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닷가에서
나는 바다에 자주 간다. 우리 집에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다가 있어서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다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수영을 한다. 바닷가에는 게도 있고 조개도 많다. 예쁜 불
가사리도 있다.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가서 게나 조개를 잡기도 한다. 그리고
예쁜 조개 껍질을 발견하면 책상 서랍에 모아 두기도 했다. 이렇게 바다가 집 가까이에 있어서
참 좋은데 가끔은 싫은 일도 있다.
오늘은 점심을 먹고 언니랑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아주 큰 게 한 마리를 발견했다. 너무 커서
좀 무서웠지만 신기하기도 해서 가만히 지켜 봤다. 나는 언니에게 게를 잡자고 했지만 언니는 너
무 커서 잡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게가 도망칠 까 봐서 계속 지켜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그 못된 게가 집게로 내 손가락을 꽉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손을 흔
들었지만 게는 손가락을 놓아 주지 않았다. 언니는 나한테 손을 물 속에 넣으라고 했다. 언니
말대로 얼른 바다로 달려가서 손을 넣었더니 게는 내 손가락을 놓고서 다시 모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손가락을 보니 빨갛게 부었지만 심
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언니가 없었다면 큰일날 뻔했
다. 앞으로는 꼭 바다에 놀러 갈 때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그리
고 게를 만났을 때에는 조심해야겠
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할머니께 귤
① 껍질
2. 개가 사람을
① 붓지

을/를 까서 드렸어요.
② 모래

③ 조개

않게 잘 묶어 두세요.
② 물지

③ 넣지

3. 우리가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걸 부모님이 아시면
① 조심할

④ 집게

② 발견할

④ 잡지
텐데...

③ 지켜 볼

④ 큰일날

©OhMyKorean.com

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① 조개를 모았다.
② 손가락을 다쳤다.
③ 언니하고 산책을 했다.
④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
2. 이 사람이 본 게는

.

① 아주 맛있었다
② 작고 귀여웠다
③ 집게로 손가락을 물었다
④ 바다로 달려가서 숨었다
3. 언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① “손을 물 속에 넣어!”
② “나는 게를 잡기 싫어.”
③ “다음에 또 바다에 놀러 가자.”
④ “우리 같이 게를 구경하자.”
4. 이 사람은 이제

.

① 병원에 갈 것이다
② 언니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③ 다시는 바다에 가지 않을 것이다
④ 바다에서 수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내밀다

모으다

놓다

만지다

나는 바닷가 근처에 산다. 시간이 있으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조개 껍질을 ________________도 한
다. 오늘은 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걷다가 큰 게를 보았다. 언니는 보기만 하고 _________________
말라고 했는데 나는 언니 말을 듣지 않았다. 게에게 손가락을 ________________었는데/았는데/였는데
게는 집게로 손가락을 물었다. 언니가 하라는 대로 손가락을 얼른 바다에 넣었으니까 게는 내 손가락
을 ________________어/아/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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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②

3.④

내용 이해
1.③

2.③

3.①

4.②

요약
모으기, 만지지, 내밀었는데,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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