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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늑대의 진실 공방
Reporter: First of all, ① who are you?
Wolf:

I’m Wolf!

Reporter: ② Why did you blow down the Pigs’ houses?

Wolf: 	③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idn’t blow down their
houses!

Reporter: You huffed and puffed until the houses blew down!
Wolf: 

N o, no, no! I had a cold. When I passed by their

houses, I was just coughing. ④ How can I blow down

a house just by coughing?

Reporter: Oh, yeah? ⑤ When were you going?
Wolf:

I was going to see a doctor.



1

*huff and puff 숨을 크게 내쉬다, 씩씩거리다

위 글의 밑줄 친 ① ~ ⑤ 중 어색한 것은?

서술형

2

위 인터뷰에 이어진 다음 대화를 읽고, 기자의 질문을 완성하시오.

Reporter: (1)
Wolf:

The doctor’s name is Wolverine.

Reporter: (2)
Wolf:

?

I got home at 6 o’clock.

Reporter: (5)
Wolf:

?

I took a taxi to get home.

Reporter: (4)
Wolf:

?

The clinic is on the hill.

Reporter: (3)
Wolf:

?

at home?

I had dinner and went to bed early.

words and phrases
first of all 우선, 먼저
blow 불다(blow - blew )
clinic 병원
hill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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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by 지나가다

cough 기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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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즈카 라인은 외계인의 소행?
B
There is a desert between the Inca and Nazca Valleys. When

you fly over this desert, you can see huge outlines of various

shapes and animals like a monkey, a spider and a bird. There
are about 300 giant figures across the desert. Some of them are

30 meters wide and stretch more than 9 kilometers. Scientists
think these ‘Nazca Lines’ are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old.

Why are the lines there? Who made these designs, and how? Some people believe that
aliens created them. There are many unanswered questions.  

1 Nazca Lines에 관한 설명으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잉카와 나즈카 계곡 사이에 있다.
② 커다랗고 다양한 모양의 선이나 동물 모양이다.
③ 사막 전체에 약 300개의 형상들이 있다.

④ 모두 폭이 30미터, 길이가 9킬로미터 이상이다.

⑤ 과학자들은 2천 년 전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서술형

2

다음은 Nazca Lines에 대한 상식 퀴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질문을 쓰시오.

Nazca Lines
(1) Q1 What are they?

A They are huge outlines of various shapes and animals.

(1) Q2

A They are between the Inca and Nazca Valleys.

(2) Q3

A There are about 300 figures.

(3) Q4

A They are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old.

(4) Q5

A Maybe aliens made them.

words and phrases
desert 사막
shape 모양

valley 계곡, 골짜기
huge 큰, 거대한
outline 윤곽
various 다양한
거대한
모양
~을
가로질러
giant
figure
across
wide 폭이 ~인
stretch
뻗어 있다
scientist 과학자
believe 믿다
alien 외계인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unanswered 답을 못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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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prefer

 사진, 그림

커피보다 차를 선호하다

take a

사진을 찍다

over there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tea to coffee

busy

 저쪽에 (↔ over here)

저쪽을 봐!

Look

!

break

 망가뜨리다, 깨뜨리다, 어기다
the promise

약속을 어기다

 바쁜, 분주한

바쁜 하루

a

snack

 간식

간식을 먹다

day

eat a

    덩어리 체크

1 그림을 사다 buy a

2 과일을 선호하다

3 저쪽으로 가라. Go
5 안경을 깨뜨리다

desert

4 바쁜 일정 a

.

the glasses

사하라 사막

the Sahara

sleep in

 늦잠자다

 말하다, 연설하다
to the public

feed

 먹이를 주다

강아지 먹이를 주다

the puppy

.

appointment

s

대중들에게 말하다

늦잠자지 마라.

Don’t

schedule

6 간식을 준비하다 prepare some

speak

 사막

fruit

leave

 약속, 예약

예약을 잡다

 떠나다

교실을 떠나다

make an

the classroom

    덩어리 체크

1 사막식물
3 절대 늦잠자지 마라. Never

5 약속을 취소하다 cancel the

136

2 영어를 말하다

plants
.

4 고양이 먹이를 주다
6 한국을 떠나다

English
the ca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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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

an equation

방정식을 풀다

blow

forget

 해결하다, 풀다

잊지 마!

Don’t

pass by

 불다

촛불을 불어 끄다

 지나가다, 지나치다
the supermarket

across

 기침하다
all night long

밤새 기침하다

!

슈퍼마켓을 지나가다

the candle out

cough

 잊어버리다

 ~을 가로질러

길 건너

the street

    덩어리 체크

1 문제를 풀다
3 풍선을 불다

up a balloon

5 심하게 기침하다

Quiz

2 이름을 잊다

a problem
hard

4 누군가를 지나치다
6 다리 건너

the names
someone
the bridge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blow   forget   feed

1
Don’t

my birthday!

Now,

out the candles.

I will

the dog.

2
		
3
		

Quiz 정답

1 forget (내 생일 잊지 마!) 2 blow (이제 촛불을 불어.) 3 feed (내가 개밥을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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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영작

를 옮겼지?

1. 누가 내 치즈

2. 개가 얼마나 많이 먹은 거

지?

1. Who moved my cheese?

138

2. How much did the dog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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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Exercises

A 의문대명사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64

1

누가 영어를 잘 하지? (speak)

2

누가 노래를 잘 하지? (sing)

3

네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니? (invite)

4

상자에는 뭐가 있니? (what)

5

너는 아침으로 뭐 먹었니? (eat)

6

어떤 디저트를 먹고 싶니? (dessert)

7

너는 어제 무슨 영화를 봤니? (movie)

8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떤 색을 원하니? (color)

9

누가 너에게 전화했니? (call)

10

누가 너에게 그 말을 했니? (tell)

11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happen)

12

파스타와 피자 중에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어? (order)

13

너는 무엇을 먹고 있니? (eat)

14

어느 과목을 제일 좋아하니? (subject)

15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respect)

English well?
well?
to your birthday party?

in the box?
for breakfast?
do you want to eat?
did you watch yesterday?
do you want, red or blue?
you?
you that?
to them?

, pasta or pizza?
now?
do you like the most?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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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문부사
B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네 생일은 언제니? (when)

2

언제 비가 왔지? (it)

3

너희 집은 어디니? (where)

4

내가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지? (put)

5

언제 등산 가고 싶니? (want)

6

이 마을에 병원이 어디에 있지? (the

7

오늘 학교는 언제 끝나니? (your

8

우리 점심을 어디에서 먹지? (eat)

9

네 남동생은 몇 살이니? (old)

10

이 바나나들은 얼마인가요? (much)

11

너는 왜 화가 나 있니? (why)

12

그는 왜 매일 달리기를 하지? (run)

13

너희 학교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지? (far)

14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하니? (lie)

15

너는 돈이 얼마나 있니? (much

your birthday?
rain?
your house?
my phone?
to go hiking?
hospital)
in this town?

school)
finish today?
lunch?
is your brother?
these bananas?
you angry?
every day?
your school from here?
to me?

money)
do you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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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Let’s take a
•The

5

together.

I like water better than Coke.
=I
water to Coke.

is on the wall.

① sale

② bridge

③ leave

④ picture

6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④ on

⑤ to

3

④ drink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re you upset?
me.

B: I don’t have to go to school, so I will sleep
.

③ about

③ order

B: It’s because of my brother. He’s annoying

tomorrow?

② off

② prefer

A:

A: W h a t t i m e d o y o u h a v e t o g e t u p

① in

① want
⑤ prepare

⑤ walk

2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① What

② How

③ Why

④ When

⑤ Where

7

다음 중 짝지어진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것은?
①A
 : Where is my phone?

B: It’s on the kitchen table.
②A
 : How did you paint the ceiling?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보기>와 같은 것은?

B: I used a ladder.

보기

forget : remember
① like : prefer

② leave : arrive

③ lose : lost

④ cold : cough

③A
 : Who just called?

B: I will call you.
④A
 : When are they arriving?

B: In about 10 minutes.

⑤ appoint : appointment

⑤A
 : Why are you wet?

B: I forgot to bring my umbrella.

4

다음 빈칸에 들어가기에 어색한 것은?


[8~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a promise
① keep

② break

③ make

④ cross

⑤ give

66

보기

who  what  which  how

8

one do you like, an apple or an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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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id you find your cat?

16

What much did he spend to buy the car?


10

do you mean by that?

17

Where you saw her yesterday?



[11~13]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
라 쓰시오.
보기

why  how  where  when

11

A:

18

Who did told you that?


are you still awake?

B: I have to finish this paper today.

12

A:

is his birthday?

B: It’s May 10th.

13

A:


[19~20]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9

A:
B: He’s a school teacher.

were you this morning?

B: I went out running.

① What’s his job?
② How’s he doing?

14

③ Where is he?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④ Why is he?

말은?

⑤ Which one is he?

Why are you making cupcakes?
=
are you making cupcakes for?
① How

② Which

③ Where

④ Who

⑤ What

20

A:
B: Just about their new toys.
① How do you know them?


[15~18]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시오.

15

② Where did they buy the toys?
③ Who did they buy the toys for?

Why did you left me alone?

④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⑤ Why are they talking about the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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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문장이 비슷한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21~22]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
[26~27]

말을 쓰시오.

21

22

시오.

When is the train leaving?

is the train leaving?

=

26

•I don’t know

far is the theater from here?

•

Why did you come to New York?
=
brought you to New York?

to ski.

① what[What]

② how[How]

③ when[When]

④ why[Why]

⑤ who[Who]


[23~25]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23

How long did it take to get there?
① It was easy to get there.

27

② It took just half an hour.
③ It was a long time ago.
④ I don’t remember how.
⑤ I took a taxi to get there.

24

•Who were you talking

?

•He’s too shy to speak

the public.

•Who should I give this

?

① to

② about

③ of

④ for

⑤ on

What did you get for Jim?
① I don’t get Jim.
② I finally got him.
③ I forgot to get it.


[28~29]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④ I bought him a shirt.
⑤ I will do anything for him.

25

28

We are late. How can we get there on

작년에 누가 너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니? (who, teach)

you English last year?

time?

① I’m sure you can.
② Let’s take a taxi.
③ I can go there by myself.
④ I’m sorry. I can’t help you.

29

서울 어디에서 살았나요? (where, live)

⑤ You should help me.

68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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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을 읽고, 답변에 어울리는 질문을 완성하시오.

32

다음 Chris의 일기를 읽고, 대화의 빈칸을 괄호 안의 단어
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It was Mother’s Day last Sunday. Juno

July 17, Tuesday

was going to make breakfast for his mom,

but he slept in. The alarm didn’t go off. He

We went camping in Banff last weekend.

woke up at 9 o’clock!

Q: 

서술형

On the first day, we did hiking for 6 hours.
Then we went to the lake for swimming. It

for his mother?

was so fun, but we had to come home early

 because he didn’t get up early.
A: It’s

because of a grizzly bear. The bear was
running around in the campground. It was
scary!

A: Hey, Chris!

? (How)

B: It was fun, but we had to come home
early.
A:

B: A grizzly bear was running around in the

서술형

31

? (Why)
campground!

다음 경찰관과 용의자의 대화를 완성하시오.

[조건]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Police Officer: So, (1)
Man:  		 Last night? I was at home.
Police Officer: (2)
Man:  		 I just watched a movie.

Police Officer: Really? Were you alone?

Man:  		 Yes, I was alone.
Police Officer:

서술형

33

James의 생활 습관에 대한 다음 설문조사 답변을 보고 질
문을 완성하시오.

Name: James

Man:  		 I watched a comedy movie.
(1)

[조건 1]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으로 쓸 것

I usually get up at 6:30.

[조건 2]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Do you eat breakfast?

(1)
(2)
(3)

?


✓ Yes, I do. /  No, I don’t.

(2)

I go to school by bicycle.

?

UNIT 11 의문사 의문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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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런 영어-워크북(040-080)OK.indd 69

2019. 4. 1. 오전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