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재완료시제를 표현하는 작문

      1) 현재완료의 형태 : have + 과거분사

      2) 현재완료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

         현재 시점에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완료된) 것을 표현할 때

 (1) 현재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2) 현재 완료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사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개념이므로 과거와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

         (3)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경우도 

     현재완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에          

             계속되더라도 현재 동작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3) 현재완료와 과거시제

         현재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발생한 행동이 이루어져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과거시제는 시점도 과거이고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단순한 언급일 뿐입니다.

         (예) "그는 1시간 전에 일을 끝냈다"라는 사실을 두고 2가지로 표현              

             가능합니다. 

       ① He finished work one hour ago. (과거시제로 표현)

       ② He has finished work. (현재완료로 표현)

       (해설)

       - ①, ② 문장 둘 다 과거에 발생한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①번 문장의 경우 "one hour ago"(1시간 전)이라고 하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서 문장을 단순과거로 표현하여 그가 일을 

 끝냈다는 과거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②번 문장은 과거에 언제 정확히 일을 끝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일을 끝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 현재완료의 용법 : 문장에서 현재완료형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

   

         (1) 계속적 용법 : 과거부터 있어 온 어떤 일이 현재시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 I have lived here since 1995.

            - (나는 1995년 이래로 쭉 여기서 살고 있다.)

            - 1995년 이래로 여기서 살아 온 행위가 계속되어 왔고, 

      현재시점에서 살고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재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 Point)

  ★ since 와 현재완료 계속적용법

     - "since"는 완료형(현재완료, 과거완료)과 잘 어울립니다. 그 뜻이       

       "--이래로"라는 것 때문에 과거 어떤 시점과 과거 이후의 현재          

       시점과 연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 사용형태

     ① 현재완료 시제 + since + 단순과거(반드시 단순과거)

     ② 과거완료 시제 + since + 앞의 과거완료 시점보다 더 오래 전 과거

       

         (2) 완료적 용법 :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의 어떤 행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I have finished my homework.

      -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숙제를 끝냈다는 행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 경험적 용법 :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시점으로 봤을 때 경험이랄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난(완료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I have seen a camel. (나는 낙타를 본 적이 있다.)

               -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낙타를 봤다는 사실이 있으며, 

         그것을 경험적인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          (4) 결과적 용법 :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상황(완료된 상황)을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예) She has gone to America. (그녀는 미국에 가버렸다.)

(다)              - 현재시점에서 그녀는 미국으로 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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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 현재완료시제 문장 작문
(어)

(저)       연습 Point!

(처)       아래의 작문할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고 왜 현재완료형으로 작문해야 

하는지를         새겨 보기 바랍니다. 우리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영작문의 

지름길입니다.

① 그는 뉴욕에 가 본적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② 나는 그를 3년 동안 알고 지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know

③ 나는 두 시간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tch

④ 나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meet

⑤ 나는 지난 달 이래로 그를 본적이 없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ee

⑥ 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read

⑦ 그는 지난 십년 동안 내 이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⑧ 우리는 30분 동안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it

⑨ 어젯밤부터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leep

⑩ 난 3시간 동안 차를 몰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rive



   2. 과거완료시제를 표현하는 작문

      1) 과거완료의 형태: had + 과거분사

      2) 과거완료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
         과거완료 시제는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보다 더 과거에 시작되었던 일들이  

         완료되었는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1) I had finished my homework when my friend came to my house.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숙제를 끝냈었습니다.)

     - 내 친구가 온 시점(과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시작한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과거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I had already been to New York when I turned ten years old.

     (내가 10살이었을 때, 나는 이미 뉴욕에 가 본적이 있었다.)

     - 내가 10살이었던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나는 이미 뉴욕에 가 본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완료를 사용합니다.

         (3) He had worked there for two years when I got my job there.

     (내가 거기서 직업을 잡았을 때, 그는 거기서 2년 동안 일하고 있었다.)

     - 내가 직업을 잡은 때의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그는 그 이전부터 2년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의미를 갖는 과거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과거완료시제 문장 작문

         연습 Point!

         과거완료나 현재완료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완료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래 문장을 잘 읽고 어떻게 과거완료를 사용해서 문장을  

         작문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그가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이미 연설을 끝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inish

② 1960년까지 설탕공장이 여기에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③ 내가 방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두 시간동안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play

④ 우리가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회사는 이미 파산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go bankrupt



⑤ Jane이 영국에 왔을 때 그녀는 이미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tudy

⑥ 우리가 그를 극장에서 만났을 때 그는 이미 그 영화를 보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atch

⑦ John은 작년 이후로 Mary를 보지 못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ee

⑧ 그가 펜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 펜을 이미 잃어버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lose

⑨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나에게 그녀가 영국 문학을 공부해 왔다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study

⑩ 우리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경기는 이미 끝났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3. 미래완료시제를 표현하는 작문

      1) 미래완료의 형태 : will(shall) + have + 과거분사

      2) 미래완료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

         미래완료는 미래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행동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시제 개념은 현재완료나 과거완료에서와 

 동일하며, 단지 시점이 미래 어느 시점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예)

 (1) He will have finished his work by 3 o'clock tomorrow.

     (그는 내일 3시까지 일을 끝낼 것이다.)

     - 내일 3시라는 시점은 미래이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3시라는 미래 시점에 그는 일을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2) She will have studied here for two years by next week.

     (의역: 그녀는 다음 주가 되면 여기서 2년을 공부하게 된다.)

     - 다음 주를 기준으로 그녀는 여기서 2년 동안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점은 다음 주가 되며, 다음 주를 기준으로 그녀의 공부가 

       2년이 됩니다. (완료됨)

            

 중요 Point 

 완료형 문장에서 since, by, until

 현재완료에서 "since"가 등장했다면, 미래완료에서는 "by, until"이      

자주 쓰이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Hint!

 since(--이래로)는 과거 한 시점으로부터 동작이 시작된 것을 언급하고    

 있고, "by, until"(--까지)는 미래 어느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 미래완료시제 문장 작문

 연습 Point!

 미래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행동의 완료상황을 언급하고 있는지 아래 문장을 잘  

         파악해서 작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달 말이면, 그는 여기에서 5년간 있는 것이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be

② 내일 아침까지 그들은 집에 도착할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arrive

③ 내년 여름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길이 포장되기를 바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pave

④ 두 달 뒤에 그는 군복무를 마치게 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ischarge

⑤ 이 다리는 올해 말까지 준공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onstruct

⑥ 다음 달이면 그는 이 회사를 위해 30년을 근무하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ork

⑦ 내일이면 우리는 여기서 1년간 일하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work

⑧ 2050년에 이르면 인류는 화석연료를 완전히 고갈시킬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drain

⑨ 내일까지 그들은 모든 파티 준비를 마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finish

⑩ 우리가 2010년까지 새로운 공항의 건설을 완료할 것이라고 믿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comp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