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고민이 있어요 2
저는 곧 서른이 되는 평범한 여자 직장인 ‘고민녀’예요. 대학교 1학년 처음 소개팅을 했는데 그
때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귄 지 벌써 10년이 된 셈이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보다 더 편한 사이가 됐어요. 주위에서도 다들
우리를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같이
밥 해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노는 게 더 좋아요. 처음 사귀었을 때의 설렘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겨워진 것도 아니에요. 두세 번 헤어진 적도 있지만 곧 다시 만났어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게 좀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
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지내느니 우리 결혼이나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운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직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됐으니 5년 후가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하
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까운 사이고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준비를 하겠다는 걸까요? 이런 마음으로 5년을 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까 참 답답해져요. -- 마포에서 ‘고민녀’가.

여자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남자들에게도 결혼은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막상 결혼을 한다고 상상을 해 보면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남자친구가 왜 결혼을
주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남
자친구가 결혼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물론 여자 분께서 걱정하시는 부
분도 함께 나누고요. 너무 오래 사귄 커플이 의외로 이런 속마음을
서로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기네요. 남자친구도 꼭 5년이 지나야 한
다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상담사 김효영.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① 억울하게

②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③ 황당하게

2. 오랫동안 혼자 고민했던 문제를 친구에게 다
① 막막했어요

② 심각했어요

3. 연습이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① 막상

② 넌지시

④ 허심탄회하게

.
③ 털어놓았어요

④ 주저했어요.

해 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③ 물론

④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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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고민녀’는 ________________ 고민이 많다.
① 외모가 예쁜 편이 아니라서

②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남자친구하고 자주 싸워서

④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애인과 달라서

2. ‘고민녀’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사귀게 되었습니까?
①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②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③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고 반해서

④ 이웃에서 살다가 마음에 들어서

3. ‘고민녀’의 남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① 다른 여자를 사귀고 싶다.
② 설레게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③ 아직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④ 여자친구한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4. ‘고민녀’와 남자친구는

.

① 사귄 지 오래되지 않았다
② 서로 헤어진 적도 몇 번 있다
③ 둘 다 연애 경험이 많은 편이다
④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5. 상담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언했다.
①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라고
② 남자친구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③ 남자친구하고 속마음을 서로 나누라고
④ 남자친구하고 5년 안에 결혼해야 한다고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드물다

답답하다

조언

설렘

‘고민녀’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 10년 정도 만났기 때문에 이미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든
다. 고민녀는 남자친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남자는

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5년 후에나 하자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어진/아진/여진 고민녀는 상담사에게

을/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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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②

2.③

3.①

내용 이해
1.④

2.①

3.③

4.②

5.③

요약
설렘이, 드물다고도, 답답해진,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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