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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It is better to do mathematics on a blackboard [as 
/ than] on a piece of paper because chalk is easier to 
erase, and mathematical research is often filled with 
mistakes. 

2.  2)

  Yet studies show that job satisfaction comes less 
from how much people earn [as / than] from the 
challenge of their jobs and the control they are able 
to exert.

3.  3)

  The more cattle a man owns, [the rich / the richer] 
he is considered to be.

4.  4)

  It is about [as ten times long / ten times as long] 
as an elephant standing head to tail.

5.  5)

  Last Saturday afternoon, I went to a football match 
in London. Holland scored a goal after ten minutes, 
and they were playing really well. After half time, 
however, England played [better / best].

6.  6)

  The farther back we go, [the little / the less] 
familiar we find ourselves with the speech of our 
ancestors.

7.  7)

 Children who drew as they discussed an emotional 
experience gave [twice much as information as / twice 
as much information as] those who only talked about 
it.

8.  8)

  According to a doctor, people who are angry are 
five times as likely to die under the age of 50 [as / 
than] people with peace of mind.

9.  9)

  The auctioneer urges the bidding [as higher as / as 
high as] possible because he is paid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rice.

10.  10)

  The cows gained extra weight and started giving 
[much / more] milk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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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The marine species index, the [higher / highest] 
among the three in 2000, indicated an increase 
between 1999 and 2000. 

12.  12)

  As you can see, the downhill ski is shorter and 
wider [than / as] the cross-country ski and is about 
the height of the skier.

13.  13)

  So far as you are wholly concentrated on bringing 
about a certain result, clearly the [quicker and easier 
/ quick and easy] it is brought about the better.

14.  14)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Conan Doyle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s told me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up would be [far / very]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

15.  15)

  One of the most frequent criticism is that the crop 
yields of organic farms are [even / very] lower than 
those of traditional farms.

16.  16)

  Holding the hand of unknown man reduced the 
response a little, on the average, but not as much [as 
/ than] holding the husband’s hand.

17.  17)

  In 2006, the percentage of women's waged non- 
agricultural employment  in East Asia and Pacific 
countries was twice as [high / higher] as that of 
South Asia.

18.  18)

  The more effectively they communicate that 
authority, the more secure the child feels, and the 
[better / best] able he is to move away from them 
toward a life of his own.

19.  19)

  The researchers found that people with weak social 
ties were [as twice / twice as] likely to die during the 
period of the study as those with strong ties to 
others.

20.  20)

  If you do decide to move after retirement, the 
sooner you start looking for you new home [the 
better /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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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than
[해석]
분필은 보다 쉽게 지울 수 있고 수학적인 연구는 흔히 실

수로 가득차있기 때문에 종이 위보다 흑판위에서 수학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설]
It is better to do mathematics on a blackboard than on 
a piece of paper에서 비교급 better이 있으므로 than이 적

절하다.

2) 
[정답] than
[해석]
하지만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보

다는 직업에서 시도하는 도전과 업무시 행사할 수 있는 권

한을 통해 더 직업적 만족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해설]
job satisfaction comes less from how much people earn 
than from the challenge~에서 비교급 less가 있으므로 

than이 적절하다.

3) 
[정답] the richer
[해석]
한 사람이 소유한 소가 더 많을수록 그는 더 부유하다고 

여겨진다.
[해설]
The more cattle a man owns, the richer he is considered 
to be.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구문이다.

4) 
[정답] ten times as long
[해석]
이것은 코끼리가 섰을 때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보다 

약 열배 정도 됩니다.
[해설]
‘as 원급 as’ 동등비교에서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만 해당되

므로 as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로 시작되어야 하며, 배수를 

나타내는 구조는 ‘배수 as 원급 as’ 또는 ‘배수 비교급 than’
의 구조이므로 ten times as long이 적절하다.

5) 
[정답] better
[해석]
지난 토요일 오후, 나는 런던에 축구 경기를 구경하러 갔

다. 경기 시작 10분 후에 네덜란드가 한 골을 넣었고 훌륭

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하프 타임이 지난 후에는 잉글랜

드가 더 잘했다.
[해설]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비교급,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최상

급을 사용하는데 두 팀의 경기이므로 비교급 better이 적절

하다.

6) 
[정답] the less
[해석]
우리가 더 먼 과거로 되돌아 갈수록, 우리의 조상들의 말에 

더 생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해설]
The farther back we go, the less familiar~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구문이다.

7) 
[정답] twice as much information as
[해석]
감정적인 경험을 토의할 때 그림을 그렸던 애들이 단지 말

로만 했던 애들보다 2배나 많은 정보를 주었다.
[해설]
‘as 원급 as’ 동등비교에서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만 해당되

므로 as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로 시작되어야 하며, 배수를 

나타내는 구조는 ‘배수 as 원급 as’ 또는 ‘배수 비교급 than’
의 구조이므로 twice as much information as가 적절하다.

8) 
[정답] as
[해석]
한 의사에 따르면, 화를 내는 사람이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보다 50세 이전에 죽을 가능성이 5배나 된다고 

한다.
[해설]
people who are angry are five times as likely to die 
under the age of 50 as people with peace of mind.
as 원급 as 동등비교 구문이므로 as가 적절하다.

9) 
[정답] as high as
[해석]
경매인은 입찰가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높게 입찰가를 요구한다.
[해설

‘as 원급 as 동등비교’에서 as 와 as 사이에는 원급이어야 

하므로 as high as가 적절하다.

10) 
[정답] more
[해석]
소를 살이 더 찌게 했고 전보다 더 많은 우유가 나오기 시

작했다.
[해설]
The cows gained extra weight and started giving more 
milk than before.
than이 있으므로 비교급 more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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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highest
[해설]
2000년에 세 가지 비교대상 중 가장 높은 해양 생물 종의 

지표는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설]
내용상 세 개의 대상 중에서 지표가 가장 높은 것은 최상

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한정사 the 다음에 최상급 

highest가 적절하다.

12) 
[정답] than
[해석]
보다시피 활강 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비해 더 짧고 

더 넓으며 대략 스키를 타는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이다. 
[해설]
두 대상의 속성을 비교할 때는 ‘비교급 ~ than’의 구조가 

사용된다. the downhill ski is shorter and wider than the 
cross-country ski~에서 비교급 다음이므로 than이 적절하

다.

13) 
[정답] quicker and easier
[해석]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는 한, 분명

히 그 결과가 더욱 빨리 그리고 더욱 쉽게 나올수록 더 좋

다.
[해설]
clearly the quicker and easier it is brought about the 
better (it is).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구문이고, the 
better 뒤에는 it is가 생략되어 있다. 

14) 
[정답] far
[해석]
“그는 몹시 자존심이 강한 노인이어서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부축받아 일어난다는 굴욕감이 내가 그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어떠한 위안보다 훨씬 더 강하리라고 생각했

네.’’ 라고 Conan Doyle은 나중에 해명했다.
[해설]
비교급을 강조하는 수식어에는 even, much, still, far, a lot
등이 있다.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다.

15) 
[정답] even
[해석]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유기 농가의 작물 

수확량이 전통적인 농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해설]
비교급을 강조하는 수식어에는 even, much, still, far, a lot
등이 있다.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다.

16) 
[정답] as
[해석]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반응이 약간 줄

기는 했지만,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만큼 줄지는 않았다. 
[해설]
동등하지 않은 두 행동을 비교할 때는 ‘not as 원급 as’ 구

문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as가 적절하다.

17) 
[정답] high 
[해석]
2006년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서 임금을 받는 

비농업 일자리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남아시아보다 두 

배 높았다. 
[해설]
‘as 원급 as’ 동등비교에서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만 해당되

므로 as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로 시작되어야 하며, 배수를 

나타내는 구조는 ‘배수 as 원급 as’ 또는 ‘배수 비교급 than’
의 구조이므로 ten times as long이 적절하다.

18) 
[정답] better
[해석]
부모가 그 권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욱 안심하며 그 자신의 삶을 향해 부모로부터 더 잘 떠나

갈 수 있다. 
[해설]
The more effectively they communicate that authority, the 
more secure the child feels, and the better able ~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구문이다.

19) 
[정답] twice as
[해석]
연구자들은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과 강한 연대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연구 기간 중 두배 정

도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설]
‘as 원급 as’ 동등비교에서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만 해당되

므로 as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로 시작되어야 하며, 배수를 

나타내는 구조는 ‘배수 as 원급 as’ 또는 ‘배수 비교급 than’
의 구조이므로 twice as가 적절하다.

20) 
[정답] the better
[해석]
은퇴 후 이사하기로 확실히 결정하면, 새 집을 찾는 것을 

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더 좋다.
[해설]
If you do decide to move after retirement, the sooner 
you start looking for you new home the better. the 비교

급 ~ the 비교급 구문이고, the better 뒤에는 it is가 생략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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