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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Ted is ( more smart / smarter ) than I. Ted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2 She is ( more beautiful / beautifuler ) than Susan. 그녀는 Susan보다 더 아름답다.

3 The man is ( much / very ) richer than me. 그 남자는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이다.

4 He is not as ( young / younger ) as Sue. 그는 Sue만큼 어리지 않다.

5 That suit is ( very good / better ) than this one. 저 정장이 이것보다 낫다.

6 I get up ( earlier / earlyer ) than my brother. 나는 내 남동생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

7 He cannot run ( faster than / as fast ) as she. 그는 그녀만큼 빨리 달릴 수 없다.

8 Is she ( more popular / as popular ) than her sister?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보다 더 

인기가 있니?

9 Peter’s bag is ( biger / bigger ) than mine. Peter의 가방은 내 것보다 더 크다.

10 Jack is taller ( as / than ) his brother. Jack은 그의 형보다 키가 더 크다.

B

1 She is not as smart to Max. smart as 그녀는 Max만큼 똑똑하지 않다.

2 He has many as books as Ted. books as many as

그는 Ted만큼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3 Andy is as stronger as his father. strong as Andy는 그의 아버지만큼 힘이 세다.

4 I feel very better today than yesterday. much 〔even/still/far/a lot〕 better

나는 어제보다 오늘 기분이 훨씬 좋다.

5 Is he as strong than Jack? stronger 그는 Jack보다 힘이 더 세니?

6 I’m more poor than you. poorer 나는 너보다 더 가난하다.

7 He looks happyer than I. happier 그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8 Is this cheaper as yours? as cheap 이것은 너의 것보다 더 싸니?

9 Her hair is as not long as mine. is not as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것만큼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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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Tom drives carefully than Mary.

Tom drives more carefully than Mary. Tom은 Mary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2 This museum is old than that church.

This museum is older than that church. 이 박물관은 저 교회보다 더 오래되었다.

3 Is this more expensive to that?

Is this more expensive than that? 이것은 저것보다 더 비싸니?

4 Your room is dirtyer than mine.

Your room is dirtier than mine. 너의 방은 내 방보다 더 더럽다.

5 Is Korea hoter than here?

Is Korea hotter than here? 한국은 여기보다 더 덥니?

6 Do you walk as faster as Jenny?

Do you walk as fast as Jenny? 너는 Jenny만큼 빨리 걷니?

B

1 cold – colder 2 big – bigger

더 추운 더 큰

3 slowly – more slowly 4 expensive – more expensive

더 느리게 더 비싼

5 good, well – better 6 fat – fatter

더 좋은, 더 잘 더 뚱뚱한

7 famous – more famous 8 new – newer

더 유명한 더 새로운

9 young – younger 10 old – older

더 나이가 어린 더 나이가 많은

11 cheap – cheaper 12 important – more important

더 싼 더 중요한

13 rich – richer 14 smart – smarter

더 부유한 더 똑똑한

15 small – smaller 16 easy – easier

더 작은 더 쉬운



p.100

E

1 He ran more slowly than I. (slowly) 그는 나보다 더 느리게 달렸다.

2 Jane is kinder than Lucy. (kind) Jane은 Lucy보다 더 친절하다.

3 Today is warmer than usual. (warm) 오늘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다.

4 The rock is larger than the brick. (large) 그 바위는 그 벽돌보다 더 크다.

5 Is your brother busier than you? (busy) 너의 남동생은 너보다 바쁘니?

6 Are you thinner than Judy? (thin) 네가 Judy보다 더 말랐니?

7 This isn’t worse than that. (bad) 이것은 저것보다 더 나쁘지 않다.

8 Is Peter fatter than Alex? (fat) Peter는 Alex보다 더 뚱뚱하니?

9 The rabbit’s ears are longer than the cat’s. (long) 토끼의 귀는 고양이의 귀보다 더 

길다.

F

1 The Earth isn’t as big as the Sun. (small)

The Earth is smaller than the Sun. 지구는 태양보다 더 작다.

2 The train isn’t as fast as the airplane. (slow) The train is slower than the 

airplane. 기차는 비행기보다 더 느리다.

3 Max is not as old as Tom. (young) Max is younger than Tom. Max는 Tom보다 더 

어리다.

4 Mt. Halla isn’t as high as Mt. Baekdu. (low) Mt. Halla is lower than Mt. Baekdu. 

한라산은 백두산보다 더 낮다.

5 Susan is not as pretty as you. (pretty) You are prettier than Susan. 네가 Susan보

다 더 예쁘다.

6 My brother isn’t as strong as my father. (weak) My brother is weaker than my 

father. 나의 오빠는 나의 아버지보다 약하다.



p.102

A

1 Alex is the ( better / best ) player on the team. Alex는 팀에서 최고의 선수이다.

2 Is this car the ( smaller / smallest ) in the world? 이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작나

요?

3 She is my ( better / best ) friend in the world. 그녀는 세상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

구이다.

4 Kevin isn’t the ( worse / worst ) player on the team. Kevin은 그 팀에서 최악의 선

수는 아니다.

5 She is the ( oldest / old ) woman in the town. 그녀는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이다.

6 Which mountain is ( the tallest / the most tall ) in Korea? 한국에서는 어떤 산이 가

장 높은가요?

7 Mike is the most diligent ( than you / of them ). Mike는 그들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

다.

8 Who is the ( faster / fastest ) runner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

은 누구인가요?

9 He is the ( short / shortest ) boy in his class. 그는 그의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소

년이다.

10 This car is the ( cheapest / most cheapest ) in Korea. 이 자동차는 한국에서 가장 

싸다.

B

1 He is the taller in the class. the tallest 그는 그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2 Who is the more popular in your school? most popular

너의 학교에서 누가 가장 인기 있니?

3 Nick is the heavyest in the class. heaviest Nick은 그 반에서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간

다.

4 Is she the thinest among us? thinnest 그녀가 우리 중에서 가장 말랐니?

5 I like fall better of the four seasons. best 나는 사계절 중에서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6 Jenny is the most beautifuler in the world. most beautiful

Jenny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7 What is the expensivest thing in the shop? most expensive

그 가게에서 무엇이 가장 비싼 물건인가요?

8 It is the bigest animal on Earth. biggest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9 He is the famous most teacher in our school. most famous

그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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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Is this the bigest among them?

Is this the biggest among them? 이것이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크니?

2 She is the popularest girl in our school.

She is the most popular girl in our school.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

이다.

3 Lisa is the most shortest of the three.

Lisa is the shortest of the three. Lisa가 셋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4 Health is the more important thing.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5 You run as fastest in our class.

You run the fastest in our class. 너는 우리 반에서 가장 빨리 달린다.

6 What’s the better film of them all?

What’s the best film of them all? 그것들 모두 중에서 최고의 영화는 무엇인가요?

7 Who is the tall among us?

Who is the tallest among us?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키가 크니?

D

1 cold – coldest 2 big – biggest

가장 추운 가장 큰

3 slowly – most slowly 4 expensive – most expensive

가장 느리게 가장 비싼

5 good, well – best 6 fat – fattest

가장 좋은, 가장 잘 가장 뚱뚱한

7 famous – most famous 8 new – newest

가장 유명한 최신의

9 young – youngest 10 old – oldest

가장 나이가 어린 가장 나이가 많은

11 cheap – cheapest 12 important – most important

가장 싼 가장 중요한

13 rich – richest 14 easy – easiest

가장 부유한 가장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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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Nick is the most famous boy in his class. (famous) Nick은 그의 반에서 가장 유명한 

소년이다.

2 My parents’ room is the largest in my house. (large) 나의 부모님 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크다.

3 Busan isn’t the hottest area in Korea. (hot)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아니

다.

4 It is the oldest building in the town. (old) 그것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5 What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long)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인가요?

6 Is he the youngest boy in the town? (young) 그가 동네에서 가장 어린 소년인가요?

7 The city is the coldest in Asia. (cold) 그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춥다.

8 This box is the heaviest of all. (heavy) 이 상자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겁다.

9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diligent) 벌은 가장 부지런한 곤충 중 하

나이다.

10 Who is the best player on the team? (good) 그 팀에서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요?

F

1 (is / the / mountain / Mt. Baekdu / in Korea / highest / .)

Mt. Baekdu is the highest mountain in Korea. 백두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2 (New York / most / famous / city / is / the / in America / .)

New York is the most famous city in America.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이다.

3 (in the town / is / wisest / he / the / man / ?)

Is he the wisest man in the town? 그가 그 동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요?

4 (is / the / where / coldest / in the world / place / ?)

Where is the coldest plac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인가요?

5 (this / in Paris / the / most / is / expensive / restaurant / .)

This is the most expensive restaurant in Paris.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