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생존영어 SOS

밀가루쌤영어 (www.milgarussem.com)

5강. 너는 이것을 모르니?를 어떻게 말할까?
안녕하세요. 밀가루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동사들을 사용한 문장들을 어떻게 묻는 문장으로 바꾸는지 배울 차례입니다.

말하기 연습

Step 1
너는 이것을 알아. You know this.
너는 이것을 아니? Know you this? (X)
너는 이것을 아니? Do you know this? (O)

너는 이것을 모르니? Don’t you know this?

나는 말해. I say.
나는 말하니? Do I say?
나는 말하지 않니? Don’t I say?

너는 담요를 원해. You want a blanket.
너는 담요를 원하니? Do you want a blanket?
너는 담요를 원하지 않니? Don’t you want a blanket?

우리는 그의 지시를 따라. We follow him.
우리는 거의 지시를 따르니? Do we follow him?
우리는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니? Don’t we follow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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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밀가루쌤을 좋아해. They like Milgarussem.
그들은 밀가루쌤을 좋아하니? Do they like Milgarussem?
그들은 밀가루쌤을 좋아하지 않니? Don’t they like Milgarussem?

Step 2
그는 이것을 알아. He knows this.
그는 이것을 아니? Does he know this?
주의) 원래 동사에 붙어 있던 ‘~s/es’를 반드시 떼어 줘야 함.

부정의 뜻을 담는 법
그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모르니)? Doesn’t he know this?

그는 생각해. He thinks.
그는 생각하니? Does he think?
그는 생각하지 않니? Doesn’t he think?

그녀는 균형을 유지해. She keeps the balance.
그녀는 균형을 유지하니? Does she keep the balance?
그녀는 균형을 유지하지 않니? Doesn’t she keep the balance?

한 발 더 나아가기

나는 가져와. I bring.
나는 가져오니? Do I bring?
나는 가져오지 않니? Don’t I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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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써. We write.
우리는 쓰니? Do we write?
우리는 쓰지 않니? Don’t we write?

그들은 뛰어. They run.
그들은 뛰니? Do they run?
그들은 뛰지 않니? Don’t they run?

그들은 걸어. They walk.
그들은 걷니? Do they walk?
그들은 걷지 않니? Don’t they walk?

그는 먹어. He eats.
그는 먹니? Does he eat?
그는 먹지 않니? Doesn’t he eat?

그녀는 도와. She helps.
그녀는 돕니? Does she help?
그녀는 돕지 않니? Doesn’t she help?

그것은 놀아. It plays.
그것은 노니? Does it play?
그것은 놀지 않니? Doesn’t it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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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공식

Do + I/you/we/they + 동사 + ?
Don’t + I/you/we/they + 동사 + ?
Does + he/she/it + 동사 + ?
Doesn’t + he/she/it + 동사 + ?

직접 연습해 보기

1. 다음 중 틀린 의문형 문장을 고르세요.
① Does you know this?
② Do you want a blanket?
③ Does he eat an apple?
④ Do they begin a show?

2. 다음 중 옳은 문장을 고르세요.
① Does she bring the sandwich?
② Doesn’t they follow the him?
③ Do it walk?
④ Doesn’t we play soccer?

3.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올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세요.
- 그는 어머니를 돕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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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oes he not help his mother?
② Do he not helps his mother?
③ Don’t he helps his mother?
④ Doesn’t he help his mother?

5강 숙제

1. 다음의 문장에서 의문형을 만드는 ‘do/does’가 들어가는 곳을 체크해 봅시다.
1. 너는 이것을 아니? ① you ② know ③ this ④ ?
2. 그는 그녀를 좋아하니? ① he ② like ③ her ④ ?
3. 그들은 일하니? ① they ② work ③ ?
4. 그녀는 점심을 가져오니? ① she ② bring ③ lunch ④ ?
5.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① we ② provide ③ a service ④ ?

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봅시다.
1. 나는 단어를 말해. I ______ a word.
2. 나는 단어를 말하니? ______ I ______ a word?
3. 나는 단어를 말하지 않니? ______ I _____ a word?
4. 그는 물을 원해. He ______ water.
5. 그는 물을 원하니? ______ he _____ water?
6. 그는 물을 원하지 않니? _______ he ______ water?
7. 그녀는 지시를 따라. She ________ the instruction.
8. 그녀는 지시를 따르니? ______ she ______ th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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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녀는 지시를 따르지 않니? ______ she _______ the instruction?
10. 우리는 부모가 돼. We ________ parents.
11. 우리는 부모가 되니? ______ we ______ parents?
12. 우리는 부모가 되지 않니? _______ we _______ parents?

3. 다음 문장들을 영어로 옮겨 봅시다. - 맨 앞 글자가 소문자인 경우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1. 너는 공연을 시작하니? (you, a performance, begin, do)
2. 너는 공연을 시작하지 않니? (you, a performance, begin, don’t)
3. 그는 내 설명을 필요로 하니? (he, my explanation, need, does)
4. 그는 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니? (he, my explanation, need, doesn’t)
5. 그들은 피자를 먹니? (they, a pizza, eat, do)
6. 그들은 피자를 먹지 않니? (they, a pizza, eat, don’t)
7. 그녀는 선생님을 돕니? (she, a teacher, help, does)
8. 그녀는 선생님을 돕지 않니? (she, a teacher, help, doesn’t)
9. 그 개는 뼈를 가져오니? (the dog, a bone, bring, does)
10. 그 개는 뼈를 가져오지 않니? (the dog, a bone, bring, does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