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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ies and Advice

Julie's friends love chatting online. When one person 
온라인상에서

writes about his or her worries, everyone gives good 
올 리 다 고 민 을

advice. Let us take a look at some messages from 

Julie's chatroom that they have posted.
게 시 하 다

Julie: 

I have a friend whom I'll call "Suzie." We used to be 

pretty close, but then a girl I'll call "Mary" said to 

Suzie that I had told lies about her.
Suzie

• used to: 과거에 ~였다(과거시제;지금은 아니다: 동작, 상태 = would: 
동작) / be used to do (목적:~하기위해 사용되다; 사물주어)/ 
be(get) used(accustomed) to N(~에 익숙하다;사람주어)

Now, "Suzie" doesn't believe me anymore. This 

situation is so annoying! What can I do?

Ken : 

This is something you'll have to wait out. Suzie will 
시 간 이 해결해 줄

find out who her true friend is. Still, be there for her 

even though she may not know it.Eventually, 

everybody will find out that Mary has been lying.

번역

Julie의 친구들은 온라인 채팅을 좋아한다. 한 사람

이 그의 혹은 그녀의 고민을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충고를 해 준다.그들이 올린 Julie의 채팅룸에 

있는 몇 개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자.

Julie:

내 친구 중에 'Suzie'라는 애가 있어.

우린 꽤 친했지. 그런데 어느 날 'Mary'라는 애가 

‘내가 Suzie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Suzie에게 

말했어.

지금 'Suzie'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아. 이런 상황

이 너무 짜증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Ken :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야. Suzie는 누가 진정

한 친구일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넌 Suzie 옆에 있어 줘. 결국엔 

모두 Mary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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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 

These people you call friends are obviously not what 
분 명 히

they seem to be. Perhaps they've changed and no 

longer are able to fill  the position of "friend" for you. 
채우다

If Suzie were a real friend and saw you as one, she 

would know that you wouldn't say anything bad 
bad anything (X)

about her. Just let it pass, and eventually she'll 
그 냥 잊 어 버 려

come to her senses. If she doesn't , move on and 
제 정 신 이 들 거야 dosen't come ~

find better people to be friends with.

Andy: 

In high school, these kinds of things are going to 

happen all the time. The best thing to do is talk to 

them face to face about it. 

Tell Suzie you didn't say bad things about her. Then, 

confront Mary and ask her why she made stuff up.

Irene: 

네가 친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겉보기와 

다를 거야.아마도 그들은 변했을 거고, 더 이상 너를 

위해 ‘친구’의 자리를 채워줄 수 없을지도 몰라.

만약 Suzie가 진정한 친구이고, 너를 친구로 여긴

다면, 그녀는 네가 그녀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

을 거라는 사실을 알 거야.그냥 잊어버려, 그럼 결

국 그녀도 제정신이 들 거야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냥 넘어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 봐.

Andy: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

아.제일 좋은 건 그것에 대해 직접 얘기하는 거야. 

Suzie한테 네가 그녀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

다고 말해

그리고나서, 직접 Mary와 대면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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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I don't want to sound really stupid by asking this, but 

I'm 171 centimeters tall and I'm worried that I won't 

grow any taller. As you know, I'm already 17 years 

old, and neither of my parents are tall. 

So, I'm taking calcium supplements and herbal 
보 충 제

medicine that people say are good for height. But 
한 약

are these helpful? What do you think?

Dan: 

I really don't think you should be worried about your 

height. Actually, 171 centimeters is a decent height. 
적 당 한

In fact, it's just about average. Besides, height 

doesn't matter.
중 요 하 다

My elder brother Steve, who isn't tall, is really 

popular in his class because he has a great 

personality. Focus on your good points rather than 

just your height.

Julie: 

I'm not sure / calcium supplements and herbal 

medicine are necessary or even very effective.

If I were you, I'd just try to eat healthy food and enjoy 

being "me." I heard stretching exercises are helpful. 

How about searching the Internet?

Ted: 

나는 이걸 물어봄으로써 정말 바보처럼 들리지 않

기를 바라는데, 내 키는 171cm이고 더 이상 크지 

않을까봐 고민하고 있어.알다시피, 나는 이미 17살

이고 부모님 중 어느 분도 키가 크지 않으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키에 좋다고 말하는 칼슘 보

충제와 한약을 먹고 있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도

움이 될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

Dan: 

나는 정말로 네가 키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고 생

각하지 않아.사실 171cm면 적당한 키라구. 사실, 

평균이지. 게다가 키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형 Steve는 키가 크지 않은데 성격이 좋기 때

문에 반에서 정말로 인기가 많아. 키보다는 너의 장

점에 집중해 봐.

Julie:

나는 칼슘 보충제와 한약이 필요한지 혹은 심지어 

효과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

내가 너라면 난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나’ 다

움을 즐길텐데. 나는 스트레칭 운동이 도움이 된다

고 들었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는 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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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I don't want to rain on your parade, but your 
실망시키다

maximum height potential is most likely determined 

by your genes.

You could get a bit taller by taking highly nutritious 

food or doing the right kind of exercises, but I doubt 

that you're going to get noticeably taller. Learn to 

accept yourself as you are.

Subin: 

I wasn't always this unfocused. At least I used to 
부 사

study about a week before exams. Now look at me! 

Last week before my exams,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my favorite TV shows. 

I was really curious about them, so I turned on the 

TV. When my mom sent me to my room to study, I 

found myself watching TV on my cellphone. 

So, I didn't get to study much and ended up getting 

terrible scores on the exams. What should I do to 

keep from doing this again?

Hannah: 

Stop to think about what to do. The answer is 

simple. Ask your parents to keep the TV off today. 

Your parents will gladly help you!

Rose: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네가 최대로 키가 클 가능

성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이 돼.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적절한 종류의 운동으로 약

간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네가 눈에 띌 만큼 더 

클 거라고는 믿지 않아.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는 법을 배워 봐.

Subin:

내가 항상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는 않았어. 최소한 

시험 일주일 전 정도에는 공부를 했다구.지금 날 

봐! 시험 전이었던 지난 주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TV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

나는 쇼가 정말 궁금해서 TV를 켰어.

엄마가 공부하라고 나를 방으로 보내셨을 때, 나는 

휴대폰으로 TV를 보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고 결국 시험에서 형

편없는 점수를 받았지.다시 이러지 않기 위해서 내

가 어떻게 해야 할까?

Hannah:

잠깐 멈추고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봐. 답은 간단해.

오늘 부모님께 TV를 꺼 달라고 부탁드려 봐. 부모

님께서는 기꺼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4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6. 12.

실용영어독해작문(천재김) 1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d: 

I used to do the same thing, and it took several 

exams for me to find a solution. You should give up 

watching TV at least two weeks before your exams.

• used to: 과거에 ~였다(과거시제;지금은 아니다: 동작, 상태 = would: 
동작) / be used to do (목적:~하기위해 사용되다; 사물주어)/ 
be(get) used(accustomed) to N(~에 익숙하다;사람주어)

• It + takes + 사람 + 시간 + to do = It + takes + 시간 + for 사람 + 
to do

 

If you don't do this, you won't be able to stop 

thinking about the next episode. But if you do, your 

curiosity will fade, and you'll find yourself breaking 

free from TV.

Julie: 

Maybe you should have a different outlook on 
관 점

watching TV. I came across an interesting quote 

recently: 

"We sit around watching all this stuff happen on 

TV ... and the TV sits and watches us do nothing! 

The TV must think we're all pretty stupid." Doesn't 

this make you want to give up watching TV?

Ted: 

나도 그랬었어.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까지 몇 번의 

시험이 지나갔어. 너는 시험 전 최소 두 주는 TV를 

보지 말아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TV 쇼의) 다음 회 생각을 멈

출 수 없을 거야.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너의 궁금증

은 사라지고 TV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

게 될 거야.

Julie: 

아마도 너는 TV시청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나는 최근에 흥미로운 문구를 발

견했어.:

‘우리는 TV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리에 앉아있지. ... 그리고 TV는 앉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봐! TV는 우리가 아

주 멍청하다고 생각할 거야.’ TV보는 것을 그만두

고 싶어지게 만드는 말이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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