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도 역시

전체 단원 100%

무료 강의 제공

영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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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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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mini
book

UNIT 11

의문사 의문문
Grammar
A 의문대명사
B 의문부사

Writing
Reading
A 늑대의 진실공방
B 나즈카 라인은 외계인의 소행?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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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문대명사

Who is he?

What is that?

1 의문사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 무엇을(what), 왜(why)’에 해당하는 말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의문문은 동사가 be동사이면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일반동사이면 「의문사 + do동사 + 주어 + 동사원
형 ~?」의 순서가 되고, 의문사가 주어이면 「의문사(주어) + 동사 ~?」의 순서가 됩니다.

Who is the tall man?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저 키 큰 남자는 누구야?
너는 오늘 뭐 하고 싶니?

2 의문대명사 who(m), what, which
주어나 보어, 목적어로 쓰인 사람에 대해 물을 때 who를 사용하고, 다른 명사에 대해 물을 때는 what을 사용합니다.

Who ate my pizza?

Who is your mother?

Who(m) did you meet?

What brought you here?
What is your plan?

What did you eat for lunch?

누가 내 피자를 먹었지? <주어>
네 어머니는 누구시니? <보어>
너는 누구를 만났니? <목적어>
너 여기 무슨 일로 왔니? <주어>
네 계획이 뭐니? <보어>
너는 점심으로 뭘 먹었니? <목적어>

which는 정해진 몇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물을 때 쓰고, what은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씁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이 네 것이니?
Which is yours, this or that?

3 which + 명사, what + 명사
which와 what은 「which + 명사」, 「what + 명사」처럼 의문형용사로도 쓰이며 각각 ‘어느’, ‘무슨’의 의미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어느 색이 더 좋아?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blue or red?
What drink do you want to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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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A

정답과 해설 23쪽

words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Who you are?

A
prefer 선호하다, 더 좋아

→

2 What is the man in the picture?

3 Who would you like to eat?

→

하다

→

4 What one do you prefer, coffee or tea? →

B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중복 사용 가능)
보기

who   what   which

1 A:

did you say?

B
over there 저쪽에
break 깨뜨리다, 부수다
(break - broke)
busy 바쁜, 분주한

B: I didn’t say anything.  

2 A:

is that girl over there?

B: She’s my friend.  

3 A:

broke the window?

B: I did.       

4 A:

bag is yours?

B: The yellow one is mine.  

5 A:

day is the busiest day for you?

B: Thursday.

C

C
invite 초대하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시오.

1 A:

your name?

B: My name is Jinha Lee.

2 A:

you

for lunch?

you

to the party?

B: I ate spaghetti.    

3 A:

B: I invited all of my friends.

D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다시 쓰시오.

1 Who did eat your snack?
2 What subject you like?

3 What you did last night?

→

D
snack 간식

→
→
UNIT 11 의문사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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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문부사

Where is my phone?

How did you find the ring?

1 때, 장소를 묻는 의문부사 when과 where
‘언제’처럼 때를 물을 때 의문부사 when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물을 때는 what time을 쓸 수 있습니다.

When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너는 어젯밤에 언제 잠자리에 들었니?
너는 대개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어디에’ 혹은 ‘어디로’처럼 장소를 물을 때 의문부사 where를 사용합니다.

Where did they go for vacation?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 around here?

그들은 휴가로 어디를 갔니?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에 있죠?

2 이유, 방법을 묻는 의문부사 why와 how
‘왜’처럼 이유를 물을 때는 의문부사 why를 사용합니다. why 대신 「what ~ for/about」처럼 의문사 what과 전
치사를 함께 사용하여 이유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Why are you upset?

너는 왜 화가 나 있니?

Why do I have to do this?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지?

(= What are you upset about?)
(= What do I have to do this for?)
‘어떻게’처럼 방법을 물을 때는 의문부사 how를 사용합니다. 「how + 형용사」 형태로 ‘얼마나’와 같이 정도를 묻기도
합니다.

How do we play this game?
How old is your dog?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How far is your house from here?

How long is your summer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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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A

정답과 해설 23쪽

words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Who / When) is the next flight to London?

2 (Why / What) does he always eat junk food?
3 (What / Where) were you this morning?

4 (How / Which) can Mina speak English so well?

A
flight 비행(편)
always 항상
junk food 정크 푸드 (건
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
식이나 패스트푸드)

speak 말하다

B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시오.

1 A:

is your grandmother?

B: She’s getting better. Thanks for asking.   

2 A:

did you sleep in this morning?

B: I went to bed late last night.   

3 A:

B
sleep in 늦잠자다
head 향하다
clinic 병원, 진료소
appointment 약속, 예약
leave 떠나다(leave left )

are you heading?

B: To the clinic.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4 A:

did they leave?

B: They left just 10 minutes ago.

C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의 순서를 바르게 하여 의문문을 만드시오.

1
2

(are / my / where / books)

C
solve 해결하다, 풀다
feed 먹이를 주다

(solve / how / you / did / this / question / math)

3	
4

(you / the / dog / when / feed / did)
(how / is / much / bike / the)

D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Why it is so cold here now?

2 Where you took this picture?
3 When I can see you again?

→

D
picture 사진

→
→

4 How did you found the book yesterday? →
UNIT 11 의문사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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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표를 보고, 분실물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완성하시오.
분실물

검정색 배낭

분실 장소

지하철 2호선

분실 시간

10월 6일 오전 10시경

1 A:

you lose?

B: I lost my backpack.

2 A:

you lose it?

B: I lost it on subway line number 2.    

3 A:

it?

B: It was October 6, at around 10 a.m.

	
B 다음 공연 포스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하시오.

세기의 마술쇼
마술사: 이 강
일시: 6월 8일 (금) 저녁 6시~7시
장소: 문화센터
티켓 가격: 6천원

Lisa: 1

this for?

Mina: It’s a magic show poster.
Lisa: 2

the magician?

Mina: Lee Kang. He’s very famous.
Lisa: 3

the show?

Mina: It’s on June 8th.  
Lisa: 4

does it start?

Mina: It starts at 6 p.m.
Lisa: 5

is the show?

Mina: It’s an hour long.
Lisa: 6

is a ticket?

Mina: It’s only 6,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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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 비행기표를 보고, <보기>의 의문사를 이용하여 질문을 완성하시오.

Reservation Number: JPJLX2
Wednesday, September 7
Flight Number

Departure

Arrival

SKY198

Incheon
6:25 p.m.

Seattle
12:50 p.m.

보기

what   when   where   what time

1 A:

?

B: I’m going to Seattle.

2 A:

?

B: I leave Incheon on Wednesday, September 7.

3 A:

?

B: I arrive in Seattle at 12:50 p.m.

4 A:

?

B: My flight number is SKY198.

	
D 한 경찰관이 은행털이 용의자들을 심문하고 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시오.

	Police Officer: Charlie, 1
Charlie:

I was watching a movie at the theater.  

Police Officer: Jack, 2
Jack:

after work yesterday?

I didn’t meet anybody. I went straight home.  

Police Officer: Chris, 3

Chris:

at the mall last night?

last night?

I went home at midnight.
UNIT 11 의문사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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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동명사

Writing Exercises

A 동명사 용법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동명사를 사용할 것)

58

1

내 꿈은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다. (become,

2

우리는 요즘 소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enjoy,

3

낚시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게 들린다. (fish)

4

아름다운 섬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꿈의 휴가이다. (have

5

그녀는 아이들과 노는 것을 잘한다. (be

6

운전을 빠르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drive

7

TV를 오래 보는 것은 너에게 안 좋다. (watch, television)
for a long time is bad for you.

8

너는 요리하는 데 관심이 있니? (be

9

우리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는 것에 관해 이야기 중이다. (watch,

10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의 오빠에게 어렵다. (get,

11

내 여동생은 곤충을 만지는 것을 무서워한다. (be

12

그의 직업은 아픈 동물을 돌보는 것이다. (look

after, sick animals)
.

13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줘서 고마워요. (make,

a delicious meal)
.

14

내 취미는 탄산음료 병을 모으는 것이다. (collect,

15

늦어서 미안해요. (be,

My dream is

a baseball player)
.
talk)
about novels these days.

We

sounds very interesting.
fun)
on a beautiful island is my dream vacation.

She

good at, play)
with the kids.
fast)
is dangerous.

you

interested in, cook)

We are talking about

?
movies)
this weekend.

good grades)
is difficult for my brother.

My sister

His job is

Thank you for
My hobby is
Sorry for

late)

afraid of, touch)
bugs.

soda bott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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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부정사와 동명사
B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왜 그 아기는 계속 울지? (keep,

2

나는 벽에 꽃을 그리는 것을 마쳤다. (finish,

3

그 도둑은 가방을 훔친 것을 부인했다. (deny,

4

그 남자는 무대에서 계속해서 노래했다. (continue,

5

우리는 안 좋은 날씨 때문에 테니스를 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decide,

6

라디오 소리를 높이는 것을 꺼리십니까? (mind,

7

그녀는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기대한다. (expect,

8

우리는 조화롭게 노래하는 것을 연습 중이다. (practice,

9

자기 전에 가방 싸는 것을 잊지 마라. (forget,

10

그는 Cindy를 도서관에서 본 것을 기억한다. (remember,

11

그녀는 책상을 움직이려 노력했지만 그건 너무 무거웠다. (try,

12

내 동생은 문 잠그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forget,

13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했다. (avoid,

14

엄마는 나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것을 약속했다. (promise,

15

나는 댄스 경연대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stop,

Why does the baby

cry)

?
paint)
flowers on the wall.

I

The thief

steal)
the bag.

The man

not, play tennis)
because of bad weather.

We

Do you

turn up)
the radio?

pass)
the exam.

She

sing)
in harmony.

We are
Don’t

He

She

sing)
on stage.

pack)
your bag before you go to bed.

see)
Cindy in the library.
move)
the desk, but it was too heavy.

My brother often

lock)

the door.

talk)
about the accident.

I

Mom

I can’t

make)
me a chocolate cake.
think)
about the danc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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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

6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Be quiet,

.

A: It’s too cold. Do you mind
the window?

•Steve doesn’t smile often. He is a difficult

man to

B: Of course not.

.

① cry

② say

③ speak

④ please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close

② closes

④ to close

⑤ closing

③ closed

⑤ listen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A(n)

is a very old and popular

7

story. Some people think it is true.
① news

② letter

③ movie

④ legend

new friends is not easy.

•

•Jane is good at

⑤ advertisement

3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대·소문자 무시)

cupcakes.

① make

② to make

④ made

⑤ be making

③ making

밑줄 친 부분의 우리말 뜻이 어색한 것은?
① Sally collects unique dolls. - 평범한
② A lion is sleeping near a waterhole. - 물웅덩이
③ The

dancers were wearing fancy clothes.

8

다음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Emily kept

- 화려한

(sing) her favorite

song.

④ Arirang

is the national folk song of Korea.
- 민요
⑤ The

book is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 기원

4

을 다시 쓰시오.

다음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man : woman = male :

5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문장
[9~10]

9



다음 포스터의 빈칸에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시오.

Stop hunting wild animals.
We need to p
them.

What is your reason for be late?

10

Can you finish to write the repor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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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y did you stop

12

17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play

② painting

④ walking

⑤ dancing

his mom happy. So he is considering (b)
(clean) his room.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문을 완성하시오.

the movie club. (2)

(a)

(watch)


[18~19]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틀린 부분을 고쳐 문장을 다
시 쓰시오.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She

practicing the piano.

① kept

② finished

④ wanted

⑤ continued

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9

그는 어렸을 때 할머니를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He remembers to meet his grandmother



to the countryside.

Tom은 내일 일찍 오기로 약속했다. (promise / come)
Tom

16

I stopped to eat fast food two years ago.

when he was young.

우리는 시골로 이사 가는 걸 고려한다.

(consider / move)

15

나는 2년 전에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그만두었다.



③ enjoyed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빈
[14~15]

We

(b)

(join)

movies is so fun.

14

Mike doesn’t like cleaning the house.
But he wanted (a)
(make)

③ walked

A: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B: I’m thinking of (1)

1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각각 바르게 변형해 쓰시오.

early tomorrow.

20

다음 중 빈칸 어디에도 알맞지 않은 것은?
(단, 한 번씩만 사용할 것)

다음 중 빈칸에 baking을 쓸 수 없는 것은?
(대·소문자 무시)

cookies is fun.

①
② I enjoy

cookies.

③ My hobby is
④ He wishes

a chocolate cake.

⑤ Jessie

is interested in

cupcakes.

cakes.

•I like

spaghetti for my family.

•She finished

the novel.

•Do you enjoy

to music?

•He loved

pictures.

① play

② reading

④ to draw

⑤ to cook

③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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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

25

하시오.

다음 <보기>와 같이 동명사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
로 만드시오.
보기

I have many books. I like it.

 I like having many books.

I learn new languages. I like it.


He hates

.

(hike up the mountain)

26

① His dream is be a pianist.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들을 알맞게
[22~23]

② He avoids to meet his teacher.

배열하시오.

22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③ I’m excited about go shopping.

그녀는 안녕이란 말없이 떠났다.

④ She enjoys to sing on stage.

(good-bye / without / saying / left / she)

⑤ We hope to visit the restaurant again.



다음 <보기>의 단어 중 하나를 이용하여 주어진 대화의
[27~28]

23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는 수영모자 쓰는 것을 깜빡했다.

(wear / to / a / forgot / swimming cap / he)

보기

like   stop   mind   enjoy



27
24

Jack: The radio is too loud. I can’t focus at all.

. I won’t listen to it anymore.
Mary: Sorry
 Mary will

다음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만든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
을 모두 고르시오. (단, 필요에 따라 단어를 변형할 수 있음)

.

talk, enjoy, Jane, to, you
① Jane enjoys talked to you.
② You enjoy talks to you.
③ Jane enjoys talking to you.

62

28

Susie: Why don’t we do homework together
at the library?

④ You enjoy talking to Jane.

Ted: Sure. Let’s go.

⑤ You enjoy to talk to Jane.

 Ted does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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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29

32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Jane stopped walking.

다음은 Sean이 자신의 짝 Judy를 인터뷰한 내용을 적은
메모이다. 메모를 보고 인터뷰를 완성하시오.

② I like playing with kids.

Memo

③ I finished doing the dishes.

이름: Judy

④ His plan is going for a walk.

여가 시간에 즐겨 하는 일: do yoga

⑤ He enjoys talking on the phone.

관심사: make movies

장래희망: movie director

Sean: What do you like doing in your free
time?

30

Judy: I enjoy (1)

서술형

Sean: What are you interested in?

다음 Linda의 계획을 보고 글을 완성하시오.
계획한 일

완료여부

go shopping



walk the dog

×

Judy: I’m interested in (2)

.

Sean: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Judy: I want (3)

.

서술형

Linda planned
for clothes today, and she finished it, but she
couldn’t finish

.

.

33

다음 포스터를 보고 나누는 둘의 대화를 괄호 속 단어를 활용
하여 완성하시오.

A: What is your hobby?
B: I like to take pictures. How about you?

서술형

31

다음 상황 설명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Brad was playing baseball with his friends

and he hit a ball. The ball hit a window and
broke it. However, he said, “Oh, I didn’t
break the window.”

[조건 1] Brad를 주어로 쓰고 과거시제로 쓸 것

A: I enjoy (1)
too. How about (2)

(take) pictures,
(go) to

the Selfie Photo Gallery tomorrow?
B: That’s a good idea. Where should we
meet?
A: Do you mind (3)

(meet) at my

house?

[조건 2] 동사 deny를 포함하여 5단어로 쓸 것

B: I don’t mind. Let’s meet at your house.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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