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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자해 및 가정폭력 피해’ 다시 
생각하자

□ 개요

ㅇ 기관명 :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ㅇ 일  시 : ‘18.11.16(금) 16:00~18:00

ㅇ 내  용 : 봉사활동(청소 등) 및 온누리상품권(50만원) 지원

ㅇ 참석자 : 산업에너지실 직원 7명

ㅇ 작성자 : 산업에너지실 김정동 대리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ㅇ 설립목적 : 청소년보호시설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9-1
ㅇ 인원현황 : 보육 청소년 총 14명, 직원15명

□ 내용

ㅇ 공단 내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게 된 간행물에서 청소년 자해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와 나의 이야

기라는 제목을 가진 기삿거리에서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말에서 마냥 귀여운 아

이들이 ‘자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심장 한가운데 

드라이아이스가 떨어진 것 같아 너무 차가워서 너무 뜨거운 드

라이아이스에 데여 심장에 구멍이 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

니다.

ㅇ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 사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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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가정불화· 폭력 및 높은 

기대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시작하게 되어 부모의 무지

로 시작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게되어 자해를 

하게되고, 이와 동시에 가출을 할 것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ㅇ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 사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가정불화· 폭력 및 높은 

기대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시작하게 되어 부모의 무지

로 시작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게되어 자해를 

하게되고 이와 동시에 가출을 감행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긍정

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목표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양육을 함

으로써 관계·학업 등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과의 비교와 다름에 

대한 갈등과 고민, 어른들이 주는 낙인감을 고스란히 위기 가출 

청소년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ㅇ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 11월

에 방문한 청소년 보호시설 용인푸른꿈청소년 쉼터에서 아이들

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게 되었고,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

뜻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

게 되었습니다.

ㅇ 시설을 방문하기에 앞서 지자체인 수지구청 복지담당자와의 연락

을  통해 대상기관의 리스트를 파악하였고, 해당 대상기관과의 연

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

다. 선정이후, 선정기관과의 여러차례 유선통화를 통해 니즈(쌀,

샴푸 등 생활용품)이라는 것을 파악할수 있었고, 부서내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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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

론을 내렸습니다.

ㅇ 현장 방문시 청소년쉼터의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관계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었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

부 및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공간에 청소를 하여 아이들의 생활환경

을 개선하는데 우리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였고,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청취

독서 및 교육 공간 청소

온누리상품권 기부 단체사진

ㅇ 방문한 시설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행한 조그마한 봉사활동에 대단

히 감사함을 표시하였고, 향후에도 공단의 재능기부 등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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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

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 뿐만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

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습

니다.

- 에필로그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에 도움을 주시려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9-1

      홈페이지 ： www.greendream.or.kr

      전화 : 031-276-0770

- 참고사항 : 수혜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임직원의 재능기부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니, 자신의 재

능 및 끼를 나누고자 희망하는 임직원들이 수혜기관에 지속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 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어떠한 기관을 선택할지, 선택하였다면 대상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관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준비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및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속

적인 활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시작했다면 지속

적으로 할수 있어야 함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