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안내 3

존중에 관한 대화가 일상의 대화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방차원의 대화는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대화
이어가기

준비를 해둔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당면하게 될 때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상황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움말
어떤 청소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른들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더 솔직한 대화를 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 폭력의 고리를 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무심코 옮기는 말과 행동이 이
폭력의 고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청소년들은 무엇이 용인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하는 기준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례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무례함에 관한 대화는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이
이러한 대화도 연습을 할 수록 더 쉬워집니다.
이 안내서에는 가까이 있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위험신호가 있는지 주의해 들어주고 대처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부모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차근히 말해 주고 자녀가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자녀에게 이야기 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자녀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얘기해 보고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십시오.
힘든 문제와 함께 잘한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십시오.
존중심을 가진 행동, 문제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했던 경우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대화를 원하거나 혼동이 될 때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자주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올바른
시작점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안내’ (Conversation Guide)
원본을 참조하시면 청소년들과 존중에 관한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도움말과 조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변명의 해석’ (Excuse Interpreter)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무례함에 관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의 숨겨진 의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존중 체크 리스트’ (Respect Checklist)는
존중과 양성평등에 관해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측면들을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www.respect.gov.au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