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안내 1

존중에 관한 대화를 나눕시다
청소년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성찰해 보고 대화 내용을 미리 생각해 두면
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욱 자신있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관해
생각해보기

어른들의 역할은?
부모, 가족, 선생님, 친구, 스포츠 코치, 지역사회 지도자, 직장상사로서
우리는 모두 이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농담이나 언행을 한 일은 없는지 자문해보고 존중에 관해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짧은 대화라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자라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행동방식, 문화적 이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존중이 결여된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본의 아니게 두둔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폭력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무조건 폭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항상 존중이 결여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존중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큰 변화를 만들고, 이러한
행동이 모여 점진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세대를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존중이 일상화된 사회가 됩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대화 준비를 위한 도움말
이른 시기에 자주 대화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차에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쇼핑을 하거나 저녁준비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접하거나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자녀가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때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십시오.
보기를 생각해 두십시오. 함께 시청한 적이 있는 TV나 여러 상황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 체크
리스트’ (Respect Checklist) 를 참고 하시면 대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솔직합시다. 존중과 무례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해 주십시오. 어른들이 모든 해답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자신이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물어보세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면서
가르침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들어주세요. 대화에는 말하는 것 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의 말을 듣고 생각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통해 자녀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아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세요. 부모는 자녀들의 중요한 스승입니다. 매일
자녀들은 부모를 지켜보고 말을 듣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의 태도와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우리가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안내’ (Conversation Guide) 원본을
참조하시면 이 주제와 관련한 어른들의 영향과
역할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존중에 관한 대화에 필요한 여러 도움말과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respect.gov.au 를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