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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3번이면 학교를 떠나요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택시를 타려고 함께
길에 서 있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이 학교의 교사가 두 학생을 자세히 지켜봤다. 다음날
두 학생에게는 ‘3일 동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벌이 내려졌다. 왜일까. 이 학교에는
남녀가 50㎝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십대 인권 단체 ‘아수나로’의 회원들이 지난 9~10월 전국의 중·고등학교 354곳의 학교 규
칙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81%인 286개 학교가 남녀 학생들이 사귀거나 서로의
몸이 닿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이 지역 고
등학교 8곳 모두에 이런 규칙이 있었고, 부산의 경우엔 142개 고등학교 가운데 119곳이 이
런 교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대들에게 ‘연애’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금
기가 된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는 ‘이성을 사귀다가 3번 들키면 학교에서 쫓아낸다’는 규칙
이 있어 최근 한 남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고 여학생은 스스로 학교를 나갔다. 광주광역시
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 방송으로 서로 사귀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 한곳에 모은 뒤
에 ㉠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는 학교 방송을 통해

“이성을 사귀는 학생은 들키는 대로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학교 규칙은 ㉡‘

’에 특히 엄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는 몸이 닿는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기고 있다. 어깨동무·팔짱은 15점, 포옹은 30점, 키스는 50점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학생들이 교감에게 허벅지를 맞았다.
‘아수나로’ 회원들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 모여 조
사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열고 ㉢“사랑은 19금이 아니야!”라고 외
쳤다. 이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사랑과 성을 막고 벌을 주는 데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십대 청소년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
하고 책임을 지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죄를 지은 사람은
① 벌

을/를 받아 마땅하다.
② 금기

2. 이 옷은 질이 좋아서 피부에
① 닿는

② 매기는

3. 신랑과 신부가
① 키스

③ 책임

④ 규칙

느낌이 참 좋아요.
③ 두는

④ 드러내는

을/를 끼고 식장으로 들어왔다.
② 팔짱

③ 포옹

④ 어깨동무

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아수나로’에서 조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② 학생 간 연애를 금지하고 있는지
③ 연애와 성적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④ 학생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고 있는지
2. ㉠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싸우라고

② 고백하라고

③ 헤어지라고

④ 결혼하라고

3. ㉡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연애 기간

② 나이 차이

③ 연애 목적

④ 신체 접촉

4. ㉢은 무슨 뜻입니까?
① 인생에는 연애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
② 연애를 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③ 학생들도 연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학교에서 좋은 연애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들키다

막다

주장하다

금지하다

십대 인권 단체 ‘아수나로’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규칙을 조사했다. 그 결과
80% 이상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의 연애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들은 남몰래 연애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연애를 하다가 3번 이상

으면/면

쫓겨나기도 했고, 연애 중인 학생들에게 헤어지라고 하는 학교 방송이 나가기도 했다. ‘아수나로’에서는
학생들의 성과 사랑을
았다/였다.

으면/면 안 되며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었다/

연애 3번이면 학교를 떠나요
단어 연습
1.① 2.① 3.②
내용 이해
1.② 2.③ 3.④ 4.③
요약
금지하고, 들키면, 막으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