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정신 건강:
10대 청소년 시기 정신 건강 관리

자녀가 10대 청소년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부모님도 자녀들의 감정과 정신 건강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10대 청소년
들은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해 걱정되는 바를 부모님께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훈련된 주치의들은 이 복잡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자녀들에 관한 부모님의 질문에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례 정기 진료 방문은 주치의와 상담하기에 가장 좋은 시
기입니다.

여러분의 10대 자녀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부모님처럼 자녀를 잘 아는 분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
로 지금이 자녀에 관해 알고 계신 바를 자녀의 생활상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기타 사회적 상호 작용과 함께 조합해 볼 때입니다. 특히
이 취약한 10대 시기는 수면 장애, 섭식 장애, 우울증, 약물 사용 및 음주 같은 문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는 바로 부모님이 의사에게 1) 자녀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바, 2) 자녀가 부모님이나 친구, 멘토에게 말했을 만한 걱정거리,
3) 병원 내진 시 의사가 언급할 우려 사항을 모아서 질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0대가 된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의사와 단독으로 상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대에게는 종종 부모가 물어보지 않는 자신만의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부모님이 같은 방에서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누는 편이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
모로서 여러분은 여전히 자녀들이 이렇게 할 기회를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10대 자녀를 직접 돌아보고 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일차 진료 방문 전 10대 자녀와의 대화 준비하기

아래에 소개해드린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눌 때는 방문 전에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려운 질문을 건넬 때 자녀들이 듣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10대 자녀들의 일차 진료 방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러한 질문 몇 가
지를 자녀와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10대 자녀들은 부모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귀기울이
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열린 질문부터 시작하며, 자녀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주제를 좁혀 가십시오.

• 모호하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대화하십시오.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주제로 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상
의 방법입니다.

위의 지침을 유념하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걱정거리가 있니? 내가 대신해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걱정거리가 있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위험한 게 아니라면, 네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모두 비밀로 지켜지니 걱정하지 않아
도 돼.

• 의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괜찮니? 특별히 어려운 과목은 없니? 대하기 어려운 선생님이 있
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 의사 선생님은 네 친구 관계랑 스포츠, 소셜 미디어처럼 네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하실 거야. 아마도 괴
롭힘을 받는지 물어보실 거야.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니?

•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약물 또는 음주에 대해 물어보실 거야. 이에 대해서는 상담할 때 내가 방에 없을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
드려야 할 거야.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구나. 내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니?
• 의사 선생님이 피임과 성병과 같이 성에 관해서 너와 대화를 나눠보실 거야. 내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니?

계속...

다음의 일반적인 질문을 통해 보다 특정한 문제로 넘어가십시오.

자녀가 10대가 되면서부터 겪기 시작한 감정적 어려움의 일부 증상에 관해 차근차근히 질문해보면서 시작해보실 수도 있습니
다. 자녀가 걱정되는 방향으로 질문에 답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확인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항
상 확실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식습관은 어떻니? 외모는 어떻다고 느껴지니?

•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행복하니? 요즘에는 관심이 가는 건 뭐니?
• 잠은 잘 자니? 언제 잠에 드니? 일어나기 힘드니?
•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얼마나 마시니?

• 걱정되는 게 있니? 어떤 것이 걱정이 되니?

• 죽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니? 자해하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니?
자해한 적이 있니?

마지막으로, 다음은 부모님이 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성별과 성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이 포함됩니다.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예전보다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근차근히, 하지만 직설적으로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성에 관해 생각하거나 걱정되는 것이 있니?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알아가
는 중이니?

• 네 성별에 동감하니?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여자라고 생각하니? 이런 문제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고 싶
니? 내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니?

많은 부모님과 10대들이 이런 질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병원 방문을 준비하면서 걱정
되는 것이 있다면 주치의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십시오. 10대란 즐거운 시기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흔
들리지 않도록 꼭 잡고 마음껏 즐기세요!

요약

기억해두세요. 부모님이 아이를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인해 아이가
걱정된다면, 이런 걱정을 의사에게 더 질문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의사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ProjectTEACHny.org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