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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12 

<광고> 

 

 

나는 1학년때부터 학과에서 만난 동기와 연애를 했다. 다시 말해, C.C였다. 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C.C를 하면

서 학교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시간표를 맞춰서 하루 종일 같은 수업을 듣고, 수업에 대해 토론을 벌이

기도 했다. 과제나 시험준비를 같이 하는 것도 즐거웠고, 학생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같이 먹는 것으로 데

이트를 대신하기도 했다. C.C는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억도 많이 남는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이성 선후배와의 만남도 줄게 되고, 함께 수업을 빠지고 놀러가고 싶은 유혹도 참기 힘들 때가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헤어지고 나서 찾아오는 불편함이다. 물론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C.C의 이별은 학교사람들의 온갖 주목을 받는다. 

또 헤어지고 난 뒤에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면 당혹스러움도 크다. 하지만 나는 C.C가 되는 것에 대해 고민

하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단점도 있지만 C.C만큼 즐거운 연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 아빠도 대학교 C.C로 만나 결혼하셨다는데, 나에게도 CC의 유전

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I had been in a relationship with one of my classmates, since my first year in college. In other words, we 

were a campus couple. The relationship is over now, but I had a lot of fond memories as a campus couple. 

We signed up for the same courses and discussed what we learned. We also had fun working on class 

projects and preparing for exams together. Having cheap meals at the school cafeteria were dates for us. 

Thanks to the amount of time we were able to spend as a campus couple, I have many fond memories. 

However, there is a downside to such relationships. You have fewer chances to meet other classmates of the 

opposite sex, and you’re constantly tempted to skip classes with your partner for a date. The worst moment 

comes after you break up with him or her. Some campus couples maintain their relationships for a long time; 

but for many, breakups may come earlier than expected. Once you break up with a classmate, you become 

an easy victim to the gossip of other people around you at school. You feel especially awkward when you 

bump into your ex on campus. Despite all these disadvantages, I would like to recommend campus coupling 

to anyone who may be hesitating. No other relationship will be as fun as this. My parents met on campus 

and are now married. Campus couplehood runs in my genes, I guess. 

 

나는 1학년때부터 학과에서 만난 동기와 연애를 했다.  

I had been in a relationship with one of my classmates, since my first year in college. 

 

다시 말해, C.C였다.  

In other words, we were a campus 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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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C.C를 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The relationship is over now, but I had a lot of fond memories as a campus couple. 

 

시간표를 맞춰서 하루 종일 같은 수업을 듣고, 수업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We signed up for the same courses and discussed what we learned. 

 

과제나 시험준비를 같이 하는 것도 즐거웠고, 학생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같이 먹는 것으로 데이트를 대신

하기도 했다.  

We also had fun working on class projects and preparing for exams together. Having cheap meals at the 

school cafeteria were dates for us. 

 

C.C는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억도 많이 남는다.  

Thanks to the amount of time we were able to spend as a campus couple, I have many fond memories. 

 

하지만, 단점도 있다.  

However, there is a downside to such relationships. 

 

이성 선후배와의 만남도 줄게 되고, 함께 수업을 빠지고 놀러가고 싶은 유혹도 참기 힘들 때가 많다.  

You have fewer chances to meet other classmates of the opposite sex, and you’re constantly tempted to skip 

classes with your partner for a date.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헤어지고 나서 찾아오는 불편함이다.  

The worst moment comes after you break up with him or her. 

 

물론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Some campus couples maintain their relationships for a long time; but for many, breakups may come earlier 

than expected. 

 

C.C의 이별은 학교사람들의 온갖 주목을 받는다.  

Once you break up with a classmate, you become an easy victim to the gossip of other people around you 

at school. 

 

또 헤어지고 난 뒤에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면 당혹스러움도 크다.  

You feel especially awkward when you bump into your ex on campus. 

 

하지만 나는 C.C가 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Despite all these disadvantages, I would like to recommend campus coupling to anyone who may be 

hesitating. 

 

단점도 있지만 C.C만큼 즐거운 연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No other relationship will be as fun as this. 

 

우리 엄마 아빠도 대학교 C.C로 만나 결혼하셨다는데, 나에게도 CC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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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arents met on campus and are now married. Campus couplehood runs in my genes, I gu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