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침
대 아래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가 잠이 들면 침대 아래에 있던
누군가가 밖으로 나와서 집안 물건들을 훔쳐갈지도 모
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밤마다 그는 침대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침대에 누웠
다.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그는 다시 무서워져서 침대 아래를 살펴봐야만 했다. 몇 시간 동안이
나 이 일을 반복하다가 한참 후에야 지쳐서 겨우 잠이 들곤 했다.
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문제를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내도
곧 남편이 밤새 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긴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결국 아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의사를 좀 만나 봐요. 상담을 받으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남자는 아내의 조언을 따랐다. 그가 의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자 의사가 대답했다. “제
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진료비는 매번 오실 때마다 10만 원입니다.”
며칠 후에 남자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다시 진료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어젯
밤에는 아주 잘 잤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어떻게요?”
남자가 대답했다. “아내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진료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침대 다리를 잘라 버렸어요.”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어젯밤에는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① 잠이 들다

었어요/았어요/였어요.

② 잠이 오다

③ 잠을 설치다

2. 지갑을 찾으려고 방 안을 여기저기
① 살펴보다

② 알아보다

어요/아요/여요.
③ 검색하다

3. 저는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① 주장하다

② 발표하다

④ 단잠을 자다

③ 대화하다

④ 관찰하다
었어요/았어요/였어요.
④ 털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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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남자는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① 불을 켜고 자서

. ② 집을 옮겨서

③ 의사가 준 약을 먹고

④ 침대 아래의 공간을 없애서

2. 이 남자는 침대 아래에

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① 괴물

② 사람

③ 아내

④ 돈

3. 이 남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결혼을 못 했다 .

② 돈이 없다

③ 날마다 밤잠을 설친다

④ 의사를 무서워한다

4. 아내는

고 생각했다.

①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② 남편이 남자답지 못하다
③ 혼자 자고 싶지 않다
④ 침대가 높아서 불편하다
5.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의사가 남자를 고쳐 주었다.
② 침대 아래에는 도둑이 있었다.
③ 남자는 아내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
④ 남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잘 못 잤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이유
한 남자가 밤에 잠을 못 자서

고생

해결되다

진료

을/를 했다. 남자가 밤에 못 잔

은/는 침대

아래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아내는 의사를 만나 보라고 했다. 의사는 남자에
게

을/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진료비가 매우 비쌌다. 아내는 남자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침대 다리를 잘라 버렸다. 그러자 남자의 문제도

었다/았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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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③ 2.① 3.④
내용 이해
1.④ 2.② 3.③ 4.① 5.④
요약
고생, 이유, 진료, 해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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