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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미세영문법 [5-2] 컨닝페이퍼

1. 다음 질문들에 답변하세요.
    ① “be 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구조를 설명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구조를 설명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의문대명사”를 모두 적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의문부사”를 모두 적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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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ow+ 형용사/부사?” 의문사로서 다음 밑줄 친 의문사들의 의미를 적으세요.
     ① How much is 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How much milk do you drin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How far is i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How often do you go to the s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How old are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How tall are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How come you are so ang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의문형용사” (a)정의와 의문형용사에 해당되는 (b)것을 적어 보세요.

    (a)(정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의문형용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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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사 what 과 which 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들입니다.
     아래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① What color do you like?
     ② Which color do like better, red or blac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다음 괄호 속에서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Which / What] car do you like better, red or black?
         
       ______________________
       
    ② [Which / What] car do you like?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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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be동사 의문문
       : 의문사 + be동사 + 주어 ~?
    ② 일반동사의 의문문
       : Do [does, did] + 주어 + 동사~? 

2. [정답]
    의문대명사:  who(누구), whose (누구의 것), whom (누구를), which (어느 것), what (무엇)

3. [정답]
    why (왜), where (어디서), when (언제), how(어떻게) 

4. [정답]
    ① How much is it? 
       (그것 얼마인가요?)
    ② How much milk do you drink?
       (너는 얼마나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시니?)
    ③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 예정인가요?)
    ④ How far is it from here?
       (그곳은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⑤ How often do you go to the sea?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바다에 갑니까?)
    ⑥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
    ⑦ How tall are you?
      (너는 키가 얼마이지?)
    ⑧ How come you are so angry?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지?)

      ** How come + 주어 + 동사?
         = Why 동사 + 주어?
         = 주어는 왜 ~하는 거야?
       

[5-2]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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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답]
(a) (정의): 의문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해서 의문문을 만든 경우를 말한다. 

(b) (의문형용사): what + 명사 ~? (무슨 명사를 ~하는 가요?)
                  Which + 명사 ~? (어떤 명사를 ~하는 가요?) 
                  Whose + 명사 ~? (누구의 명사를 ~하는 가요?)

6. [정답] 
   What은 3개 이상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 때, which는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① What color do you like? 
     (모든 색깔 중에서 어떤 색을 좋아 하느냐?)
  ② Which color do like better, red or black?
      (빨강과 검정색 중에서 어느 색을 더 좋아하느냐?)

7. [정답]  
    ① which 
    ② w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