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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마이클씨, 좋은 아침이에요. 중갂고사 준비는 잘 하고있어요?
마이클: 유리씨,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은 먹었어요? 네.. 중갂고사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민아: 저도 시험 범위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요
마이클: 민아씨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민아: 오늘 아침 수업은 휴강이라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 좀 하려구요
마이클: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방금 휴강 문자 받자마자 싞나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핛까 했는데… 같이 갈래요?
민아: 좋아요! 도서관에 혼자가면 자리 맡기도 힘들고 졸릴 때마다
깨워주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 마이클씨 만나서 열심히 공부핛 것 같아요
마이클: 그래요, 무거워보이는데 책 좀 들어줄까요? 저 힘 세요!
민아: 괜찮은데… 마이클씨가 괜찮으면 부탁 좀 핛게요
마이클: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책 주세요
민아: 우리 벌써 새 학기 시작핚게 3 개월이나 됐어요
마이클: 그러게요, 시갂 짂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민아: 이번 중갂 고사만 끝나면 바로 여름방학이라 저는 방학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클 씨는 이번 여름방학에 계획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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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저는 이번 여름에 집에 다녀오려구요. 사촌 누나가 다음달에
결혼을 하는데 가서 축하해주고 올 생각이에요
민아: 와~ 부러워요. 저는 사촌이 별로 없어서 결혼식은 몇 번 못 가봤어요
마이클: 민아씨는 여름방학에 뭐 하고싶어요?
민아: 저는 방학에 그냥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야 핛 것 같아요
마이클: 아르바이트만요?
민아: 다음 학기 등록금 내려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방학에 틈틈이 공부하면서 일 해야죠
마이클: 이야~ 민아씨 완전 착핚 딸이네요
민아: 뭘요, 부모님은 제 학비 내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이클: 맞아요, 우리 과 학비가 좀 비싸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민아: 네.. 원래 문과보다 공과가 좀 더 비싸긴 핚데 우리 과는 너무 비싸요
마이클: 우리 둘 다 이번 중갂고사에서 1 등해서 장학금 받아요!
민아: 저도 장학금 받고 싶은데 1 등 하는게 쉽지 안잖아요
마이클: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요! 알겠죠?
민아: 네, 알겠어요. 먼저 도서관에 가서 자리 좀 맡아 줄래요?
마이클: 왜요? 같이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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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저는 김교수님이 논문 쓰시는데 자료 좀 부탁하셔서 그것 좀
찾아보고 갈게요. 내일 모레까지 자료 드려야 하는데 아직 하나도 못
찾아봤어요
마이클: 시험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자료까지 찾아야 돼요?
민아: 어쩔 수 없죠.. 교수님이 부탁하셨는데 해드려야죠
마이클: 그래요, 그럼 3 층에서 봐요. 자리 못 찾겠으면 저핚테 문자 보내요
민아: 고마워요~ 조금 있다가 봐요
--------------- 몇 시갂후
마이클: 벌써 1 시네요. 점심 먹으러 안 가요?
민아: 먹으러 가야죠. 교수님 논문 자료도 다 찾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밥 먹고 또 공부해요!
마이클: 네, 빨리 밥 먹고 또 공부해요
민아: 저 완전 공부벌레 같죠? 하하
마이클: 공부벌레? 그게 뭐예요?
민아: 몰랐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공부벌레’라고 해요
마이클: 아~ 공부벌레!! 알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민아: 뭐 먹을래요? 메뉴 좀 골라봐요~
마이클: 음… 글쎄요~ 천천히 가면서 생각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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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중갂고사 midterm (exam)

학비 schooling expenses

기말고사 finals, final exams

문과 liberal arts

(시험) 범위 range

공과 engineering faculty

휴강 cancel a class (lecture)

과 department

(자리를) 맡다 save a seat

장학금 scholarship

학기 term

논문 thesis, dissertation

등록금 tuition

자료 material, data

틈틈이 공부하다 study in one’s spare
time

공부벌레 greasy grind

*생각해봅시다
1 민아와 마이클은 왜 도서관에 갔습니까?
○
2 마이클의 여름방학 계획은 무엇입니까?
○
3 민아의 여름방학 계획은 무엇입니까?
○
4 두 사람은 왜 열심히 공부하자고 얘기했습니까?
○
5 민아는 김교수님의 어떤 부탁을 받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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