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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

★ 깔깔 포토

유머

[닭의 종류]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닭 

가장 야한 닭은?  홀닭 

가장 성질 급한 닭은?  꼴까닭 

정신을 놓아버린 닭은?  헤까닭 

세상에서 가장 야한 수탉은?  발닭

[엽기 한자 풀이]
1. 부부간에 꼭 필요한 한자는?

- 아들 자(子): 아들이 잔다. 지금이야, 여보!

2. 세상에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자는?

- 딸 여(女): 딸리는 남자는 상당히 의기소침해집니다.

3. 너무나도 치사한 남자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한자는?

- 아내 처(妻): 아내를 때리는 남자는 아주 못된 사

람입니다.

[스타킹]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소원을 이뤄주는 나무를 찾

아갔다.       

손오공: 저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손오공은 왕이 되었다.   

저팔계: 저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곧바로 저팔계는 스타가 되었다.       

드디어 사오정 차례.

사오정: 저는 왕도 되고 싶고 스타도 되고 싶어요!   

나무: 한 가지 소원만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사오정: 그래도 꼭 둘 다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나무: 좋아요…… 들어드리죠…… 대신, 후회 없기!       

잠시 후, 사오정은 스타킹이 되어 있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생쥐

와 배가 몹시 고픈 고양이가 마주쳤다. 

고양이는 침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오늘 너를 기어이 먹어야겠다!”

그러자 생쥐가 고양이 귀에다 입을 대고 아주 느끼한 

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사는 게 고달파서…… 쥐약 먹었다!”

[사랑과 전쟁 - 그 여자 vs 그 남자]
남자: 당신이 무엇 때문에 브래지어를 하고 있는지 알

다가도 모르겠네, 그 속에 들어갈 거라곤 없는데 말야.

여자: 당신도 팬티를 입고 있잖아요.

 

남자: 어째서 여자들은 본인 머리에 든 것이 아니라 

겉포장을 가지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일까?

여자: 그야 남자란 장님은 아니고 오히려 멍청한 경우

가 많기 때문이죠. 

남자: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았기 때문인가? 

여자: 천만에요. 당신을 좋아하는 건, 그 재산이 어느 

누구로부터 왔단 것과는 상관없는 거라고요. (재산 자

체가 좋다고요~!)

[양보다는 질]
한 남자가 산속을 헤매다 길을 잃었다. 3일 동안 아

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춥고 배고파 거의 죽을 지경

에 이르렀다. 

가물가물한 눈으로 먹을 것을 찾던 그에게 나무 근처

에서 풀을 뜯고 있던 한 마리 양이 눈에 띄었다. 남자

는 죽을 힘을 다해 양에게 돌진했다. 

그런데 그때 아리따운 섹시한 여성이 산길을 홀로 지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남자는 방향을 바꿔 여성 쪽으로 달려가며 외쳤다.

“그래! 양보다는 질이야.”

[검토] 
O, X로 이뤄진 시험을 여학생들이 보고 있었다. 문제

는 50문항에 시간은 50분. 

한 여학생이 동전을 굴려 앞면 O, 뒷면 X로 진지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10여 분 만에 끝나고 보니 아직 

다들 열심이다.  

그녀는 엎드려 자다가 10분을 남기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동전을 굴린다. 

감독관이 보다못해 한마디 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여학생이 대답했다. 

“오답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