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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정답과 해설

❶ 의향 묻고 답하기 Check Up | p. 6
1		want		 	2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3	would	 	4	⑤	

❷ 확신 표현하기 Check Up | p. 7

 1	 can	/	find						2	(1)	can	(2)	is						3	can	find						4	③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1 | 표현 익히기

❶ 현재완료 Check Up | p. 10
 1	 (1)	경험	(2)	결과		 	2	(1)	visited	(2)	have	been	

 3	 (1)	I	have	not〔never〕	seen	the	man	before.	(2)	Has	he	finished	

his	report?		 		 4	has	lived	

❷ each+단수명사 Check Up | p. 11

 1	(1)	runs	(2)	have		 	2	(1)	Every	(2)	Each	

 3	boys	/	like		 		 	4	festival	/	festivals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Step 1 | 개념 익히기

01	 	each는	‘각각의’라는	뜻으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을	써서	단수	취급한다.	/	each	time:	매번

	|	해석	|	나는	그것을	여러	번	해봤고,	매번	달랐다.	

02	 	현재	선생님이고	2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근무해오고	있으

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쓴다.	현재완료	시제의	형태는	「have

〔has〕	+	과거분사(p.p.)」이다.			

	|	해석	|	A:	그	여인은	누구니?	B:	그녀는	나의	선생님들	중	한	분이

셔.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계셔.

03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완료	시제

를	쓴다.	현재완료	부정문의	형태는	「주어	+	have〔has〕+	not

〔never〕+	과거분사(p.p.)	~.」로	쓴다.			

04	 	each는	단수	취급하므로	뒤에	단수	동사가	온다.	①	have	→	

has	 |	해석	|	각각의	학생은	②	발표를	했다	③	한	가지씩	역할을	

맡을	것이다	④	다른	나라	출신이다	⑤	영어로	된	책을	읽는다.	

05	 	현재완료	시제는	③	yesterday(어제)와	같이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쓸	수	없다.	 |	해석	|	나는	①	최근에	②	

전에	④	일주일	동안	⑤	작년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다.	

06	 	‘…이후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현재완료	부정문은	

have〔has〕와	과거분사(p.p.)	사이에	not을	쓰고,	since	이하	

문장은	뒤에	연결한다.		

07	 	‘얼마나	오래	~해	왔니?’라는	표현은	「How	long	have〔has〕

+	주어	+	과거분사(p.p.)	~?」로	쓴다.	 |	해석	|	A:	당신은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B:	저는	여기에	두	시간	동안	있었어요.

08	 	each	뒤에는	단수명사	또는	「of	+	복수명사」가	올	수	있는데,	

동사는	항상	단수형을	쓴다.	 |	해석	|	•각각의	손님은	우리에

게	중요하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독특하고	흥미롭다.

09	 	의문사가	없는	현재완료	의문문의	어순은	「Have〔Has〕+	주

어	+	과거분사(p.p.)	~?」로	쓴다.	 |	해석	|	<보기>	그는	인도	음

식을	좋아한다.	→	그는	인도	음식을	좋아하니?	/	그녀는	인도	음식

을	먹은	적이	있다.	→	그녀는	인도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니?

10	 	상대방에게	어디에	가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been	to	~?로	쓴다.

	|	해석	|	A:	너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니?	B:	응.	나는	작년에	거

기에	갔어.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어.

01	②							02	has	worked						03	have	not〔haven’t〕	met						04	①	

05	③					06	have	not	played	soccer	since	I	broke					07	④					08	①						

09	Has	she	eaten						10	⑤						11	has						12	④					13	②,	⑤						

14	ⓐ	Each	ⓑ	All						15	not	have	/	have	not〔haven’t〕						16	①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pp. 12~13

Step 2 | 개념 적용하기

1 	look	at	 	 2 	looks	like				 3 	unique		 4 	kind	

	5 	live	in	 	 6 	want	 							7 	airplane-shaped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p. 9

Step 2 | 교과서 대화문 익히기 Check Up

A	 1	④						2	②						3	①						4	③						5	④						6	②						7	①						8	④						

9	②						10	④						B				1		avoid						2	stone						3	floor						4	national						

5	office							6	thousand							7	entrance							8	lovely							9	tax						

10	pile	up						11	필수의,	가장	중요한						12	빨리,	빠르게						13	결과,	

영향,	효과						14	먼지,	티끌						15	징수원,	수집가						16	나무로	된,	목

재의						17	더	낮은						18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19	장소						20	식

사를	즐기다						C				1		roof						2	Centuries	/	southern	/	without	/	

lower						3	collector	/	stone						4	round						5	Each	/	village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3

Step 1 | 어휘 기본 학습 PRACTICE

01	 	반의어	관계	 	|	해석	|	평범한	:	이상한	=	친구	:	적

02	 	유의어	관계	 	|	해석	|	정보	:	장소

03	 	유의어	관계	 	|	해석	|	여행	:	극장

04	 	나머지는	모두	⑤	‘계절’에	포함되는	단어들이다.

05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	+	-ly」로	이루어진	부사이고,	③은	「명

사	+	-ly」로	이루어진	형용사이다.

	|	해석	|	쉽게	②	빨리	③	사랑스러운	④	보통,	대개	⑤	천천히	

06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진:	미세한	

07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로	된,	목재의

08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마을

09	 	because	of:	~	때문에	/	out	of:	~의	밖으로	

|	해석	|•날씨가	안	좋아서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았다.	•나는	차	

밖으로	나올	수	없다.		

10	 	②	pile	up은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다.	

11	 ‘사람들이	거주비를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개인	주택’은	⑤	

guesthouse(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제주도에는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12	 	take	down:	허물다,	무너뜨리다	/	since	then:	그	이후로,	그

때부터	 |	해석	|	•그	남자들은	오래된	집들을	허물었다.	•그	이

후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01	strange					02	information					03	theater					04	⑤					05	③					06	

fine					07	wooden					08	village					09	①					10	②					11	⑤					12	③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5

Step 2 | 어휘 확장 학습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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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ach는	단수	취급하므로	뒤에	단수명사와	단수동사가	온다.			

	|	해석	|	각각의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12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는	일이므로	현재완

료	시제를	쓴다.	‘…	이후로	~해	왔다.’는	「주어	+	have〔has〕

+	과거분사(p.p.)	~	since	....」로	쓰며,	since	절에는	과거	시

제를	쓴다.

13	 	②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물을	때는	현재완료	시제

를	쓴다.	의문사가	없는	현재완료	의문문의	형태는	「Have

〔Has〕+	주어	+	과거분사(p.p.)	~?」이다.	saw	→	seen	⑤	last	

month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has	borrowed	→	borrowed	또는	last	month	→	

since	last	month

	|	해석	|	①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다.	③	그녀는	이미	공항으로	떠났

다.	④	그녀는	십	년째	같은	차를	가지고	있다.		

14	 	ⓐ	each	뒤에는	단수명사를,	all	뒤에는	복수명사를	쓴다.	ⓑ	

each와	all은	둘	다	뒤에	「of	+	복수명사」를	쓸	수	있으나,	

each	뒤에는	단수동사를,	all	뒤에는	복수동사를	쓴다.

	|	해석	|	•각각의	사람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들	모두는	

안경을	쓰고	있다.

15	 	현재완료	시제의	부정문은	「주어	+	have〔has〕+	not〔never〕

+	과거분사(p.p.)	~.」로	쓴다.

16	 	all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형을	쓰고	복수	취급한

다.	each와	every는	단수명사와	함께	쓰여	단수	취급한다.	

1 	seen					 2 	roofs						 3 	have built					 4 	with					 5 	protect / from						

6 	Sometimes					 7 	easily					 8 	who					 9 	by					 10	collector										

11	After 							 12	southern							 13	that							 14	have lived 						 15	for					

16	Each						17	enough					18	usually					19	storage					20	third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18

Step 2 | 본문 빈칸 완성하기

(1)	has been / in (2)	give / fresh air (3)	Since / have visited 
(4)	have lived / for (5)	not too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21

Plus | 구석구석 지문 익히기

16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without any windows on the 

first floor. 17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18	

It usually has four stories. 19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storage rooms on the second floor, and living rooms and 

bedrooms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s.

01	 ‘100년의	기간’을	뜻하는	단어는	⑤	century(100년,	세기)이다.

	|	해석	|	①	~	이후로	②	10년	③	시간	④	천,	1,000

02	 ④	nature(자연)는	나머지	넷을	대표하는	상위어이다.

	|	해석	|	①	나무	②	돌	③	바다	⑤	숲

	  유사 문제 	⑤	clothing(옷,	의복)은	나머지	넷을	대표하

는	상위어이다.	 	�|	해석	|	①	외투	②	셔츠	③	청바지	④	재킷

03	 	in	harmony	with:	~와	조화를	이루어	/	cover	~	with	...:	

~을	…으로	가리다,	덮다	 �|	해석	|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

어	살아야	한다.	•너는	기침할	때	휴지로	입을	가려라.

04	 next	to:	~	바로	옆에	 �|	해석	|	①	~에서	가까이	③	~	사이에	

④	~의	맞은편에	⑤	~	앞에

05	 빈칸	다음에	B가	정원	전망의	방이	있냐고	물었으므로,	빈칸	

ⓐ에는	‘어떤	방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이	와야	자연스럽다.

	|	해석	|	①	방이	몇	개나	필요하세요?	②	이용	가능한	방이	없습니

다.	③	어떤	방을	원하세요?	④	며칠이나	묵을	예정이세요?	⑤	방에	

몇	명이	묵을	건가요?

06	 대화의	흐름상	‘모든’	방이	정원	전망이지만,	방에는	침대가	

‘없어’	바닥에서	자야	함을	알	수	있다.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지만	뒤에	셀	수	있는	단수명사와	단수동사가	온다.

07	 floor는	‘바닥’	또는	‘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화의	밑줄	

친	부분과	①은	‘바닥’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층’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	해석	|	①	나는	TV를	볼	때	주로	바

닥에	앉는다.	②	손님들은	1,	2층에	묵고	있다.	③	그녀는	두	층	위에	

사는	여자이다.	④	그의	사무실은	그	건물의	3층에	있다.	⑤	이	층에	

사는	모든	학생들은	욕실을	같이	쓴다.	

08	 「의문사	+	조동사	can	+	주어	+	동사원형	~?」으로	배열한다.	

09	 빈칸	다음에	A가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으므로	어떤	음

식을	원하는지	의향을	묻는	질문이	와야	자연스럽다.	

	  유사 문제 	빈칸	다음에	B가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

고	싶다고	말했으므로	빈칸에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의향

을	묻는	질문이	와야	자연스럽다.

01	⑤						02	④	  유사 문제 		⑤						03	①						04	②						05	③					

06	③						07	①						08	Where	can	 I	have	breakfast?						09	④	

 유사 문제 		⑤						10	It	is	on	the	fifth	floor.						11	②						12	③	

 유사 문제 		①						13	have	/	has						14	⑤						15	②						16	①						

17	have	built	/	built						18	①						19	④						20	②	in	/	for						21	④						

22	⑤						23	②						24	⑤						25	③						26	④						27	ⓑ	cover	ⓒ	protect	ⓓ	

grow						28	They	enjoy	their	meals	there.

오답	피하는	영역별	문제 pp. 22~26

1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2	 In 

Norway, we can see animals on roofs. 3	Norway has large 

forests. 4	In harmony with nature,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 5	To build strong and warm houses, 

they cover their roofs with grass. 6	The grass roofs protect them 

from the long cold winters and strong winds. 7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 roofs, and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8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but long ago some people built roofs only to take them down 

easily. 9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people who had a 

house without a roof paid lower taxes. 10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some people built cone-shaped roofs by piling 

up stones.  11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quickly. 12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they piled up the stones again. 13	From the sky in a part of 

southern China, you can see round roofs that look like big 

doughnuts.  14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15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a thousand yea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p. 19~20

Step 3 | 본문 통째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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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10	 |	해석	|	질문:	쇼핑몰에서	중국	음식점은	어디에	있는가?	it을	이용

하여	6단어로	답하시오.	→	그것은	5층에	있다.		

11	 each는	「each	+	단수명사」	또는	「each	+	of	+	복수명사」로	

쓸	수	있고,	항상	단수	취급한다.	every도	단수	취급하지만	

「every	+	of	+	복수명사」의	형태로	쓰지	않는다.	

	|	해석	|	그	책들	각각은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12	 since:	~	이후로	/	for:	~	동안	 |	해석	|	•나는	2010년	이후로	

부산에서	살고	있다.	•나의	여동생은	2주	동안	감기에	걸려	있다.

	  유사 문제 	현재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는	표현을	찾는

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는	전치사	for를,	과거의	시점

을	나타내는	절	앞에는	접속사	since를	쓴다.	

|	해석	|	•우리는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려왔다.	

	 •나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그	가수를	좋아해	왔다.	

13	 ‘각각의’라는	의미의	each는	뒤에	단수명사를	써서	단수	취급

하므로	동사	또한	단수형으로	쓴다.	

	|	해석	|	각각의	나무는	그것의	고유한	냄새가	있다.

14	 ⑤	3	days	ago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has	arrived	→	arrived	 |	해석	|	①	나는	그	

책을	이미	읽었다.	②	나는	저	영화를	여러	번	봤다.	③	이런	일은	전

에	일어난	적이	없었다.	④	많은	관광객들이	그	건물을	방문해왔다.	

15	 현재완료의	부정문은	「주어	+	have〔has〕+	not〔never〕+	과

거분사(p.p.)	~.」로	쓰며,	의문문은	「(의문사	+)	Have〔Has〕

+	주어(+	ever)	+	과거분사(p.p.)	~?」로	쓴다.	①	has	seen	

never	→	has	never	seen	③	not	have	→	have	not	④	have	

been	you	→	have	you	been	⑤	Do	you	have	→	Have	you

	|	해석	|	②	Anna는	크리스마스	이후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16	 ①	as	a	child는	명백한	과거	표현이므로	have	learned를	

learned로	고친다.	 |	해석	|	②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③	그녀는	지난번에	내가	그녀를	본	이후로	많이	컸다.	④	

그	남자는	은행에서	5년	동안	일해왔다.	⑤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

려서	돈이	하나도	없다.	

17	 long	ago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현재완료가	

아닌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18	 선행사가	사람(people)이고	빈칸	이하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o나	that이	들어가야	한다.

19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에서	when은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므로	주절에는	현재완료가	아닌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④	have	taken	→	took

20	 ②	현재완료	문장에서	‘~	동안	…해왔다’라는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기간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	장소나	계절	앞에는	전치사	in을	쓴다.

21	 주어진	문장은	‘그것은	대개	4층	건물이다.’라는	의미로	그	뒤

에	4층	건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④에	와야	자연스럽다.	

22	 They는	앞	문장에	나온	Hakka	people(하카족)을	가리킨다.

23	 빈칸	뒤의	명사	house가	단수이므로,	빈칸에는	each가	와야	

한다.	each	뒤에는	단수명사를,	all,	some,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를	쓴다.	

24	 ⑤	침실이	몇	개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위	글을	읽고	하카족의	집에	대한	다음	질문들	중	답할	수	

없는	것은?	①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가?	②	1층

에는	몇	개의	출입문이	있는가?	③	1층에는	몇	개의	창문이	있는가?	

④	그것은	몇	개의	층이	있는가?	⑤	그것은	몇	개의	침실이	있는가?

25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는	‘너는	~한	적이	있

니?’라는	뜻으로	현재완료	경험을	묻는	표현이다.	따라서	밑

줄	친	see를	과거분사형인	seen으로	고쳐야	한다.	

26	 빈칸	뒤에	for	a	long	time(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으므

로	현재완료	계속	용법이	들어가야	한다.	build의	과거분사형

은	built이다.

27	 cover	~	with	...:	~을	…으로	덮다	/	protect	~	from	...:	…

으로부터	~을	보호하다	/	grow:	자라다			

28	 위	글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동물들은	잔디	지붕	위에서	

식사를	즐긴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어떤	동물들은	잔디	지붕	

위에서	무엇을	하는가?	→	그들은	그곳에서	식사를	즐긴다.

01	②	  변형 문제 		②		 2	(1)	enemy	(2)	storage		 3	⑤		

4	④		 5	②		 6	④		 7	④		 8	airplane		 9	ⓑ	-	ⓓ	-	ⓒ	-	ⓐ

10	④		 11	④		 12	③		 13	②		 14	Each	floor	has	a	restroom.	

15	has	studied	English	for	/	has	never	been	to		 16	(1)	has	a	ball	(2)	

is	wearing	a	cap			17	⑤	  변형 문제 		④			18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변형 문제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19	⑤					20	③					21	④	

22	②							23	③							24	①							25	⑤							26	③							27	Each	house	are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	Each	house	is	big	enough	for	a	whole	

village.	 28	③	

또또! 나오는	문제 pp. 27~31

01	 place는	‘장소’라는	의미로	spot,	position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	해석	|	이곳은	소풍	가기에	좋은	장소이다.	①	계획	③	사무실	④	

시간	⑤	식물;	심다	

	  변형 문제 	특정	위치,	지점	또는	지역:	장소

02	 (1)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은	enemy(적,	원

수)에	대한	설명이다.	(2)	‘어떤	것이	필요할	때까지	특정한	장

소에	보관하는	과정’은	storage(저장,	보관)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collector:	징수원,	수집가	/	story:	층,	이야기

03	 빈칸에는	‘~	없이’라는	뜻의	전치사	without이	들어가야	자

연스럽다.	 	�|	해석	|	③	아직,	벌써	④	~너머

04	 ④의	밑줄	친	fine은	‘좋은’이라는	뜻과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미세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	해석	|	①	나는	제때	세금	내는	것을	잊어버렸다.	②	그녀는	각각의	

식물에	하나씩	물을	주었다.	③	그	교회는	2층짜리	건물로	이사했

다.	④	우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	⑤	빨간	지붕이	있는	집이	나의	집이다.		

05	 빈칸	ⓐ에는	‘어떤	종류의	~’라는	의미의	표현	what	kind	of	

~의	what이	들어가야	한다.	빈칸	ⓑ에는	뒤에	오는	‘주방	옆

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라는	A의	말에서	‘어디

에서’에	해당하는	의문사	where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06	 ③	give	it	a	try: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⑤	give	it	a	go:	한번	

해보다	/	④	give	up:	포기하다	

07	 ④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몇	개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게스트하우스에는	정원이	있는가?	②	손님은	어디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가?	③	게스트하우스에는	주방이	있는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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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에는	방이	몇	개	있는가?	⑤	손님은	며칠	밤을	묵기를	

원하는가?	

08	 B는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10	 주어진	문장은	현재완료	부정문으로,	「have〔has〕+	never

〔not〕+	과거분사(p.p.)」	형태가	되어야	한다.	빈칸	앞에	has

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break의	과거분사형인	broken이	들어

가야	한다.	 �|	해석	|	그는	다리가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다.

11	 each는	단수	취급하며	뒤에	오는	동사도	수	일치를	시켜	단

수형으로	써야	한다.	④	work	→	works	

	 	�|	해석	|	①	각	페이지에는	300개의	단어가	있다.	②	각각의	셔츠는	

독특하고	특별하다.	③	각	모둠은	포스터를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⑤	각각의	원숭이는	바나나	두	개씩을	들고	있었다.

12	 before,	never	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와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현재완료의	형태는	

「have〔has〕+	과거분사(p.p.)」로	쓴다.	/	have	been	to:	~에	

가본	적이	있다,	be	late	for:	~에	늦다	 �|	해석	|	•너는	전에	도

쿄에	가본	적이	있니?	•나는	결코	학교에	늦은	적이	없다.

13	 현재완료	문장에서	②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는	전치사	

for(~	동안)가,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는	since(~	

이후로)가	들어가야	한다.

	 	�|	해석	|	①	너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3년이	지났다.	②	그녀는	

여기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살고	있다.	③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	④	내	개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⑤	

Robert는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해왔다.

14	 ‘각각의’라는	의미의	each를	이용하여	영작한다.	each는	단

수	취급하며	뒤에	오는	동사도	수	일치를	시켜	단수형으로	써

야	하므로,	동사	have를	3인칭	단수형	has로	고친다.

15	 ‘…	동안	~해왔다.’는	「주어	+	have〔has〕+	과거분사(p.p.)			

~	for	+	기간	....」으로	쓰고,	‘~한	적이	없다.’는	「주어	+	have

〔has〕+	never〔not〕	+	과거분사(p.p.)	~.」로	쓴다.		

16	 each는	단수	취급하며	뒤에	오는	동사도	수	일치를	시켜	단

수형으로	써야	한다.	따라서	(1)은	have의	3인칭	단수형	has

로,	(2)는	wear를	현재진행형	is	wearing으로	쓰고	뒤에	각각	

단수명사	a	ball,	a	cap을	쓰도록	한다.	 �|	해석	|	그림에	두	명의	

소년이	있다.	각각의	소년은	공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소년은	모자

를	쓰고	있다.	

17	 since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현재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현재완료	시제와	함께	쓴다.	⑤	visited		→	have	

visited	

	  변형 문제 	ⓐ	선행사가	단수이므로	looks를	쓴다.	ⓑ	

in	2013은	명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를	쓴

다.	ⓒ	since가	쓰였으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쓴다.

18	 ‘너는	~한	적이	있니?’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

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로	쓴다.

	  변형 문제 	의문사가	없는	현재완료의	의문문은	

「Have〔Has〕+	주어	+	과거분사(p.p.)	~?」로	쓴다.	ever는	

경험을	묻는	현재완료	의문문과	함께	자주	쓰이며	과거분사

(p.p.)	앞에	온다.		

19	 빈칸	다음	문장에서	‘잔디	지붕이	그들을	길고	추운	겨울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문맥

상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	그들의	지붕을	잔디로	

덮는다는	문장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20	 ③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에서	노르웨이	사

람들은	목조	가옥을	지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글의	흐름상	지붕	없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낮은	세금을	

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22	 avoid는	‘피하다,	막다’라는	뜻이다.	

	 	�|	해석	|	①	특정	장소에	존재하면서	성장하다	②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다	③	누군가가	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히	하다	④	부품을	조

립하여	무언가를	만들다	⑤	누군가에게	빚진	돈을	주다

23	 (B)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	형태를	쓴다.	

(C)	특정한	과거의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를	쓴다.

24	 글의	내용으로	보아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면	지붕을	허

물고,	떠난	뒤에는	지붕을	다시	쌓아	올렸을	것이다.

25	 ⑤	지붕을	허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본문에	언급

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지붕은	어떻게	생겼는가?	②	사람들은	

지붕을	어떻게	지었는가?	③	사람들은	언제	지붕을	허물었는가?	

④	지붕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세금을	냈는가?	⑤	지

붕을	허무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26	 뒤에	big	doughnuts라는	명사구가	왔으므로	‘~처럼	보이다’

라는	뜻의	look	like가	들어가야	한다.	선행사(round	roofs)

가	복수이므로	동사의	형태는	look이	옳다.

27	 ‘각각의’라는	의미의	each는	단수	취급하므로	「each	+	단수명

사	+	단수동사」의	형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Each	house	is	

~.로	고친다.

28	 ③	1층에	출입문이	하나	있다고	했다.

	 	�|	해석	|	①	그들의	집의	지붕은	커다란	도넛처럼	생겼다.	②	그들은	

약	천	년	동안	크고	둥근	집에서	살았다.	③	그들의	집은	출입문이	

전혀	없다.	④	그들은	4층짜리	집에서	살아왔다.	⑤	그들의	집에는	

창고가	있다.

01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고	④는	반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큰		②	층		③	이상한		④	빨리	-	천천히	⑤	강한

02	 ‘식사가	요리되거나	준비되는	공간’은	②	kitchen(주방,	부엌)

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쇼핑몰	③	창고,	저장고	④	거실	⑤	식당

03	 upside	down:	거꾸로	/	take	down:	허물다	

	 	�|	해석	|	•왜	박쥐는	거꾸로	자는가?•그들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

고	새	건물을	지었다.

01	④							02	②							03	④							04	(1)	essential	(2)	fine							05	ⓐ	to	ⓑ	for	

ⓒ	of							06	③							07	①							08	④							09	②							10	③							11	Have	you	

ever	seen							12	⑤							13	Has	/	finished	/	has	not〔hasn’t〕	finished	

his	homework								14	②								15	②								16	⑤								17	③								18	네	번

째	문장	/	She	exercised	for	two	hours	yesterday.							19	③							20	⑤							

21	⑤							22	②							23	⑤							24	roofs							25	④							26	cone-shaped							

27	③							28	southern							29	①							30	③							31	③							32	③							33	①

34	②							35	(1)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2)	Have	you	ever	

been	to	Jeju-do?							36	(1)	is	holding	a	basket	(2)	has	two	apples	(3)	

looks	slightly	different		

튼튼! 만점	도전	문제	 pp.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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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전적으로	필요한’은	essential(필수의)에	대한	설명이다.	

(2)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진’은	fine(미세한)에	대한	설

명이다.	/	whole:	전체의,	round:	둥근		

05	 ⓐ	Welcome	to	~.는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표현

이다.	ⓑ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므로	‘~	동안’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for를	쓴다.	ⓒ	What	kind	of	~	would	you	

like?는	‘당신은	어떤	~을	원하세요?’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표현이다.	

06	 빈칸	앞	A의	말에서	방에	침대가	없다고	했으므로	‘바닥’에서	

자야	함을	알	수	있다.	floor:	바닥,	층

07	 빈칸	뒤	A의	말에서	장소를	안내하는	대답을	했으므로	빈칸	

ⓔ에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와야	한다.

	 	�|	해석	|	①	어디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나요?	②	제	방에	어떻게	가

나요?	③	아침	식사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④	아침	식사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⑤	이	집에	주방이	있나요?

08	 빈칸	다음의	B의	말	You	can	find	~.에서	A가	여성용	구두

가	있는	위치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②	A가	B에게	Excuse	me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여	위치를	

묻고	있는	상황이므로	두	사람은	지금	처음	만난	사이이다.

10	 each는	‘각각의’라는	뜻으로	「each	+	단수명사	+	단수동사」	또

는	「each	of	+	복수명사	+	단수동사」의	형태로	쓸	수	있으며,	

항상	단수	취급한다.	 �|	해석	|	•각각의	표는	10달러이다.	•그들	

각각은	다른	주	출신이다.

11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이	현재완료의	형태이므로	A의	빈

칸에는	현재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너는	~한	적이	있니?’라는	표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

사(p.p.)	~?」로	쓴다.

	 	�|	해석	|	A:	너는	유명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니?	B:	응,	있어.	나는	아

주	유명한	가수를	한	번	본	적이	있어.	

12	 ⑤	each는	단수	취급하므로	복수형	동사인	were가	올	수	없다.	

were	→	was	 �|	해석	|	각	식탁은	①	꽤	작다	②	다리가	세	개이다	

③	고유의	이름이	있었다	④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

13	 의문사가	없는	현재완료	의문문은	「Have〔Has〕	+	주어	+	과거

분사(p.p.)	~?」로	쓰고,	숙제를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상황이므로	‘아직	~	하지	못했다’라

는	뜻을	나타내는	「have〔has〕	+	not	+	과거분사(p.p.)	~」를	

쓴다.	 �|	해석	|	A:	Jason은	그의	숙제를	끝냈니?	B:	아니.	그는	아

직	그의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	

14	 ②	yet은	현재완료	부정문에서	‘아직’이라는	뜻을	나타내거나	

현재완료	의문문에서	‘벌써’라는	뜻을	나타내며	주로	문장의	

마지막에	온다.	/	have	+	not〔never〕+	과거분사(p.p.)	~:	~

하지	않았다〔~한	적이	없다〕,	have	just〔already〕+	과거분사

(p.p.)	~:	방금〔이미〕	~했다	 �|	해석	|	나는	그	책을	①	읽지	않

았다	③	방금	읽었다	④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⑤	이미	읽었다.

15	 each는	‘각각의’라는	뜻으로	「each	+	단수명사	+	단수동사」	

또는	「each	of	+	복수명사	+	단수동사」의	형태로	쓸	수	있다.	

all은	‘모든’이라는	뜻으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경우		

「all	+	복수명사	+	복수동사」를	써서	복수	취급한다.	

	 �|	해석	|	•각	손님은	자신의	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각	손님

은	자신의	방을	청소해야	한다.	•모든	손님들은	조용히	해야	한다.	

16	 ‘…	이후로	~해왔다〔하지	않았다〕.’는	「주어	+	have〔has〕

(+	not)	+	과거분사(p.p.)	~	since	....」로	쓴다.	

17	 ⓑ	last	week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

제를	써야	한다.	have	read	→	read	ⓓ	more	than	two	years

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전치사	for와	함께	쓴다.	

since	→	for	ⓔ	접속사	when은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표

현이므로	과거	시제를	쓴다.	hasn’t	been	→	wasn’t	

	 	�|	해석	|	ⓐ	그는	아직	그의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	ⓒ	나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에	세	번	갔다.	ⓕ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는	10년	

넘게	서로	알고	지냈다.

18	 네	번째	문장의	yesterday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이

므로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	해석	|	□	그는	이미	세금을	냈다.	□	나는	전에	한	번도	케이크를	

구워본	적이	없다.	□	우리는	그녀로부터	일	년째	소식을	듣지	못했

다.	□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해본	적이	있니?

19	 ③	each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도	단수형을	쓴다.	have	→	

has	 �|	해석	|	그	길에는	집이	세	채가	있다.	각	집은	2층으로	되어	

있다.	각	층에는	네	개의	창문이	있고,	모든	창문은	길을	향해	있다.	

각	집은	4인	가족이	살	만큼	충분히	크다.			

20	 문장	뒤에	for	a	long	time이라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므로	ⓐ는	현재완

료	시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완료의	형태는	「have〔has〕+	과

거분사(p.p.)」이다.	주어가	복수이므로	have	built가	알맞다.

21	 ⓑ는	(노르웨이)	사람들을,	ⓒ는	동물들을	가리킨다.	

22	 ②	노르웨이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지는	본문에서	언

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노르웨이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염소를	볼	수	있는가?	

②	노르웨이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는가?	③	노르웨이	사

람들은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④	노르웨이	사람들은	왜	지붕을	잔

디로	덮는가?	⑤	동물들은	잔디	지붕	위에서	무엇을	하는가?

23	 주어진	문장의	‘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허물었다’라는	내용	다음인	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밑줄	친	them은	앞에	나온	‘지붕들’을	가리킨다.

25	 선행사를	사람들(people)로	쓰고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쓴	뒤,	뒤에	people에	대한	부연	설명인	‘지

붕이	없는	집을	가진’에	해당하는	표현이	오도록	한다.	‘~이	

없는’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는	without이다.	

26	 ‘원뿔처럼	생긴’은	cone-shaped(원뿔	모양의)로	표현한다.

27	 ③	허물기	쉬운	지붕을	지어서	세금	징수원들이	오면	지붕을	

재빨리	허물었다고	했다.

28	 ‘남쪽에	위치한’은	southern(남쪽의)에	대한	설명이다.

29	 ⓑ	기간	앞에	써서	‘~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for이다.	ⓒ	형용사	+	enough	+	for	~:	~에게〔~을	위해〕	충

분히	…한	

30	 ③	each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도	단수형으로	써야	한다.	

31	 위	글의	첫	번째	문장	round	roofs	that	 look	 like	big	

doughnuts와	두	번째	문장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에서	답이	③임을	알	수	있다.

	 	�|	해석	|	①	잔디	지붕	②	별	모양의	지붕	③	크고	둥근	지붕	④	피아

노	모양의	지붕	⑤	이층	집

32	 four와	story를	합쳐서	‘4층짜리’라는	의미의	복합	형용사로	

쓸	경우	story는	단수	형태로	쓴다.	a	four-story	building을	

수식하는	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

이고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	일치를	시켜	단수	

형태로	쓴다.	

33	 본문의	밑줄	친	Since와	①의	since는	전치사로	‘~	이후로,		

~부터’라는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접속사로	‘~	때문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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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으로	쓰였다.	 �|	해석	|	①	Cara는	지난주부터	계속	바빴다.	

②	그는	아팠기	때문에	집에	있기로	했다.	③	나는	아주	피곤했기	때

문에	일찍	잤다.	④	나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배

가	고프다.	⑤	밖이	추웠기	때문에	그녀는	재킷을	입었다.

34	 ②	1층과	2층에	책이	있다고	했다.	

	 	�|	해석	|	①	그곳은	1년	365일	열려	있다.	②	1층과	2층에서	책을	읽

을	수	있다.	③	꼭대기	층에서	책을	찾을	수	있다.	④	각	층에	구내	

식당이	있다.	⑤	4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왔다.

35	 (1)	‘너는	~한	지	얼마나	되었니?’라는	기간을	묻는	표현은	

「How	long	have	you	+	과거분사(p.p.)	~?」이다.	(2)	‘너는	

~에	가본	적이	있니?’라는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been	to	~?이다.			

	�|	해석	|	Jessica는	캐나다	출신이고,	한국에	살고	있다.	그녀는	3년	

전에	한국으로	이사	왔다.	그녀는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갈	계획이다.	

그것이	그녀의	첫	제주도	방문이	될	것이다.

	 민주:	⑴	너는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되었니?	Jessica:	나는	3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	민주:	⑵	너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니?	

Jessica:	아니,	안	가봤어.	나는	다음	달에	거기에	갈	계획이야.	

36	 each는	‘각각의’라는	뜻으로	단수	취급한다.	「each	+	단수명

사	+	단수동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해석	|	그림에	세	명의	소녀들이	있다.	각각의	소녀는	바구니를	하

나씩	들고	있다.	각	바구니에는	두	개의	사과가	있다.	각각의	사과는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

01	 상대방에게	어떤	것의	위치를	설명할	때	「You	can	find	

~	+	장소.」의	표현을	쓸	수	있다.	‘~층에’는	「on	the	+	서

수	+	floor」로	표현한다.	 	

02	 피아노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B의	답변으로	보아	A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의향을	묻는	질문을	해야	자연스럽다.	

의향을	물을	때	What	kind	of	~	do	you	want	to	...?라는	표

현을	쓸	수	있다.	

03	 ‘각각의’는	each로	단수	취급한다.	현재시제	의문문이므로	

「does	+	each	+	단수명사	+	동사원형」의	어순으로	쓴다.

04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이어져	온	것이므로	현재

01	You	can	find	them	on	the	first	floor.				02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03	does	each	plant	need				04	have	been	

married	for	45	years				05	She	has	been	in	London	for	three	weeks.				

06	(1)	She	has	taught	at	our	school	since	last	year.	또는	She	has	

taught	at	our	school	for	a	year.	(2)	I	have	had	my	car	for	five	years.	

또는	I	have	had	my	car	since	five	years	ago.				07	which	→	who〔that〕	

/	higher	→	lower				08	a	three-story	house	→	a	two-story	house	/	a	

plane	→	a	boat〔ship〕	/	the	first	floor	→	the	second	floor				09	It	has	

opened	in	2013.	→	It	opened	in	2013. /	Since	then,	many	people	

visited	this	unique	building.	→	Since	then,	many	people	have	visited	

this	unique	building.				10	(1)	Each	girl	has	a	different	scarf.	(2)	All	of	

my	friends	live	in	Ulsan.				11-1	have	played				11-2	Have	you	ever	

seen	the	movie	before?				11-3	How	long	has	he	been	in	his	office?				

12	where	can	I	find	umbrellas				13	(1)	I	want	to	plant	roses.	(2)	What	

kind	of	pet	do	you	want	to	have?				14	(1)	Have	you	(ever)	seen	

Zootopia?	(2)	I	have	seen	the	movie	more	than	ten	times	since	it	

came	out	in	2016.				15	(1)	is	riding	a	bicycle	(2)	has	only	one	seat	(3)	

is	wearing	a	hel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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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제를	쓴다.	‘~	동안	…해왔다’는	「주어	+	have〔has〕

+	과거분사(p.p.)	~	for	....」로	쓴다.	

	 	�|	해석	|	내	조부모님은	결혼한	지	45년	되셨다.

05	 미나는	3주	전에	런던에	왔으므로	런던에	있은	지	3주째이다.	

기간을	나타내는	for를	이용하여	영작하다.	 �|	해석	|	Oliver:	

너는	여기	런던에	언제	도착했니?	미나:	3주	전에.	질문:	미나는	런

던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	그녀는	3주째	런던에	있다.

06	 현재완료의	형태는	「have〔has〕+	과거분사(p.p.)」이다.	(1)	

‘작년	이후로’를	since	last	year로	표현하거나	‘1년	동안’

을	for	a	year로	표현한다.	(2)	‘5년	동안’을	for	five	years

로	표현하거나	‘5년전부터’를	since	five	years	ago로	표현한

다.	 �|	해석	|	(1)	그녀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다.	→	그녀는	작년부터〔1년	동

안〕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왔다.	(2)	나는	5년	전에	내	차를	샀다.	나

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	나는	내	차를	5년째〔5년	전부터〕	

가지고	있다.

07	 어법상	선행사가	사람(people)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써야	한다.	흐름상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진	사람들

이	‘더	낮은’	세금을	냈음을	알	수	있다.	

08	 그림의	집은	2층이며,	배처럼	생겼고,	주방은	2층에	있다.

	 	�|	해석	|	A:	너는	어떤	집을	짓고	싶니?	B:	나는	비행기(→	배)처럼	

생긴	3층짜리	집(→	2층짜리	집)을	짓고	싶어.	A:	주방은	어디에	있

니?	B:	그것은	1층(→	2층)에	있어.

09	 •in	2013은	명백한	과거이므로	과거	시제로	쓴다.	•since	

then이라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

내는	표현이	있으므로	동사는	현재완료	시제로	쓴다.

10	 (1)	each는	단수	취급하므로	「each	+	단수명사	+	단수동사」의	

형태로	써야	한다.	(2)	all은	복수	취급하므로	「all(+	of)	+	복수

명사	+	복수동사」의	형태로	써야	한다.	 �|	해석	|	(1)	각각의	소녀

는	다른	목도리를	갖고	있다.	(2)	나의	모든	친구들은	울산에	산다.

11-1	 since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라는	의미의	접속

사이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쓴다.		

11-2	 ‘너는	전에	~한	적이	있니?’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	before?」

로	쓴다.

11-3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일의	기간을	물을	때는	「How	

long	have〔has〕+	주어	+	과거분사(p.p.)	~?」로	표현한다.	

	 	�|	해석	|	A:	그가	그의	사무실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니?	B:	그는	거

기	5시간째	있습니다.

12	 어떤	곳의	위치를	물을	때	where	can	I	fi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	해석	|	주미는	쇼핑몰에	있다.	그녀는	전에	여기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녀는	우산을	찾고	있지만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쇼

핑몰에서	일하는	여자를	본다.	주미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할	것

인가?	→	실례합니다만,	우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13	 상대방의	의향을	물을	때는	What	kind	of	~	do	you	want	

to	...?라는	표현을	쓰고,	답할	때는	I	want	to	~.로	답한다.

	 	�|	해석	|	Jack:	나는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	도훈:	너는	네	정

원에	어떤	꽃을	심고	싶니?	Jack:	나는	장미를	심고	싶어.	나는	애

완동물도	기르고	싶어.	도훈:	어떤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니?	Jack:	

나는	개를	기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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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너는	~한	적이	있니?’는	「Have	you	(ever)	+	과거분사

(p.p.)	~?」로	쓴다.	(2)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을	몇	번	했음을	나타낼	때	현재완료	시제를	쓴다.	since	뒤

에는	과거의	시점이	나오므로	과거	시제를	쓴다.

15	 each는	‘각각의’라는	뜻으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을	써서		단수	취급하며,	동사	또한	단수형으로	써야	한다.	

	 	�|	해석	|	(1)	각각의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	(2)	각각의	자전거

는	좌석이	하나뿐이다.	(3)	각각의	소녀들은	헬멧을	쓰고	있다.

01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고	③은	유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더	낮은	-	더	높은	②	강한	-	약한	③	전체의	④	~을	가지

고	-	~	없이	⑤	입구		-	출구

02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식물,	

동물,	그리고	사물들’은	②	nature(자연)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풀,	잔디	③	숲	④	정원	⑤	조화

03	 그림의	나무들은	원뿔	모양이다.	 �|	해석	|	정원에	원뿔	모양의	

나무들이	있다.	①	원뿔	②	신발	③	하트	④	비행기	⑤	둥근

04	 �|	해석	|	A:	어떤	방을	원하세요?	-	ⓒ	저는	바다	전망의	방을	

원해요.	-	ⓑ	알겠습니다.	다른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	ⓓ	

관광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	입구	근처에	여행	

안내서가	몇	권	있습니다.	

05	 ③의	앞	문장에서	B가	‘바닥에서	자야	하는지’를	물은	뒤	③	

뒤에서	알겠다며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으므로	③은	B의	말에	

긍정의	대답인	Yes,	you	do.라고	답해야	자연스럽다.

06	 What	kind	of	~	would	you	like?:	어떤	~을	원하니?

07	 ⑤	아침	식사는	주방	옆에	있는	식당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	해석	|	①	손님은	바다	전망의	방을	원한다.	②	손님은	2주	동안	머

무를	예정이다.	③	게스트하우스에는	정원이	없다.	④	침대가	없는	

방들이	더	저렴하다.	⑤	손님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08	 위치를	물을	때는	「Where	+	be동사	~?」	또는	Where	can	I	

fi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09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일은	현재완료	시제를	써서	

나타낸다.	현재완료의	형태는	「have〔has〕+	과거분사(p.p.)」

로	쓴다.	 �|	해석	|	우리는	3년	전에	처음으로	만났다.	→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로	3년이	지났다.

10	 ②	each는	‘각각의’라는	뜻으로	「each	+	단수명사	+	단수동사	」	

또는	「each	of	+	복수명사	+	단수동사」의	형태로	쓸	수	있으

며,	항상	단수	취급한다.	have	→	has

	 	�|	해석	|	A:	세	개의	배낭이	있어.	각	배낭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

고,	각	주머니	안에는	두	개의	펜이	들어	있어.	펜은	몇	개가	있을

까?	B:	열	두	개의	펜이	있어.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③				06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07	⑤				08	①,	②				09	④				10	②				11	Have	you	ever	slept	

on	the	floor?				12	has	four	cards				13	④				14	has	tried	/	has	not
〔never〕	been	to				15	④				16	has	been				17	④				18	③				19	②				20	it	

/	them				21	③				22	[모범답안]	Because	they	wanted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또는	The	reason	why	some	people	took	their	

roofs	down	was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등				23	①				24	

⑤				25	They	look	like	big	dough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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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너는	~한	적이	있니?’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

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로	쓴다.	동사	

sleep의	과거분사형은	slept이다.

12	 「each	+	단수명사	+	단수동사」의	형태로	쓴다.	그림에서	소

년들이	손에	카드를	4장씩	들고	있으므로	답은	has	four	

cards가	되어야	한다.	 �|	해석	|	세	명의	소년들이	카드	게임을	하

고	있다.	각	소년은	게임	초반에	일곱	장의	카드를	받았다.	현재	각	

소년은	손에	네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13	 ④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은	현재완료	시

제로	표현하지만	명백한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쓴

다.	 �|	해석	|	나는	①	지금까지	②	이미	③	2015년	이후로	⑤	지난	

5년	동안	두	권의	책을	썼다.

14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완료의	형태는	「has	+	과거분사

(p.p.)」로	쓰며,	부정문은	has와	과거분사(p.p.)	사이에	not

이나	never를	써서	만든다.		

	 	�|	해석	|	질문:	너는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니?	/	너는	멕시

코에	가본	적이	있니?	/	지수는	전에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

지만,	멕시코에	가본	적은	없다.	

15	 ④	each는	「each	+	단수명사	+	단수동사」	또는	「each	of	+	복

수명사	+	단수동사」의	형태로	써야	한다.	the	book	→	the	

books	 �|	해석	|	①	각각의	학생은	시험을	쳐야	한다.	②	그들	각각

은	작은	가방을	들고	가고	있다.	③	각	사람은	하루에	2개의	샌드위

치를	만든다.	⑤	각	문제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만	있다.

16	 ‘미세먼지는	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완료	시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17	 ④	현재완료는	for	또는	since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기

간	앞에는	for를,	과거의	시점	앞에는	since를	쓴다.	

18	 protect	~	from	...:	~으로부터	…을	보호하다

19	 ②	잔디	지붕에	식물이	자라면	동물들이	지붕에	식사하러	올

라간다고	했다.

20	 지붕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짓는다는	의미이므로	it을	앞에	

나온	복수명사	roofs를	가리키는	복수형	대명사	them으로	

고쳐야	한다.	

21	 (B)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돌을	쌓아	지붕을	만들었고,	-		(C)	

세금	징수원들이	오면	지붕을	허문	다음,	-		(A)	세금	징수원들

이	떠나면	다시	돌을	쌓아	올렸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22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면	사람들이	그들의	지붕을	허문	

이유는	집에	대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	해석	|	질문: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

의	지붕을	허물었는가?	→	[모범답안]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대한	높

은	세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붕

을	허문	이유는	그들의	집에	대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23	 주어진	문장의	They가	가리키는	것은	①	앞	문장의	round	

roofs이고	①	뒤의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주어진	문장의	the	

Hakka	people이다.

	 	�|	해석	|	그것들은	하카족의	크고	둥근	집들의	지붕이다.	

24	 밑줄	친	to	protect와	⑤의	to	study는	‘~하기	위해서’라는	부

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

적	용법의	to부정사	②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

법의	to부정사	③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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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동사원형	④	동사	wan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

25	 하카족의	지붕은	큰	도넛처럼	생겼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하카족의	지붕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	그것들은	큰	

도넛처럼	생겼다.

	 	�|	해석	|	우리	게스트하우스에는	다섯	개의	방이	있습니다.	각	방에

는	TV와	침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각	침대는	두	사람이	잘	만큼	충

분히	큽니다.

13	 ‘5년	전에	운전을	시작했다’는	말은	‘5년째	운전을	하고	있다’

는	말이므로	현재완료	문장인	「주어	+	have〔has〕+	과거분사

(p.p.)	~	for	....」로	쓴다.	 �|	해석	|	Mark:	너	운전	잘	한다.	너는	

언제	운전을	시작했니?	Jenny:	나는	5년	전에	운전을	시작했어.	→	

Jenny는	5년째	운전을	하고	있다.

14	 ‘…	이후로	~해왔다’는	「have〔has〕+	과거분사(p.p.)	~	since	

...」로	쓰며,	since	절에는	과거	시제를	쓴다.				

15	 ①	yesterday와	②	last	week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므로	

과거	시제와	함께	쓴다.	has	played	→	played,	has	bought	

→	bought	④	when이	과거의	특정한	때를	묻는	의문사이

므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have	you	finished	→	did	you	

finish	 �|	해석	|	③	나는	한	시간	동안	벽을	페인트칠하고	있다.	⑤	

너는	거기에	몇	번이나	가	봤니?

16	 ④	관계사절의	동사는	앞의	선행사에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선행사	a	roof가	단수이므로	have를	has로	고친다.

17	 ④	뒤의	문장에	The	grass	roofs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그	앞

에	지붕을	잔디로	덮는	내용이	와야	한다.

18	 in	harmony	with:	~와	조화를	이루어		

19	 (A)	흐름상	지붕을	쉽게	허물기	위해	짓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take	down:	허물다	(B)	지붕이	‘없는’	집을	가진	사람

들이	더	낮은	세금을	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C)	집에	대한	

높은	세금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20	 when은	접속사로	쓰여	‘~할	때’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문사로	쓰여	‘언제’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문의	밑줄	

친	ⓐ와	②의	when은	접속사로,	나머지는	의문사로	쓰였다.

	 	�|	해석	|	①	언제부터	너는	여기에	있었니?	②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③	다음	대회는	언제	열릴	예정이니?	④	네

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니?	⑤	너는	언제	작가가	되기

로	결심했니?

21	 they는	‘(지붕을	허물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22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면	지붕을	허물었다.	

	 	�|	해석	|	질문:	사람들은	언제	자신들의	지붕을	허물었는가?	→	[모

범답안]	그들은	세금	징수원들이	마을에	오면	그것들을〔그들의	지

붕을〕	허물었다.

23	 each	house는	단수	취급하므로	house를	단수	it으로	가리키

기	시작한	문장	앞인	④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야	한다.		

24	 과거의	한	시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집

에	살아왔으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live	→	have	

lived	/	protect의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주어와	같으

므로	재귀대명사를	써야	한다.	protect	them	→	protect	

themselves

25	 story는	‘이야기’라는	의미와	‘층’이라는	의미가	있다.	밑줄	친	

ⓑ와	⑤의	stories는	‘층’이라는	의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

야기’라는	의미이다.

	 	�|	해석	|	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	중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②	그

는	항상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준다.	③	사실이	아닌	이야

기를	지어내지	마라.	④	나는	독특한	등장인물들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⑤	너희	아파트에는	몇	개의	층이	있니?

01	⑤				02	give				03	①				04	⑤				05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have	not
〔haven’t〕	arrived	yet	/	have	not〔haven’t〕	yet	arrived				12	③				13	

has	driven	for				14	④				15	③,	⑤				16	④				17	④				18	자연과	조화를	이

루어				19	(A)	down	(B)	without	(C)	avoid				20	②				21	③				22	[모범답

안]	They	took	them〔their	roofs〕	down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23	④				24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these	for	about	

a	thousand	yea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ies.				2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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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	건물	또는	장소로	들어오기	위해	쓰이는	문’은	⑤	

entrance(입구)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마을	②	층,	바닥	③	정원	④	창문	

02	 give	it	a	try는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라는	뜻으로	give	it	a	

go,	give	it	a	shot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03	 ①	pile	up은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다.

	 	�|	해석	|	①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	올리지	마라.	②	나는	그저	문제들

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③	그녀는	2층짜리	집을	짓고	싶어	

한다.	④	이것들은	태양으로부터	당신의	눈을	보호해	줄	것이다.	⑤	

그들은	그	집에	많은	돈을	지불했니?

04	 밑줄	친	문장은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의향을	묻는	

표현이다.	What	kind	of	~	would	you	like?는	What	kind	

of	~	do	you	want?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해석	|	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②	그	식당은	어떤가요?	③	음

식은	어땠어요?	④	어디에서	그	식당을	찾을	수	있나요?	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원하세요?

05	 상대방에게	어떤	곳의	위치를	설명할	때	「You	can	find	

~	+	장소.」로	표현할	수	있다.	

06	 next	to는	‘~	옆에’라는	뜻으로	②	besid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해석	|	①	~	뒤에	③	~의	밖에	④	게다가	⑤	~의	건너편에

07	 나머지는	모두	아래위가	뒤집어진	독특한	집을	가리키는데,	

⑤는	B가	살고	싶은	모양의	집을	의미한다.

08	 kind	of는	‘다소,	약간’이라는	뜻이고	What	kind	of	~	do	

you	want	to	...?는	‘어떤	~를	…하고	싶니?’라는	의미로	상

대방의	의향을	묻는	표현이다.

09	 each는	‘각각의’라는	뜻으로,	뒤에	단수명사와	단수동사가	온다.

	 	�|	해석	|•각	교실은	밝고	깨끗하다.•각각의	선생님은	10명의	학생들

을	돌본다.•학생들은	각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전화기를	꺼야	한다.

10	 앞에	have가	있으므로	과거분사(p.p.)	형태를	써서	현재완료	

시제를	만든다.	write의	과거분사형은	written이다.	

	 	�|	해석	|	너는	영어로	편지를	써	본	적이	있니?

11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have	not	+	과거분사

(p.p.)	+	yet」	또는	「have	not	+	yet	+	과거분사(p.p.)」로	쓴다.

	 	�|	해석	|	A:	모두	도착했니?	B:	몇몇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12	 each는	뒤에	단수명사와	단수동사가	온다.	③	have	→	h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