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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영문법 
[1-1] 컨닝페이퍼

1 Be동사의 ①현재형 3가지와 ② 각각 해당되는 과거형을 적으시오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Be동사의 3가지 뜻을 적으시오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인칭에 대한 정의입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란 무엇인가?
  ① 1인칭 단수  _________         1인칭 복수 ____________ 

   ② 2인칭 단수  _________         2인칭 복수 ____________

   ③ 3인칭 단수  _______________   3인칭 복수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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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칭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기처럼) 빈칸을 영어로 채우고, 해당되는 be동사 현재 형태와 
    과거 형태를 적으시오.

(보기) 1인칭 단수 __I___: 현재시제 ___am___ 과거시제 ___was___       
   
 ① 1인칭 복수 _________: 현재시제 _______ 과거시제 __________    

 ② 2인칭 단수 _________: 현재시제 _______ 과거시제 __________    

 ③ 2인칭 복수 _________: 현재시제 _______ 과거시제 __________     

 ④ 3인칭 단수 _________: 현재시제 _______ 과거시제 __________    

 ⑤ 3인칭 복수 _________: 현재시제 _______ 과거시제 __________     

5 다음 빈칸에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I [is/ are/ am/ were] tall.    

  ② You [is/ are/ am/ was] strong.    

  ③ He [is/ are/ am/ were] handsome.    

  ④ She [is/ are/ am/ were] happy.   

  ⑤ It [is/ are/ am/ were] cute.
 
  ⑥ They [is/ are/ am/ was] upset.

  ⑦ My dog [is/ are/ am/ were] fast.

  ⑧ He and she [is/ are/ am/ was] c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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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밑줄 친 부분에서 문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단, 어색한 부분이 없다면 고칠 필요 없음이라고 적으시오)

  ① She and her cats was do fast. 
     (-> ______________)
  
  ② Susan with her brother are happy. 
     (-> ______________)

  ③ Jack and his friends were joyful 
     (-> ______________)
 
  ④ The school were full of students. 
     (-> ______________)

  ⑤ Snow am so beautiful on the mountain. 
     (-> ______________)

  ⑥ You and I am so lucky.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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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현재형(am, are, is) ② 과거형(was, were) 
         여기에서 was는 am, is의 과거이고, were는 are의 과거이다. 
 
2. [정답] ~이다, (성격, 상태가) 어떠하다, ~에 있다(존재하다)
    
3. [정답]  
  ① 1인칭 단수는 “나” 즉, I 를 말한다.  1인칭 복수는 “나”를 포함한 “우리” 즉, we를 말한다. 
  ② 2인칭 단수는 “너” 즉, You를 말한다. 2인칭 복수는 “너”를 포함한 “너희들” 즉, you를 말한다.
  ③ 3인칭 단수는 I와 You를 제외한 모든 “여성, 남성, 사물” 즉, she, he, it를 말한다. 
     3인칭 복수는 “그들”, 즉, they를 말한다.   

4. [정답]  Be동사는 인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데, 1인칭 I 인 경우는 am(was)과 함께 사용하고, 
           2인칭 You는 are(were)와 사용하고, 3인칭 단수는 is(was)와 사용하며, 3인칭 복수는 
           are(were)를 사용한다.  

   1인칭 단수 (I): am - was                     ① 1인칭 복수(we): are - were
   ② 2인칭 단수 (You): are - were              ③ 2인칭 복수(You): are - were      
   ④ 3인칭 단수 (He, She, It, 기타): is - was    ⑤ 3인칭 복수(They) : are - were
 
 I am(= I'm) (was) a teacher.   We are(were) teachers.  You are(were) a teacher.
 He(She) is(was) a teacher.      It is(was) a dog.        They are(were) cats.
 My friend is(was) cute. 

5. [정답]   
 ① am  ② are ③ is  ④ is   ⑤ is  ⑥ are  ⑦ is   ⑧ are

6. [정답] 
  ① were 또는 are  ② is 또는 are    ③ 고칠 필요 없음  ④ was 또는 is
  ⑤ is 또는 was    ⑥ are 또는 were   
 

[1-1] 정답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