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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동사의 형태 변화

They drink milk every morning.

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1 일반동사의 개념
be동사(am, are, is)와 조동사(can, will, may, must, should 등)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동사라고 하며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I eat a sandwich for breakfast. <동작>

나는 아침식사로 샌드위치를 먹는다.

Emily dislikes bugs. <상태>

Emily는 벌레를 싫어한다.

2 주어에 따른 일반동사의 형태 변화
주어가 I, we, you, they처럼 1인칭, 2인칭이거나 3인칭 복수일 때는 동사원형을 그대로 씁니다.

I like action movies.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We always go to school by bus.

우리는 항상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

You speak Korean very well.

당신은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Many people take a walk in this park.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에서 산책한다.

주어가 he, she, it처럼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원형 + -(e)s」의 형태로 씁니다. 예외적으로 have는 has로 씁니다.

He wears glasses.

그는 안경을 쓴다.

She washes her hair every day.

그녀는 매일 머리를 감는다.

Eric studies robotics at college.

Eric은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공부한다.

The dog has long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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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는 긴 다리를 갖고 있다.

동사의 유형

현재형 만드는 법

예

동사 대부분

동사원형 + -s

eats, learns, plays, reads, wants, ...

-ch, -sh, -x, -ss, -o로 끝나는 동사

동사원형 + -es

watches, brushes, mixes, passes,
does, ...

「자음 + y」로 끝나는 동사

y를 i로 고치고 + -es

cries, flies, studies, tries, worries, ...

have

불규칙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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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A

정답과 해설 4쪽

1 catch —

2 do

5 like

6 miss —

3 enjoy —
7 pay

B

words

다음 동사의 3인칭 단수 주어에 대한 현재형을 쓰시오.

A
miss 그리워하다; 놓치다
pay 지불하다

—

4 know —

—

8 try

—

—

밑줄 친 말을 주어진 말로 바꾸어서 문장을 다시 쓰시오.

1 We help many children in Africa.
→ Chris

.

B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on weekends 주말마다
exercise 운동하다

2 My father goes fishing on weekends.
→ They

.

3 Sally and her brother exercise every day.
→ Mina

C

.
C
pilot 조종사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보기

drink   fly   have   teach

1 He

two sisters. They are Annie and Judy.

2 Emily and I

3 My father is a pilot. He

4 Mr. Brown is a teacher. He

D

apple juice every day.
an airplane.
English.
D
library 도서관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I

TV every night.

2
		

Ms. Thomson

to work.

3
		Brian and Nick

to the library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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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I do not drink coffee.

Do you drink coffee?

1 일반동사의 부정문
일반동사의 부정문은 don’t[do not]나 doesn’t[does not]를 동사 앞에 붙이고,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원형으로
씁니다.
주어

일반동사의 부정형

축약형

I / You / We / They

do not + 동사원형

don’t + 동사원형

He / She / It

does not + 동사원형

doesn’t + 동사원형

I don’t play video games.

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winter.

너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She doesn’t eat vegetables very much.

그녀는 채소를 별로 먹지 않는다.

Mr. King doesn’t enjoy sports.

King 씨는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다.

2 일반동사의 의문문
일반동사의 의문문은 주어 앞에 Do나 Does를 쓰고,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원형으로 씁니다.
일반동사의 의문문

긍정 대답

부정 대답

Do I / you + 동사원형 ~?

Yes, you / I do.

No, you / I don’t.

Does he / she / it + 동사원형 ~?

Yes, he / she / it does.

No, he / she / it doesn’t.

Do we / you / they + 동사원형 ~?

Yes, you / we / they do.

No, you / we / they don’t.

Do you speak Chinese?
- Yes, I do. / No, I don’t.

Does he dance well?

- Yes, he does. / No, he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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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중국어 하니?
- 응, 해. / 아니, 못 해.
그는 춤을 잘 추니?
- 응, 그래. / 아니, 그렇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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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A

정답과 해설 5쪽

words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Do / Does) you have a car?

A
raise a pet 반려동물을

2 I (don’t / doesn’t) have many friends.

키우다

3 (Do / Does) Mr. Pitt raise a pet?

4 Roy and his brother (don’t / doesn’t) play tennis together.

B

1

		

Q: Does Jiwon like English?

		

A:

2

D

,

		

Q: Do you live in an apartment?

		

A:

3

C

B
apartment 아파트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쓰시오.

.

,

		

Q: Does Kevin play the piano?

		

A:

.

,

.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Does you like carrots?

→

2 Sera doesn’t practices hard.

→

3 Brian and Nick doesn’t eat raw fish.

→

4 Do your father work at a hospital?

→

C
carrot 당근
practice 연습하다
raw 날 것의, 익히지 않은

괄호 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시오.

1 I walk to school. (부정문으로)
→
2 Does Jenny like animals? (평서문으로)
→
3 Mr. White doesn’t have a car. (긍정문으로)
→
4 Jina gets up early every morning. (의문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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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보기>에서 골라 글을 완성하시오. (단, 필요하면 형태를 바꿀 것)
보기

have   live   meet   play   read

This is my cousin Jaemin. He
and

near my house. I

basketball with him. He likes sports. He also

He

him every Sunday
a lot of books.

about 300 books at home. I like him a lot.

	
B 그림을 보고, 주어진 표현을 이용하여 각 인물의 일상에 대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Jaeha

Miju

Junho

Sunmin

study Japanese

swim

play online games

get up late

1 Jaeha
2 Miju

3 Junho

4 Su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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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uesdays.
at 7 on Fridays.
on Saturday evenings.
on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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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5쪽

C

주안이의 수요일 오후 일과표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시오.

3:40 p.m.

5:30 p.m.

7:00 p.m.

11:30 p.m.

take an
after-school
Chinese class

go back home

have dinner

go to bed

1 A: What does Juan do at 3:40?
B: He

.

2 A:

at 5:30?

B: Yes, he does.

3 A:

at 8?

B: No, he doesn’t. He has dinner at 7.

4 A: What time does Juan go to bed?
B: He

.

D Andy 가족의 월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 모습을 비교하면서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시오.
	

Monday afternoon

Saturday afternoon

보기

Andy’s father doesn’t watch TV on Saturday afternoon.
He cleans the living room. (clean)

1 Andy’s mother
		She

2 Andy

		He

3 Andy’s sister

		She

read the newspaper on Saturday afternoon.
the plants. (water)
take out the trash on Monday afternoon.
his homework. (do)
play with the cat on Monday afternoon.
books. (read)
UNIT 02 일반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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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의 아지트
UFO Sandwich near my school is my favorite spot. A lot

of students go there before and after school. The store
opens early in the morning. So I get fresh juice or muffins for

breakfast. School clubs often gather in the store after a meeting.

Sometimes after school I study in the store. But I usually don’t
study much. Because my friends go there, too. One of them
always comes over to me and then we chat!

1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UFO Sandwich의 위치		

② UFO Sandwich의 주 고객

③ UFO Sandwich의 메뉴		

④ UFO Sandwich의 폐점시간

⑤ UFO Sandwich의 방문 목적

서술형

2

글쓴이가 UFO Sandwich에서 공부를 별로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쓰시오.
 Because

one of her friends always

to the writer, and then they

.

words and phrases
near ~에서 가까이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pot (특정한) 곳, 장소
store 가게
breakfast 아침식사
gather 모이다
meeting 모임, 회의
come over to ~에게 (건너) 오다
chat 담소, 수다; 수다 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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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6쪽

A 물고기의 묘책
B
Little fish ⓐ hides from big fish. Some of them use tricks. One
type of little fish takes in water. It takes in water until it gets very
big. Then no other fish can eat it. Sometimes, mother fish can
be helpful. When a big fish ⓑ comes along, a mother ⓒ opens

her mouth and the baby fish go into her mouth. The big fish go
away. Then the mother fish opens her mouth and her babies

swim out. A flying fish also ⓓ has a trick. It jumps out of the water. It comes down in another
place. It ⓔ lands far away from the big fish.

1

위 글의 ⓐ ~ ⓔ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서술형

2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언급된 세 가지를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


words and phrases
hide 숨다

trick 비결, 요령, 묘책
type 유형, 종류
take in ~을 섭취하다[흡수하다]
이 되는, 유익한
go away 사라지다
flying fish 날치
another 또 하나의, 또 다른
land 착륙하다, 착지하다
far away 멀리 떨어져

helpful 도움
place 장소, 곳

UNIT 02 일반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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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또 하나의, 또 다른

raw  날것의, 익히지 않은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다

have

날[생]고기

cup of coffee

water  물

chat  담소, 수다

 물주다
a flower

꽃에 물을 주다

especially  특히, 유난히

잡담하다

talented

유난히 재주 있는

meat

 수다 떨다

have a

far  멀리

away

멀리 떨어져

    덩어리 체크

1 다른 것을 보여 주다 show
3 나무에 물을 주다
5 유난히 추운

one

from Seoul

gather  모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

together

함께 모이다, 집합하다

color

land  착륙하다, 착지하다

meeting  회의, 모임

공항에 착륙하다

회의를 소집하다

at an airport

버스를 놓치다

window

6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cold

miss  놓치다; 그리워하다

carrot

4 대화창을 닫다 close the

a tree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my

2 (익히지 않은) 생당근 a

call a

pay  지불하다
신용 카드로 지불하다

a bus

by credit card

    덩어리 체크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my

28

subject

2 몰려들다

around

3 달에 착륙하다

on the moon

4 온종일 계속되는 회의 a daylong

5 기회를 놓치다

a chance

6 돈을 갚다

back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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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반려동물, 애완동물

place  장소, 곳

반려동물을 키우다

공공장소

raise a

practice  연습하다

hard

열심히 연습하다

take in ~을 섭취하다[흡수하다]

a public

library  도서관

a mobile

이동 도서관

trick  비결, 요령, 묘책

당분을 섭취하다

마술의 속임수

sugar

a magic

    덩어리 체크

1 애완동물 가게 a

store

3 매일 연습하다

every day

5 물을 많이 섭취하다

Quiz

a lot of water

2 조용한 곳 a quiet
4 도서관을 이용하다 use the
6 비열한 계략 a dirty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practice   gather   pet

1
		

Andy loves his

dog.

2
		

I

the dance every day.

3
		

Families

together on Chuseok in Korea.

Quiz 정답
함께 모인다.)

1 pet (Andy는 자신의 반려견을 사랑한다.) 2 practice (나는 그 춤을 매일 연습한다.) 3 gather (한국에서는 추석날 가족들이
UNIT 02 일반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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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일반동사

Writing Exercises

A 일반동사의 형태 변화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0

1

Kim은 안경을 쓴다. (wear)

2

그녀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try)

3

나는 8시에 등교한다. (go)

4

Chris는 꽃에 물을 준다. (water)

5

그는 오늘 여섯 개의 수업이 있다. (have)

6

그는 매일 아침 수영을 한다. (swim)

7

나의 조부모님은 돼지들을 키우신다. (raise)

8

우리는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운다. (learn)

9

Jen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study)
hard for the test.

10

그는 방과 후에 드럼을 연주한다. (play)

11

나의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하이킹을 가신다. (go)

12

Erin은 일기를 쓴다. (keep)

13

그들은 TV로 야구 경기를 시청한다. (watch)

14

아이들이 점심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wash)

15

Andy는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한다. (do)
his homework before dinner.

glasses.
her best.
to school at 8.
the flowers.
six classes today.
every morning.
pigs.
Korean history at school.

the drums after school.
hiking on Sundays.
a diary.
baseball games on TV.
their hands before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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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B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나는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drink)

2

너 단거 좋아하니? (like)

3

그들은 K-pop을 즐기니? (enjoy)

4

Sue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한다. (cook)

5

그녀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eat)

6

나는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는다. (play)

7

Erin은 남자형제가 없다. (have)

8

그녀가 너의 이름을 아니? (know)

9

그녀는 매일 운동을 하니? (exercise)

10

Tony와 Kelly는 한국어를 하니? (speak)
Korean?

11

너의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니? (drive)

12

우리는 주말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go)

13

너의 할머니는 부산에 사시니? (live)

14

그들은 주말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get

15

너의 어머니는 버스로 출근하시니? (go)

cola.
sweets?
K-pop?
well.
fast food.
online games.
any brothers.
your name?
every day?

a car?

to school on weekends.
in Busan?
up)
early on weekends.
to work by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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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

6

짝지은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far – near

A:

② place – spot
④ practice – exercise
⑤ especially – specially

② Do – don’t

③ Does – does

④ Does – don’t

[7~8]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season.

7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쓰시오.
•My grandfather always

es his

old hometown.

•Attention! Don’t

the lesson

points.

9

보기

The plane lands safely.

② I jump high and land right beside him.

② My grandparents

③ Jack

④ Kevin and I

drinks warm milk every night.
① Amy

② Mr. Kim

③ My mom

④ The children

⑤ Her sister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보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 The elephant is a land animal.

① We

8

, they talk to each

other in an informal and friendly way.

work out every morning.

⑤ Jenny and Mike

다음 영영풀이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When people

5

① Do – do
⑤ Does – doesn’t

 Spring is my

4

.

주어진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3

you like sports?

B: No, I

③ gather – collect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0

Do와 Does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he have any brothers?

②

you walk to school?

③

she clean her room?

④

Mr. Nam get up early?

⑤

your brother study hard?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③ A frog can live both on land and in water.

① She eats pizza for lunch.

④ He

grows vegetables on a small piece of

② He takes a bus to school.

land.

③ My dad drives a big truck.

⑤ This

land is very dry and hard after the long

hot summer.

12

④ The baby cries every night.
⑤ Mr. Bin watchs movies every day.

EBS 중학 뉴런 영어 1
EBS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34쪽

11

15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Do you play baduk?

A: Does Ms. Simpson like gimchi?

② What do you do on weekends?

B:

③ I do my homework before dinner.

① Yes, I do.

② No, she does.

④ Does she do yoga after school?

③ Yes, she does.

④ No, they don’t.

⑤ My

mother doesn ’ t do anything after

⑤ No, he doesn’t.

12

밑줄 친 do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dinner.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① I don’t eat meat.
② My cat doesn’t jump high.

16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Julie

③ Does your brother helps you?

•A: Bill,

④ She walks her dog in the park.

.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① Do you often reads books?
② Do she go to bed late?

17

③ Does your father works hard?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A: 

④ Does Toby play the piano well?

Emma

TV

with her brother?

⑤ Does they go to the movies on weekends?

14

she work here?

B: Yes, she

⑤ Molly doesn’t take a bus to school.

13

not have a backpack.

B: Yes, she usually watches TV with him.

다음을 부정문으로 바르게 고친 것은?
① I play tennis after school.
→ I play not tennis after school.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18~19]
쓰시오.

② They study hard in the library.
→ They doesn’t study hard in the library.
③ She has a Russian doll.

18

Jennie’s hair is long.
= Jennie

→ She doesn’t has a Russian doll.

long hair.

④ He listens to classical music.
→ He does listen not to classical music.
⑤ Somin and Nuri eat breakfast at 7.
→ Somin and Nuri don’t eat breakfast at 7.

19

I have no money.
=I

an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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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

26

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 (have / has) a cat. Her name is Nami.

Kent 씨는 토요일에 근무하시나요?

on Saturday? (work)

She (like / likes) to play with balls. She (eat

/ eats) fish and (drink / drinks) milk. I (like /

likes) her a lot. My parents (like / likes) her,
too.

[21~22] 의미가 통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
하시오.

21

Sally

winter but she likes

summer.

22

27

치시오.

My parents

to bed early.

Kevin goes to Hana Middle School. He

They usually go to bed at 12.

23

다음 글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르게 고

plays basketball but he don’t like soccer.
He loves animals. He has three cats at

주어진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그에 대한 응답을 완성하

home. He feed them every day.

시오.

Your father likes Italian food.
 Q:

A: Yes,

.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28~29]


[24~25] 각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24

The girls

25

Minsu
Saturday.

14

28

A: Does Minjae play the
piano?

B: 

,
.

on Sundays.

29
every

A: Does she have a chat
with her friend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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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30

서술형

32

Jeff의 일과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7:00 a.m.

get up

7:30 a.m.

eat breakfast

8:30 a.m.

go to school

any sisters?


B: (2)

, I do. I have one older


A: (3)

you and your sister help

your parents at home?

at 7:00 and


B: Well,
Sejin (4)

at 7:30.
(2) H e

A: (1)
sister, Sejin.

12:20 p.m. have lunch

(1) Jeff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시오.

my mom a lot

but I (5)

at 8:30 and

.

at 12:20.

서술형

3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넣어 글을 완성하시오.
서술형

33

I often (1)

camping with

my family. My dad sets up our tent and I
(2)

him. My mom cooks dinner

and my brother (3)

her. She is a

good cook and we always enjoy her dishes.
Then we (4)

games together

and the loser (5)
of us (6)

the dishes. All
a good time.

유진이의 수업 시간표를 보고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월

화

수

목

금

1교시

국어

수학

국어

사회

영어

2교시

체육

영어

음악

국어

국어

3교시

영어

사회

수학

수학

과학

(1) Does Yujin have social studies on
Friday?


(2) Does Yujin have math class on Tuesday?


(3) W h a t c l a s s e s d o e s Yu j i n h a v e o n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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