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변하지 않을게
지헌 오빠,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나야.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나는 별일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지난주에 학기가 시작해
서 요즘은 새 수업에 적응하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랴 정신
없이 지내. 이제 슬슬 취직 준비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영어 학
원도 알아보고 있어. 오빠도 알지만 나 영어 잘 못하잖아. 고등학
교 때 공부하고 끝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시작하려니까 영 어렵네.
아, 저번 편지에서 얘기했던 그 과외는 그만두기로 했어. 몇 번
만나보기는 했는데 아이 부모랑 잘 안 맞아. 부모가 애를 너무 잡는 것 같더라. 시시콜콜 간섭하
고 감시하는 게 짜증나서 아무래도 오래는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달만 채우고 그만하
려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는
계속 알아보고 있어. 아무튼 나 참 열심히 살고 있지?
오빠는 어때? 저번에 면회 갔을 때 보니까 살도 너무 빠지고 피부도 까매져서 좀 속상했어. 혹
시 고참들이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아? 훈련 받는 건 좀 어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병 정도면
군대 생활도 좀 편해질 거라던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얘
기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 얘기해. 알았지?
나는 오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와. 기다리는 시간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빠야말로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어. 얼른 제
대해서 오빠랑 같이 데이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 자주 하고. 보고 싶어.

오빠를 사랑하는 주연이가.
P.S.: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다음에 면회 갈 때 챙겨 갈게.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시간도 늦었는데 우리 이제
① 슬슬

집에 갈까요?

② 혹시

③ 그래도

2. 어머니가 제 일에 너무 심하게
① 간섭해서

① 고참

짜증나요.

② 감시해서

3. 제 오빠는 군대에서

④ 시시콜콜

③ 괴롭혀서

④ 기도해서

한 후에 한 달 동안 세계 여행을 했어요.
② 면회

③ 제대

④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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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주연 씨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① 부모님

② 과외 학생

③ 남자 친구

④ 학교 친구

2. 주연 씨는 요즘 _______________________.
① 대학교를 졸업했다

② 영어를 배우고 있다

③ 데이트를 자주 한다

④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

3. 주연 씨의 과외 학생 부모님은 학생을 너무 잡았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_______________________.
① 무섭고 엄격했다

② 학생에게 관심이 없었다

③ 친절하고 따뜻했다

④ 무뚝뚝하고 고집이 셌다

4. 주연 씨는 과외를 그만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_______________________.
① 시간이 안 맞았기 때문이다
② 과외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③ 학생의 집이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④ 학생 부모님하고 잘 안 맞았기 때문이다
5. 지헌 씨는 _______________________.
① 영어를 아주 잘한다

② 군대에서 살이 빠졌다

③ 군대 생활이 편해졌다

④ 여자친구에게 과외를 소개했다

6. 주연 씨는 남자친구를 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지헌 씨에게 화가 난 것 같다

② 지헌 씨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③ 지헌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④ 지헌 씨 때문에 답답한 것 같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소식

궁금하다

그만두다

주연 씨는 군대에 간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먼저 주연 씨는 요즘
씨는 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고, 취직 준비도 시작했다. 과외는
트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 주연 씨는 남자친구의

안부
을/를 전했다. 주연
기로 했지만 다른 아르바이

이/가 무척

었다/았다/였

다. 그리고 주연 씨는 남자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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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①

3.③

내용 이해
1.③

2.④

3.①

4.④

5.②

6.②

요약
소식, 그만두다, 안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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