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01. 사회

예단비 9억 반환 소송,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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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결혼 문화
② 적당한 예단비의 기준
③ 최근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
④ 예단비 문제로 소송을 벌인 부부

LISTENING 2

뉴스를 다시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김씨가 남편과 다툼을 벌인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종교 차이
② 성격 차이
③ 예단의 종류
④ 예단의 액수
2. 김씨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신랑도 예단비를 줘야 한다.
② 신랑 부모가 이혼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신랑은 예단비 9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④ 신랑은 스포츠 회원권을 돌려줘야 한다.
3. 법원의 판단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예단은 양가 부모끼리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예단은 신랑과 신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③ 이혼의 우선적인 책임은 신부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④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보기에 6개월은 너무 짧다.

예단비 9억 반환 소송, 그 결과는?

4. 이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결혼 풍속은 무엇입니까?
① 연애결혼이 중매결혼보다 많아지고 있다.
② 예단 탓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③ 경제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④ 부부 싸움이 발생하면 법원에 판단을 맡기곤 한다.

DICTATION

뉴스를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별거하다
정상적이다

재력가
책임

공개되다
소송을 내다

판결하다
판결

손을 들어주다
주장하다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결혼 풍속을 알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결혼 예단비로 신랑
에게 10억 원을 준 신부가 이혼을 하게 되자 이걸 돌려달라고 했고 법원은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결혼한 김모 씨는 예단비로 신랑 집에 9억 원을 건넸습니다. 신랑 집은 신부 집에 봉채비
로 2억 원을 돌려주고 7억 원을 가졌습니다. 양쪽 모두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단의 종
류와 액수로 인해 결혼 후에 갈등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종교 문제가 더해지면서 남편은 6개월 만에 이혼
하자며 별거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서 이혼 후에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단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전제하고 주는 것인데 6개월은 결혼 기간으로는 너무 짧
으므로 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남편은 부모들끼리 예단을 주고받았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환의 1차 책임이 결혼 당사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남편은 김 씨에게 준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내용 단위로 끊어서 따라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