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잠을 잘 수가 없어
젠장!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피곤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
기 때문이다. 위층에서 밤중에도 계속 쿵쾅거려서 도저히 잠
을 잘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따지러 올라갈까 하다가 혹시
무서운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면 어쩌나 싶어서 그만두었다.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교수님한테 지적을 받았다.
지난주에 부동산 아주머니하고 방을 보러 왔을 때에는 낮
이어서 그랬는지 아주 조용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시간
이어서 그렇게 조용했던 것 같다. 막상 이사를 와서 저녁이
되니까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고 집에는 밤늦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녁을 집에서 요리해 먹으려던
이사 전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
학교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나보고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면서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또 어떤 친구는
어린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자라나는 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니 내가 참아야 한다
는 것이다. 나는 그 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기본적인 질서와 예절 정도
는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친구들이 모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나는 더 화가 났다.
그나저나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다시 윗집에 아이들이 돌아와서 뛰어다닐 텐데 걱정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층에 올라가서 따져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집을 또 알아봐야 하는
걸까?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꾸벅꾸벅 졸다

물거품이 되다

편을 들다

1.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시길래 저는 엄마

었어요/았어요/였어요.

2. 지하철 의자가 따뜻해서 출근길에 계속

었어요/았어요/였어요.

3.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다

었어요/았어요/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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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사람은 오늘 왜 피곤했나요?
① 잠을 잘 못자서

② 숙제가 많아서

③ 친구들하고 싸워서

④ 집에서 운동을 해서

2. 이 사람이 오늘 한 일은 무엇입니까?.
① 수업에 결석했다.
② 부동산 아주머니를 만났다.
③ 위층에 사는 사람들과 싸웠다.
④ 친구들한테 고민을 이야기했다.
3. 이 사람이 이 집을 구경했을 때에는

.

① 낮이었기 때문에 조용했다
②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③ 너무 시끄러워서 신경이 쓰였다
④ 위층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4.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사람은

.

① 마음이 가벼워졌다
② 오히려 기분이 상했다
③ 친구들한테 고마워했다
④ 위층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참다

잠을 설치다

집중하다

예민하다

어제는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______________었다/았다/였다.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도
______________을/ㄹ 수가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너무 ______________
어서/아서/여서 문제라고 했다. 내가 ______________어야/아야/여야 한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
제 곧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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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편을 들었어요
2.꾸벅꾸벅 졸았어요
3.물거품이 되었어요.

내용 이해
1.①

2.④

3.①

4.②

요약
잠을 설쳤다, 집중할, 예민해서, 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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