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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In the summer of 2001, he [has visited / visited] 
Asan, Korea, to participate in a house-building project.

2.  2)

  He wanted to know what kinds of girls her sisters 
were, what her father was like, and how long her 
mother [has died / had died].

3.  3)

  A man [lived / has lived] on the earth for almost 
one million years.

4.  4)

  Then, I overheard the woman behind us whisper to 
her husband, "Look at those two, probably out on one 
of their first dates!" At the time, we [have / had] 
been married for thirteen years!

5.  5)

  By looking at life from another person's perspective, 
the world has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countless 
differences. In the business world, sellers will do well 
when they [will put / put] themselves in their 
customers' shoes.

6.  6)

  The doctor met the woman's son in the lobby of 
the hospital and told him that his mother [died / had 
died].

7.  7)

  In 1642, a war [broke / has broken] out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king.

8.  8)

  Several years ago, Ken had a car accident. Ever 
since, he [was / has been] in a wheelchair. 

9.  9)

  The teeth [have been bothering / had been 
bothering] David for some time. He knew he should 
have gone to the dentist's earlier. But he had put it 
off.

10.  10)

  So, if the weather [will be / is] good, he will arrive 
in Yeouido on August.

11.  11)

  They will be able to get some skills and experience 
before they [will find / find] a job.

12.  12)

  Students with high grades organize their time, 
planning when they [complete / will complete] their 
assignments.

13.  13)

  A broken clock shows that the time is four-thirty. 
You wonder how long [it has been broken / it was 
broken].

14.  14)

  Until photography was invented, most Americans 
[had / have] never seen a “true likeness” of thei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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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Managers hope that when customers [will slow / 
slow] down, they will buy a few extra items.

16.  16)

  Over the years, I [am / have] frequently counseled 
people who wanted better jobs to show more 
initiative.

17.  17)

  The hole [was formed / has formed] fifty thousand 
years ago when an asteroid from outer space smashed 
into the earth. 

18.  18)

  Fashions come and go, but astronauts’ spacesuits 
[remain / have remained] the same for the past 40 
years.

19.  19)

  When the stranger died years later, he [left / has 
left] the Peoria police department a million dollars. 

20.  20)

  When you reached the age of 9, your bones started 
to grow rapidly and will keep growing until you 
[reach / will reach] your full height.

21.  21)

  Since then, the Census Bureau [used / has used] 
the population clock to predict growth.

22.  22)

  Since childhood, Jim [has / had] been fascinated by 
all kinds of ships. He hoped that when he grew up, 
he could join the hardworking sailors that he saw 
down by the docks.

23.  23)

  For example, populations of large fish, such as tuna 
and shark, [dropped / have dropped] by 90% since 
1950.

24.  24)

  Later, the police realized that they [have made / 
had made] a terrible mistake. 

25.  25)

  For thousands of years men [dived / have dived] 
under water to look for shells and shellfish.

26.  26)

  In 2004, she [became / have become] an afternoon 
news anchorwoman at a big station in New York City.

27.  27)

   Since July 20, 1969, the date of the first moon 
landing, several astronauts [landed / have landed] and 
walked on the moon.

28.  28)

  In fact, the marble for David was a huge block that 
a sculptor [has abandoned / had abandoned] about 
40 years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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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2001년 여름에 그는 한국 아산을 방문해서 주택건축계획에 

참가했다.
[해설] 
In the summer of 2001이라는 구체적인 과거시점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과거시제를 써야 한다.
[정답] visited

2) [해석]
그는 그녀의 여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어떤 분

인지,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해설]
문장의 동사가 wanted로 과거시제이고 her mother가 죽은 

것은 그 이전부터 wanted시점까지 이므로 과거완료가 적절

하다.
[정답] had died

3) [해석]
인간은 지구상에 거의 백만년 동안이나 살았다.
[해설]
for almost one million years을 통해서 기간 개념을 설정하

고 있으므로 현재완료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has lived

4) [해석]
그때, 우리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

가 우연히 들렸다. “저 두 사람 좀 봐, 아마 첫 데이트인가

봐!” 그 때 우리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었다!
[해석]
이 지문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은 과거이고, At 
the time은 과거를 나타내지만, 두 사람은 특정과거시점인 

At the time 이전부터 그때까지 결혼한 상태였으므로, 과거

완료시제가 맞다.
[정답] had

5) [해석]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은 수많은 

차이점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 판

매자들은 고객들의 입장에 있어 볼 때 더 잘할 수 있다.
[해설]
시간의 부사절(when: ~할 때)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

를 대신하므로, put이 적절하다.
[정답] put

6) [해석]
그 의사는 병원 로비에서 그 여자의 아들을 만나 그의 어

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해설]
told 시점보다 his mother가 죽은 것이 먼저이므로 과거완

료를 써야한다.
[정답] had died

7) [해석]
1642년에, 의회와 왕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해설]
In 1642는 구체적인 과거 시점을 나타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broke

8) [해석]
몇 년 전, Ken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 이후로 계속,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
[해설]
Ever since는 그 때 이후를 나타내므로, 몇년 전에 사고를 

당한 시점부터 그 이후로 쭉 휠체어를 타고 있으므로 현재

완료 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has been

9) [해석]
이빨이 얼마간 David를 괴롭혀왔다. 그는 치과에 더 일찍 

갔어야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미루었다.
[해설]
He knew he should have gone to the dentist's earlier 문

장을 통해서 knew 시점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으므로 과거완료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had been bothering

10) [해석]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그는 8월에 여의도에 도착할 것이

다.
[해설] 
if + 주어 + 현재시제 :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

신에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정답] is

11) [해석]
그들은 직장을 찾기 전에 몇 가지 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설]
before + 주어 + 현재시제 :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정답] find

12) [해석]
좋은 성적을 얻는 학생들은 언제 자기들의 숙제를 하는지

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의 시간을 짠다.
[해설]
When이하가 plan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므로 미

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시제를 사용한다.
[정답] will complete

13) [해석]
고장 난 벽시계가 4시30분을 가리키고 있다. 당신은 그것

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장 나 있었는지 궁금해 한다.
[해설]
how long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므로 현재완료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it has been broken

14)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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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술이 발명될 때까지,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들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다.
[해설]
Until photography was invented를 통해서 사진이 발명된 

과거 시점 이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과거완료가 

적절하다.
[정답] had

15) [해석]
관리자들은 고객들이 속도를 느리게 하면, 몇 개의 품목을 

더 살 것이라고 바라게 된다.
[해설]
when ~ down,까지는 문장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의 부사절이므로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정답] slow

16) [해석]
여러 해 동안 나는 더 좋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창의력을 보여 주라고 자주 충고하고 있다.
[해설]
over the years(여러 해 동안) 조언을 해왔으므로 현재완료

시제가 적절하다. am을 쓰는 경우 수동태가 되는데 이 문

장은 능동의 의미이므로 능동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have

17) [해석]
그 구덩이는 5,000년 전 소행성이 우주로부터 날아와 지구

에 부딪칠 때 형성되었다.
[해설]
fifty thousand years ago가 과거의 한 시점을 나타내므로, 
과거시제인 was formed가 적절하다.
[정답] was formed

18) [해석]
유행은 변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의 우주복은 지난 40년 동

안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해설]
과거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상태로 있으므로, 현재완

료(have remained) 시제가 쓰여야 한다.
[정답] have remained

19) [해석]
몇 년 후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지역 경찰서에 백만 달러를 

남겨 주었다. 
[해설]
when절의 시점이 과거이므로 과거시제가 left가 와야한다

[정답] left

20) [해석]
당신이 9살에 이르렀을 때 뼈는 급속히 자라기 시작해서 

당신이 최대한의 신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랄 것이다.
[해설]
until절은 시간의 부사절이므로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

를 사용한다.
[정답] reach

21) [해석]
그때 이후로, 인구조사국은 인구증가를 예견하기위해 인구

시계를 사용해오고 있다.
[해설]
since then(그 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사용해오고 있으므

로 현재완료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has used

22) [해석]
어린 시절부터, Jim은 모든 종류의 배들에 매료되어 왔었

다. 그는 자라서 그가 부두근처에서 보았던 열심히 일하는 

선원들 틈에 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해설]
전체 시제가 과거인데 Jim의 어린 시절은 그보다 먼저 일

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를 써야하고,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 수동형을 써야 하므로 had been fascinated가 맞다.
[정답] had

23) [해석]
예를 들어, 참치와 상어 같은 대어의 수가 1950년 이래로 

90%가량 감소했다.
[해설]
since 1950으로 보아 1950년 이후 지금까지의 경향을 나타

내므로 현재완료가 적절하다.
[정답] have dropped

24) [해석]
나중에, 경찰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해설]
실수를 저지른 것이 사실을 깨달은 것보다 앞선 일이므로, 
had made를 써야 한다.
[정답] had made

25) [해석]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조개들과 갑각류를 찾기 위해 물밑을 

잠수해왔다.
[해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조개와 갑각류를 찾기 위해 물밑을 

잠수해 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표현하는 시제인 현재완료의 형태를 취해

야 한다.
[정답] have dived

26) [해석]
2004년에, 그녀는 뉴욕 시의 대형 방송국의 오후 뉴스 앵

커우먼이 되었다. 
[해설]
2004년은 구체적인 과거 시점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became

27) [해석]
최초의 달 착륙 날짜인 1969년 7월 20일 이후로 몇 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해서 달 위를 걸어 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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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July 20, 1969를 통해서 그 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완료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have landed

28) [해석]
사실, 다비드상에 쓰인 대리석은 약 40년 전에 한 조각가

가 버린 큰 덩어리에 불과했다.
[해설]
전체의 시제가 과거인데 40년 전은 과거보다 먼저이므로 

과거완료시제가 적절하다.
[정답] had aband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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