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두 번의 비행
영수 씨의 어렸을 때 꿈은 비행기 조종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영수 씨
머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비행기를 사야겠다는 것이었다.
영수 씨는 비행기를 사기 전에 우선 비행 수업을 받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별로 훌륭한 학생
은 아니었지만, 영수 씨는 아슬아슬하게 비행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강사하고 같이 타지 않고 혼자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동안은 혼자 비행기를 즐겁게 탔다. 하지만 얼마 후 혼자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이 재미없어
졌고, 결국 가까운 친구에게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한번 타 보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비행기에 타지 않겠다고 했다. 친구는 이미 영수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수 씨는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 친구는 한 번도 비행기에 타 본
적이 없었다.
결국 부탁할 사람이 없어진 영수 씨는 아내에게 비행기에 한번 타 보라고 했다. 아내는 처음
부터 영수 씨가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다. 하지만 영수 씨가 계속
고집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자신의 비행기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자 영수
씨는 비행 수업에서 배운 온갖 기술들을 모두 활용하기 시작했다. 곁에 앉은 아내는 계속 생각
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마침내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다. 안전했지만, 역시 거칠었다. 아내는 비행기에서 뛰쳐나와
서 남편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두 번이나 태워 줘서 고마워!”
남편이 말했다. “두 번이라고? 한 번밖에 안 탔잖아?”
아내가 대답했다. “아니, 두 번이었어. 처음이랑 마지막.”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미선 씨는 비행기를 좋아해서, 나중에
① 강사

이/가 되는 게 꿈이에요.

② 조종사

③ 사진가

2. 3달 동안 우리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① 자격증

② 시험지

3. 날씨가 나빠져서 비행기가
① 운전하다

② 조종하다

④ 승무원

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복권

④ 서류

지 못하고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③ 이륙하다

④ 착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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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아마도 앞으로

.

① 영수 씨는 비행기를 안 탈 것 같다.
② 아내는 다시는 비행기를 안 탈 것 같다.
③ 친구도 비행기 조종을 배울 것 같다.
④ 친구들이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할 것 같다.
2. 영수 씨는

조종사였다.

① 경험이 많은

② 아주 거친

3. 아내는 비행기에서
① 신났다

③ 조심스러운

④ 실력이 뛰어난

③ 부끄러웠다

④ 남편에게 고마웠다

.
② 후회했다

4. 아내를 태웠기 때문에 영수 씨는

.

① 비행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② 긴장하면서 비행기를 조종했다.
③ 높은 곳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
④ 아내에게 비행기를 조종해 보라고 했다.
5.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아내는 비행기를 두 번 탔다.
② 영수 씨는 비행기 조종을 빨리 배웠다.
③ 영수 씨가 비행기 조종을 배울 때 아내는 찬성했다.
④ 영수 씨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한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거절하다

결코

후회

영수 씨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조종사는
친구들을 태워주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모두
게 부탁을 했고, 아내는
지나지 않아

마지못해
아니었다. 영수 씨는
었다/았다/였다. 결국 영수 씨는 아내에

허락했다. 하지만 영수 씨와 함께 비행기에 탄 아내는 얼마
을/를 하기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아내는 영수 씨에게 비행기를 두

번 태워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녀의 처음이자 마지막 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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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④

2.④

3.②

내용 이해
1.③

2.②

3.①

4.①

5. ③

요약
결코, 거절했다, 마지못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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