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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tart on a New Semester

Now that winter break is ending, it is time to think 
방 학

about the coming spring semester. I’m looking 
다 가 오 는

forward to meeting new friends and teachers in a 

new environment. This time around I also want to 
이 번 에

be a better student and friend. Before that can 
대명사

happen, I'll need to change a few things.  

 

Thinking of bad habits and setting goals give me 
세 우 는 것

something to work towards. First, I make a list of bad 
노 력 해 나 아 가 다 목록을

habits that I want to quit / to help me become a 
목적

better student. After identifying problematic things / I 
확 인 한 뒤 에  문 제 가 있 는

do, I try to find ways to stop them. 

Every semester, I try to focus on one or two bad 
학 기 마 다

habits to break. I also create a list of goals that I try 
없애야 할

to accomplish each semester. Having a few goals 
성 취 하 다

is  always a good way to make me more motivated.
are (X) 동 기 부 여 하 다

 So here are my lists. I'll post updates now and then, 
종 종

so  everyone can see how I’m doing. I hope with 
so that

your love and support that I'll do away with my bad 
애 정 지 지 버 리 다

habits and achieve my goals this semester.  
성 취 하 다

• now and then, sometimes, occasionally,on 
occasions, at times, (every) once in a while, from 
time to time, off and on

새 학기의 새로운 시작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나가니까, 다가오는 봄 학기를 

생각해야 할 때야. 난 새로운 환경에서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기대돼. 또한 이번에는 이전

보다 더 나은 학생, 더 나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

기 전에, 나는 몇 가지를 바꿀 필요가 있지.

 

나쁜 습관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목표를 세우는 것

은 내가 앞으로 노력해 나아가야 할 무언가를 제시

해 줘. 우선, 나는 더 나은 학생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의 목록을 작성할 거야. 나의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확인한 뒤에 그것들을 그만두기 위

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거야. 

매 학기마다 나는 없애야 할 한두 가지 나쁜 습관들

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각 학기에 성

취해야 할 목표들의 목록도 작성해. 몇몇 목표를 세

우는 것은 동기가 더 부여되도록 하는 데 항상 좋은 

방법이 돼.

 

여기 나의 목록이야. 내가 종종 업데이트 내용을 올

릴 거니까. 내가 잘 해나가는지 모두 볼 수 있을 거

야. 너희들의 애정과 지지로, 나의 나쁜 습관을 버

리고 이번 학기에 내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

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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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s to Break

• Procrastination - I get stressed-out because I put 

things off until I can't afford to do so any longer.  

• Staying Up Late - I often go to bed late and get up 

late. This makes my mornings really busy while 

getting ready for school.  

• Being Unprepared - I feel left out of group 

discussions in class because I don't spend enough 

time preparing at home. It is awkward not to talk 

while people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discussion. 

• Too Much Time on the Computer - I often spend too 

much time playing computer games. I must use my 

computer time wisely because gaming does not 

really help me reduce stress any more.  

• Unnecessary Cell Phone Use - I waste too much 

time sending text messages and talking on the 

phone. 

없애야 할 습관들

미루기 -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까지 일을 미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늦게까지 깨어 있음 - 나는 종종 늦게 잠자리에 들

고 늦게 일어나. 이것은 등교 준비를 하는 아침을 

아주 바쁘게 만들지.

준비되지 않음 - 나는 집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

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 그룹토론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어. 사람들이 토론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색해.

너무 많은 컴퓨터 사용 시간 - 나는 종종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해. 게임이 더 이상 스트

레스를 해소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

문에, 컴퓨터 사용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해.

불필요한 휴대 전화 사용 - 나는 문자 메시지를 보

내고 전화 통화를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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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to Achieve

• Studying in the Library - It is a lot easier to study at 

the library with friends than alone at home. 

• Communicating with Teachers - Ask them more 

questions in class and talk to them during office 

hours or through emails. 

• Time Management - Make the most of my time after 

classes and on weekends for studying or outdoor 

exercises. 

• Better Note-Taking - The notes I usually take are 

missing many key points and this hurts when 
피해를 보다

studying for examinations.  

• Extra-Curricular Activity - Join or form a singing 

group. This will really help me make friends with 

people who are not in my classes.  

Of course, it will be really hard to stick to my goals. I'll 

make a strong effort though, to quit bad habits, and 

also to accomplish the goals I set. 

Now that I have made lists of all of my bad habits, as 

well as my goals for the semester, I hope you'll do 

the same. Believe me it really will pay off. 

성취해야 할 목표들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 도서관에서 친구와 함께 공

부하는 것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공

부하기 쉽지.

선생님과 의사소통하기 -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근무 시간 동안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선생님과 이야기할 거야.

시간 관리 - 공부와 야외 활동을 위해 방과 후나 주

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지.

필기 더 잘하기 - 내가 보통 하는 노트 필기는 많은 

요점을 놓쳐서, 이것 때문에 시험공부를 할 때 피해

를 보고 있어.

과외 활동 -  노래 동아리를 만들거나 가입할 거야. 

이렇게 하면 같은 반이 아닌 친구들을 사귀는 데 정

말 도움이 될 거야.

물론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 하지만 나

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또한 내가 세운 목표들을 달

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내가 새 학기를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나

쁜 습관에 대한 목록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너희들

도 똑같이 하기를 바란다.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테니 나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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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mecool (2013/02/07 19:37)

 Great list! I had a really hard time getting into 

gear last semester. And I was researching ways to 

optimize my study habits when I landed on your site. 

Your suggestions will help me greatly. Thank you.

sunnysun (2013/02/08 21:29)

Procrastination has always been my worst enemy. I 
미 루 는 습 관 은 . . . . . . . . . .

plan to start on assignments the day I get them. 

alexandjune (2013/02/08 23:15) 

 Along with not letting assignments slide, I think that 

not sending text messages in class needs to be my 

second goal! I often miss teachers’ key points. 

gonnabeanactor (2013/02/09 13:07)

 I really love the idea of studying at the library 

because it has fewer distractions, which helps my 

concentration. 

sweetsixteens (2013/02/09 20:03)

 To improve your study habits, joining study groups is 

also a great idea. We can rely on study groups to 

help us improve on our weakest subjects. In brief, 

this is a great way to study and make friends at the 

same time.

callmecool

멋진 목록이네! 나는 지난 학기를 시작하는 데 정말 

애를 먹었어. 그리고 나는 나의 공부 습관들을 최적

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너의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어. 너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마워.

sunnysun

미루는 습관은 내게도 항상 가장 나쁜 적이었지. 앞

으로 숙제는 받는 그날에 바로 시작하려고 해.

alexandjune

숙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수업 중에 문자메

시지를 보내지 않기가 내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해! 나는 종종 선생님들의 요점을 놓치곤 해.

gonnabeanactor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좋

아.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이 적고, 그게 바로 집중력을 도와주니까.

sweetsixteens

네 공부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스터디 그룹에 참

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가장 취약한 과

목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터디 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공부도 하고 동시

에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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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am (2013/02/10 14:11)

Your posting reminded me of my schooldays. At one 

time, I worked on a month-long project that required 

me to read so many articles. I managed to finish 
기 사

because I read several articles each weekend. I 

stuck to that plan no matter what happened. In the 

end, I finished that project and handed it in on the 
제 출 했 다

due date. It’s a nice idea to set goals, but planning 

and determination are very important, too.
결 심

c’estlavie (2013/03/14 17:25)

I recommend keeping a diary in addition to the 

blog. You can write in your diary even when you have 

nothing special to say. Keeping a diary is a good 

habit for reflecting on your life.
되 돌 아 보 다

 

rosebush (2013/03/16 22:47)

 I like your goals. As for me, it’s good to be a better 

person by saying kind words to friends at least once 

a day, or try to do something - at least once a week - 

to help neighbors. You should try it, too!

carpediem (2013/03/27 23:09)

 Wow, these are great tips! I had difficulties with my 

studies, but after putting some of your tips into use, 

I've managed to improve my grades. Once again, 

thank you for sharing. 

iamsam

네 글이 내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했어. 그 당시 나

는 아주 많은 기사를 읽어야 했던, 한 달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했었어. 매주 주말마다 여러 기사들을 

읽어서 간신히 끝낼 수 있었지. 나는 무슨 일이 일

어나든 그 계획을 고수했어. 마침내 나는 그 프로젝

트를 끝냈고, 정해진 날에 그것을 제출했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계획과 결심 역시 매

우 중요해.

c'estlavie

난 블로그 뿐만 아니라, 일기를 써 보라고 권하고 

싶어. 특별히 쓸 게 없는 날에도 일기를 쓸 수 있어. 

일기를 쓰는 것은 너의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습관

이야.

rosebush

나는 네 목표들이 맘에 들어. 내 생각에 적어도 하

루에 한 번씩 친구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보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해봐!

carpediem

와 훌륭한 조언들이야! 나는 공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가 말한 조언들 중 몇 가지를 실천한 후

에 성적을 올릴 수 있었어. 다시 한 번, 정보를 공유

해 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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