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정신 건강:
청년의 정신 건강 관리
자녀가 대학 또는 직장 생활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은 자녀의 주치의와 함께 자녀를 지도하는 자신의 역할에 혼동을 느낄 수
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가 부모의 지도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배우고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예전보다 더 독립적이며 새로운 교육, 직업, 사회적 기술과 같은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들은 부모님께 매우 의존적이며, 직접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의 조언을 매우 가치있게 여깁니다.

18세에서 26세까지의 청년은 적어도 청소년 시기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관해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열린 대화를 나
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 모두에 관해 함께 대화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연령대의 자녀들을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이들의 두뇌는 26세 무렵까지 계속 발달하게 됩니다. 청년 시기의 자녀
들은 여전히 충동적이고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기의 자녀는 자신의 삶을 통틀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감정적 스트레스
에 좌지우지되고 정신 장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이 연령대의 청년들이 처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
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발전 지수 및 청년의 문제

청년 시기의 삶 가운데서 자녀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인지적.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복잡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부
모님의) 가치와 이상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더욱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
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자각을 포함한 성적 탐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은 이제 관계를 결혼과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통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독
립적인 개인으로 보는 반면, 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소속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느
끼게 될 것입니다.

• 감정적. 청년은 동년배 및 부모님과 함께 더욱 어른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
다. 청년은 여전히 종종 충동적이며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감정적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공감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이의 느낌과 동기를 이해할 줄 알
게 됩니다.

• 직업. 청년은 자신의 학업 또는 직업 진로에 관해,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
야 할 지에 관해 매우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 목표를 알아내
고 싶어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 위험

청년 시기에 가장 많이 겪는 장애는 신
체적 질환보다 정신적 질환에 있습니
다. 이 연령대에서는 괴롭힘이나 성폭
행, 그리고 드물게는 정신 이상의 결과
로 조증 장애, 물질 남용 장애, 불안 장
애, 자살 충동,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와 같은 다양한 장애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큰 문제는 이런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청년 가운데
25%만이 정신 건강을 위한 도움을 찾
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발전 지수 및 청년의 문제

대다수의 청년들이 먼저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화의 시작은 부모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조언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청년인 자녀들은 주치의를 단독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이들이 지닌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 의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몇몇 자녀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진료를 받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자녀가 스스로 내원할 것이라고 생각
해 두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볼 질문과 함께 논의할 주제입니다. 열린 질문에서 시작하여 자녀가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말하
는지 본 후,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열린 질문

• 요즘 어떻게 지내니?

• 학교/직장은 어떻니? 잘 지내
니?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니?

• 사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애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니? 잘
되어가고 있니?

• 친구들과 관계는 어때? 다른 사
람들과 잘 지내는 거 같니? 아
니면 혼자 동떨어진 것 같니?

• 지금 사는 데 문제가 있니? 나와
나누고 싶은 어려운 점이 있니?

상세 질문

• 요즘 기분은 어떠니? 마음이 울적하거나 기분이 안 좋니?

•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니? 그렇다면 네 생각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계획이나 네 의사를 알려주겠니? 참고: 자살에 대해 물어보면 자살 위험이 증가한
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고 있니? 만일 그렇다면 너무 자주 술을 마시거나 자
주 약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 자주 드는 걱정거리가 있니?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게 있니?

• 잠이나 기력은 어떤 것 같니? 식욕은 어떤 것 같니? 집중이 잘 되니?
• 성 관계를 가지고 있니? 만일 그렇다면 피임은 하고 있니?

• 네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니? 넌 어떻게 했었니?
• 너나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었니? 만일 그랬다면 도움을 받았었니? 내가 도와
줄 수 있을까?

• 체중이나 몸매, 외모에 대해 자주 걱정이 되니?
•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니?

• 카운슬링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카운슬링 받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
니? 어떤 카운슬링이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
자녀와 함께 나눠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은 대화 한 번에 이 모든 주제를 나누려고 하면 안됩니다. 청년의 시기를 보
내는 자녀는 때로는 멋져보이기도 하지만 놀랄 정도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런 어려움
에 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은 더욱 편한 마음으로 주치의나 정신 건강 전문
의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놓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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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