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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잘 다니던 학원을 모두 그만두고 아
무것도 안 하고 싶다며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 느린 편이긴
했지만, 공부를 강요한 적은 없어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해요.

청소년기 자녀는 자신을 찾아 떠나
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
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이해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자녀의 발달과제가 무엇
인지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사춘기를 지나 자
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말을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자기주장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때 자녀의 자기주장을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아이의 자아정체감 형성 방향이 달라
집니다. 부모와 상호작용이 잘된 아이
는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그
렇지 못한 아이는 부정적 자아정체감
을 형성합니다.
자아정체감은 아이가 자신과 타인
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내면의 힘
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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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
겠다고? 그렇다면 교육부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뜬학부모 On누리뜯에서
정답을 찾아보자.

따라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내
적 에너지를 켜켜이 마음 속에 비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격과 기질 차이를 인정해주
세요. 부부 갈등이 생기면 흔히 뜬성격
차이뜯라는 말을 합니다. 자녀와의 갈
등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말과
표정에 아이는 상처받고 마음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기질은 타고난 부분이고 성격은 길
러진 부분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자라
온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격으로 형성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꾸짖을
때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기질
과 성격이 어떤지 먼저 생각한다면 꾸
지람이 질타가 되지 않고 자녀의 성장
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가 순
간적인 화를 가라앉히는 방편도 될 것
입니다.
셋째, 단점보다는 장점을 북돋아 주

학부모 On누리(www.parents.
go.kr)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서 운영하는 자녀교육 정보 누
리집이다. 학부모에게 학교교육과
교육정책, 기타 자녀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

세요. 유아기 시절 자녀는 부모의 칭
찬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학령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의문의 1패를 당
하곤 합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당하고
부모의 감정 변화와 부부의 갈등 때문
에 눈치를 보고, 학업 성취도 평가 결
과에 따라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인식
하며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기 쉽습
니다. 지금 당장 자녀의 단점을 파헤
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해주세요. 아
이의 밝은 에너지가 집안을 밝히고,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와 상호작용하
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도 연습이 필요합

등을 서비스한다.
특히 뜬학습마당뜯에서는 자녀와의
대화가 서툰 부모를 위해 뜬부모뚤자
녀 상호작용과 부모코칭의 이해뜯
뜬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받
고 싶은 사랑뜯 등 다양한 교육과정

똴

니다. 자녀 존중의 마음을 담을 그릇
을 만들기 위해 부모에게도 연습 시간
이 필요하다고 아이에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연습하세요. 자녀
가 부모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짜증이 줄어들
고,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스
스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녀의 변화
된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글똴한인화(부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청소년 고민 상담：부산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상담(www.
cando.or.kr)/청소년전화 ☎1388

을 웹과 모바일로 언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똴중국어똴일본어똴러시아어똴베트
남어 자막도 제공해 다문화가정에서
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다.

※ 프로그램 및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앍SNS 홍보와 영상 제작
앍남녀 모두 수강 가능
앍7월 11～22일 월똴 수똴 금요일 오전 10시～정오
앍수강료 8만 원(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가능)
앍7월 7일까지 홈페이지똴 전화 신청
앍☎ 051뚤 501뚤 8945

앍셀링의 기술 뜬 라이브커머스뜯
앍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이 높은 여성 예비 창업자
앍7월 25～27일 오후 2～4시
앍수강료 무료
앍7월 22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앍☎ 051뚤 464뚤 9882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앍AI 전문인력 양성과정(AIFFEL) 2기 교육생 모집
앍부똴 울똴 경 거주 대학 3똴 4학년, 취준생, 휴학생
등(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앍6월 27일～12월 13일 평일 하루 7시간
앍수강료 무료. 6월 24일까지 온라인(aiffel.io) 신
청, 서류똴 면접 심사 통해 선발
앍☎ 010뚤 7542뚤 0184

앍로사 노인대학 24기 참여자 모집
(일반강좌똴 노래교실똴 공연 등)
앍65세 이상 지역 주민
앍2023년 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앍연회비 4만 원
앍전화똴 방문 신청(상시 모집)
앍☎ 051뚤 755뚤 3367～9

앍우리아이, 즐거운 초등학교 가기
앍학령전기 장애위험군, 장애유아를 둔 보호자
및 보육기관 실무자
앍6월 25일 / 참가비 무료
앍6월 2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아이발단지원단
홈페이지로 신청(선착순 마감)
앍☎ 051뚤 790뚤 6142

앍한국사능력검정(기본, 심화) 자격증 취득
앍남녀노소 누구나 수강 가능
앍7월 21일～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10시
앍수강료 10만 원(교재비 별도)
앍7월 15일까지 홈페이지똴 방문 신청
앍☎ 051뚤 807뚤 7944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앍쿠팡 물류사원 채용박람회
앍6월 28일 오후 2～5시
앍사전 전화 신청 및 구직 신청 후 박람회 당일
신분증똴 이력서 가지고 방문
앍전화 문의
앍☎ 070뚤 8858뚤 5788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앍정보화 교육(컴퓨터 기초, ITQ엑셀)
앍장애인, 장애인 가족, 국가유공자
앍7월 6～26일
앍수강료 무료
앍홈페이지(www.bihc.or.kr)서 신청
앍☎ 051뚤 469뚤 7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