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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영어 일기 7 

<광고>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던 언니가 조별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길래 무슨 조별과제 때문에 그러

나 했었는데, 막상 내가 대학생이 되니 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같은 조 사람의 태도가 정말 안하무인이

다. 바쁘다는 핑계로 첫 조별모임에만 참여해 놓고는 조별발표 과제가 끝나고 나니 발표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정말 기가 찬다. 진짜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 본다.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대학 다니면서 별별 사람 다 겪을 거라고 한다. 자료 조사 제대로 안 

해오는 사람, 발표날 안 오는 사람,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사람 등 여러 사례가 많단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

을 다독여 가며 대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잖아. 언니 말로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스스로 컨트

롤 하는 법을 배우는 장점도 있으니 좋게 생각 하란다. 어쨌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saw my sister who was a college student stressing out a lot over her 

group projects. I was curious what group project could make my sister so stressed out. Now that I’m a 

college student, I can understand my sister’s feelings. I have such a snob in my group. With the excuse that 

she’s terribly busy, she was absent from every meeting besides the first. But when presentation day came, 

she complained that the outcome was subpar and that we should have done better. I’m so upset about her. 

Looking at her, I thought I should never be like her, ever. I told the story to my sister, and she said it’s just 

the beginning and that I’ll come to see a wider variety of crazy people. According to her, there are those 

who don’t do their share of research, those who don’t come to class on presentation day, and those who 

can’t even be contacted. That means I’ll have to go through college life babysitting these people! She 

reassured me that by having to deal with these people I’ll learn self-control. In that sense, it may not be so 

bad. I just hope I’ll have only good people as my group project members.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던 언니가 조별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길래 무슨 조별과제 때문에 그러

나 했었는데, 막상 내가 대학생이 되니 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saw my sister who was a college student stressing out a lot over her 

group projects. I was curious what group project could make my sister so stressed out. Now that I’m a 

college student, I can understand my sister’s feelings. 

 

같은 조 사람의 태도가 정말 안하무인이다.  

I have such a snob in my group. 

 

바쁘다는 핑계로 첫 조별모임에만 참여해 놓고는 조별발표 과제가 끝나고 나니 발표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데, 정말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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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xcuse that she’s terribly busy, she was absent from every meeting besides the first. But when 

presentation day came, she complained that the outcome was subpar and that we should have done better. 

I’m so upset about her. 

 

진짜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 본다.  

Looking at her, I thought I should never be like her, ever.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대학 다니면서 별별 사람 다 겪을 거라고 한다.  

I told the story to my sister, and she said it’s just the beginning and that I’ll come to see a wider variety of 

crazy people. 

 

자료 조사 제대로 안 해오는 사람, 발표날 안 오는 사람,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사람 등 여러 사례가 많단다. 

According to her, there are those who don’t do their share of research, those who don’t come to class on 

presentation day, and those who can’t even be contacted.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독여 가며 대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잖아.  

That means I’ll have to go through college life babysitting these people! 

 

언니 말로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스스로 컨트롤 하는 법을 배우는 장점도 있으니 좋게 생각 하란다.  

She reassured me that by having to deal with these people I’ll learn self-control. In that sense, it may not be 

so bad. 

 

어쨌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I just hope I’ll have only good people as my group project me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