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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미세영문법 [8-1] 컨닝페이퍼

1. 부정관사 a, an의 차이를 예문을 통해 설명하세요.
    (a)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정관사 “the”가 꼭 붙는 경우 5가지를 예문을 들어 설명해 보세요.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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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사 사용의 예외적인 경우
   ①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아는 대로 설명해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the + 고유명사”: 원래 고유명사에는 the를 붙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he를 붙인다. 어떤 경우에 the를 붙일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괄호 안에 문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It is [a, an] pen.
     ______________

  ② I eat [a, an] apple every morning.
     ______________

  ③ Carl lives in [England, an England].
     _______________

  ④ We have [a, an] cat. [A, An, The] cat is white.
     _______________

5. 빈칸에 알맞은 관사(a, an)를 쓰세요.
   ① It takes about _________ hour to get there.
      _______________

   ② I want to be ________ first runner.
      _______________

   ③ The girl plays _________ piano.
      _______________

   ④ Here is ________ umbrella.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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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a)  a : 첫소리가 자음인 단어 앞  
       (예) a boat, a car, a desk, a pen

  (b)  an : 첫소리가 모음(a,e,i,o,u)인 단어 앞  
       (예) an apple, an orange

2. [정답] 
 ① 앞에 나온 명사가 뒤의 문장에 다시 나올 때 사용 
    (예문) He gave me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②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
    (예문)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③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
     (예문) Look at the moon.
  
 ④ 악기 이름 앞에 사용
     (예문) He can play the violin.
  
 ⑤ 서수, 최상급 앞에
     (예문) She is the tallest girl in the class.

3. [정답] 
    ① - 사람의 이름, 가족 호칭, 존칭
          We love Mom and Dad.
       - 소유격, 식사, 운동, 교통수단
          They play soccer every day.
       - 건물이나 장소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경우
          I go to school at 8 every morning.
    ② - 강, 바다 이름 앞 : the Thames 템즈강
       - 신문, 잡지, 배 이름 앞 :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즈
       - 특정 나라 이름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4. [정답]  ① a      ② an       ③ England       ④ a, The

5. [정답]  ① an     ② the      ③ the           ④ an (the)

[8-1] 정답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