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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급을 이용한 비교

원급 비교는 두 개의 비교 대상이 서로 동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as+형용사/부사+as+비교 대상」의 형태로 쓰고 ‘~만큼 

…한/하게’로 해석한다. 

1 

Grammar Plus

+

■	원급	비교의	부정:	「not+as[so]+형용사/부사+as+비교	대상」의	형태로	쓰고	‘~만큼	…하지	않은/않게’로	해석한다.

	 Jihun	is		not	as	tall	as		his	sister.	지훈이는	그의	누나〔여동생〕만큼	키가	크지	않다.

	 = 	Jihun	is		smaller	than		his	sister.

	 = 	His	sister	is		taller	than		Jihun.	

■			배수의	표현:	「배수+as+형용사/부사+as+비교	대상」의	형태로	쓰고	‘~배만큼	더	…한/하게’로	해석한다.

	 He	has		twice	as	many	books	as		I	have.	그는	내가	가진	책의	두	배를	가지고	있다.

	 = 	He	has	twice	the	number	of	books	that	I	have.

Science is  as difficult as  math (is). 과학은 수학만큼 어렵다.

I get up  as early as  my mother (does). 나는 나의 어머니만큼 일찍 일어난다.

Please come back home  as soon as possible , Mom. 엄마,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 Please come back home  as soon as you can , Mom.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

비교급 비교는 두 개의 비교 대상 중 한쪽의 정도가 더 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형용사/부사의 비교급+than+비교 대상」의 형

태로 쓰고 ‘~보다 더 …한/하게’로 해석한다. 「비교급+and+비교급」은 ‘점점 더 ~한/하게’라는 뜻의 표현이다.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하면 할수록 더 …하다’라는 뜻의 표현이다.

2

Baseball is  more popular than  soccer in the U.S. 미국에서는 야구가 축구보다 더 인기 있다.

She invited  fewer  friends  than  her mom expected.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예상한 것보다 더 적은 친구를 초대했다.

It’s getting  darker and darker .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

 The higher  we climbed,  the colder  it got.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추워졌다.

Grammar Plus

+

■	prefer	A 	to	B는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라는	표현으로	like	A 	more	than	B의	뜻이다.

	 I		prefer		watching	movies		to		playing	tennis.	나는	테니스	치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이	더	좋아.

■			비교급	앞에	much/even/still/far/a	lot을	써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으며,	‘훨씬	더	~한/하게’라는	뜻이다.			

This	game	is		much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이	게임이	저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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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4쪽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

1 He spent   (little) money today than yesterday. 
2 Can you dance   (well) than me? 
3 The   (early) he gets up, the fresher he feels. 
4 The backpack is even   (heavy) than the suitcase. 

2.   대화체에서는 흔히 than 다

음에 주격 I 대신에 목적격 

me를 쓴다.

4.   even은 비교급 앞에 쓰면 

‘훨씬’이라는 뜻이다.

BB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1 English is as easier as math. 
 →  

2 My computer is very more expensive than yours.
 →  

3 He prefers climbing mountains than swimming.
 →  

4 My father is as three times old as me.
 →  

2.   yours는 your computer를 

나타낸다.

CC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The science exam is not as difficult as the English exam.
 =   The English exam is       the science exam.
2 As we grow older, we become wiser.
 = The   we grow,     we become.
3 Jessy has more dogs than Alisa. 
 = Alisa has   dogs   Jessy.
4 Nick tried to get up as early as possible.
 = Nick tried to get up   early as    .

2.   접속사 as는 ‘~함에 따라’ 

또는 ‘~하면서’라는 뜻이다. 

3.   many의 비교급은 more(더 

많은)이고, few의 비교급은 

fewer(더 적은)이다.

4.   as ~ as possible은 as ~ 

as one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one은 주절의 주

어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쓰

고, can은 주절의 시제에 따

라 can 또는 could로 쓴다.

DD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It’s getting (cold / colder) and colder.
2 She tried to run as (fast / faster) as possible.
3 You can speak Chinese as (well / good) as Mei.
4 He is not (so / more) popular as his sister.

1.   「비교급 + and + 비교급」 점

점 더 ~한

2.   as ~ as possible 가능한 한 

~한/하게

3.   well은 부사이고 good은 형

용사이다.

•popular 인기 있는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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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을 이용한 비교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을 비교하여 정도가 가장 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the) 형용사/부사의 최상급」의 형태로 쓰고 뒤에는 흔히 

「in+장소/집합명사」 또는 「of+복수명사」를 써서 비교 범위나 대상을 나타낸다. 부사의 최상급 앞에서는 흔히 the를 생략한다.

1 

The Nile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Who is  the best - dressed  person of them? 그들 중 누가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니?

My baby sister gets up  earliest  in my family. 내 아기 여동생이 나의 가족 중에서 가장 일찍 일어난다.

Antoni Gaudi was one of  the greatest  architects in Spain. 

Antoni Gaudi는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다.

Grammar Plus

+

■			최상급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	(that)	I’ve	ever	seen[heard/visited/...]의	관계대명사절을	넣어	최상급의	의미를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	 	

This	is	the	most	beautiful	city		I’ve	ever	seen	.	이곳은	내가	여태까지	보아	온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다.

Grammar Plus

+

■	원급,	비교급을	활용하여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중	부정주어로	시작하는	구문의	주어는	「no	(other)+명사」로	표현한다.

	 Janghun	is		the	tallest	student		in	my	class.	장훈이는	나의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이다.

	 = 		No	(other)	student		in	my	class	is		taller	than		Janghun.	나의	반의	어떤	학생도	장훈이보다	키가	더	크지	않다.

	 = 		No	(other)	student		in	my	class	is		as	tall	as		Janghun.	나의	반의	어떤	학생도	장훈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

원급, 비교급을 활용한 최상급 의미 표현

원급이나 비교급을 활용하여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2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건강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 건강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health.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Nothing  is  as  important  as  health.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Gramm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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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2
정답과 해설  4쪽

괄호 안의 단어를 최상급으로 고쳐 쓰시오.

1   This is one of the   (delicious) foods at this restaurant. 
2 Yesterday was the   (hot) day of the year. 
3 I think Mr. K is the   (good) singer in his group. 

•delicious 맛있는

BB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1 When was the baddest moment in your life?
 →  

2 Russia is largest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  

3 No class is most useful as Chef Jo’s cooking class.
 →  

•moment 순간 

•useful 유용한 

CC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The snail has the most teeth of all animals. 
 = No animal has more  .
2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me.
 = Math is  .
3 No painter is more famous than Vincent van Gogh.
 = No  .

•snail 달팽이 

•subject 과목

DD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scary 무서운 

AA

1 Burj Khalifa is the world’s (taller / tallest) building.
2   Timer is one of the scariest (movie / movies) I’ve ever seen. 
3 The Nile is longer (as / than) any other river in the world.
4   No animal at this zoo is (heavier / heaviest) than that elephant.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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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5쪽

괄호 안의 지시대로 비교의 문장을 완성하시오.

1 My puppy is 5 months old. My goldfish is 5 months old, too. ( as ~ as를 이용하여)  

 → My puppy is   my goldfish.

2 Jane got 100 on the math test. Sora got 90 and Hana got 65. ( high를 이용하여)  

 → Jane got   on the math test of the three. 

3 Kevin is the most diligent student in his class. (비교급을 이용하여)  

 →   than Kevin.

4 Planet Two is less interesting than Planet One. ( as ~ as를 이용하여)  

 → Planet Two is  .

5 As you love more, you will be loved more. ( 「the+비교급 ~, the+비교급」을 이용하여)  

 → The more  ,  .

6 I like doing outdoor activities more than staying at home. ( prefer를 이용하여)  

 → I prefer  .

A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그녀의 머리카락은 나보다 훨씬 더 길다. (than, mine, much, longer)  
 → Her hair is  .

2 한국에서 서울보다 더 혼잡한 도시는 없다. (is, no, more, than, city, crowded)  
 → In Korea,   Seoul.

3 타조는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이다. (of, the, one, fastest, animals)  
 → The ostrich is  .

4 이 노트북은 저 컴퓨터보다 두 배 더 비싸다. (as, as, twice, expensive)  
 → This laptop is   that computer.

5 그 배우는 가능한 한 자주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to, as, as, often, exercise, possible)  
 → The actor tried  .

6 번지점프는 어떤 다른 스포츠보다 더 짜릿하다. (any, than, more, other, sport, thrilling)  
 → Bungee jumping is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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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6쪽

자전거 광고에 나온 정보를 보고,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A

1 The Giant Wheel Elite is the   of the three bikes. 

2 The Pro Ruz C is   of the three bikes.

3 The Pro Ruz C is as  . 

4 The Carbon M5 is lighter and more   the Giant Wheel Elite.

5 No bike is   the Carbon M5.

old   new   heavy   light   cheap   expensive
보기

이름

Giant Wheel Elite Carbon M5 Pro Ruz C

제조 연도 2019 2019 2017

무게 13 kg 10 kg 13 kg

가격 $ 499 $ 3,100 $ 2,100

1 Jessy is as   Micky. 

2 Hans has   backpack of the three.

3 Puzzle A looks   Puzzle B. 

4 No student has   lollipops   Jacky has.

B 교실 풍경을 보고, 대상들을 비교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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