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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아이의 엄마입니다. 언젠가부터 아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작은 일에
도 짜증을 내고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화를 해도 답답한
마음이 들면 아이를 다그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이는 더 멀
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신청하는 부모님 중 아이와
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
종 계십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
우 화를 참고 타이르다가도 부정적 감
정을 쏟아내는 아이를 혼내고, 자책하
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많은 경우, 화를 내거나 울거나 불
안을 느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으
로 여겨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
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이의 어려움이
곧 부모의 어려움으로 생각돼 아이를
다그치거나 혼내는 행동으로 연결되
지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
감정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
습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예
를 들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찻길
이나 절벽에서 조심하지 않겠지요. 따
라서 모든 감정은 수용하되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에 제한
을 두어야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감정을 다
스리는 변연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
고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하는 전두엽
도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변연계는 사
춘기가 끝날 즈음 완성되고, 전두엽은
20대 후반에 성숙하기에 사춘기 아이

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력
이 미숙한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아이와의 대화는 감정을 충분히 공감
하고 상황을 수용한 후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또 청
소년기에는 미완성의 변연계는 활성화
돼 있고 미성숙한 전두엽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우울감과 죄책감, 불안
등의 감정을 어느 시기보다 격렬하게
겪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춘기를 겪는 아이와 원
활하게 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우선 아이가 어려움을 보일 때
뜨 그게 뭐라고 그러니?뜩 등 감정을 축
소하거나 부모가 더 화를 내면서 아이
를 불안하게 하거나 뜨어이가 없네.뜩
같은 비웃는 행동을 지양하셔야 합니
다. 이런 모습은 아이의 수치심을 자
극할 수 있고 감정을 처리하는데 부정
적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첫째, 공감하고 경청해야 합
니다.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며 발달 수준과 상황을 수
용하고 감정을 헤아려 주세요. 공감은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 눈빛,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메시
지를 보이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의 감정이 누그러졌다면

아이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
합니다. 뜬지금 마음이 어떤지,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하
면 좋을지뜯 질문하세요. 당장은 대답
하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을 살펴
보는 과정이 됩니다.
셋째, 아이와 함께 해결 방안을 의
논하세요. 이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
한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그다지 효과적
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
다. 그러니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넷째, 여러 대안 중 아이가 원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
해 주세요. 그 방법이 당장 효과가 없
더라도 아이는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
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똴

다섯째, 부모가 속상한 마음이 들
때는 강요가 아닌 권유로 전달해주세
요. 뜬이렇게 해줄래?뜯하고 아이의 의
견을 존중할 때 아이는 타인을 존중하
는 태도를 습득하게 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세요. 누
군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바
라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뜬도
대체 뭐가 되려고 저럴까?뜯라는 마음
이 들 때 뜬나는 아이 마음을 묵묵히
받아주었던가?뜯 되물어 보세요. 아이
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자랄 때 아
이는 어떤 계절에도 봄이 되어 자신만
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글똴박혜란(부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청소년 고민 상담：부산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상담(www.
cando.or.kr)/청소년전화 ☎1388

※ 프로그램 및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앍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앍7월 20일 오후 2시～3시50분
앍부산시민 누구나(정원 120명)
앍수강료 무료
앍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입장
앍☎051뚤 531뚤 6007～8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앍어르신 한글교실
앍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앍한글을 배우려는 어르신 대상
앍수강료 연 1만 원
앍전화 또는 방문 접수
앍☎051뚤 271뚤 0560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앍초보셀러를 위한 온라인 창업 입문반
앍7월 18～19일 오후 2～4시
앍창업희망자 대상(정원 18명)
앍수강료 5만 원
앍홈페이지(hwcenter.or.kr) 선착순 접수
앍☎051뚤 702뚤 9199

부산국제교류재단
앍한국어강좌 초급반
앍8월 15일～12월 8일
앍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 90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대상
앍수강료 무료. 교재 본인 구입
앍7월 22일～8월 4일 홈페이지(bfic.kr) 접수
앍☎1577뚤 7716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앍베이비시터 교육
앍7월 21～29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앍취업에 의지가 있는 여성 대상
앍수강료 15만 원
앍홈페이지(bbwoman.or.kr) 선착순 접수
앍☎051뚤 326뚤 7600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앍슬기로운 부모학교(미취학자녀 성교육)
앍7월 18～20일(남아) 7월 25～27일(여아)
앍미취학 자녀 둔 부모 대상. 남똴 여아반 각 40명
앍수강료 무료
앍홈페이지(ndswc.or.kr) 접수
앍☎051뚤 271뚤 0560

연제구 평생교육과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앍청소년 교육 뜬 나는야! 사회적경제 CEO뜯
앍7월 25～27일
앍연제구 초등학생 4～6학년 20명 대상
앍수강료 무료
앍7월 8일까지 홈페이지(yeonje.go.kr/edu) 접수
앍☎051뚤 665뚤 4545

앍기후변화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ESG 2똴 3기
환경생태 분야 전문가(활동가) 양성 교육
앍2기 8월 18일～9월 1일, 3기 9월 2～29일
앍각각 성인 25명
앍수강료 무료
앍7월 15일까지 홈페이지(busanjin.go.kr/lll) 접수
앍☎051뚤 605뚤 6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