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직한 아이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운전 면허증
이 있었다. 운전 면허증을 보니까 지갑 주인의 사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아이는 지갑을 자기
가 가질지 아니면 주인을 찾아줄지 한참 고민했다. 결국 그날 저녁에 아이는 운전 면허증의 주
소를 보고 지갑 주인의 집을 찾아 갔다.
아이가 문을 두드리자 한 아주머니가 나왔다. 아이가 지갑을 내밀면서 말했다. “이거 아주머
니 지갑이지요? 길에서 주웠어요.”
“정말 고맙구나.”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주머니는 지갑을 열어서 카드나 돈, 신분증 같은 것들
이 그대로 잘 있는지 확인했다.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지만,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는 아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큰 돈 같았다. 아주머니는 소년에게 말했다. “미안하구나.
뭔가 좀 주고 싶은데 잔돈이 없네...” 아이는 말했다. “뭐, 괜찮아요.”
며칠 후에 아이는 길을 걷다가 다시 다른 지갑을 하나 발견했다. 그 지갑 안에도 역시 운전
면허증이 있어서 아이는 지갑 주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지갑 주인의 집을 찾
아가서 말했다. “혹시 이 지갑 주인 아니세요?” 그리고 지갑을 주인에게 건넸다.
“정말 고맙구나.” 지갑 주인이 말했다. 그러고는 지갑을 열어서 안에 돈이 그대로 잘 있는지
를 확인했다.
“이상하구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갑에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만원 지폐 1장, 만원 지폐 4장, 5천원 지폐 2장이 있구나. 어떻게 된 거지?”
“글쎄요.”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충분한
① 보상
2.

을/를 받았습니다.

② 지갑

③ 지폐

④ 잔돈

③ 한참

④ 다시

③ 줍다

④ 내밀다

김 선생님 아니세요?
① 역시

② 혹시

3. 창문 밖으로 얼굴을
① 두드리다

지 마세요.
② 건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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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야기의 끝에서 아이는 왜 웃었을까요?
① 돈을 조금 챙겼기 때문에
② 정직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지갑 주인의 말이 이상했기 때문에
④ 5만원 지폐를 자기가 잔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2. 아이는 어떻게 지갑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까?
① 아이가 직접 지갑을 훔쳤다.
②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을 직접 봤다.
③ 지갑에 주인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④ 누군가가 지갑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 줬다.
3. 처음으로 지갑을 찾아주고 돌아올 때 아이는 아마

.

① 실망했을 것이다

② 뿌듯했을 것이다

③ 떨렸을 것이다

④ 미안했을 것이다

4.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① 지갑 주인은 돈이 없어져서 화가 났다.
② 지갑 주인은 지갑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③ 아이는 지갑을 보자마자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④ 아이는 처음에 지갑을 돌려줬지만 보상을 못 받았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잔돈
한 아이가 지갑을 주워서
싶었지만

바꾸다

주인

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은 뭔가

보상
을/를 해주고

이/가 없어서 그럴 수 없었다. 얼마 후에 아이는 다른 지갑을 주웠다. 그 지갑

안에도 오만 원짜리 지폐만 있었다. 아이는 지갑 주인이 보상을 해줄 수 있게 오만 원짜리 지폐를 작은
지폐로

어서/아서/여서 넣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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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②

3.④

내용 이해
1.④

2.③

3.①

4.④

요약
주인, 보상, 잔돈,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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