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내가 하고 싶은 일
오늘은 우리 반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 11월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대해 상담을 한 것이었다.
자율학습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와서 나를 깨웠다. 처음에는 자
고 있다고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셨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선생님은 책상 앞에 나를 앉히셨다. 그러고는 나에게 가고 싶은 대학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특별히 가고 싶은 대학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패션에 관심이 많
기 때문에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다. 내가 직접 만든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내 점수 정도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라면서 적당한 대학교를 몇 군데 골라 주셨다. 나는 선생님이 학교만 이야기하
고 전공은 묻지 않는 게 이상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남자가 무슨 디자이너냐면서
그냥 법대나 공대에 가라고 하셨다. 요즘은 그쪽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유명한
남자 디자이너도 많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선생님이 내 꿈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그제야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돌아온 친구들의 표정이
불쾌해 보였는지 알 수 있었다. 선생님
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왔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이곳은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벼농사에 특히
① 불쾌하다

② 유리하다

2. 엄마는 맨날 내 말을
① 무시해서
3. 아빠한테
① 말이 통한

③ 행복하다

.
④ 불가능하다

정말 기분이 나빠요.
② 전공해서

③ 상담해서

④ 원해서

동생이 방에 들어와서 계속 울었다.
② 엎드린

③ 맞춘

④ 혼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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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사람은 아마
① 학부모

인 것 같다.
② 고등학생

③ 회사원

2. 선생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은

④ 디자이너

.

① 기분이 좋았다

② 선생님에게 미안했다

③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④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3. 이 사람은 선생님과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①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

② 행복하게 사는 방법

③ 학교 생활이 힘든 이유

④ 시험 점수가 떨어진 이유

4.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① ‘나는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② ‘패션을 전공하려면 대학에 가야겠지?’
③ ‘어떻게 해야 취직을 쉽게 할 수 있을까?’
④ ‘선생님은 왜 내 꿈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지?’
5.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선생님에게 상담을 부탁했다.
② 수업 시간에 잔다고 혼이 났다.
③ 친구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④ 전공에 대한 생각이 선생님과 달랐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맞추다

의상

권하다

진학하다

나는 오늘 선생님과 _______________고 싶은 대학과 전공에 대해 상담을 했다.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
기 때문에 _______________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성적에 _______________어서/아
서/여서 대학에 갈 것을 계속 _______________었다/았다/였다. 그래서 내 꿈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선생님
은 내 말을 무시하셨다.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빴다.

©OhMyKorean.com

답
단어 연습
1.②

2.①

3.④

내용 이해
1.②

2.③

3.①

4.④

4.④

요약
진학하고, 의상, 맞춰서,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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