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아이가 걱정이에요
준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의 학교 선생님 최나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학교에서 준수가 보이는 행동이 좀 염려스럽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자꾸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가끔 주의를 주면 다시 수업에 집중하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그렇게 정신이 나
간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야단을 치기도 했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넌지시 물어보기
도 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더군요. 전에는 붙임성도 있고 표정도 밝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
어들고 무표정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좀 걱정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성적이 조금 나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자기 할일도 성실하게 하고 있답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머님께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수 엄마입니다. 메일 감사합니다.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들은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한테 그날 있었던 얘기를 재잘재잘 들
려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얘기라도
좀 해 보려고 화를 내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곤 해요.
글쎄요, 뭐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춘기가 아
닐까 합니다. 누나는 밝은 성격이라 사춘기도 요란스럽게 보냈는데 준
수는 워낙 조용한 아이라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저런 고민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먼저 얘기
하려고 하지는 않아서 저도 그냥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저도 뭔가 특이한 점이 보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자세히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① 여전히

② 딱히

2.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책에
① 집중할
3. 제 언니는
① 무표정해서

② 요란스러울

계세요.
③ 가만히

④ 멍하니

수가 없군요.
③ 애쓸

④ 염려스러울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어요.
② 성실해서

③ 붙임성이 있어서

④ 말수가 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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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선생님은 왜 메일을 썼습니까?
① 학생이 걱정돼서
② 학교 행사를 알려주려고
③ 학생을 칭찬하고 싶어서
④ 학생의 성적이 너무 나빠져서
2. 준수는 요즘 _______________________.
① 숙제를 안 한다

② 결석을 자주 한다

③ 말이 없어졌다

④ 누나하고 날마다 싸운다

3. 준수는 예전에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① 장난을 많이 쳤다.
② 선생님하고 사이가 나빴다.
③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다.
④ 엄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4. 어머니는 준수가 _______________________ 생각한다
① 요즘 사춘기라고

② 선생님을 싫어한다고

③ 누나만 못하다고

④ 집과 학교에서 행동이 다르다고

5. 어머니는 준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① 야단을 칠 것이다.
② 가만히 기다릴 것이다.
③ 고민이 있냐고 물어볼 것이다.
④ 비싼 선물을 사 줄 것이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집중하다

사춘기

무표정하다

선생님은 준수의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다. 학교에서 보이는 준수의
때문이다. 준수는 요즘 수업에도

지 못하고

태도
이/가 좀 달라졌기
은/ㄴ 얼굴로 있을 때가 많다.

선생님은 준수의 어머니께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물어봤다. 준수의 어머니는 특별한 일은 없다
고 했다. 아마

이라서/라서 그런 것 같다면서 자기는 계속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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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③

2.①

3.③

내용 이해
1.①

2.③

3.④

4.①

5.②

요약
태도가, 집중하지, 무표정한, 사춘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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