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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퍼~~~(feat. 아빠노릇)

★ 깔깔 포토

유머

[유머 사전]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가르침

이심전심-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함

천고마비-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몸이 마비됨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음

요조숙녀- 요강에 조용히 앉아있는 숙녀

죽마고우-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는 친구

원앙부부- 원한과 앙심이 많은 부부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

아리

동문서답-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 문이 답답함

임전무퇴- 임산부 앞에서는 침을 뱉지 않음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함

박학다식-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음

엉뚱한 사람-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아이

고바우- 고스톱하다가 바가지 쓰고 우는 녀석

보통 사람- 보기만 해서는 통 알 수 없는 사람

아편전쟁- 아내와 남편의 부부싸움

부가가치세-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내는 세금

오리지날-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음

[부부의 생각]
저는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휴대전화 속에 있

는 와이프 사진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아내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제 사진을 수시로 본

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죽]
소원을 들어주는 음식이 있다.

바로‘죽’이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

[어떤 판결]
어느 성당 앞에 술집이 생겼다.

경건해야 할 성당 앞 분위기가 흥청망청 변하자 신

자 중 일부는 ‘술집이 망했으면……’ 하고 기도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완전

히 타 버렸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성당 측을 고소했다. 법정에서 

술집 주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가게에 불이 난 것은 성당 신도들이 불이 나

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도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불 나게 해달라고 기도

한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다. 

“술집 주인은 기도 능력을 믿으니 천국에 가서 하

느님께 보상을 받고, 신도 대표는 하느님 기도 능력

을 믿지 않으니, 앞으론 기도하지 마시오.”

[아내의 반격]
신문을 보던 남편이 미모의 인기 여배우가 자신보

다 멍청한 남자 배우와 결혼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말했다.

“덩치만 크고 머릿속엔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어떻게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모르

겠단 말이야. 복도 많지.”

그러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여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여친의 고백]
남친을 만난 여자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나 어젯밤에 다른 남자와 

잤어!”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여친을 바라보고 말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사실은 나도 어제 다른 남자

하고 잤어. 미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