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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1
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e)d를 붙여 과거분사를 만들고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형태가 같거나 달라진다.

ex. work - worked, cut - cut, lose - lost
1  현재완료의 개념 및 형태

현재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로, 「have〔has〕 + 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

낸다. 현재완료와 달리 과거는 현재와 관계없는 과거만의 일을 나타낸다.

현재완료    Lisa has lost the key.   

→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린 이후로 현재까지 열쇠가 없음

과거   Lisa lost the key yesterday.    

→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고 현재 상태는 모름 (다시 찾았을 수도 있음)

현재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과 현재까지의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므로, 분명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ex.  a month ago, 

yesterday, last week, in 2018 등)와 쓸 수 없으며 의문사 when과도 함께 쓸 수 없다.

내 동생이 어제 창문을 깨뜨렸다.   My brother has broken a window yesterday. (×)

  My brother broke a window yesterday. (○)

너는 언제 제주도로 이사했니?   When have you moved to Jeju Island? (×) 

  When did you move to Jeju Island? (○) 

Gramma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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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는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

Lisa는 어제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

2  현재완료의 부정문과 의문문

현재완료의 부정문은 have〔has〕 다음에 not이나 never 등의 부정어를 써서 「have〔has〕 not＋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

내고, 의문문은 Have〔Has〕를 주어 앞에 써서 「Have〔Has〕＋주어＋과거분사 ~?」의 형태로 나타낸다.

긍정문  They have traveled to the Moon. 그들은 달을 여행한 적이 있다.

부정문  We have not traveled to Mars.  우리는 화성을 여행한 적이 없다.

의문문  Have you ever seen the movie?  너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니?

 긍정의 답   Yes, I have. 응, 있어.

 부정의 답   No, I haven’t. 아니, 없어.

주어와 have동사는 다음과 같이 줄여 쓸 수 있다.

I have = I’ve     you have = you’ve we have = we’ve 

he has = he’s she has = she’s       they have = they’ve 

Gramma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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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1 정답과 해설  4쪽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I have (did / done ) my homework.

2   You have (broke / broken ) my glasses.

3   He has (drank / drunk ) all the milk.

4   She has (buy / bought ) tickets for the concert.

A
•glasses 안경

A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1   She has  Japanese for three years.

2   He has never  the song before.

3   I’ve  a diary in English for two years.

4   They’ve  the dog for ten years.

B
•raise 기르다

raise hear study keep
보기

B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Ned는 점심 식사하러 나갔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 not, come back, has )

 →   Ned went out for lunch and he  yet.

2   나는 과제를 끝내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 finished, not, have )

 →   I  the project. I’m still working on it.

3   그는 항상 자신만 생각해 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 thought, has, never )

 →   He has always focused only on himself. He      

about helping others.

C
•still 여전히 

•focus on ~에 집중

하다

C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1   Has Tom been sick yesterday?

 → 

2   He has signed a contract with Arsenal last month.

 → 

3   I used this phone for five years.

 → 

4   Has Joe visited Korea in the summer of 2009?

 → 

D
•  sign a contract  

계약을 체결하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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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2

1  현재완료의 다양한 의미

현재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문맥에 따라 ‘~해 왔다(계속)’, ‘막 ~했다(완

료)’, ‘~한 적이 있다(경험)’, ‘~해 버렸다(결과)’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완료의 의미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부사 및 전치사는 다음과 같다.

계속  He has lived in this house for 20 years. 

완료  She has already reserved a table.  

경험  We have never seen a leopard.  

결과  I’ve lost my bicycle.  

계속 since(~ 이후, ~ 이래로), for(~ 동안)

완료 just(막), yet(아직), already(이미, 벌써)

경험
ever(한 번이라도), never(결코〔한 번도〕 ~ 않다),

before(이전에), once(한 번), twice(두 번), ~ times(~번)

경험    have been to＋장소: ~에 가 본 적이 있다

   I have been to Japan three times. 나는 일본에 세 번 가 보았다.

결과    have gone to＋장소: ~에 갔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다)

   Maybe he has gone to the restroom. 그는 아마 화장실에 간 것 같다.

Grammar Plus

2  현재완료진행

현재완료진행은 「have〔has〕 been + -ing」의 형태로 ‘계속 ~해 오고 있다’라는 뜻이다. 동작이 과거의 일정 시점부터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I have been looking for my USB for 3 days. 나는 3일간 계속 내 USB를 찾고 있다.

Have you been watching TV?  너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니?

We have been shopping for 2 hours.  우리는 2시간째 쇼핑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다. 

그녀는 이미 식당을 예약했다. 

우리는 표범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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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정답과 해설  4쪽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1   I haven’t seen this movie .

2   I have  traveled by plane. It’s my first time.

3   There’s some chicken soup on the table. I’ve  made it.

for just yet never
보기

A
•travel 여행하다 

A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나는 항상 애완동물이 갖고 싶었다. (want )

 → I  always  a pet.

2   그녀는 지난달 이후 그를 본 적이 없다. ( see )

 → She  not  him since last month.

3   너는 숙제를 끝냈니? ( finish )

 → Have   your homework?

4   나의 부모님은 부산에 가셔서 안 계시다. (go )

 → My parents   to Busan.

B
•pet 애완동물 

B

<보기>와 같이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현재완료진행 문장을 완성하시오.

1   Emma is hot because she . ( cook )

2   My hair is wet because I . ( swim)

3   He is upset because he  for Claire for  

a long time. (wait )

C
•wet 젖은

•upset 마음 상한 Dave is tired because he has been working all day. (work)
보기

C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1   Kate has studied French for three years. →  

2   Nobody has climbed that mountain.  →  

3   All the leaves have already fallen.  →  

4   I have been waiting for the bus for 30 minutes.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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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1
정답과 해설  5쪽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그들은 이곳에서 평생 살아 왔다. ( live )

 → They  here all their lives.

2 너는 이미 그 책을 읽었니? ( read )

 →  the book already?

3 나는 온라인으로 책을 산 적이 있다. (buy )

 → I  a book online.

4 그녀는 아침 내내 계속 세탁을 하고 있다. (do )

 → She  laundry all morning.

5 우리는 아직 집을 떠나지 않았다. ( leave )

 → We  the house yet.

6 너는 밤새도록 계속 음악을 듣고 있었니? ( listen )

 →  to music all night?

A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우리는 캐나다에 가 본 적이 없다. ( to Canada, never, been, have )

 → We .

2 그녀는 아직 책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 returned, yet, hasn’t, the book )

 → She .

3 너는 계속 울고 있었니? ( you, crying, been )

 → Have ?

4 나는 졸업한 이래로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 stayed, since, I, here, graduated, have )

 → I .

5 Andrew는 하루 종일 그 반지를 계속 찾고 있다. ( looking for, all day, the ring, been, has )

 → Andrew .

6 Susan은 막 그 건물에 들어섰다. ( entered, just, the building, has )

 → Susan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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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2
정답과 해설  5쪽

자신이 해 본 일과 안 해 본 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여 <보기>와 같이 쓰시오.

1  

2  

3  

4  

5  

see a snake  be late for school make spaghetti

fly in a helicopter  meet a movie star travel alone

I have seen a snake. / I have never seen a snake.
보기

B

작년과 올해의 가족사진을 보고, <보기>와 같이 각 사람이 변화한 모습을 문장으로 쓰시오. 

1 Jane  .

2 Dad  .

3 Nick  .

< Last Year > < Now >

dye one’s hair  have a haircut

change one’s glasses grow a moustache

Mom has dyed her hair.
보기

A

Nick

Mom

Jane

Dad Mom

Jane

Dad

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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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A
정답과 해설  6쪽

Words and Phrases

predator  포식자 evolve  진화하다 intelligent  똑똑한 

be good at ~을 잘하다 hunting  사냥 weigh  무게가 ~이다 

up to ~까지 per hour 시간당 prey  먹이

Words and Phrases

One of the world’s greatest predators is the great white 

shark. Great white sharks have evolved for a long time. They 

are very intelligent and very good at hunting. Sharks eat 

smaller fish, rays, sea lions, seals, and even other sharks. 

Great white sharks can weigh more than 2,000 kilograms, 

grow up to 7 meters, and can swim at speeds up to 69km per 

hour to catch their prey.
✽ great white shark 백상아리 ray 가오리 seal 물개

2 윗글의 밑줄 친 현재완료 시제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은?

① We haven’t had lunch yet.

② She has forgotten his name.

③ We have lived here since 2010.

④ They have just broken the windows.

⑤ I have seen a spaceship several times.

2

윗글을 읽고 백상아리에 관해 답할 수 없는 질문은?

① What do they eat?

② How long do they live?

③ How long are their bodies?

④ How fast can they swim?

⑤ How much do they weig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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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B
정답과 해설  6쪽

Words and Phrases

Stone Age 석기 시대 grain  곡식 dough  밀가루 반죽 ingredient  재료  

plate  접시 instead  대신에 various  다양한 spice  양념, 향신료

Words and Phrases

Who made the first pizza? In fact, people made pizza for a very long 

time. People in the Stone Age cooked grains on hot rocks to make 

dough, a basic ingredient of pizza. At that time, people didn’t have 

plates for pizza. Thus, people used the dough as a plate instead. They 

covered it with various other foods, herbs, and spices. This was the 

world’s first pizza. Thanks to them, people have been enjoying pizza 

since the Stone Age.

윗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① 피자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② 사람들은 피자 반죽을 접시로 사용했다.

③ 피자 재료로 쓰이는 토핑과 향신료는 다양하다.

④ 피자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이다.

⑤ 세계 최초의 피자는 석기 시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1

윗글의 밑줄 친 made의 알맞은 형태는?

① make  ② makes   ③ have made

④ has made  ⑤ will mak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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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explore  탐험하다

우주를 탐험하다:    space

explorer  탐험가

동굴 탐험가:   a cave 

travel  여행하다

해외로 여행하다:    abroad

traveler  여행자

세계 여행자: a world 

hunt  쫓다, 사냥하다

사슴을 사냥하다:    deer 

hunter  사냥꾼

보물을 찾는 사람:   a treasure 

foreign  외국의

외국:   a  country

foreigner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하다:   marry a 

rob  훔치다

주유소를 털다:    a gas station

robber  도둑, 강도

은행 강도:   a bank 

1  명사를 만드는 -er

advise  충고하다

내게 운동하라고 충고하다:    me 

to exercise

advisor  충고자, 조언자

재무 조언자〔고문〕:   a financial

edit  편집하다

영화를 편집하다:    a film

editor  편집인

타임지 편집장:   the  of  
the  Times

invent  발명하다, 지어내다

전기를 발명하다:    electricity

inventor  발명가

유명한 발명가:   a famous  

sail  항해하다

대서양을 항해하다:      the 

Atlantic Ocean

sailor  선원

선원이 되고 싶어 하다:      want to be a 

survive  살아남다

전쟁에서 살아남다:    the war

survivor  생존자

유일한 생존자:   a single 

2  명사를 만드는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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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A 1 도둑, 강도  2 사냥꾼  3 발명가  4 관광객  5 기자  6 traveler  7 editor  8 sailor  9 novelist  10 artist  
 B 1 explorer  2 foreigner  3 advisor  4 survivor  5 scientist

tour  관광   관광하다

자전거 여행:   a bicycle 

tourist  관광객

여행사:   a  agency

novel  소설

소설을 쓰다:   write a 

novelist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a well-known 

journal  (전문 분야의) 신문, 잡지

의학 잡지:   a medical 

journalist  기자

기자로 일하다:  work as a 

art  예술, 미술

현대 미술:   modern 

artist  예술가, 화가

거리 화가:   a street 

science  과학

과학 기술:    and technology

scientist  과학자

우주 과학자:   a space 

A 다음 영어는 우리말로, 우리말은 영어로 쓰시오.

1   robber 

2   hunter 

3   inventor 

4   tourist 

5   journalist

6 여행자   

7 편집인   

8 선원 

9 소설가

10 예술가, 화가

Voca Checkup

B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어구를 완성하시오.

  1 a space  (우주 탐험가)

  2 a  from England (영국 출신의 외국인)

  3 a political  (정치적인 조언가)

  4 the only  of the accident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5 a computer  (컴퓨터 과학자)

3  명사를 만드는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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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재완료 시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AA

1 나는 이 동네에서 10년간 살았다. (live)

 →   I  in this town for 10 years.

2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 (leave)

   →   The train  already  the station.

3 그녀는 홀로 여행을 해 본 적이 없다. (travel)

 →   She  never  alone.

4 Mark는 그 뮤지컬을 두 번 봤다. (see)

 →   Mark  the musical twice.

5 너는 내 안경을 찾았니? (find)

 →    you  my glasses?

6 Julia는 그를 7월부터 알고 있다. (know)

 →   Julia  him since July.

7 나는 하늘의 별을 저녁 내내 계속 세고 있다. (count)

 →   I  the stars in the sky all evening.

8 그 팀은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never, lose)

 →   The team  since 2000.

9 그녀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니? (give)

 →    she  him the present?

10 내가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rain)

 →   It  since I woke up.

11 그들은 아직 어디에 갈지 정하지 않았다. (decide)

 →   They  where to go yet.

12 나는 전에 내 조카들을 동물원에 데려간 적이 있다. (take)

 →   I  my cousins to the zoo before.

13 너는 공원에서 계속 뛰고 있었니? (you, run)

 →    at the park?

14 그의 눈자위가 붉게 충혈되었어. 그는 안과 의사를 만나러 갔니? (go)

 →   His eyes were red.  to see the eye doctor?

15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이었니? (listen)

 → Have  music until now?

EBS 중학 뉴런 영어 2 UNIT 01 현재완료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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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1 나는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다. (a car, driven, never, have)

 →   I .

2 학생들은 미술 프로젝트를 끝냈다. (the art, finished, project, have)

 →   The students .

3 나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다. (eaten, haven’t, yet, breakfast)

 →   I .

4 그는 2010년 이후로 수영을 한 적이 없다. (since, swum, hasn’t)

 →   He  2010.

5 그녀는 Tom에게서 반지를 받았다. (received, has, a ring)

 →   She  from Tom.

6 Alex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니? (back, from school, come)

 →   Has Alex ?

7 그 아기는 한 시간 동안 계속 울고 있다. (crying, has, been)

 →   The baby  for an hour.

8 그는 전에 뉴욕에 가 본 적이 있니? (been, to New York, has, he)

 →    before?

9 그녀는 하루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 (slept, a day, hasn’t, for)

 →   She .

10 Jane은 나의 이름을 세 번이나 잊어버렸다! (my name, forgotten, three times, has)

 →   Jane !

11 나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계속 요리를 하고 계신다. (in, cooking, has, the kitchen, been)

 →   My mother .

12 배송 기사가 문 앞에 막 도착했다. (has, the door, arrived, just, at)

 →   The delivery man .

13 너는 추리 소설을 읽어 본 적 있니? (ever, read, you, have)

 →    a mystery novel?

14 나는 아직 옷을 세탁하지 않아서 입을 옷이 없다. (the clothes, washed, haven’t, yet, I)

 →   I have nothing to wear because .

15 손님들은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다. (a long time, for, waiting, been, have)

 →   The custo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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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ride – ridden  ② lose – lost

③ sing – sang  ④ find – found

⑤ forget – forgotten

2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see  ② saw   ③ sees

④ seeing  ⑤ seen

A:   I can’t find my English book. Have you 

 it?

B:   Yes, I have. Jim has it.

3 다음 괄호 안의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시오.

(1) 

(2) 

(1) I have been (learn) English since 2015.

(2) She has (buy) a new bike.

4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①   Jisu has played tennis before.

②   Jisu has never played tennis.

③   Jisu has already played tennis.

④   Jisu hasn’t been playing tennis.

⑤   Jisu hasn’t played tennis since she was 
young.

지수는 테니스를 쳐 본 적이 없다.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have – has   ② haven’t – has

③   have – hasn’t  ④ has – hasn’t

⑤   has – haven’t

I  been to Sydney once. I visited 

a friend there in 2016. It  already 

been three years since I saw him.

8 다음 중 현재완료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She has flown a kite once.

②   The movie has just started.

③   I have never been to Paris.

④   Joe hasn’t tried kimchi before.

⑤   He has read the book ten times.

? ? ? ?

? ? ? ?

? ? ? ?

5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I have planted the tree three years ago.

7 다음 밑줄 친 ①~⑤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I ①went to see my grandparents last winter. 

I ②haven’t seen them since our last visit. 

They ③ lived with us before they ④moved to 

Jeju Island two years ago. They ⑤has lived 

there for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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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①   take  ② took   ③ taken

④   takes  ⑤ taking

•  I have  some medicine.

•  Have you  your umbrella?

10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He  .

그는 10년 동안 음악을 가르쳐 왔다.

(for, music, taught, ten years, has)

11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①   Has Jina broken the rules?

②   Did Jina broken the rules?

③   Has broken Jina the rules?

④   Have Jina broken the rules?

⑤   Haven’t Jina broken the rules?

Jina has broken the rules.

12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①   I didn’t write her the e-mail.

②   I haven’t write her the e-mail.

③   I haven’t written her the e-mail.

④   I hasn’t written any e-mail to her.

⑤   I haven’t been writing any e-mail to her.

I have written her the e-mail.

15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시오.

 

Jake has been to Europe and he hasn’t 

returned yet.

16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you ever  a horse?

너는 말을 타 본 적이 있니?

13

①   Mike lived in Tokyo in 2010.

②   Mike has never lived in Tokyo.

③   Mike has been to Tokyo once.

④   Mike has lived in Tokyo since 2010.

⑤   Mike hasn’t been to Tokyo since 2010.

•  Mike moved to Tokyo in 2010.

•  He still lives in Tokyo.

[13 ~14]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14

①   I have been cleaning my room.

②   I have already cleaned my room.

③   I haven’t been cleaning my room.

④   I haven’t started to clean my room.

⑤   I cleaned my room in the morning.

•  I started to clean my room in the morning.

•  I am still cleaning m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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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괄호 안의 표현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나는 그 시장에 가 본 적이 없다.

(been, the market)

[23 ~24]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23 Billy (lost / has lost) his dog yesterday.

24 I (hear / have heard) that song once.

22 I have  here  1990.

[26 ~27]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문

장에서 찾아 고치시오.

Dave has been washing his car all day.

    

26

A boy has been playing basketball for two 

hours.

    

27
21 Christine   dancing 

 an hour.

[20 ~22]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20 We   played chess 

before.

have  has  worked  been

 since    for   never

보기

A:   Is Tom home?

B:   No, he isn’t. He  already 

 for school. (leave)

19

A:   Have you been to Egypt?

B:   No, I  never  to 

Egypt. (be)

18

A: Did you tidy your bedroom?

B:   No, I   it yet.

(tidy)

17

[17 ~19]  다음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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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 중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①   know   ② known

③   has been   ④ have been

⑤   have known

A:   How do you  Joseph?

B:   I met him in France.

A:   How long have you  him?

B:   I  him for four years. We 

met in 2012. We  friends 

since then.

31
서술형

다음 그림을 보고,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

은 말을 쓰시오. 

(1)   Patrick and Susie  just  

breakfast. (eat)

(2)   Their mother  just  

washing the dishes. (finish)

(3)   The kitten    

all morning. (sleep)

32
서술형

다음 표를 보고, 완료 시제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Jiho and Mina     

 since elementary school. They are 

now 14 years old. Jiho plays the guitar in 

the school band. He   

the guitar for  . Mina likes 

learning languages. She   

 for  .

Who What How long

Jiho and 
Mina

know each 
other

from elementary 
school

Jiho play the guitar from age 10

Mina study Spanish
from 5 months ago 
till now

30 다음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family (A)  moved / has moved  to 

Spain five years ago. We (B)  lived / have 

lived  here since 2013. The town is really 

beautiful. We (C)  were / have been  happy 

since we moved here.

(A) (B) (C)

① moved … lived … were

②   has moved … lived … have been

③   moved … have lived … have been

④ has moved … have lived … were

⑤   moved … lived … have been

Patrick Susie

2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바른 것은?

①   She has been abroad twice.

②   It has never snowed last month.

③   I have gone to the party yesterday.

④   She has left school three hours ago.

⑤   He have been sleeping since 2 o’cl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