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뿐사뿐 민쌤입니다.

권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권쌤입니다.

민쌤: 권 선생님, 요즘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지요?

권쌤: 네, 햇살도 한여름 때와 다르게 많이 기울어진 느낌이에요.

민쌤: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한국처럼 사계절은 없지만, 그래도 이맘때쯤이면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권쌤:가로수의 잎새가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면 ‘아, 여기도 가을이 있구나’

하는걸요.

민쌤: 한국은 가을에 나뭇잎 색깔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지요?

권쌤: 네, 알록달록 예쁘게 변한 그 잎들을 단풍이라고 하잖아요.

민쌤: 그리고 단풍나무를 줄여서 단풍이라고도 하고요.

권쌤: 민 선생님은 단풍이 든 산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민쌤: 음, 저는 붉은 한복 치마를 착 펼쳐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쌤: 와, 멋진 이미지네요.

민쌤: 권 선생님은 어떠세요?

권쌤: 음, 저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떠올라요.

민쌤: 아, 단풍이 짙게 들었을 때는 온 산이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권쌤: 맞아요. 아, 단풍 얘기 하시니까 단풍 구경 가고 싶네요.

민쌤: 저도요.

권쌤: 여기 미국에서는 뉴욕이나 시애틀, 시카고가 가을 단풍이 멋지다고 해요.

민쌤: 그렇지요? 한국에서는 어디가 단풍으로 유명한가요?

권쌤: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북한산 등이 유명해요.

민쌤: 한국에는 전국 곳곳에 단풍 구경할 만한 산이 정말 많아요.

권쌤: 나라의 70% 정도가 산이라서 그런지 가을철이면 단풍 구경하는 사람들로 산이 넘쳐나요.

민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자주 하는데, 가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산을 찾는 것 같아요.

권쌤: 단풍 구경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가을철 등산은 더할나위없이 좋지요.

민쌤: 그런데 직장 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은 등산할 겨를이 없잖아요?

권쌤: 그렇죠. 하지만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서울에서는 어디서나 단풍을 볼 수 있어요.

민쌤: 길가에 심긴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요?

권쌤: 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단풍이 든 가로수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민쌤: 일상에서 쉽게 단풍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권쌤: 네, 그리고 가까운 고궁을 찾는 것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민쌤: 그렇군요.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면서 옛 궁궐의 우아한 정원을 걷는 것도 분위기

있겠는걸요.

권쌤: 맞아요. 덕수궁도 예쁘고 경복궁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민쌤: 단풍으로 둘러싸인 고궁,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권쌤: 그렇지요? 덕수궁 얘기 하니까 덕수궁 돌담길이 생각나요.

민쌤: 음, 가을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지요?

권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가족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많잖아요.

민쌤: 네, 길이 참 예뻐서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고요.

권쌤: 맞아요. 옛날 느낌이 나는 돌들과 담장 위에 얹은 기와가 참 정겹지요?

민쌤: 돌로 만든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져요.

권쌤: 예전에 덕수궁 돌담길을 종종 걷곤 했는데, 이젠 그리운 곳이 되었네요.

민쌤: 그러게요.

권쌤: 청취자 여러분, 어떤 풍경인지 궁금하시지요?

민쌤: 여러분을 위해 돌담길 사진을 올려 두었으니 대본 링크를 눌러 보세요.

출처:델제수 스트링님 블로그

권쌤: 그리고 혹시 한국을 방문하시면 덕수궁 돌담길을 꼭 걸어 보세요.

민쌤: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https://blog.naver.com/deljesu/221717190341


권쌤: 지하철 시청역에서 내리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민쌤: 덕수궁 단풍 말고도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멋진 가을 풍경들이 또 있잖아요?

권쌤: 음, 뭐지요? 혹시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쌤: 맞아요. 오래된 건물들 곁에는 큰 은행나무(Gingko tree)가 많아서 가을에는 온통 노랗게

거리가 뒤덮이곤 하잖아요.

권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멋진 풍경이지요!

민쌤: 노란 은행잎이 깔린 길을 걸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곤 해요.

권쌤: 맞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하나 봐요.

민쌤: 그러게요. 가을 단풍 속에서 여유롭게 걸으면서 그 아름다움에 푹 젖어 보고 싶네요.

권쌤: 저도요.

민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나라의 가을 풍경은 어떠한가요?

권쌤: 여러분 나라만의 독특한 가을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민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권쌤: 계절이 바뀌는 요즘, 잠시 틈을 내서 가을 분위기를 느껴 보는 것도 좋겠지요?

민쌤: 그럼 권 선생님, 여기서 오늘의 주요 단어들을 정리해 볼까요?

권쌤: 네, 오늘은 가로수, 단풍, 겨를, 이렇게 세 단어예요. 가로수, 단풍, 겨를.

민쌤: 이 단어들의 뜻과 예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권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민쌤: 안녕히 계세요.

<주요 단어>

1. 가로수: 거리에 길을 따라 심은 나무.

- 우리 동네에는 봄마다 가로수 꽃들이 피어나서 보기 좋아요.

- 쭉 가다 보면 가로수 옆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2. 단풍: 단풍나무의 준말. 날씨의 변화로 식물의 잎이 변하는 것 또는 그 잎.

- 올해는 작년보다 단풍이 늦게 시작된다고 해요.

-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덕수궁에 가 보세요.

3. 겨를: 다른 일을 할 잠깐의 시간적 여유.

- 요즘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할 겨를이 없어요.

- 동생은 일어나자마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로 떠나야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