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의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윤영신

1) 도덕주의적 판단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 옳
고 그름을 따지는 이분법적 사고. 비난, 모욕, 비하, 비교, 분석, 꼬리표붙이기 등
예) 너는 게을러./ 저 사람은 무책임해./ 우리 부장은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그 사
람은 성공한 기업가다.
· 자신: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 자존심에 상처, 화
· 타인: 거부감과 방어에 따른 저항 → 거리두기, 갈등, 단절
2) 비교하기
비교를 당하면(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쟁을 하게 되고, 비참하고 두렵고 불안해
져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움. 비난의 말들은 그 말을 듣는 상대와의 단절/
거리감을 느끼게 함.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식.
3) 책임을 부정하기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책임이 있다.
·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유
“다들 가니까 나도 대학에 간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 상황, 진단, 개인적 심리적 내력
“나는 알콜중독자라서 술을 마신다.”
· 다른 사람의 행동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때렸다.”
· 권위자의 지시
“상사가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
· 집단의 압력
“친구들이 모두 담배를 피워서 나도 피우기 시작했다.”
· 내규, 규칙, 규정
“학교 교칙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정학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어.”
· 성별, 사회적 지위, 연령에 따른 역할

“일하러 가기 싫다. 하지만 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 억제할 수 없는 충동
“초콜릿을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4) 강요하기
상대의 선택이나 욕구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말.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이 암시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표
함되어 있는 말. 강요를 당했을 때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복종이나 반항으
로 우울이나 분노를 느끼게 됨.
예)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 먹어야 해.
5) 당연시하는 말
어떤 행동의 결과나 사람이 상이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 그 이유나 기준
은 자기가 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
예) 그 사람은 벌 받아 마땅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2. 비폭력 대화의 방법
1)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기
관찰 - 내가 (

)을 보았을 때

느낌 - 나는 (

)라고 느껴

욕구 -왜냐하면 나는 (
부탁 -(

)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겠니?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 안의 움직임을 관찰, 느낌, 욕
구, 부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가 한 말이 내가 의도한 대로 전해졌는지 확인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
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모두의 욕구가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한다.
2) 들을 때: 공감으로 듣기
관찰 - 당신은 (

)을 보았을 때

느낌 - 당신은 (

)라고 느껴?

욕구 - 왜냐하면 나는 (
부탁 - 당신은 내가 (

)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해?

·자신의 생각, 선입견, 기대, 가정, 그리고 조언하거나 가르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상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공감으로 듣는다.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로 상대가 자신을 표현했을 때도, 그 말은 그 사람의 충
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 표현일 뿐이며 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한
다.
·상대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어 자신을 더 깊이 이
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대가 충분히 이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주어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
결 방법을 찾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