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02. 사회

도를 넘은 졸업식 뒤풀이
WARM UP

LISTENING 1

뉴스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추측해 보세요.

뉴스의 내용을 듣고 들리는 단어와 표현을 메모해 보세요.

Q. 이 뉴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① 바람직한 졸업식의 사례들
② 졸업식을 하지 않는 학교들
③ 문제가 많은 졸업식 뒤풀이 문화
④ 시대에 따라 달라진 졸업식 풍경

LISTENING 2

뉴스를 다시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뉴스에서 소개한 졸업식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옷을 벗기고 계란을 던진다.
② 서로에게 밀가루를 뿌린다.
③ 알몸에다가 소화기를 분사한다.
④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연다.
2. 현재의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서

대답했다.

① 학생들은 위험한 것 같다고
② 주민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③ 교육청은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④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3. 현재의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① 학생들이 선배들로부터 배워온 전통이다.
② 학생들과 부모들의 세대 차이가 심해졌다.
③ 학생들이 폭력적인 매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④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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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요즘 졸업식을 하는 학교들이 많다.
② 졸업식 문화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③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아직 미숙하다.
④ 교육청은 과격한 뒤풀이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다.

DICTATION

뉴스를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곤란하다

시급하다

엽기

과격하다

한창이다

바람직하다

눈길을 두다
반응

극단적이다
범벅이 되다

중·고등학교들마다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졸업식 뒤풀이가 엽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중학교 앞인데요. 졸업생 한 명이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따라가 보니 친구들이 옷을 벗
긴 뒤에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와 케첩 등을 뿌리고 있습니다. 알몸에다 소화기를 분사하는 학생도 있습니
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뒤풀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입니다.
[학생들 : 괜찮아요. 축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전통인데.]
학생들은 지도교사가 와서야 과격한 뒤풀이를 멈춥니다. 이런 일은 주택가에서도 벌어지는데요. 밀가루 범
벅이 된 학생들이 골목에서 떨고 있습니다. 민망한 주민들은 눈길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인근주민 : 몇 년 동안 계속 이래요. 이런 문화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격한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하겠다던 서울시 교육청은 일일이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여러 모로 당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 밖에 몰래 나가서 모여서
하는 걸 다 단속하기가….]
전문가들은 뒤풀이가 극단적인 이유는 학창 시절에 쌓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사 :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변화를 맞이한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졸업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내용 단위로 끊어서 따라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