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어떤 택시 기사
동국 씨는 택시 기사였다. 하지만 좀처럼 손님을 태우지 못했다. 동국 씨는 왜 사람들이 자기
차를 타려고 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동국 씨 차에 사람들이 타지 않는 이유는 운전을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이었다. 동국 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사고가 날까 봐 손님들은
다들 안 타겠다고 하거나 혹은 타더라도 얼른 내려 달라고 했다.
동국 씨는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신호도 잘못 보
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경찰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그래서 행여 눈치가 둔한 손님이 동국
씨의 택시를 타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동국 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동국 씨는 지하철역 옆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을 보았다. 동국 씨가 차를 대자 손
님들이 차에 올라탔다. 손님들은 신라 호텔에 가자고 했다. 힘들게 손님을 받은 동국 씨는 기뻐
하면서 차를 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해서 운전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원래대로 거칠고
빠르게 차를 몰았다. 차선 변경에도 조심성이 전혀 없었다. 손님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다.
“좀 천천히 운전해요. 너무 빠르잖아요!” 손님들이 말했다.
동국 씨는 거의 길가에 주차된 트럭을 칠 뻔하기도 했다. 보행자를 칠 뻔하기도 했다. 신호도
무시했다. 인도를 걷던 사람들은 동국 씨의 택시를 보면서 깜짝 놀라 이리저리로 피했다. 오른쪽
두 바퀴가 인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택시가 덜컹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차 세워요! 여기에서 내릴래요!” 손님들이 말했다.
“왜요? 종로까지는 아직 더 가야 되는데요.” 동국 씨가 대답했다.
“운전을 너무 막 하시잖아요! 아까 차랑 사람 칠 뻔한 거 봤어요? 정지 신호도 계속 어겼고
요! 사고라도 날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손님의 말을 들은 동국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위험
하다 싶으면 눈을 감아 버리세요. 저처럼요!”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열심히 연습했는데 실력이
① 함부로
2. 운전할 때에는
① 인도
3. 경찰차가 옆으로
① 차를 대라고

좋아지지 않네요.

② 심지어

③ 좀처럼

④ 오히려

③ 신호

④ 바퀴

를 잘 지켜야 해요.
② 보행자

했지만 그는 트럭을 세우지 않았어요.
② 차를 몰라고

③ 손님을 받으라고

④ 차선을 변경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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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왜 사람들은 동국 씨의 택시를 안 타려고 했나요?
① 택시가 너무 불편해서
② 다들 차를 갖고 있어서
③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서
④ 동국 씨가 운전을 못해서
2. 동국 씨는 운전 중에

.

① 아주 조심한다
② 인도 위를 달렸다
③ 신호를 잘 안 지킨다
④ 경찰차하고 사고가 난 적이 있다
3. 동국 씨가 운전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성격이 거칠어서
② 눈을 감고 운전해서
③ 나이가 너무 많아서
④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4. 눈치가 둔한 사람은

.

① 일을 천천히 한다
② 화가 나도 꾹 참는다
③ 자기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④ 문제가 있어도 얼른 발견하지 못한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감다

별로

동국 씨는 택시를 운전했지만 손님이
어느 날 동국 씨는 지하철역 옆에서 손님들을
서워서 속도를

발견하다

늦추다

없었다. 운전을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이었다.
. 동국 씨의 택시에 탄 손님들은 너무 무

말했지만 동국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동국 씨는 무서우면 눈을
말했다. 동국 씨는 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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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③

2.③

3.①

내용 이해
1.④

2.③

3.②

4.④

요약
별로, 발견했다, 늦추라고, 감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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