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 잘 봐
주영아, 나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에 나는 아
마 비행기에 있겠지? 고마워. 너 말고는 집을 봐 줄 사람
을 찾을 수가 없었어. 마침 니가 집을 봐 주겠다고 선뜻
대답해 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덕분에 마음 편하게
놀다 올 수 있게 됐어.
우편함은 1층 경비실 옆에 있으니까 가끔씩 우편물을
좀 챙겨 줘. 우편함에 편지가 쌓여 있으면 집이 비어 있다
는 걸 다들 알게 되잖아? 그냥 우편물을 가져다가 책상 위에 놓아 주면 좋겠어.
다른 것보다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우리 고양이 나비야. 너도 나비 본 적 있지? 사료는 책상
아래에 놓아 뒀는데 하루에 종이컵 하나만큼 주면 돼. 물하고 사료를 같이 매일 저녁에 주면 아
마 잘 먹을 거야. 동물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냉장고에 붙어 있으니까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주고 병원에 데려가 줘. 나비는 낯을 안 가리는 편이니까 아마 별로 까다롭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창가에 보면 작은 화분이 세 개 있지? 선인장이라서 물을 많이 먹지는 않아. 이틀마다
한 번씩 물을 주면 문제없을 거야.
친구들 데려 와도 괜찮냐고 했지? 깨끗하게 정리만 잘 해 놓고 내 물건에 손대지만 않는다면
물론 괜찮아. 그리고 이웃들이 다들 귀가 밝은 편이라 조금만 시끄럽게 떠들어도 따지러 올 거
야. 그러니까 놀 때는 좀 조용하게 놀았으면 좋겠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줘. 다시 한번 고마워. 돌아올 때 꼭 선물 사 가
지고 올게. 그럼 안녕! 일주일 뒤에 보자.
사랑하는 친구 소영이가.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강아지에게 줄
① 화분
2. 실례지만
① 혹시
3. 저는 심하게
① 따져서

을/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어요.
② 사료

③ 편지

④ 선인장

③ 아마

④ 다들

이 선생님 아니세요?
② 마침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걸어요.
② 귀가 밝아서

③ 낯을 가려서

④ 까다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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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왜 이 글을 썼습니까?
① 친구를 집에 초대하려고
② 고양이를 키우는 법을 소개하려고
③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하려고
④ 빈 집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2. 소영 씨에 대한 틀린 설명은 무엇입니까?
① 집을 비울 것이다
②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③ 일주일 뒤에 올 것이다
④ 친구들을 집에 자주 부른다
3. 주영 씨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화분에 물 주기
②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③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기
④ 소영 씨한테 온 우편물 챙기기
4. 주영 씨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면 안 된다
② 소영 씨 우편물에 손 대면 안 된다
③ 하루 건너 선인장에 물을 줘야 한다
④ 고양이를 데리고 운동을 해야 한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챙기다

선뜻

돌보다

내용

소영 씨는 일주일 동안 집을 봐 줄 친구를 찾았다. 마침 주영 씨가 선뜻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소영 씨는 주영 씨에게 부탁 내용 을 적은 편지를 썼다. 먼저 소영 씨는 우편물을 챙겨
부탁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고양이를 잘 돌봐

달라고

달라고 부탁했다. 화분에 물을 주라고도 했다. 그리고

집을 잘 정리하기만 하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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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②

2.①

3.③

내용 이해
1.④

2.④

3.②

4.③

요약
선뜻, 내용, 챙겨,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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