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병원에서
어느 날 아침, 성훈 씨는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목이 아프고 머리
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성훈 씨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대기실에는 이미 차례를 기
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성훈 씨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오랫동
안 기다려야 했다.
간호사가 성훈 씨의 이름을 부르자 성훈 씨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진찰실에는 나이가 많은 의사가 앉아 있었다.
“자,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다. “어디가 안 좋으시지요?”
“머리가 아파요. 목도 아프고요. 콧물도 계속 나고요.”
“감기군요.” 의사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마
찬가지예요. 딱히 드릴 건 없겠군요. 그냥 집에 가서 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며칠 푹 쉬시고
요.”
성훈 씨는 기분이 상했다.
“그래도 뭔가 진료 같은 걸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있고
싶지는 않다고요.”
의사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세요. 욕조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30분 정도 계속 그 안에 누워 계세요. 그 다
음에는 수영복을 입고 몸이 벌벌 떨릴 때까지 길거리를 다니세요. 그리고 잔디밭에 누우세요. 이
걸 일주일 동안 날마다 반복하세요.”
성훈 씨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폐렴에 걸릴 텐데요. 그건 감기보다 훨씬 더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폐렴에는 약이 있답니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았으니까 씻으세요.
① 욕조

② 대기실

2. 글쎄요, 저는 뭐
① 푹

④ 잔디밭

먹고 싶은 음식이 없네요.
② 벌벌

3. 뭐 걱정거리라도 있니? 왜 그렇게
① 지끈거려

③ 진찰실

② 기분이 상했어

③ 딱히

④ 도저히

?
③ 목욕해

④ 한숨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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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성훈 씨는 왜 병원에 갔습니까?
① 약을 받으러
② 감기에 걸려서
③ 폐렴에 걸려서
④ 건강 검사를 받으러
2. 의사는 성훈 씨에게

조언했다.

① 푹 쉬라고
② 수영을 배우라고
③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④ 잔디 위에 누워 있으라고
3. 성훈 씨가 더 심한 병에 걸린다면 의사는

.

① 사과할 것이다.
② 약을 줄 것이다
③ 더 큰 병원에 보낼 것이다
④ 성훈 씨에게 화를 낼 것이다
4. 성훈 씨는 왜 기분이 상했습니까?
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②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아서
③ 의사가 처방한 약이 너무 비싸서
④ 의사가 약을 주려고 하지 않아서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목욕

치료하다

달리기

성훈 씨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성훈 씨에게 약을

처방하다
않고 그냥 푹 쉬라

고 했다. 성훈 씨는 기분이 나빠서 의사에게 약이라도 좀 달라고 했다. 의사는 성훈 씨에게 뜨거운 물
로

을/를 하고 수영복 차림으로 야외에서

훈 씨는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고, 그때에는 성훈 씨를

을/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 성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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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③

3.④

내용 이해
1.②

2.①

3.②

4.④

요약
처방하지, 목욕, 달리기, 치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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