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말하는 앵무새
어느 애완동물 가게에서 앵무새를 팔고 있었다. 빨갛고 파란 깃털이 예쁜 앵무새였다. 그 새
는 가게 한가운데의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서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누구나 그 앵무새를 볼
수 있었다. 가게 주인은 앵무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매겼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다. 손님은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정말 예쁜 앵무새군요. 그런데 왜 저렇게 비싸지요? 희귀종인가요?”
“아니요, 희귀종은 아니랍니다. 왜 저렇게 비싼가 하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말을 걸어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앵무새 양쪽 다리에 끈이 하나씩 묶여 있지요?”
“네.” 손님이 대답했다.
“그걸 당겨 보세요. 그럼 말을 할 거예요.”
손님은 앵무새에게 다가가서 오른쪽 다리에 묶인 끈을 잡아 당겼
다. 그러자 앵무새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님은 왼쪽 자리에 묶인 끈을 잡아 당겼다. 이번에는 앵무새가 이
렇게 말했다.
“잘 지냈어요?”
손님은 가게 주인에게 비웃으면서 말했다.
“이건 별로 신기하지 않은데요. 이 정도는 다른 앵무새들도 다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 번 양쪽 다리 끈을 동시에 잡아 당겨 볼까요?”
그러자 앵무새가 말했다.
“그럼 내가 떨어지잖아, 이 멍청한 놈아.”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상자가 없어서 그냥
① 끈

으로/로 책을 묶었어요.
② 깃털

2. 문을 너무 세게
① 비웃어서

③ 앵무새
손잡이가 고장났어요.

② 묶여서

3. 아이는 처음 본 외국 사람을
① 멍청하게

④ 나뭇가지

② 신기하게

③ 당겨서

④ 덧붙여서

쳐다 보았습니다.
③ 희귀하게

④ 자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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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이야기의 앵무새는

.

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②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았다.
③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끈을 당기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2. 앵무새의 마지막 말을 들은 남자는

.

① 미안했을 것이다.
② 깜짝 놀랐을 것이다.
③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④ 앵무새가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3. 앵무새가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깃털이 예뻐서
② 희귀종이기 때문에
③ 말을 잘하기 때문에
④ 가게 주인이 팔기 싫어해서
4. 손님은 앵무새에게 말을 시키려고 무엇을 사용했나요?
① 끈

② 돈

③ 테이프

④ 먹이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양쪽
한 손님이

동시에

그러자

애완동물

가게에 들어가서 나뭇가지 위에 앉은 앵무새 한 마리를 보았다. 앵무새의

양다리에는 끈이 하나씩 묶여 있었다. 가게 주인은 끈을 잡아 당겨보라고 했다. 손님이 끈을 당기자 앵
무새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손님은
봤다.

끈을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앵무새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거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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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③

3.②

내용 이해
1.③

2.②

3.③

4.①

요약
애완동물, 양쪽, 동시에,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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