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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She ( is not can / cannot ) sit here. 그녀는 여기에 앉을 수 없다.

2 Can he ( drive / drives ) a car? 그는 운전을 할 수 있니?

3 She ( is able to / be able to ) ride a bike. 그녀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4 He ( cannot / couldn’t ) fall asleep last night. 그는 지난 밤 잠들 수 없었다.

5 ( Can / Does ) I speak to Jenny? Jenny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6 They couldn’t ( see / saw ) the concert. 그들은 콘서트를 볼 수 없었다.

7 Peter is able to ( reads / read ) the word. Peter는 그 단어를 읽을 수 있다.

8 He ( can / cans ) play the cello very well. 그는 첼로를 매우 잘 연주할 수 있다.

9 She ( eat can’t / cannot eat ) hamburgers. 그녀는 햄버거를 먹을 수 없다.

B

1 They not can live out of water. cannot 〔can’t〕 live 그것들은 물 밖에서 살 수 없다.

2 We were able run in the playground. able to run 우리는 운동장에서 달릴 수 있었다.

3 She can speaks English fluently. can speak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4 Can he fixed the washing machine? fix 그는 세탁기를 고칠 수 있니?

5 Can use I your laptop computer? Can I use 내가 너의 노트북을 사용해도 되니?

6 My daughter is able to not read Chinese. is not able to 나의 딸은 중국어를 읽을 수 

없다.

7 Is your sister able to drives a car? drive 너의 누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니?

8 He speaks can’t to her on the phone. can’t speak

그는 그녀와 전화로 통화할 수 없다.

9 My mom can’t drive a car last year. couldn’t 나의 엄마는 작년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10 Lisa will is able to finish her work soon. be able to

Lisa는 곧 그녀의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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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Are your brother able to ride his bike alone?

Is your brother able to ride his bike alone? 너의 남동생은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니?

2 She can sleeps here now.

She can sleep here now. 그녀는 지금 여기서 자도 된다.

3 My brother plays can the guitar very well.

My brother can play the guitar very well. 나의 형은 기타를 매우 잘 연주할 수 있다.

4 Can Jack leaves now?

Can Jack leave now? Jack은 지금 떠나도 되니?

5 I not can play golf.

I cannot 〔can’t〕 play golf. 나는 골프를 하지 못한다.

6 She is able not to understand French.

She isn’t 〔is not〕 able to understand French. 그녀는 프랑스어를 이해할 수 없다.

D

1 I could do my homework yesterday. (negative)

I couldn’t 〔could not 〕 do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숙제를 할 수 없었다.

2 She can play tennis. (question)

Can she play tennis? 그녀는 테니스를 칠 수 있니?

3 You can park here. (negative)

You can’t 〔cannot〕 park here. 너는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4 Andy is able to play the piano. (question)

Is Andy able to play the piano? Andy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니?

5 She can cook Italian food. (past tense)

She could 〔was able to〕 cook Italian food. 그녀는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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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Eric will be able to pass the exam. (pass, able) Eric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

다.

2 Can you speak Japanese? (can, speak) 너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니?

3 You can use my car. (use, can) 너는 내 자동차를 사용해도 된다.

4 He isn’t 〔is not〕 able to fix this copy machine. (able, not, fix) 그는 이 복사기를 고

칠 수 없다.

5 She couldn’t 〔could not〕 ride a bike last year. (can, ride, not) 그녀는 작년에 자전

거를 탈 수 없었다.

6 Can I use your computer? (can, use) 내가 너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니?

7 She will be able to swim soon. (able, swim) 그녀는 곧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Can I try this jacket on? (try, can) 내가 이 재킷을 입어 봐도 되나요?

9 Is he able to go to the library with her? (able, go)

그는 그녀와 함께 도서관에 갈 수 있니?

10 I can’t 〔cannot〕 walk to school. (not, walk, can)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없다.

F

1 Eric will be able to pass the exam. (pass, able) Eric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

다.

2 Can you speak Japanese? (can, speak) 너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니?

3 You can use my car. (use, can) 너는 내 자동차를 사용해도 된다.

4 He isn’t 〔is not〕 able to fix this copy machine. (able, not, fix) 그는 이 복사기를 고

칠 수 없다.

5 She couldn’t 〔could not〕 ride a bike last year. (can, ride, not) 그녀는 작년에 자전

거를 탈 수 없었다.

6 Can I use your computer? (can, use) 내가 너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니?

7 She will be able to swim soon. (able, swim) 그녀는 곧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Can I try this jacket on? (try, can) 내가 이 재킷을 입어 봐도 되나요?

9 Is he able to go to the library with her? (able, go)

그는 그녀와 함께 도서관에 갈 수 있니?

10 I can’t 〔cannot〕 walk to school. (not, walk, can)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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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She ( may is / may be ) tired. 그녀는 피곤할지 모른다.

2 He ( may not / not may ) be a police officer. 그는 경찰관이 아닐지도 모른다.

3 ( Am / May ) I go outside? 내가 밖에 나가도 되나요?

4 He ( doesn’t may / may not ) do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5 It may ( rain / rains ) a lot tomorrow. 내일 비가 많이 올지 모른다.

6 May he ( leave / leaves ) now? 그는 지금 떠나야 하나요?

7 You may ( not hurry / not to hurry ) up. 너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8 May ( we enter / enter we ) the room? 우리가 방에 들어가도 되나요?

9 She ( may / mays) not come tomorrow. 그녀는 내일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10 He might ( not want / want not ) the shoes. 그는 그 신발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

다.

B

1 You may to turn on the TV. may turn 너는 TV를 켜도 된다.

2 She does may not be a student. may not 그녀는 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

3 Your uncle may is busy now. be 너의 삼촌은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

4 May Andy eats this cake? eat Andy는 이 케이크를 먹어도 되나요?

5 She may be not sick. not be 그녀는 아프지 않을 거야.

6 My sister is may in the bathroom. may be 내 여동생은 욕실에 있을 거야.

7 She may doesn’t like candy. not 그녀는 사탕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8 Max mights visit you in September. might Max가 9월에 너를 방문할 거야.

9 May he opens the window? open 그가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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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She mays be angry.

She may be angry. 그녀는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2 You go may to the movies.

You may go to the movies. 너는 영화를 보러 가도 된다.

3 My sister might to be sick now.

My sister might be sick now. 나의 여동생은 지금 아플지도 모른다.

4 The subway comes may soon.

The subway may come soon. 지하철이 곧 올 거야.

5 It is may difficult for you.

It may be difficult for you. 그것은 너에게 어려울지 모른다.

6 May play Jack soccer with me?

May Jack play soccer with me? Jack이 나와 함께 축구를 해도 되나요?

D

1 It may snow a lot tomorrow. (negative)

It may not snow a lot tomorrow. 내일 눈이 많이 오지 않을 거야.

2 She may use your cell phone. (question)

May she use your cell phone? 그녀가 너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니?

3 You may park here. (negative)

You may not park here. 너는 여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4 I may enter the classroom now. (question)

May I enter the classroom now? 내가 지금 교실에 들어가도 되나요?

5 They might be proud of you. (negative)

They might not be proud of you. 그들은 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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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The man may not be a doctor. 그 남자는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Permission / Supposition

2 You may not enter the classroom. 너는 그 교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Permission / Supposition

3 It may be wrong. 그것이 틀릴지도 모른다.

Permission / Supposition

4 I’m afraid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걱정이다.

Permission / Supposition

5 May I take a picture of you?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Permission / Supposition

F

1 Ann doesn’t enter the computer room.

Ann may not enter the computer room. Ann은 컴퓨터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2 He is younger than you.

He may be younger than you. 그는 너보다 어릴지 모른다.

3 My brother isn’t in the bathroom.

My brother may not be in the bathroom. 내 남동생은 욕실에 있지 않을 거야.

4 He sees Sue at the party.

He may see Sue at the party. 그는 파티에서 Sue를 볼 거야.

5 You don’t go to his house today.

You may not go to his house today. 너는 오늘 그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

6 Does Alex eat this pizza?

May Alex eat this pizza? Alex가 이 피자를 먹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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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She must ( get / gets ) up early tomorrow. 그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2 She should ( listens / listen ) to her parents.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

여 들어야 한다.

3 He ( has / had ) to stay up late yesterday. 그는 어제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어야 했

다.

4 Jack ( have / has ) to wear a uniform. Jack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5 You ( not should / should not ) play computer games. 너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

아야 한다.

6 His mother ( has to / must have to ) drive a car today. 그의 어머니는 오늘 운전을 

해야 한다.

7 I ( must not / don’t must ) eat too much. 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8 You ( should / might ) respect the elderly. 너는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9 He ( must / have to ) clean his room first. 그는 먼저 그의 방을 청소해야 한다.

10 She should ( go not / not go ) there. 그녀는 거기에 가지 말아야 한다.

B

1 She have to goes to bed early tonight. has to go 그녀는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야 한다.

2 He musts study hard. must 그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3 You shouldn’t to go there. shouldn’t go 너는 거기 가서는 안 된다.

4 Do we must to wait for the bus? have to 우리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나요?

5 You listen should to your teacher in class. should listen 너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6 Alex must drives not a car. must not drive Alex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7 He shoulds take some rest. should take 그는 휴식을 좀 취해야 한다.

8 She should arrives in Busan by 7 o’clock. should arrive 그녀는 부산에 7시까지 도

착해야 한다.

9 He doesn’t has to wash his clothes. have to 그는 그의 옷을 세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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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She have to be kind to her friends.

She has to be kind to her friends.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2 I must to go home soon.

I must go home soon. 나는 곧 집에 가야 한다.

3 He don’t have to finish it now.

He doesn’t have to finish it now. 그는 지금 그것을 끝낼 필요가 없다.

4 You must eat not food here.

You must not eat food here. 너는 여기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5 We not should tell a lie.

We should not tell a lie.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He should studies harder.

He should study harder.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D

1 Jack must leave here right now. (question)

Must Jack leave here right now? Jack은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하나요?

2 Your sister has to stay home today. (question)

Does your sister have to stay home today? 너의 여동생은 오늘 집에 있어야 하니?

3 He should follow her advice. (negative)

He shouldn’t 〔should not〕 follow her advice. 그는 그녀의 충고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4 She has to wait for the bus. (past tense)

She had to wait for the bus. 그녀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5 I must tell my friends about it. (question)

Must I tell my friends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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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You shouldn’t walk on the grass. (not, walk, should) 너는 잔디 위를 걸어서는 안 된

다.

2 He had to stay up late yesterday. (stay up, have to) 그는 어제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어야 했다.

mustn’t 〔must not〕 enter

3 You this room. (must, enter, not) 너는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 You should throw the trash in the trash can. (should, throw)

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5 Does he have to sit here? (sit, have to) 그는 여기에 앉아야 하니?

6 Must we follow the rules? (follow, must) 우리가 그 규칙들을 따라야 하니?

7 She doesn’t have to buy that jacket now. (not, have to, buy)

그녀는 지금 저 재킷을 살 필요가 없다.

8 Do you have to call him? (have to, call) 너는 그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F

1 A: Must I take an umbrella tomorrow? 나는 내일 우산을 가져가야 하나요?

B: No, you ( have to / don’t have to ). It’ll be sunny tomorrow.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일은 날씨가 맑을 거야.

2 A: When do you ( must / have to ) visit your grandparents? 너는 언제 너의 조부

모님을 방문해야 하니?

B: This Sunday. 이번주 일요일.

3 A: ( Do have to / Must ) we start right now?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하나요?

B: No, you don’t have to. 아니, 그럴 필요 없어.

4 A: Do we have to run now? 우리는 지금 뛰어야 하니?

B: ( Yes / No ), we are late. 응, 우리는 늦었어.

5 A: I’m very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

B: You ( should / shouldn’t ) get some sleep. 너는 잠을 좀 자야 해.

6 A: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Mom.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요, 엄마.

B: Then you ( shouldn’t / should ) stay up late. Go to bed early.

그러니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어서는안 돼. 일찍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