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집, 새 집, 우리집
매년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 계획은 신나면서도 슬픈 경험이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고 이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사 전
 • 가족의 사망이나 이혼 등 불행한 일을 겪은 후의 이사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변화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경제적인 이유나 원치 않는 

이직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 자녀와 이사갈 집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질문에 대답해주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하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이사 전에 미리 새 집과 동네를 찾아가보세요. 너무 멀면 책이나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 유아와 프리스쿨 연령의 어린이에게 새 집에서 가족이 함께 지낼 거라고 말해주세요.

 • 이사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놀이를 해보세요.

이사 중
 • 유아나 프리스쿨 연령의 어린이가 자기 짐을 챙기고 이사를 돕도록 해보세요. 자녀의 

장난감이나 옷을 새 집으로 옮긴다는 것을 이해시켜주세요.

 • 자녀의 식사나 취침 시간은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불이나 

장난감을 들고 있게 해주세요.

 • 자녀의 나이, 성격, 안전을 고려해 이삿날 함께 있을 것인지 친구 또는 친척에게 맡겨놓을 

것인지 미리 결정하세요. 어떤 어린이는 이사를 흥미롭게 여기고 또 어떤 어린이는 혼란스러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이삿날 부모와 함께 있어야 덜 불안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이사 후
 • 가능한 한 빨리 자녀의 공간을 마련해 새 집에서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세요. 익숙한 

식사, 책, 음악이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배변 훈련이나 유아용 침대를 어린이용 침대로 바꾸어주는 

것과 같은 변화를 미루어주세요.

 • 자녀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어린이는 이사 후에도 예전 학교나 

동네, 친구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이웃을 만나 자녀가 새로운 커뮤니티에 연결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등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세요.

 • 자녀가 프리스쿨 원생이라면, 프리스쿨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교사와 

상의하세요.

 •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이 이사에 적응하기까지 최대 1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2주 동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 자녀가 평소보다 더 떼를 쓰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애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흔히 자녀의 나이보다 더 어린 어린이의 전형적인 

행동을 합니다.

 •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새 집에서 함께 지낼 것이라고 안심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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