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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It is important / for students to keep up with / 

modern digital  trends.  

107. (~은) 중요하다 / 학생들이 따라가는 것은 /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108 Real leaders make space (for others to shine).

108. 진정한 리더들은 공간을 만들어 준다 (다른 사람들이 빛날).

109 It is natural for words to change their meaning 

over  time. -모의응용
시간이 지나면서

109. (~은) 당연하다 / 단어들이 의미가 변하는 것은 / 시간이 흐름에 따

라.

110 The pedestrians are waiting for the lights to change 
보 행 자 들

from red to green.

110. 보행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 신호가 바뀌기를 / 빨간불에서 초록불

로.

wait for N to do

107

It is 형용사 that ~:  진주어 가주어

It is absurd that a man should rule 

others, who cannot rule himself. - Latin 

Proverb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들을 통치

하다니 터무니없다.

It is 부사(구/절) that ~: 강조구문

It wa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at 

passports as we would recognize them 

today began to be used. 

여권이 우리가 오늘날 인식하는 것처럼 사용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세기 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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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It is recommended for our new employees to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경 험 을 쌓 다

111. (~이) 권고됩니다 / 우리 신입 사원들이 /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112 It was careless of you / to lose your umbrella again.
조 심 성 이 없 는

112. 네가 조심성이 없었구나 / 우산을 또 잃어버리다니.

113 It is wise of you not to open e-mail attachments 

from an unknown source.

113. 너는 현명하구나 /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지 않다니 (모르는 출처로

부터 온). 

112

의미상 주어 of

칭찬: good, kind, nice, wise, generous, 

polite, clever, considerate 등

비난: careless, rude, foolish, stupid, 

crue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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