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재수없는 날
아,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뭐 하나 제
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어제 자기 전에 분명히 알람을 맞춰 놓았
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람이 들리지 않아서 늦잠을 잤던 것이다.
상을 차려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
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다 태워버렸다. 남은 식빵이 없어서 결국
나는 타버린 토스트를 먹어야 했다. 왠지 불길한 시작이었다.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10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나는 헐레벌떡 뛰어서 역에 도착한
후에야 지갑을 안 챙겼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집까지 되돌아와야 했다. 지하철을 놓
쳤으니 당연히 첫 수업에도 늦었다. 교수님은 보통 출석을 부르지 않으시는데 하필 오늘은 무슨
기분이 드셨는지 출석을 불렀다고 한다.
점심시간이 돼서 친구들과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릴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 줄이 좀처럼 줄지 않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
렸다. 아침도 대충 먹었으니 점심은 잘 챙겨먹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수업 시간까지는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서 수업에 들어갔다.
우리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허겁지겁 김밥을 먹었는데 강의실에 들어오신 교수님께서는 누
가 여기에서 음식을 먹었냐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다. 가만히 손을 들었더니 교수님께서는 공
공장소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지 말라며 우리를 혼내셨다.
저녁이 되자 나는 친구들에게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했다.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떨어뜨리
고 말았다.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 모서리가 깨져 있었다. 아, 이거 수리하려면 또 몇 만원 들
텐데. 정말 끝까지 재수 없는 하루였다. 내일은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너무 시끄럽잖아요!
① 하필

조용히 좀 하세요!
② 제발

2.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이 나오자마자
① 설마

② 대충

3.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이
① 불길하다고

② 불쾌하다고

③ 보통

④ 역시

먹기 시작했어요.
③ 허겁지겁

④ 헐레벌떡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③ 불안하다고

④ 불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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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① 수업 시간에 늦었다.
② 핸드폰이 고장났다.
③ 지갑을 잃어버렸다.
④ 돈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
2. 교수님은 왜 이 사람을 야단쳤습니까?
①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② 지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③ 교실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④ 수업 시간에 떠들었기 때문에
3. 이 사람은

늦게 일어났다.

① 몸이 안 좋아서
② 핸드폰이 고장나서
③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④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4. 이 사람은 아마

것이다.

① 수업에 안 갈
② 김밥을 싫어할
③ 토스트를 자주 태울
④ 핸드폰 수리를 맡길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떨어뜨리다

지각

풍기다

늦잠

이 사람은 오늘 안 좋은 일이 많았다. 우선,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__________을/를 잤다. 아침
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하철역에 뛰어 갔는데 지갑을 안 챙겨서 다시 집에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수
업에 __________을/를 했다. 시간이 없어 강의실에서 밥을 먹었는데 냄새를 __________었다고/았다고
/였다고 교수님한테 지적을 받았다.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__________
었다/았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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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②

2.③

3.①

내용 이해
1.①

2.③

3.④

4.④

요약
늦잠, 지각, 풍겼다고,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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