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시작하기
우리는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풍부한 경험을 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뛰어난 재능을 
발현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과 존중과 무례함에 관해 얘기할 때 어느 
선까지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묵인하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히 어린이들에게 반복하는 문제에 관해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여성에 대한 무례함과 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도록 돕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가까이 있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시작하기
존중과 무례함이란 대화하기에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들이 걱정을 하거나 겁을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대화 시작에 유용한 아이디어가 
몇가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 주제와 첫마디의 예를 이용하시면 쉽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의 예 
가까운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또는 아래의  
예를 이용해 보십시오. 

존중에 관한 설명 
› 존중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간의 존중 
›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남녀 청소년 사이의 관계 

무례하고 난폭한 행동에 대한 인지
› 다른 사람의 행동이 무례한 행동인지 가려내는 법
› 남을 비웃거나 험담하는 행위 
› 따돌림, 놀림, 조롱 

개인 사생활
› 사진을 찍거나 찍히고 사진을 공유하는 것
› 온라인상 개인정보 
› 폰 에티켓, 온라인상에서 허락되는 행동의 범주 설정

존중이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
›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 무례하고 난폭한 행위에 대해 참지 않기
› 어린이 도움의 전화 (Kids Hotline)와 1800RESPECT  

(1800 737 732) 전화 서비스 등

양성 평등
› 성별 고정관념
›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남성상과 여성상
› 두 사람이 사귈 때 함께 동등하게 ‘주도하는’ 관계

대화 첫마디의 예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함께 문제점을 풀어가려는 자세를 준비하십시오. 

› 그 영화에서 여자/남자가 받은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자녀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의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볼까?
› 학교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니?
› 네 친구 중의 하나가 너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네 기분이 어떨까? 
그런 때는 너는 어떻게 하겠니?

› 어떤 남자아이/여자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너의 안전에 불안을 
느낀다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대화를 위한 안내’ (Conversation Guide) 원본에서 
존중에 관한 대화를 준비하는 방법과 청소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한 도움말과 조언을 
알아보세요. respect.gov.au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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