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고 사항: 
10대 아이들이 건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 

예방 조치 

 10대  아이들 스스로 존경하께끔 가르쳐라. 10대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무슨 옷을 

입는지 좋은 생각을 하게끔 도와줘라. 다른 사람들을 멋대로 다루거나 때릴 수있는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아이들에게 말하라 

 인간관계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영상물에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면들을 문제 삼고 서로 토론하여라. 

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하여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서로 사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만들고, 안전을 위하여 각각 다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여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10대들에게 가르쳐라. 무엇을 말할건가 

연습시켜라. 

 당사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고 신뢰를 쌓을 수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강조하여라, 

이러한 관계에서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라.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함께 결정하고, 대화하고 서로 다른 상대방의 관심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전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고할  만한  나쁜 사례 

 고립. 아이가 가족이나 친구로 부터 단절되었나? 한때 중요하게 느꼈던 흥미를 잃거나 그런 흥미를 

포기 하였나? 

 정서적 또는 신체적인 변화, 기분이나 개인  성향에 갑자기 변화가 온 것을 느꼈나? 사귀고 있는 

상대방을 두려워 하는 것 같나? 지속적으로 초조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거나, 지나치게 장난을 하거나 

말 수가 적어 졌나?  잘 설명하지 못하는 멍이나 긁힌 자국이나 상처가 있나? 

 지속적으로 관리할것. 아이가 사귀고 있는 상대방으로 부터 전화 통화가 없을때 충격을 받거나 초조 

불안한  것처럼 보이나? 아이가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항상 아이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케 묻는 것 처럼 

보이나? 

 아이가 사귀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 아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아이의 행동을 관리 통제하고, 혼자 

결정하고 지나치게 질투하거나 소유욕이 강하며, 아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나? 

 아이가 사귀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용서. 아이가 사귀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사과를 하나? 상대방의 성질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가끔씩 이야기 

하고나서 나중엔 농담이라고 웃고 넘기나? 
 

 
 
 
 
 
 

 

 

 

 

800.214.4150으로 전화하여  Day One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800-621-HOPE(4673) 에 전화하여 뉴욕 시 가정 폭력 담당 핫 라인을 이용할 것. 

 



 

  

 

아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노력 할 것.  

답답한 심정을 잘 

다스려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한다.  

 

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용히 긍적적으로 받아들여라.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노여움을 다스려라. 

 아이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라. 질문을 하되 판단을 하지 말아라.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아라. 자기가 하는 말을 부모가 잘 들어주고 소리를 지르지 않거나 말을 막지 

않는다고 느끼면 좀 더 솔직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이를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말아라.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너를 때렸니?”라거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었니?”라고 

질문하지 말아라. 대신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수있게끔 만들어야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네가 

아니고 그 사람이다. 그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너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등 이렇게 해 보아라. 

 아이를 억 누르지 말아라. 아이가 어리석고 지각 없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주지 말아라.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가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 아무리 상대방이 네가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도. 상대방이 너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해 보아라.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아이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강하게 보여주어라. “너에게 어떤일이 발생하나 관심이 많다.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다”라고. 

 아이가 느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드려라. 아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을 – 좋든 

나쁘든 간에 – 현실적으로 받아 드려라. 아이에게 아직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말고 상대방을 잊어 버리라고 

기대하지도 말아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대를 하는 가해자에게 폭력적으로 위협하지 말아라! 본인 자신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가해자도 

똑같이 생각하므로, 위협햐여  문제들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대신! 만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경찰을 부른다고 아이와 아이가 사귀는 상대방에게 알려줘라. 

 아이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라.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상대방하고 못 만나게 하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도 한다. 만일 부모가 꾸준히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려고 하며, 

미래에는 좀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 배우려고 한다. 

 안전 계획을 만들어라. 여러가지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되었을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위치에서의 역활”을 해 보라. 

학대하는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교내에서 누구에게 이야기 하고 그에 따른 안전 계획을 아이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계획에 가해자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안에 있어서 감시하지 말고 잘 

들리는 곳에 있으면서 집안에서 그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보라. 

 가능하면 아이 스스로  관리를 많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건전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라. 안전을 최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아이의 관리 능력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때마다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결정을 내리다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가정 폭력 상담소나 핫라인으로 전화 하여라.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관한 정보와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나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귀다  헤어지는 기간이 서로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다. 만일 아이가 가해자인 상대방과  헤어진다면 가정 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여 아이를 위한 보호 명령이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물어 봐 라. 

 아이를 위하여 상담을 하여라. 가정 폭력이나 10대 아이들의 학대에 관한 문제에 전문가인 상담원이나 그런 기관에 

연락하여라. 상담을 하면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서 정서적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있고 미래에는 학대를 당하는 그런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아 이와 대화하기가 무척 힘들 경우, 다음을 시도 하여라 :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끔 행동을 한다 –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만일 두렵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함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믿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이야기 

해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비밀 보장이 되는 핫라인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고 의심이 되면, 아이에게 자신의 그런 행동과,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는 지  생각해 보게 한다. 각자에게 적절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가상으로 행동해 보이고 이야기 해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