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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자유
나비가 번데기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비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탈피를 위한 몸짓이 나비의 날개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지만 지나친 도움은 오히려 아이가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발달 단계 확인하기.
유아는 근접 감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 있는 한 짧은 시간 

동안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대체로 스스로 옷을 입는 단계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많은 4살 어린이가 작은 도움만으로도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 또래의 

다른 어린이를 관찰하거나 연령별 발달 예상 단계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과 위기의 차이 인지하기.
귀하의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수영장에서 놀게 하는 것과 옷이 젖고 더러워질 수 있는 진흙탕에서 놀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지만 지저분한 채로 

활발하게 놀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 교류하는 방법 교육하기.
2살 어린이에게 어른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친구를 위해 장난감을 찾아주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4살 어린이에게 혼자 힘으로 친구에게 말을 걸고 함께 노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나 교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새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혼자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 학습시키기.
어린이는 만든 사람이 의도한 방식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놀도록 내버려두세요. 아이가 

나무를 분홍색으로, 태양을 파란색으로 색칠하더라도 그 작품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해주세요.

실패하고 재도전할 기회 부여하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번 넘어지는 것처럼 어린이는 많은 시도 끝에 

옷을 입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식사 준비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다 놀고 정리하지 않은 

장난감이나 책을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언제 스스로 할 시간이 필요한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유심히 관찰하세요.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작은 사건에 대해 침착하기.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작은 상처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긁힌 상처에 약을 

바르거나 부풀어 오른 혹에 입김을 불어주며 다시 놀 수 있도록 다독여주세요. 친구가 다른 

아이와 놀고 싶어하거나 자신을 놀릴 때 대응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되,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