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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십대 모두는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
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며 존중심을 바탕으로 
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청소년들
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다루고 동성애
자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믿을 때 자
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숨겨야 할 필요를 느끼는 
동성애 청소년들이 많은 이유는 가족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소책자는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과정을 다
루고 있거나 그 같은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와 가
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당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조차 하기 어
려울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가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는지’ 자신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
자라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무
엇인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

에서입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와 성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편한가?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에 관심
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면, 아이도 성에 관해 나와 얘기할 준
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동성애자라고 밝히

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가 아이들에게 달리 받
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생각
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자녀는 당신에게 좀 더 쉽
게 접근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벌을 받을 것 같
다는 느낌이 들면, 자녀는 당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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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자기의 성적 성향을 내게 얘기하려 했지만 난 그런 대화

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가 자신의 성적 성향을 밝히려 했다면 아마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는 뜻이기도 하므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말하기로 한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녀는 물론 
당신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녀의 관점
을 더욱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억할 것은, 당신의 자녀는 여
전히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변하지 않았고, 당신이 자

녀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변했을 뿐입니다.

자녀의 성적 성향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반대 감정과 생각 등 
만감이 교차하는 기나 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녀가 동성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될 때 이런 질문
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는 실로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
습니다. 첫째,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잘못” 이거나 “부자연스럽
다” 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자녀는 자라 온 과정으로 “인해” 동성

애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한 결과 그렇게 느
끼거나, 문화적, 종교적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
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그
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해와 지식이 늘면 언짢은 느낌도 바뀝니다.

자녀의 성적 성향 때문에 죄책감이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性)을 문제시한 나머지 “원인” 을 찾는 
데만 주력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많은 부모에게 성적 성향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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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고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 이유는 동

성애 또는 이성애에 관하여 인정되는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부모에게 있어 이 같은 느낌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이 자
녀의 성을 왜, 그리고 어떻게 문제시하는가를 알아내는 데 초점을 맞
추는 것입니다. 문화적 가치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언론
의 부정적 묘사, 종교적 신념, 동성애 관련 주제가 주는 생소함 등으로 

불쾌감이 예상보다 더 증폭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나? 

우선, 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런 면에서는 당신의 자녀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

는 감정을 아마도 이미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적 성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엄두
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 염려
되십니까? 많은 부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렵
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적 성향을 용납하는 부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어

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언
제 말할 것인지는 당신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는 위치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어느 정도 개의치 않는지 그리고 
동성애자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자녀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의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하는 주제들입니
다. 자신의 사연을 동성애 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과 나누고, 또한 그들

의 사연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원하는데 동성애자인 우리 아이가 자녀를 가질까?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현대인들에게 자녀를 갖는 일은 의무라기보다는 일종

의 선택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는 성적 성향과 무관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면, 당신은 가문의 전통
이나 대가 끊어진다는 생각에 화가 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는 적지 않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잡한 문제로, 이들은 부모와 가족을 
저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이 없이 지내기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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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 되겠지만 당신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그런 결정을 하

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동성애자라서 AIDS에 걸리지는 않을까? 

아닙니다. AIDS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며, HIV는 남성
과 여성 또는 모든 성적 성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염됩니다. 
HIV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감염되
고 안 되고는 오직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성적 성향에 달

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더 문란한가?

성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은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첫사랑 내지는 두 번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보
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시대와 장소에서 자랐는지
도 모릅니다. 요즘 북미는 그때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미
에는 이민자, 비이민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자녀에게서 또한 더 광범위
해진 사회에서 문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우려하는 바가 서로 비슷

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적 활동은 동성애자들의 삶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
리는 개인의 삶을 언제나 다양한 측면, 즉 성격, 가족 관계, 직업, 학문
적 성취, 애정 관계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

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더 문란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가? 그들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외톨이가 되거나 외로워지는 건 아닌지 염
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 대중이 역할 모델이나 동성 부부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동성 파트너와 의미 있
고 알찬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파트

너의 성별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도움은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도움은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에서도 나와야만 합니다. 커플이 서로의 애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없거나 계속 “숨어” 지내야 한다면 튼튼한 관
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자녀와 파트너
를 가족의 일부로 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인정 행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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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자가 같은 성별의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나 가족이 차별을 당하지는 않을까?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권법’(British Columbia 
Human Rights Act)은 성적 성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
니다. 이는 누구든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서비스, 취업, 혜택, 기타 

대우를 거부하는 경우 권리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종주의를 비롯하여 수많은 형태의 차별이 아직도 캐나다에 존
재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증오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증오와 두

려움을 함께 일컬어 “동성애공포증” (homophobia) 이라고 합니다.

동성애공포증은 많은 형태로 존재하며 그 범위가 동성애자들의 품위
를 떨어뜨리는 농담에서부터 병원 방문권 부인, 나아가 더 심각한 신
체적 희롱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차별에 맞서 싸우다 무력감을 느
끼는 부모,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공포증 사례는 맞서
볼 만한 과제라는 점을 깨달으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공포
증이 자행되는 때와 장소에서 그에 맞섬으로써 동성애 자녀들에게 힘

을 실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는 동성애 관련 주제를 가르치는가? 우리 아이

는 학교에서 안전할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공립 학교들은 관할 지역사회 모두에 자신이 생
각하는 바를 확언하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에는 BC 주 교과과정 일부 변경에 따른 동성애 관련 주제 토론이 포
함됩니다. 가족의 다양성, 성적 성향, 동성애공포증, 차별 등은 브리
티시 컬럼비아 주의 새 교과과정인 K-7‘ ‘건강과 진로’ (Health 
& Career) 및 K-7 사회(Social Studies) 과목의 일부입니다. 이는 
BC 주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과과정입니다. 고등
학교에서도 이 같은 주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희롱
과 차별은 교내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교들은 동성애공포증을 비
롯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 희롱, 차별 등을 방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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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원

The (LGBT) Centre(LGBT 센터), 1170 Bute Street @ Davie
www.lgbtcentrevancouver.com 604-684-5307
정보 제공 및 소개, 교육, 또래 그룹, 사회적 지원, 회복 모임, 무료 상
담, 성병 클리닉 등.
Gab Youth Services – 청소년 무예약 방문, 일대일 도움, 학교용 
PrideSpeaks:  

604-684-4901

Out on Shelves Library: 604-684-5309

Prideline, 야간 오후 7~10시: 604-684-6869
Bute Street STD Clinic: 604-660-7949
Generations Project: 604-684-8449

Victim Services(월요일 오후): 604-684-5307

PFLAG: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동성애자들의 부모, 가족, 친구, 밴쿠버)
www.pflagvancouver.com

604-684-9872, 내선 2060 또는 604-626-5667
LGBT 관련 문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가족들을 방문 지원

Family Services of Greater Vancouver(광역 밴쿠버 가족 서비스) 
– LGBT 옵션
604-731-4951; 1616 West 7th Avenue. 
LGBT(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단기 
상담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관계/가족 관련 문제 등을 다룸.

Transgender Health Program(성전환자 건강 프로그램)
604-734-1514
www.vch.ca/transhealth
정보 제공 및 소개, 교육, 또래 지원, 옹호, 훈련 등.

Asian Society for the Intervention of AIDS

(AIDS 에이즈 중재 아시안 사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ASIA)
604-669-5567
www.asia.bc.ca
동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지역사회의 참살이 및 보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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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School Board(밴쿠버교육청)
반동성애공포증 컨설턴트 – 사회 책임 및 다양성 팀
604-713-5180
pride@vsb.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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