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아버지와의 낚시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낚시를 하
러 가자고 하셨다. 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
는데 그때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면
서 거절했다. 왠지 또 거절하기도 죄송스
럽고 마침 오늘은 공휴일이기도 해서 그러
자고 했었다.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낚시 도
구들을 챙기셨다. 어머니께서 아침을 먹으
라면서 깨우셔서 거실에 나갔더니 아버지
는 벌써 낚시를 나갈 준비를 다 하신 상태였다. 나도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아들과 처음 하는 낚시라서 그런지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좀 들뜨신 것 같았다.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다. 아버지하고 단둘이 오랫동안 차를 타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왠지 어색했다. 조수석에 탄 아버지도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바닷가에
도착한 후에도 적당한 자리를 잡고 낚시할 준비를 하기까지는 우리 둘 다 별로 말이 없었다. 나
는 낚시가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기초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
미끼를 던지고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입질을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회사 일은 어떠냐고
조용히 물으셨다. 생각해 보니 아버지하고 회사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차근
차근 말씀드리자 아버지도 퇴직하시기 전의 회사 생활 경험을 들려 주셨다. 요즘 만나는 사람은
없냐시길래 연애도 귀찮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
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이렇게 오래 대화를 나눈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랑 자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내지 못했
던 것 같다.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기는 별로 못 잡았지만.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들뜨다

거절하다

1. 꼭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는 차갑게
2. 내일은 드디어 여행을 떠나요. 너무
3. 소개팅을 나가면 언제나

어색하다
었어요/았어요/였어요.
어서/아서/여서 오늘은 못 잘 것 같아요.

어서/아서/여서 말을 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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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사람과 아버지는

.

① 둘 다 낚시를 좋아한다
② 같이 여행을 자주 간다
③ 요즘 좀 서먹서먹해졌다
④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2.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아들에게 먼저 낚시를 제안했다.
② 낚시하기로 한 날에 늦잠을 잤다.
③ 낚시하러 갈 때 직접 운전을 했다.
④ 아들에게서 낚시하는 방법을 배웠다.
3. 이 사람과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①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
② 아버지의 직장 경험에 대해
③ 이 사람의 회사 생활에 대해
④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애에 대해
4. 아버지와 낚시를 다녀온 후에 이 사람은

.

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신났다
②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했다
③ 어색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④ 오랜만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흐르다

잡다

제안하다

사라지다

나는 오늘 아버지하고 낚시를 하러 갔다. 전에도 몇 번 _____________었는데/았는데/였는데 바빠서
못 갔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함께 바닷가로 갔다. 가는 도중에는 좀 어색해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를

_____________고

앉은

후에도

별

말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좀

_____________자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_____________은/
ㄴ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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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거절했어요

2.들떠서

3.어색해서

내용 이해
1.③

2.①

3.④

4.④

요약
제안했는데, 잡고, 흐르자,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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