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잃어버릴 뻔했어
오늘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던 날이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어깨도 뻐근
하고 다리도 아파서 가방을 잠시 선반에 올려 놓았다.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가
나서 얼른 친구와 함께 앉았다. 자리에 앉고 보니 졸음이 쏟아져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내릴 역
까지 와 버려서 허둥지둥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지하철에서 내리고 보니 가방을 놓고 내린 것이 생각났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가방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려는데 핸드폰도 가방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친구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지하철 역무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역무원 아저씨는 내 말을 한참 듣고서는 그
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번 해 보자고 했다. 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진동이 울릴 테고 그러면
내 친구가 그 핸드폰을 받고 내 가방을 챙겨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면서 내 전화번호를 알려 드렸다. 그리고 내 친구
가 아직 내리지 않고 내 전화를 받아 주기를 간절히 바랐
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에는 받지 않더니 서너 번 더 전화
를 하자 겨우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내 친구가 아닌 어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를 해 보니 내 친구는
이미 내린 모양이고 그 여자는 근처에 서 있었는데 계속
휴대폰 진동이 울리길래 누가 가방을 잃어버렸나 싶어서 전
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가방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말 십년 감수했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자초지종
1. 아침에

허둥지둥

뻐근하다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 잊어 버렸다.

2. 그는 변호사에게
3.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온몸이

을/를 한참 이야기했다.
어요/아요/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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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사람은 가방을 찾으려고

.

① 분실물 센터에 연락했다
② 역무원의 도움을 받았다
③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을 했다
④ 택시를 타고 다음 역으로 갔다
2. 가방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나

② 친구

3. 이 사람은

③ 역무원

④ 모르는 여자

친구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① 핸드폰이 가방에 있어서
②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③ 친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④ 친구에게는 핸드폰이 없어서
4. ‘십년 감수했다’라는 건

뜻이다.

①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는
② 언제나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③ 어디에나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④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잘 끝났다는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급하다

사정

다행히

포기하다

오늘 나는 집에 올 때 가방을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앉아서 졸다가 ___________게
내리는 바람에 그만 가방을 두고 내려 버렸다. 같이 지하철을 탔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 볼까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_______________었다/았다/였다. 역무원에게 가서 ____________을/를 이야기했더니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자고 했다. 전화를 하니까 ____________ 어떤 여자가 받아서 자기가 가방을
챙겨 두겠다고 했다. 나중에 가방을 받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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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허둥지둥

2.자초지종

3.뻐근했어요

내용 이해
1.②

2.④

3.①

4.④

요약
급하게, 포기했다, 사정,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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