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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틴이에요. 시간이 참 빨라요. 두 분을
처음 만났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1년이나 지났어요. 내일이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 슬퍼요.
제가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나세요? 공항에서 마중 나오신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저는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서 영어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제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를 집에서 사용하면
칭찬도 많이 해 주셨지요.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속상해 할 때에는 위로도 해 주
셨고요. 독감에 걸려서 학교에 결석하고 누워 있을 때 죽을 끓여 주시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
게 한국어 실력이 좋아진 것은 두 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은 제 친부모님
처럼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한국 요리들도 생각나요. 처음으로 김치찌개도 끓이고 잡채도 같이 만
들었지요. 요리 경험이 거의 없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어머니께서는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
쳐 주셨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대접할 거예요. 아
버지하고 같이 야구장에 갔던 것도 좋은 추억이에요. 같이 맥주도 마시고 응원도 하면서 정말 즐거
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다른 한국 친구들과 미국의 가족들에게도 많이 자랑했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해외여행 경험도 없어서 저는 정말 많이 걱정했었는데 두 분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만 배울 계획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새로운 가족을 하나 얻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약속, 잊지 않으셨지요? 나중에 꼭 미국으로 놀러 오세요. 제 가족들도 소
개해 드리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 여기저기에도 같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해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015년 4월 27일. 크리스틴 드림.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이 일은 쉽지 않아서
① 경험

이/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② 실수

③ 독감

2. 생일 선물로 받은 시계가 너무 예뻐서 친구들에게
① 대했다

② 결석했다

③ 자랑했다

3. 교수님은 내 보고서가 아주 훌륭하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나를
① 위로했다

② 칭찬했다

③ 대접했다

④ 계획
.
④ 속상했다
.
④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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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① 한국어 선생님이 외국인 친구에게
② 한국어 선생님이 외국인 학생에게
③ 외국인 학생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④ 외국인 학생이 홈스테이 가정 부모님에게
2. 크리스틴이 말할 때 ‘부모님’은 귀를 기울였다. 다시 말해서,

.

① 관심을 갖고 들었다.

② 귀를 닫고 있었다.

③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④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들었다.

3. 크리스틴은 한국에 오기 전에 왜 걱정했습니까?
①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②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③ 한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④ 한국에 대해 나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4. 크리스틴이 한국에서 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① 야구를 직접 관람했다

②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배웠다

③ 한국어를 배우러 학교에 다녔다

④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5. 크리스틴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① 혼자 살게 돼서 걱정된다.

② 한국을 떠나게 돼서 아쉽다.

③ 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기쁘다.

④ 해외 여행을 하게 돼서 설렌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추억

불안하다

지내다

데려 가다

크리스틴은 한국어를 배우러 작년에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고
만 크리스틴은 한국에서 참 좋은
가정에서

기도 했지

을/를 많이 쌓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좋은 홈스테이

었기/았기/였기 때문이다. 홈스테이 가정의 부모님들은 크리스틴과 한국어로 이

야기도 많이 하고, 요리도 가르쳐 주고, 야구장에도

었다/았다/였다. 크리스틴은 두 사람

을 나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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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③

3.②

내용 이해
1.④

2.①

3.②

4.④

5.②

요약
불안하기도, 추억, 지냈기,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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