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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It’s a delight /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 
-Jeff Goldblum ((美 배우))

097. (~은) 기쁨이다 /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 것은.

098 It is true // that health is above wealth.

098. (~은) 진실이다 // 건강이 재산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099 It is not good to use the same reading speed to 

handle different types of books. -모의응용
다루기 위해서

099. (~은) 좋지 않다 / 똑같은 독서 속도를 이용하는 것은 / 여러 가지 다

른 유형의 책을 다루기 위해.

deal with, address, cover, handle, tackle, take care of: 처리하

다, 해결하다

100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od decisions can 

still lead to bad outcomes. -모의
결 과

100. (~은) 중요하다 / 기억하는 것은 // 좋은 결정을 내린다 해도 나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cause = lead to,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generate, 

trigger, provoke, contribute to 초래하다

It is no use -ing: v해도 소용없다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 It is no good crying over spilt milk.

= It is of no use to cry over spilt milk.

= It is useless to cry over spilt milk.

= There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엎질러진 우유에 울어봐야 소용없다.

참조> of + 추상명사 = 형용사

비교>

There is no -ing :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It is impossible to do 

= We cannot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s.

= It is impossible to account 

for tastes.

= We cannot account for tastes.

취미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취미도 갖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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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It’s no wonder that too much fast food can 

contribute to obesity.
원이이 되다. 초래하다

101. (~은) 놀랄 일이 아니다 // 과도한 패스트푸드가 /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102 At this time,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re are aliens 
t h a t ( X )

out there.

102. 현재로서는, / (~은) 확실하지 않다 // 저 너머에(지구 밖 우주에) 외

계인이 존재하는지는.

103 It can be explained by physics how an airplane 

flies.

103. (~은) 물리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어떻게 비행기가 나는지는.

104 It is a mystery why he left his seat all of a sudden.
갑 자 기

104. (~은) 미스터리이다 // 왜 그가 자리를 떠났는지는 / 갑자기.

관계부사와 비교

105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Proverb

105. (~해도) 소용없다 / 엎질러진 우유를 두고서 울어도.

106 It is worth challenging our thinking to create a new 
이 의 를 제 기 하 다

attitude.
태 도

106.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whether 명사절: ~인지 어떤지 / 부사절: ~

이든 아니든

= if(주어자리/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없음)

I don't know whether he will succeed 

(or not).

Whether we win or lose, we must play 

fairly.

It is worth -ing: v할 가치가 있다

= It is worhty of -ing

It is worth visiting the museum. 

= It is worth of visiting the museum.

그 박물관은 방문할 가치가 있다.

2


	UNIT 11 가주어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