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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BS 중학 뉴런 영어 1

A	 형용사와	부사

1	 형용사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명사 앞에 쓰여 명사를 꾸며줍니다.

He is a good father. 그는 좋은 아빠이다.

Mother Teresa helped poor people. Teresa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My room is small.  나의 방은 작다.

You look different today.  너 오늘 달라 보인다.

2	 부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며,	주로	「형용사＋ly」의	형태를	취합니다.

 Minha smiled at me brightly. <동사 수식> 민하는 나에게 밝게 미소 지었다.

 I made a really big mistake. <형용사 수식>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하였다.

 The show ended very quickly. <부사 수식> 그 쇼는 매우 빨리 끝났다.

 Luckily, I got a free ticket. <문장 전체 수식> 운 좋게도, 나는 공짜표를 얻었다.

	 빈도부사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위치는 be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옵니다.

never(결코 ~않는)   sometimes(때때로)   often(자주)   usually(보통)   always(항상)

0%                                                                                                              100%

They will never believe him.     그들은 그를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We often go to the movies.   우리는 자주 영화를 보러 간다.

I usually have breakfast at 8.  나는 보통 8시에 아침을 먹는다.

He is always busy. 그는 항상 바쁘다.

 This is an easy problem. He won the race easil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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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ds

exercises 정답과 해설 14쪽

A
honest  정직한 

return  돌아오다 

safely  안전하게 

arrive  도착하다 

empty  빈, 비어있는 

suddenly  갑자기 

laugh  웃다

loudly  크게

sweet  달콤한

sour  신, 시큼한

다음	문장에서	형용사는	,	부사는	△로	표시하시오.

1 He is an honest man.   2 The children returned safely. 
3 The little girl smiled happily. 4	 The	test	was	too	difficult.	
5 We arrived very late. 6 The house was empty.
7 Suddenly, he laughed loudly. 8 The grapes taste sweet and sour. 

B
unfortunate  운이 없는 

miss 놓치다 

correctly  올바르게, 정확

하게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쓸	것)

1 The bird sounded beautifully. 
2 Unfortunate, she missed the last bus. 
3 He is a very strongly man. 
4 She answered the question correctly.

B

D
get tired  지치다 

be late for  ~에 늦다

다음	괄호	안의	단어를	문장의	알맞은	곳에	넣어	다시	쓰시오.

1 He gets tired. (never) → 
2 They will love you. (always) →   
3 He is late for school. (sometimes) →  
4 I eat bread for breakfast. (usually) →  

D

C
lose  지다, 패하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1  

  He  helped his friend. (glad)  

2  

  The boy felt . (hungry)  

3  

  , she lost the game. (sa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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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BS 중학 뉴런 영어 1

B	 비교급과	최상급

1	 비교급	표현

‘(…보다) 더 ~한[하게]’의 의미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씁니다. 형태는 「비교급 + than」입니다.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

This novel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이 소설은 저 소설보다 더 재미있다.

2	 최상급	표현

‘가장 ~한[하게]’의 의미로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씁니다. 형태는 「the+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뒤에는 「of + 복수명사」 

또는 「in+집단[장소]」 등이 와서 대상을 한정합니다.

Angela is the youngest of them all.  Angela는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어리다.

Who i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인가?

He is the most intelligent student in the class. 그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3	 비교급,	최상급	만들기

단어 형태 규칙 원급 - 비교급 - 최상급

규칙

변화

대부분의 경우 원급 ＋ -er/-est  tall – taller – tallest

e로 끝나는 형용사/부사 원급 + -r/-st  large – larger – largest

「자음＋y」로 끝나는 형용사/부사
y를 i로 고치고+  

-er/-est
 easy – easier – easiest
 heavy – heavier – heaviest

「단모음＋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부사

끝 자음을 한 번 더 

쓰고＋-er/-est
 big – bigger – biggest
 fat – fatter – fattest

3음절 이상 또는 -ful, -ous, -ing, 
-ive로 끝나는 형용사/부사

more/most＋  

원급

	difficult	–	more	difficult	–	most	difficult	
   famous – more famous – most famous

불규칙 

변화

 good [well] – better – best          bad [ill] – worse – worst        
 many [much] – more – most       little – less – least

Tom is fast. Bob is faster than Tom. Sam is the fastest of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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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ds

exercises 정답과 해설 15쪽

A
thin  얇은, 가는, 마른

exciting  신나는

주어진	단어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시오.

1 low  - -  2 busy - -  
3 nice - -       4 beautiful - -  
5 thin - -   6 bad - -  
7 pretty - -  8 exciting - -  

B
loud  (소리가) 큰 

important  중요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My	sister’s	room	is	more big than mine.  
2 You are talking more louder than the teacher.  
3 I feel well than yesterday.  
4 Love is the importantest thing in life.  

B

C
interesting  흥미로운 

palace  궁, 궁전 

vacation  방학 

usual  평상시의, 보통의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영어는 내게 수학보다 더 흥미롭다. (interesting)
 English is  math for me. 
2 이 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궁이다. (old)
 This palace is  palace in Korea.  
3 여름방학은 겨울방학보다 짧다. (short)
 Summer vacation is  winter vacation.  
4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다. (early)
 I went to school  usual.

C

D
moment  순간 

life  인생 

expensive  비싼 

popular  인기 있는 

band  (가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대중음악) 밴드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어구를	알맞게	배열하시오.

1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happiest, was, it, in my life, the, moment)
2 그녀의 휴대전화는 내 것보다 더 비싸다.
 (than, is, her cell phone, mine, expensive, more) 
3 그는 그 소년 밴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멤버이다.
 (is, popular, the, member, he, most, in the boy b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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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It is raining  outside. (heavy)
 2 The girl looks . (sad)
 3 The boy is reading a book . (quiet)
 4 , the door opens. (sudden) 

A

  다음은	지호의	일상생활과	그	빈도를	나타낸	표이다.	<보기>와	같이	괄호	안의	빈도부사를	사용하여	지호의	일상생활을	묘

사하는	문장을	쓰시오.		

MON TUE WED THU FRI SAT SUN

eat breakfast       

read comic books  ×  × ×  ×

watch TV after dinner    ×   

be late for school × × × × × - -

Jiho always eats breakfast. (always)
보기

1 Jiho . (never)
2 Jiho . (usually)
3 Jiho . (sometim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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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5쪽

 다음	두	운동화를	비교하는	문장을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1 The blue shoes are  the red ones. (big)
 2 The red shoes are . (light)
 3  (expensive)

  세	명의	육상	선수에	관한	정보를	보고,	<보기>와	같이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최상급	표현의	문장을	쓰시오.	

name

Chris Peter Nick

age 21 20 19

height (cm) 173 cm 175 cm 171 cm

weight (kg) 60 kg 62 kg 63 kg

sec./100m 10.8 sec. 12 sec. 11.4 sec.

나이: Chris is the oldest athlete of the three. (old)

보기

 1 키:  (tall)
 2 몸무게:  (heavy)
 3 달리기 속도:  (fast)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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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단,	30자	내외로	쓸	것)



2
서술형

 
words and phrases

suddenly  갑자기 wake up  (잠에서) 깨다 strange  이상한 sound  소리 downstairs  아래층으

로, 아래층에 quietly  조용히 burglar  절도범, 빈집털이범 immediately  즉시 upstairs  위층으로

frightened  겁먹은, 무서워하는 fortunate  다행한 front door  현관문 explain  설명하다

turn off  (전원을) 끄다

	 한밤중에	생긴	일AA

It	was	about	2	o’clock	in	the	morning,	and	ⓐ suddenly I woke 
up. I heard a ⓑ strange sound. I got out of bed and went slowly 
downstairs. The light was on in the living room. I listened 
ⓒ carefully. Two men were speaking ⓓ very quietly. “Burglars!” I 
thought. Immediately, I ran back upstairs and called the police. 
I was really frightened. ⓔ Fortunate, the police arrived quickly. 
They opened the front door and went into the living room. 
Then	they	came	upstairs	and	found	me.	“It’s	all	right,	sir,”	they	explained.	“We	turned	the		
television off for you!”

위	글의	밑줄	친	단어	ⓐ	~	ⓔ	중	쓰임이	잘못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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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6쪽

위	글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괄호	안의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완성하시오.

Frogs have longer, .

                                             (than / powerful / back legs / toads / more) 

2
서술형

words and phrases

difference  차이, 차이점 frog  개구리 toad  두꺼비 similar  비슷한 quite  꽤, 상당히

different  다른 on the other hand  반면에 rather than  ~보다는 skin  피부

smooth  매끄러운 wet  젖은, 축축한 however  그러나, 하지만 rough  거친 dry  건조한

	 개구리와	두꺼비AB

Do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frogs and toads? 
Frogs and toads may look similar, but they are quite different. 
The biggest difference is in their legs. Frogs have longer, 

. Take a close look at 
the	picture.	The	frog’s	back	 legs	are	 longer	 than	 its	head	and	
body. So it can take long, high jumps. On the other hand, the 
toad’s	back	legs	are	shorter	than	its	head	and	body.	So	it	walks	rather	than	jumps.	Another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in	 their	skin.	A	frog’s	skin	 is	smooth	and	wet.	However,	a	
toad’s	skin	is	rough	and	dry.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개구리의 뒷다리는 그것의 머리와 몸통에 비해 더 길다.

② 개구리는 길고 높게 점프를 할 수 있다.

③ 두꺼비는 걷기보다는 점프해서 다닌다.

④ 개구리의 피부는 매끄럽고 축축하다.

④ 두꺼비의 피부는 거칠고 건조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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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ghtened   겁먹은, 무서워하는

겁먹은 아이  a  child
empty  빈, 비어있는

빈 집  an  house

honest   정직한, 솔직한

정직한 사람  an  person
unfortunate   운이 나쁜, 불행한 

운이 나쁜 날  an  day

safely  안전하게, 무사히

무사히 도착하다  return 

correctly   올바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대답하다  answer 

explain   설명하다

규칙을 설명하다   the rules
palace   궁, 궁전

왕궁  a royal 

downstairs   아래층으로, 아래층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go 

burglar   절도범, 빈집털이범

절도범을 붙잡다  catch a 

immediately   즉시, 당장

즉시 떠나다  leave 

popular   인기 있는

인기 있는 가수  a  singer

				덩어리	체크

1 ~을 무서워하다  be  of    2 빈 상자  an  box
3 솔직한 대답  an  answer    4 운이 나쁜 선택  an  choice
5 안전하게 운전하다  drive  6 정확하게 추측하다  guess 

				덩어리	체크

1 상황을 설명하다   the situation  2 고궁을 방문하다  visit an old 

3 아래층에 살다  live  4 절도범을 뒤쫓다  chase after the 

5 즉시 돈을 내다  pay  6 인기 있는 장소  a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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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차이, 차이점

남녀 차이 

the  between men and women

similar   비슷한

생김새가 비슷하다  look 

quite   꽤, 상당히 cf. quiet   조용한 

꽤 오래 시간   a long time
moment   순간

바로 그 순간에  at the very 

smooth   매끄러운

매끄러운 바닥  a  floor
rough   (표면이) 거친,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  the  road

1 popular (이 책은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있다.)  2 similar (두 가방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3  difference (그 쌍둥이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Quiz 정답

				덩어리	체크

1 차이를 구별하다  tell the  2 비슷한 문제  a  problem
3 춤을 꽤 잘 추다  dance  well   4 마지막 순간에  at the last 

5 매끄러운 표면  a  surface  6 딱딱하고 거친 손  hard and  hands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Quiz

1  

  This book is  among young children. 

2  

  The two bags look very . 

3   

  How do you tell the  between the twins?

difference   similar   popular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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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BS 중학 뉴런 영어 1

1. 나의 애완견은 그의 애완견보다 더 크다.

2.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1. My pet dog is bigger than his (pet dog). 2. This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한	줄	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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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BS 중학 뉴런 영어 1

Writing Exercises
Unit 1 

전치사와 접속사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Anna는 사랑스러운 소녀이다. (lovely, girl)
 Anna is .

2 너는 오늘 피곤해 보인다. (look, tired)
 You  today.

3 그의 연설은 매우 길었다. (very, long)
 His speech was .

4 우리는 보통 학교에 걸어간다. (walk, usually)
 We  to school.

5 운 좋게도, 나는 시험에 통과했다. (lucky, pass)
  the test.

6 그들은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 (live, happy)
 They  ever after.

7 그 수프는 냄새가 지독했다. (smell, terrible)
 The soup .

8 아빠는 가끔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신다. (sing, sometimes)
 Dad  in the shower.

9 나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see, never) 
 I  him again.

10 너의 계획은 위험하게 들린다. (sound, dangerous)
 Your plan .

11 그녀는 내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었다. (answer, kind)
 She  my questions.

12 Peter는 다음 시합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practice, hard)
 Peter is  for the next match.

13 그는 항상 수업에 늦는다. (late, always)
 He  for class.

14 Andy는 너무 빠르게 말한다. (talk, too, quick)
 Andy .

15 Jenny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old, box)
 Jenny found  in the closet.

	 형용사와	부사AA

Writing Exercises
Unit 07 

형용사와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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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우리는 더 큰 집이 필요하다. (big)
 We need a  house.

2 피가 물보다 더 진하다. (thick)
 Blood is  water.

3 이것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다. (old)
 This is  castle in Britain.

4 그는 예전보다 더 말라 보인다. (thin)
 He looks  before.

5 나는 너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 (well)
 I can sing  you.

6 너희 반에서 가장 잘생긴 소년은 누구이니? (handsome)
 Who is  boy in your class?

7 Lucy는 네 자매 중에서 가장 예쁘다. (pretty)
 Lucy is  of the four sisters.

8 이 사과가 저 사과보다 더 빨갛다. (red)
 This apple is  that apple.

9 그 목걸이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것이었다. (expensive)
 The necklace was  one in the shop.

10 8월은 일 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다. (hot)
 August is  month of the year.

11 그 책은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interesting)
 The book is  the movie.

12 그 날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다. (bad)
 It was  day of his life.

13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important)
 Health is  money.

14 내 여행 가방은 네 것보다 더 무겁다. (heavy)
 My travel bag is  yours.

15 축구는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popular)
 Soccer is  sport in the country.

	 비교급과	최상급AB

정답과 해설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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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쓰임이 다른 것은?

① ugly          ② sadly ③ lively        

④ friendly ⑤ lovely

6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real - really ② nice - nicely
③ hard - hardly ④ usual - usually
⑤ sweet - sweetly

7다음 중 영어단어와 우리말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sour - 신, 시큼한   ② miss - 놓치다

③ quite - 조용한     ④ honest - 정직한

⑤ popular - 인기 있는

1

[2~3]   짝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단, 주어진 철자로 시작할 것)

2 wet : dry = rough : s

3 different : similar = full : e
Cathy is a  girl. 

① shy    ② brave   ③ lovely
④ wisely   ⑤ beautiful

9

5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The child can write his name (correct / 
correctly).

(2)   Keep your passport in a (safe / safely) 
place.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This is a large building. A king or queen lives 
in it.

She is kind to her students. (always)10

[10~12]   다음 괄호 안의 단어를 문장의 알맞은 곳에 넣어 다시 

쓰시오.

He sleeps late. (often)11

You will understand it. (never)12

다음 중 비교급과 최상급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little - less - least        
② cold - coldder - colddest         
③ messy - messier - messiest        
④ sad - sadder - saddest     
⑤ famous - more famous - most famous

13

Mr. Black looks . 

① angry   ② friendly  ③ nervous  

④ lonely   ⑤ kindly

8

[8~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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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짝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late: later = many:  
(2) hard: hardest = boring: 

14

다음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 

시오.

small - smaller - smallest
보기

(1) fat -  - 
(2) careful -  - 
(3) funny -  - 

15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시오.

I didn’t sleep (1) (good / well) last night. So, 
I feel (2) (tired / tiredly) now. 

(1) 
(2) 

17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Fred is a quick learner.
= Fred learns .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Superman is  of all the 
superheroes.

① stronger     ② more strong    

③ strongest    ④ the strongest  
⑤ the most strong

18

다음 두 모자의 가격을 비교하는 문장을 비교급을 이용하여 

쓰시오.

 

The blue cap is  the 

yellow one. 

19

다음 두 과일의 무게를 비교하는 문장을 비교급을 이용하여 

쓰시오.

 

The apple is  the peach.

20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와 최상급 표현을 이용하여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slow / fast)

(1) The cheetah is  runner.
(2) The turtle is  runner.

21

정답과 해설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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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이 맞는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 My room is cleaner than my brother’s.
ⓑ He feels more healthier than before.
ⓒ I can jump higher than you.
ⓓ She is very beautiful than her sister.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26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

① He will never come back.

② We see often each other.
③ They sometimes eat out.
④ Nancy always does her homework.

⑤ He is usually at home on weekends.

2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① Eric can run very fast.
② He could easily finish the report.
③ That kind man is my grandfather.
④ He kept calmly during the game.

⑤ Surprisingly, he is only 7 years old!

29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① She is the most smart girl.
② The sun is biger than the moon.

③ What is the heaviest animal on Earth?

④ The Sahara is the hotest desert of all.
⑤ It is most expensive item in the store.

27

[22~23]   주어진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고

치시오.

내 성적은 내 여동생의 성적보다 더 좋다.

 My grades are good than my sister’s. 
22

[24~25]   다음 우리말을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영작하시오.

수학이 영어보다 더 어렵다. (difficult) 

    

24

축구는 가장 흥미진진한 운동이다.

 Soccer is exciting sport.
23

Harry는 세 명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말랐다.
(thin, three childre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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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의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을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쓰시오.

(1)   He moved the block 
careful. 

   

(2)   The town looks very 
peacefully. 

   

30
서술형

그림을 보고 Amy와 Katie를 비교하는 문장을 주어진 단

어를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Amy    Katie

(1)   Amy is  than Katie. (tall)
(2)   Katie’s hair is  than Amy’s. 

(short)
(3)   Amy has  books than Katie. 

(many)

32
서술형

다음은 Tom과 Susan의 아침 식단표이다. 표의 내용에 

맞게,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시오.

Tom Susan

Mon. bread soup

Tue. bread soup

Wed. bread soup

Thu. bread fruits

Fri. bread soup

Sat. bread soup

Sun. bread soup

never  usually  always
보기

Tom:   I  ( 1 )    b read  fo r 
breakfast. What about you?

Susan:   Well, I (2)   bread 
for breakfast. I (3)   
soup for breakfast.

31
서술형

다음은 마을의 세 건물을 비교하는 표이다. 표를 보고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최상급을 표현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

building When was it built?

the library in 2013

the post office in 2007

the museum in 1993

old / new

(1)   The library is   building  
of the three. 

(2)   T h e  m u s e u m  i s    
building of the three.

33
서술형

정답과 해설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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