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음 본 뮤지컬
오늘은 극장에 가서 뮤지컬을 봤다. 나는 아직까지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
말 설렜다. 내 친구 지환이는 뮤지컬 배우인데 그동안 뮤지컬 좀 보여 달라고 계속 졸랐었다. 그
런데 지환이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나면 그때 초대하겠다면서 계속 미뤘다. 그동안 지환이는 열
심히 노래와 춤, 연기를 배우더니 드디어 <빨래>라는 뮤지컬의 남자 주인공이 되었다. 지환이가
내게 초대권을 선물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그날 나는 지환이에게 술을 사주면서 정말 축
하한다고 이야기했다.
무대에 선 지환이를 봤을 때 나는 기분
이 좀 어색했다.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데 아무리 봐도 그냥 내 친구 같았던 것이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는 점점 더
뮤지컬에 빠져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환
이가 실수를 할까 봐서 조마조마하기도 했
지만 무대 위에서 아주 멋있게 노래하고
춤을 춰서 나는 정말 감동했다.
뮤지컬 <빨래>는 가난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재미있으면서도 가
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 참 많았다. 공연이 끝난 후에 나는 지환이에게 준비해 간 꽃다발을 선물
했다. 지환이가 나를 공연 뒤풀이에 초대해 주어서 나는 배우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무대 위에서 봤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왠지 이상하고 신기했다. 배우들이 내게 뮤지컬
을 본 소감을 묻길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다들 기뻐했다. 나는 공연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도 많이 물어 보았는데 배우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답해 주어서 좋았다. 나는 뒤풀이가 끝나
고 늦은 시간에 지환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고생했던 내 친구가 마침내 그 열매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 달라고 열심히
① 졸랐어요

② 미뤘어요

.
③ 선물했어요

2. 나는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을 들킬까 봐
① 기뻤어요
3. 거짓말하지 말고
① 솔직하게

② 뭉클했어요

④ 나누었어요

.
③ 감동했어요

④ 조마조마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② 친절하게

③ 신기하게

④ 어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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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지환 씨는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나요?
① 그동안 너무 바빠서
② 왠지 부끄러웠기 때문에
③ 주인공이 되고 나서 초대하려고
④ 공짜로 뮤지컬을 보면 안 되니까
2. 지환 씨가 나온 뮤지컬 <빨래>는

.

① 아주 슬픈 이야기였다
② 무서운 이야기였다
③ 너무 길어서 지루했다
④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다
3. 공연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① 뮤지컬 무대를 구경했다.
② 지환 씨에게 술을 사 줬다.
③ 뮤지컬 배우들과 뒷풀이를 했다.
④ 바빠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4. 무대에 서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이 사람은

.

① 계속 웃었다
② 크게 박수를 쳤다
③ 손을 들고 인사를 했다
④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뒤풀이

빠져들다

꽃다발

자랑스럽다

주인공

나는 오늘 지환이가 ______________인 뮤지컬을 보았다. 지환이가 나를 초대해준 것이었다. 뮤지
컬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긴장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뮤지컬에 깊이 ______________. 공연은 정말
로 훌륭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사 간 ______________을/를 지환이에게 선물했고, 같이 공연 뒤풀
이에 갔다. ______________에서 뮤지컬 배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 친구가 정말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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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④

3.①

내용 이해
1.③

2.④

3.③

4.④

요약
주인공, 빠져들었다, 꽃다발, 뒤풀이,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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