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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Goals, Smart Success

Have you written down your New Year’s resolutions? 

There are many types of resolutions. Every student 

sets goals to improve his or her life in some way or 

another. 

However, they have some difficulties in achieving 

their goals. What can they do to stay on track? Let’s 

take a look at three students who have different 

goals. They need some advice on how to succeed.

• 의문사 + S + should + R = 의문사 + to R

Min Jisu (18)

People say I am smart because I get good grades in 

my classes. However, they give more praise to my 

cousin, Yonghun, because he sometimes gets better 

grades. I have studied past midnight almost every 

day, but my grades are not improving. It’s frustrating. 
f r u s t r a t e d ( X )

번역 

여러분은 새해 결심을 적어 두었는가? 다양한 종류

의 결심이 있다. 모든 학생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세 명의 

학생들을 살펴보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민지수 (18세)

사람들은 제가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때문에 

영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제 사촌인 용훈 

이를 더 많이 칭찬해요. 그 애가 가끔 더 좋은 성적

을 얻기 때문이죠. 전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공부를 해 왔지만 제 성적은 나아지지를 않아요. 암

담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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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Yonghun doesn’t seem to study 

hard. He often gets together with his reading club 

members or hangs out with his friends on 

weekends. I thought that I could do anything if I just 

worked hard. What can I do to get better grades?

Answer: Jisu, here are a couple of tips for you. First, 

make sure the goal is what you really want to 

achieve. Do you really want to get the best grades 

for your own satisfaction, or are you just trying to 

satisfy someone else’s expectations? 

Figure out what you expect of yourself, and then go 

for it! Second, many students say they want to 
목 적

improve their grades, but this is not a very specific 

goal. What kind of grades do you want, and in which 
어 떤 . .

subjects? 

For example, determine which subjects are giving 
의 문 형 용 사

you the most difficulty and set specific goals, like "I 

will study math for one hour a day."  By making your 

ultimate goals more specific, you will be able to get 

results more quickly.

번역

반면에 용훈 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애는 자주 독서 동아리 회원들과 어울리거나 주

말마다 친구들과 나가 놀아요. 저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지수 양, 여기 당신을 위한 조언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그 목표가 당신이 진정으로 성취하고 

싶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당신은 자기 자신의 만족

을 위해서 최고의 성적을 얻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저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파악하

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세요! 둘째, 많

은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것

은 아주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어느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원하나요?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운지 정하고 “나

는 하루에 한 시간씩 수학을 공부하겠다.” 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최종 목표를 더 분명하

게 만들면 좀 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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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Denton (18)  

My goal is to buy a brand new, top-of-the-line tablet 

PC. I got my older sister’s laptop computer two years 

ago, and she had used it for one year.  It’s not cool 

or useful. I can get a brand new tablet PC for $900. 

I got a part-time job, but I don’t earn much money. I 

have only saved about $100 a month since 

February. It will take  me almost a year to buy the 
걸리다(시간)

tablet PC I want! My mom suggested that I buy  a 
(should)buy

cheaper new tablet PC that doesn’t have all the 

features. But I’m tired of compromising! I want the 
특 별 한 기 능

best!

• 접속사 since: ~때문에(주절에 현재완료가 없을때), ~이후로(주
절이 현재완료) / 전치사 since: ~이후로

Answer: Steve, it’s very easy to be tempted by nice 

things that others have. However, remember that 

these things don’t always bring happiness. 

Sometimes, they can bring stress: imagine how you 

would feel if you dropped or lost your new, expensive 

tablet PC.

• 부분부정 : not + 전체( all,both, every, always, 

completely, absolutely, necessarily): 주제문

Steve Denton (18세)

  

제 목표는 최고급의 새 태블릿 PC를 사는 거예요. 

전 2년 전에 누나의 노트북 컴퓨터를 받았어요. 누

나가 1년 동안 썼던 거죠. 멋있거나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900달러면 새 태블릿 PC를 살 수 있어요.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

요. 2월부터 한 달에 100달러 정도 밖에 모으지 못

했어요. 제가 원하는 태블릿PC를 사려면 거의 1년

은 걸릴 거예요! 엄마는 특별한 기능들을 모두 갖추

지 않은, 값이 더 싼 새 태블릿 PC를 사라고 제안

하셨어요. 하지만 전 이제 타협하는 데 지쳤어요! 

저는 최고를 원해요! 

[답변] Steve,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물건에 유혹당하기는 아주 쉬워요. 하지만 그런 물

건들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새로 

산 비싼 태블릿 PC를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린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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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ouldn’t cause you as much distress if the PC you 

broke or lost didn’t cost you nine months’ salary! 

Also, it’s just not realistic to try and buy everything 

that we want. Sometimes, it is important to lower our 

expectations and shoot for things that are within 

reach. Set realistic goals and you will not be setting 

yourself up for disappointment.

Liwen Cheng (18)

I want to get in better shape, but I seem to hate 

exercising. My mom suggested I use  our treadmill 
(should)use

at home, but I got bored with it after just one week. 
bor ing(X)

Then my dad suggested I go running outdoors with 

him, but after a few times, my legs really hurt. 

I started making excuses, and finally my dad 

stopped asking me to go running with him. I am not 

seeing any progress on my goal to become more 
수식

fit.

번역

당신이 부서뜨리거나 잃어버린 PC를 사는 데 아홉 

달치 월급이 들지 않는다면 그만큼 속상하지는 않

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써 

보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범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실

망을 자초하는 일은 없겠지요.

Liwen Cheng (18세)

  

저는 더 건강해지고 싶지만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저보고 집에서 러닝머신을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딱 일주일 만에 질려 버

렸어요. 다음엔 아빠가 같이 밖에서 달리기를 하자

고 하셨지만 저는 몇 번 하고 나니 다리가 정말 아

팠어요. 

저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빠는 함께 달

리러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게 되셨어요. 저는 더 

건강해지자는 제 목표를 향해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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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Liwen, it seems that you get bored too 

quickly to see any progress. You should join an 

exercise club or a sports team to find others who are 
목적

also interested in being fit. 

By working with other people who are going for the 

same goal, you will have psychological support, and 

you might also learn different techniques that will 

help you achieve your goal. 

And remember to keep a record of your progress. 
기 록 하 다

Note how far you can run every day without 

stopping and how well you can do a certain exercise 

day by day. 

• forget / regret / remember + ing(과거) / to do(미래)

By noting your progress, you can see how your 

effort is paying off, and you won’t get bored! As you 
bor ing(X)

can see, there are many ways to overcome 

obstacles in achieving your goals.

You can adjust your goals, or break your big goal 
a d a p t t o

into a series of smaller ones. Every small success 

you have on the way will get you closer to your 

ultimate goal. 

Every failure you have on your way will teach you 

something valuable about yourself, and make your 

final success that much sweeter!

번역

[답변] Liwen, 당신은 너무 빨리 지루함을 느껴서 

어떤 진전도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운

동 동호회나 스포츠 팀에 들어가서 건강을 유지하

는 데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함

으로써 당신은 심리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고, 당신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기

법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진전 과정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멈추지 않고 매일 얼마나 멀리 달

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일매일 적어 두세요. 

당신의 진전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당신의 노력이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볼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은 지

겨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았듯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다. 

여러분의 목표를 저장하거나 큰 목표를 일련의 작

은 목표들로 쪼갤 수도 있다. 도중에 이루는 모든 

작은 성공이 여러분을 최종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

갈 것이다. 

도중에 겪는 모든 실패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소중

한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최종적인 성공을 그만큼 

훨씬 더 달콤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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