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veryone Is Special_두산(김)

중1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1) 제작연월일 : 2014-02-25
2) 제작자 : 교육지대㈜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3) 이 콘텐츠는 「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B) You and I am not very old.
zb 1)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문장은?

(C) My little sister Sohee doesn't have a teddy bear.

The cat is in the box.

(D) Are Sumi's sisters pretty?

You and I are Korean.

(E) Jiwoo studys English very hard.

David and Sumi are not tall.

(F) On Sundays, Amy and Hajun plays basketball.

They are a doctor.

(B), (C) are correct.

Mr. and Mrs. Smith are smart.

(C), (D) are correct.
(A), (D), (E) are incorrect.
(C), (E), (F) are incorrect.
(B), (C) are correct, but (F) is incorrect.

zb 2)

다음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알맞은 것은?

Min-gyeong likes sports.
Min-gyeong doesn't likes sports.
Min-gyeong likes not sports.

zb5)

다음 빈칸 (A), (B), (C)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

어진 것은?

Min-gyeong not likes sports.

I am Diego. I don't tel good jokes, but I am a good
listener. I (A) [listen to always / always listen to]
my friends carefully. I have (B) [many / much]
friends. I am special.

Min-gyeong doesn't like sports.
Min-gyeong don't like sports.

See? Everyone (C) [are / is] different.
(A)
zb 3)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B)

(C)

always listen to

much

are

My grandparents take a walk every day.

listen to always

much

are

I plays badminton on weekends.

always listen to

many

are

Molly watchs TV in the evening.

listen to always

many

is

I has seven classes a day.

always listen to

many

is

You and Amy studies math together after school.

zb6)

zb 4)

Which is CORRECT?

Which is grammatically correct?
You is my brother.

* incorrect : 옳지 않은
(A) Mina don't like hip-hop music.

Her friend doesn't tall.
Tom and I am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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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n't not good dancers.
The children are in the classroom.
zb11)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Are they study English?

zb 7)

다음 글의 밑줄 친 낱말 중에서 어법상 쓰임이 적절

Does your father cooks well?

한 것은?

Tom and David are good student.

On Saturdays, I read books. I also go ⓐ to
shopping with my family. Hajun ⓑ don't read books.
He plays computer games. He also ⓒ go to a movie
with his friends. On Sundays, I clean my room. Hajun
ⓓ wash his father's car. He and I ⓔ play basketball
together.

Are your sister a high school student?
We always visit Grandma on Sundays.

zb12)

ⓐ

ⓑ

ⓓ

ⓔ

ⓒ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
My friends likes English.
He isn't go home by bus.
My sister doesn't comes home.
My school begins at nine.

zb 8)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Hojin don't like sports.

Here's the library.
Mina's sleeping now.
What's Yuna's hobby?
zb13)

Tomorrow's Mother's Day.

왼쪽 표를 보고 Yubin이 자신과 Andy에 대해 쓴 글

을 완성해 봅시다.

Welcome to Kate's Cooking Class.

zb 9)

다음

~

중 어법상 옳은 것은?

I am Yubin.
I play the basketball very well. I
know all the rules.
I know too all the famous
players. I am special.
I am Sophie.
very well. and

I don't good at sports,
I sing
I play the violin well. I am special.

zb14)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I will can dance.
Do you hungry?

zb 10)

다음 밑줄 친 곳에 i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Ho-jin isn't riding a bike.
Jane and I watches a movie.

This ______ just like a cute dog.

She loves play computer games.

The bear ______ sleeping.
Sujin ______ in the bank.
It ______ tall chairs and desks.
The gym ______ open in the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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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 15)

다음 글에서 어법상 틀린 동사 세 개를 찾아 쓰고 이

를 옳은 형태로 고치시오.
On sunny days, Sonya. Olga, and their dacha friend
Anton goes into the forest. They pick wild
strawberries and mushrooms there.
In the evenings, Sonya's father make dinner. He
can cooks shashlik ver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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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어가 복수이므로 동사는 visit의 형태가 맞고,
always와 같은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오며, ‘일요
일마다’라는 의미로 on Sundays로 쓰는 것이 적절하
다.
12) [정답]
1) [정답]
[해설] They는 복수이므로 a를 빼고 doctors로 고쳐야 한
다.

[해설]

쳐야 한다. 또

2) [정답]

3) [정답]
[해설] 조부모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3인칭이지만, 2명
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take가 맞다.
4) [정답]
[해설] (A) Mina는 3인칭 단수이므로 doesn’t가 맞다. (B)
주어가 두 명이므로 are가 맞다. (E) study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변화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야 맞
다. (F) 주어가 두 명이므로 play가 맞다.

에서 doesn't 다음 동사는 원형으로

써야 하며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시제이므로
doesn't로 고쳐야 한다.

[해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이므로 does not +
동사원형으로 써야 한다.

13) [정답] ⓐ is

ⓑ am not

14) [정답]
15) [정답] goes -> go
make -> makes
cooks -> cook

5) [정답]
[해설] (A) always와 같은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다. (B) 친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many가 맞다.
(c) every + 명사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가 맞다.
(예외: ‘매번 ~할 때마다’라는 의미의 시간적 내용은
명사를 복수형으로 쓸 수도 있다.)
6) [정답]
[해설] children은 아이들이라는 의미의 복수이므로 ar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7) [정답]
[해설] ⓐ의 ‘쇼핑하러 가다’는 go shopping이 알맞고,
ⓑ~ⓓ의 주어가 모두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이므로 ⓑ
는 doesn't ⓒ goes ⓓ washes로 고쳐야 한다.
8) [정답]
[해설]
~ 의 's는 is의 축약형이고,
‘~의 것’으로 해석된다.

의 주어는 복수이므로 likes에서 ‘-s’를 빼야 하

고
는 be동사의 부정어와 일반동사 go가 나란히 올
수 없기 때문에 isn't를 지우고 주어에 맞춰 goes로 고

는 소유격으로

9) [정답]
[해설] play가 연주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악기 앞에 정
관사 the를 붙여야 한다.
10) [정답]
[해설] 주어가 단수인 It이지만 목적어인 tall chairs와
desks가 복수이므로 is가 올 수 없다. It has tall
chairs and desks.가 적절하다.
1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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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ot

ⓓ 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