V 한다   S 는 V 한다 무엇을 

I drove.   I drove a car. 

  studied. →   studied English. 

  read.     read a book. 

  wrote.     wrote a letter. 

   

 



 

-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3 형식동사  

S 는 V 한다 무엇을 S 는 V 한다 무엇을 

나는 먹었습니다 스파게티를 I had(ate) spaghetti. 

  필요했습니다 펜이   needed a pen. 

  샀습니다 와인 한병을   bought a bottle of wine. 

  있었습니다 두통이   had a headache. 

  봤습니다 TV 를   watched TV 

 

▶ 4 형식 (S 는 누구에게 V 해주다 / 무엇을)  

 

S 는 V 해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S 는 V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그 공을 He gave me the ball. 

  팔았습니다       sold     

  보여주었습니다.       showed     

  건네주었습니다.       passed     

  가져다주었습니다.       brought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피자를 I  made him pizza 

  사주었습니다.        bought     

그는 말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슬픈 이야기를 He  told me  a sad story. 

  써주었습니다.        wrote     

  읽어주었습니다.        read     



 

▶ 5 형식 (S 는 누구(무엇)를 V 한다 /  어떻게)  

 

S 는 V 한다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S 는 V 한다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를 빌리라고 They  called him Billy 

  만들었습니다 그를 의사로   made him a doctor.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He made them happy.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made them prou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것을 They found it clean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싼 것을   found it cheap. 

 

Final Review 2: 보충양념 1 - 기본문에 맛을 내자 (부사, 부사구편)  

 3 형식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 (어떻게?) 아주 열심히  

☞ I study English  very hard.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 (어떻게?) 아주 열심히 / (어디서?) JC School 에서  

☞ I study English  very hard  at JC School.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 (어떻게?) 아주 열심히 / (어디서?) JC School 에서/ (언제?) 매일  

☞ I study English very hard at JC School every day.  

 



 1 형식  

나는 운동합니다.  

I exercise.  

나는 운동합니다. / (어디서?) 공원에서  

I exercise in the park.  

나는 운동합니다. / (어디서?) 공원에서 / (언제?) 매일 아침  

I exercise in the park every morning.  

 

 2 형식  

그는 조용했습니다.  

He was quiet.  

그는 조용했습니다. / (어디서?) 사무실에서  

He was quiet at the office.  

그는 조용했습니다. / (어디서?) 사무실에서 / (언제?) 어제  

He was quiet at the office yesterday.  

   

 3 형식  

Mike 는 집을 청소했습니다.  

Mike cleaned the house.  

Mike 는 집을 청소했습니다. / (누구와?) 그의 여동생과 함께  

Mike cleaned the house with his sister.  

Mike 는 집을 청소했습니다. / (누구와?) 그의 여동생과 함께 / (언제?) 지난 일요일  



Mike cleaned the house with his sister last Sunday.  

 

 4 형식  

그녀는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 (무엇을?) 그 이야기를  

She told him the story.  

그녀는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 (무엇을?) 그 이야기를 / (어디서?) 그 파티에서  

She told him the story at the party.  

그녀는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 (무엇을?) 그 이야기를 / (어디서?) 그 파티에서   

/ (언제) 지난주 금요일  

She told him the story at the party last Friday.  

 

 5 형식  

그들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행복하게  

They made me happy.  

그들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행복하게 / (어디서) 그 레스토랑에서  

They made me happy at the restaurant.  

그들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행복하게 / (어디서) 그 레스토랑에서 / (언제) 어젯밤  

They made me happy at the restaurant last night.  

   

 

 



Final Review 3: 보충양념 2 - 기본문에 맛을 내자 (조동사편)  

 1 형식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I  can  swim. 

당신은 수영을 해도 됩니다. (허가) You  can   

당신은 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   should   

당신은 수영을  해야 합니다. You   must   

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능력) I   cannot   

당신은 수영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  should not   

당신은 수영을  해선 안됩니다 You  must not   

 

 3 형식  

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 can use a computer.  

당신은 이 컴퓨터를 사용해도 됩니다.  

⇨ You can use this computer.  

당신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You should use this computer.  

당신은 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You must use this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 I can't use a computer.  



당신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You shouldn't use this computer.  

당신은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You must not (mustn't) use this computer.  

 

Final Review 4: 보충양념 3 - 기본문에 맛을 내자 (시제편)  

 3 형식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I study English. 

  공부했습니다.   studied   

  공부하는 중입니다.   am studying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have been studying   

  공부해왔습니다.   have studied   

  공부할 것입니다.   am going to study   

 

 1 형식  

나는 운동합니다. / (언제?) 매일 아침  

⇨ I exercise every morning.  

나는 운동했습니다. / (언제?) 어제 아침  

⇨ I exercised yesterday morning.  

나는 운동하는 중입니다. / (언제?) 지금  

⇨ I'm exercising now.  

 



나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언제?) 아침내내  

⇨ I've been exercising all morning.  

나는 이미 운동을 했습니다.  

⇨ I've already exercised.  

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 (언제?) 내일   

⇨ I'm going to exercise tomorrow.  

 

 2 형식  

그들은 이상합니다.  

⇨ They are strange.  

그들은 이상했습니다.  

⇨ They were strange.  

그들은 이상해왔습니다. / (언제?) 지난주부터  

⇨ They've been strange since last week.  

 

 3 형식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합니다. / (언제?) 일요일마다  

⇨ He washes his car every Sunday.  

그는 그의 차를 세차했습니다. / (언제?) 지난 일요일  

⇨ He washed his car last Sunday.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하는 중입니다. / (언제?) 지금  

⇨ He's washing his car now.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해오고 있습니다. / (언제?) 아침내내  

⇨ He's been washing his car all morning.  

그는 이미 그의 차를 세차했습니다.  

⇨ He's already washed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할 것입니다. / (언제?) 다음 일요일  

⇨ He's going to wash his car next Sunday.  

 

 4 형식  

나는 그에게 읽어드립니다. / (무엇을?) 신문을 / (언제?) 매일아침  

⇨ I read him a newspaper every morning.  

나는 그에게 읽어드렸습니다. / (무엇을?) 신문을 / (언제?) 어제  

⇨ I read him a newspaper yesterday.  

나는 그에게 읽어드리는 중입니다. / (무엇을?) 신문을 / (언제?) 지금  

⇨ I'm reading him a newspaper now.  

 

나는 그에게 읽어 드려오고 있습니다. / (무엇을?) 신문을 / (언제?) 오후내내  

⇨ I've been reading him a newspaper all afternoon.  

나는  벌써 그에게 읽어드렸습니다. / (무엇을?) 신문을  

⇨ I've already read him a newspaper.  

나는 그에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 (무엇을?) 신문을 / (언제?) 내일  

⇨ I'm going to read him a newspaper tomorrow.  

 



 5 형식  

그들은 그녀를 부릅니다 / (어떻게?) Stella 라고  

⇨ They call her Stella.  

그들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 (어떻게?) Stella 라고  

⇨ They called her Stella.  

그들은 그녀를 불러왔습니다 / (어떻게?) Stella 라고 / (언제?) 오랫동안  

⇨ They've called her Stella for a long time.  

그들은 그녀를 부를 것입니다 / (어떻게?) Stella 라고  

⇨ They are going to call her Stella.  

 

 3 형식  

당신은 영어를 공부 합니까? Do you study English? 

  했습니까? Did you study English? 

  하는 중입니까? Are you studying English? 

  해오고 있습니까?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해왔습니까? Have you studied English? 

  할 것입니까? Are you going to study English? 

 

 1 형식  

당신은 운동합니까 / (언제?) 매일 아침?  

⇨ Do you exercise every morning?  

당신은 운동했습니까 / (언제?) 어제 아침?  



⇨ Did you exercise yesterday morning?  

당신은 운동하는 중입니까 / (언제?) 지금?  

⇨ Are you exercising now?  

 

당신은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까 / (언제?) 그때부터?  

⇨ Have you been exercising since then?  

당신은 운동을 했습니까 / (언제?) 그때부터?  

⇨ Have you exercised since then?  

당신은 운동을 할 것입니까 / (언제?) 내일?  

⇨ Are you going to exercise tomorrow?   

 

 2 형식  

그들은 이상합니까?  

⇨ Are they strange?  

그들은 이상했습니까?  

⇨ Were they strange?  

그들은 이상해왔습니까?  

⇨ Have they been strange?  

 

 3 형식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합니까?  

⇨ Does he wash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세차했습니까?  

⇨ Did he wash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하는 중입니까 / (언제?) 지금?   

⇨ Is he washing his car now?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해오고 있습니까 / (언제?) 그때부터?  

⇨ Has he been washing his car since then?  

그가 (이미) 그의 차를 세차했습니까?       

⇨ Has he washed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세차할 것입니까?   

⇨ Is he going to wash his car?  

 

 4 형식  

당신은 그에게 읽어드립니까 / (무엇을?) 신문을?  

⇨ Do you read him a newspaper?  

당신은 그에게 읽어드렸습니까 / (무엇을?) 신문을?  

⇨ Did you read him a newspaper?  

당신은 그에게 읽어드리는 중입니까 / (무엇을?) 신문을?  

⇨ Are you reading him a newspaper?  

 

당신은 그에게 읽어드려오고 있습니까 / (무엇을?) 신문을?  

⇨ Have you been reading him a newspaper?  

당신은 (벌써) 그에게 읽어드렸습니까 / (무엇을?) 신문을?  



⇨ Have you read him a newspaper?  

당신은 그에게 읽어드릴 것입니까 / (무엇을?) 신문을 ?  

⇨ Are you going to read him a newspaper?  

 

 5 형식  

그들은 그녀를 부릅니까 / (어떻게?) Stella 라고?  

⇨ Do they call her Stella?  

그들은 그녀를 불렀습니까 / (어떻게?) Stella 라고?  

⇨ Did they call her Stella?  

그들은 그녀를 불러왔습니까 / (어떻게?) Stella 라고?  

⇨ Have they called her Stella?  

그들은 그녀를 부를 것입니까 / (어떻게?) Stella 라고?  

⇨ Are they going to call her Stella?  

 

★ 3 형식  

나는 영어를 공부 하지 않습니다. I  don't  study   English. 

  하지 않았습니다.   didn't study     

  하는 중이 아닙니다.   am not  study ing   

  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have not been   study ing   

  해오지 않았습니다.   have not stud ied   

  하지 않을 것입니다.   am not going to study     



 1 형식  

나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 I don't exercise.  

나는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 I didn't exercise.  

나는 운동하는 중이 아닙니다.  

⇨ I'm not exercising.  

나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언제?) 오랫동안  

⇨ I haven't exercised for a long time.  

나는 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I'm not going to exercise.  

 

 3 형식  

그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 He doesn't drink coffee.  

그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 He didn't drink coffee.  

그는 커피를 마시는 중이 아닙니다.         

⇨ He‘s not drinking coffee.  

그는 커피를 안 마셔왔습니다 / (언제?) 오랫동안.  

⇨ He hasn't drunk coffee for a long time.  

그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 He‘s not going to drink coffee.  

 

 4 형식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 (무엇을?) 그 이야기를  

⇨ I didn't tell him the story.  

나는 그에게 말하는 중이 아닙니다. / (무엇을?) 그 이야기를  

⇨ I'm not telling him the story.  

나는 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 (무엇을?) 그 이야기를  

⇨ I've never told him the story.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무엇을?) 그 이야기를  

⇨ I'm not going to tell him the story.  

 

 5 형식  

우리는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 (어떻게?) 거짓말쟁이라고  

⇨ We don't call him a liar.  

우리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 (어떻게?) 거짓말쟁이라고  

⇨ We didn't call him a liar.  

우리는 그를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 (어떻게?) 거짓말쟁이라고 / (언제) 그때부터  

⇨ We haven't called him a liar since then.  

우리는 그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 (어떻게?) 거짓말쟁이라고  

⇨ We're not going to call him a li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