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사
오늘은 아주 피곤하고 힘들면서도 동시에 아주 설레고 신나는 날이었다. 바로 이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21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독립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짐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싸 놓았기 때문에 오늘은 짐을 새 집으로 옮겨서 정리만 하면 됐다.
나는 이삿짐센터에서 1톤 트럭을 한 대 빌려서 아침부터 친구들과 함께 짐을 옮겼다. 이삿짐센터
직원들도 3명이 왔는데 모두 우리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아주 힘이 세고 능숙하게 일하셔서 생
각보다 빨리 일이 끝났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짐을 옮길 때마다 긁히거나 깨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더욱 믿음이 갔다. 내 친구들도 열심히 이사를 도왔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점심 무렵에 떠났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지만 괜찮다고 하셔서 나
는 친구들하고만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 열심히 일한 후에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다. 자장면
을 먹고 나서 우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을 책꽂이에 꽂고 옷을 옷장에 걸었다. 짐을 정
리하다 보니 이사하기 전에 많이 버렸는데도 여전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구경하러 오셨다. 어머니는 선물이라면서 수저와 냄비, 도마,
부엌칼, 그릇 같은 주방용품들을 가져 오셨다. 어머니의 선물을 보니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서 슬펐다. 그리
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어머
니를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게 속
상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일부러 더욱 씩씩한 척했다.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
아, 피곤해. 이제 그만 자야겠다. 새 집
에서 맞는 첫날 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치마와 바지, 티셔츠, 양말을
① 짐

② 책꽂이

2. 집에 오신 손님들에게 음식을
① 대접했어요

② 움직였어요

3.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나빠서
① 꼼꼼해요

에 넣었어요.

② 씩씩해요

③ 옷장

④ 주방용품

③ 믿음이 갔어요

④ 정리했어요

.

.
③ 설레요

④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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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아래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쓰세요.
① 이 사람은 전에 혼자 산 적이 있다.

(

)

② 이 사람은 오늘 급하게 이삿짐을 쌌다.

(

)

③ 친구들의 차를 빌려서 이사를 했다.

(

)

2.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

① 일을 천천히 했다
② 경험이 많지 않았다
③ 이 사람보다 어려 보였다
④ 다들 일을 아주 잘했다
3. 이 사람은 짐을 정리하다가

놀랐다

①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② 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③ 소중한 물건이 깨져서
④ 꼭 필요한 물건을 안 가져와서
4. 이 사람은 집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① 슬프고 좀 속상했다.
② 피곤해서 좀 귀찮았다.
③ 방이 더러워서 부끄러웠다.
④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안했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드디어

주방용품

실감나다

정리하다

나는 오늘 이사를 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____________ 독립을 하게 되어서 설
렜다. 이삿짐센터 아저씨들과 친구들이 도와줘서 생각보다 쉽게 이사가 끝났다. 점심에 친구들과 함께
자장면을 먹고 나서 짐을 ____________었다/았다/였다. 저녁이 되자 부모님께서 집을 구경하러 오셨다.
여러 가지 ____________을/를 사 오셨는데, 그걸 보자 집을 떠났다는 것이 _____________어서/아서/
여서 조금 슬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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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③

2.①

3.④

내용 이해
1.X/X/X

2.④

3.②

4.①

요약
드디어, 정리했다, 주방용품, 실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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