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11

be동사 의문문

Basic Concept 1

01 be동사 의문문
I’m on the beach.
Are you on the
beach?

No, I’m not.
I’m in the sea.
Is the sand castle strong?

1-11-1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바다에 있어.
모래성은 튼튼하니?

나는 해변에 있어.
너는 해변에 있니?

긍정문
주어

동사

~ .

의문문
동사

주어

대답

~ ?

Yes,

주어

동사

. / No,

주어

동사

n’t.

‘~이니?’, ‘~에 있니?’ 등의 표현은 be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써서 나타냅니다. 이
때 대답은 Yes나 No로 합니다.
예

It is your English book.

그것은 네 영어 책이다.

You are from Taiwan.

Is it your English book?

그것은 네 영어 책이니?

Are you from Taiwan?

너는 대만 출신이다.
너는 대만 출신이니?

02 <대명사 주어 + be동사> 의문문과 대답
의문문

Am I ~?
Are you (당신은) ~?
Is he[she / it] ~?
Are we ~?
Are you (당신들은) ~?
Are they ~?

대답
긍정

부정

Yes, you are.
Yes, I am.
Yes, he[she  /  it] is.
Yes, you are.
Yes, we are.
Yes, they are.

No, you aren’t.
No, I’m not.
No, he[she / it] isn’t.
No, you aren’t.
No, we aren’t.
No, they aren’t.

Am I wrong? 내가 틀렸니?
		 - Yes, you are. / No, you aren’t. 응, 그래. / 아니, 그렇지 않아.
예

		 Is New York a big city? 뉴욕은 큰 도시이니?
		 - Yes, it is. / No, it isn’t. 응, 그래. / 아니, 그렇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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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1
정답과 해설 20~21 쪽

WB 22쪽

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인칭대명사와 be동사를 쓰세요.

도움말

➋

➊

Is she a pilot?
- Yes,

1 be동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

at the zoo?
.

- Yes, 대명사 주어＋be동사.
- No, 대명사 주어＋be동사와
not 줄임말.

- Yes, he is.
➍

➌

Are you sad?
- No,

a giraffe?
- No, it isn’t.

.

➏

➎

Are they singers?
- Yes,

a soccer player?
.

- Yes, I am.

WB 22쪽

2

대답을 보고, 의문문을 완성하세요.

a chess player?

➊

- Yes, I am.
➋

2 대답을 보면 의문문에 사용한

대명사와 be동사를 알 수 있
습니다.

shy and quiet?
- No, he isn’t. He is cheerful.
a monkey?

➌

- Yes, it is.
➍

your classmates?
- No, they aren’t. We’re not in the sa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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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oncept 2

01 <지시대명사 + be동사> 의문문과 대답
Are these your
scissors? 이것들은
네 가위니?

Yes, they are.
응, 그래.

Is this[ that] ~?
Are these[those] ~?
Is this a present for me?
		 - Yes, it is. 응, 그래.

No, it isn’t.
It is Luke’s.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것은
Luke의 것이야.

대답

의문문

예

Is that your book?
그것은 네 책이니?

긍정

부정

Yes, it is.
Yes, they are.

No, it isn’t.
No, they aren’t.

이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니?

		 Are these your color pens? 이것들은 네 사인펜들이니?
		 - No, they aren’t. 아니, 그렇지 않아.

02 <명사 + be동사> 의문문과 대답
의문문

Is + 단수명사 ~?
Are + 복수명사 ~?
Is the name card yours?
		 -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답
긍정

부정

Yes, he[ she  /  it] is.
Yes, they are.

No, he[she  /  it] isn’t.
No, they aren’t.

이 명함은 당신 것입니까?

		 Are the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 No, they aren’t.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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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2
정답과 해설 21 쪽

WB 23쪽

1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그림의 상황에 맞게 의문문을 완성하
세요.
보기

this  

도움말

1 의문문은 <동사 + 주어 ~?>

that  

these  

those  

is  

are

입니다.

➊
A: 

the science room?
B: Yes, it is.

➋
A: 

popular?
B: Yes, they are.

WB 23쪽

2

2 be동사 의문문에 대한 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세요.

➊ Is your school near your house?

.

- Yes,

답에서 주어로 쓰인 명사가
단수일 때는 it으로, 복수일
때는 they로 받습니다.

➋ Is English boring for you?

- No,

.

➌ Are all of your friends the same age?

.

- Yes,
➍ Are these questions difficult?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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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in Real Life
정답과 해설 22 쪽

실생활 대화를 통해 배운 문법을 확인해 보세요.
A: Is the next bus stop city hall?
It’s very far from here.
B: ➊
A: I ’m from Ru ssia .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s?
Our school is a girls’ middle
B: ➋
school.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Everything is new to me.
A: ➌
I’m excited.

1

2

위 대화의 빈칸 ➊, ➋, ➌에 알맞은 대답을 쓰세요.
➊

,

.

➋

,

.

➌

,

.

위 대화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The next bus stop ➊
the two girls ➌
time. She ➎

3

city hall. The lady ➋
from Russia. This visit ➍
excited.

Russian, but
the lady’s first

다음 질문을 영어로 쓰세요.
➊ 당신은 러시아에서 왔나요?

➋ 모든 것이 당신에게 새로운가요?


78

●

EBS 기초 영문법 1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EBS영어(1권)09-12(060-083)OK.indd 78

2015-11-23 오후 3:31:17

Wrap Up
기억하기

1

be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be동사＋주어 ~?>로 한다.
[평서문]

[의문문]

2

You

are

주어

동사

Are

you

동사

주어

happy .
마침표

happy ?
물음표

be동사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
- Yes, 대명사 주어＋be동사. / No, 대명사 주어＋be동사와 not의 줄임형.
A: Are the boxes presents for Sue? 그 상자들은 Sue를 위한 선물들이니?
B: No, they aren’t.

아니, 그렇지 않아.

Time for a Break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공원
Ferrari World Abu Dhabi
실내 테마 공원인 페라리 월드는 중동의 아랍에미
리트를 구성하는 7개 자치 왕국 중의 하나인 아부
다비에 있습니다. 페라리 월드에서는 페라리를 테
마로 한 각종 놀이 기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포뮬러 로사(Formula Rossa)는 세계에서 제일 빠
른 롤러코스터로 시속 240 km에 달하는 속도를 체
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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