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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화내는 아이 돕기
모든 아이들이 때로 화를 내며 화가 나거나 좌절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집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상태 혹은 기분이 아이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사들은 이런 

상태를 바꾸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한 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관찰하기.

무엇이 아이를 화나게 하고 공격하게 하나요?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피곤하거나 배가 고플 때 아니면 시끄럽거나 소란스러울 

때 화를 내나요?

원인을 최소화하기.

아침에 떨어지는 시간이 어렵다면, 아이가 하루를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전환이 어렵다면, 활동이 곧 끝나게 됨을 조용히 먼저 알려주고 다음 활동을 

설명해줍니다.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규칙을 설명하기.

아이가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안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십시오. “때리는 

거 안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도 널 때리지 않았으면 해. 앰버에게 네가 자전거를 탈 

차례라고 얘기해. 그래도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보기.

아이 가까이에 서 있으면 화를 내기 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용히 상기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벤이 블록 쌓기 때문에 자말과 자주 싸운다면, 블록 영역으로 벤을 따라가 “

자말한테 말 예쁘게 하는 거 기억하자. 탑 쌓기 같이해도 되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야” 라고 

속삭여보십시오.

잘못된 행동에 관심을 갖는 주기 깨뜨리기.

아이의 관심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만약 샤론이 그림 그리기나 공놀이에 

관심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기 전 매일 조금씩 이러한 활동을 할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이의 관심과 노력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정말 자세히 그렸구나!” 또는 “

어쩜 저렇게 멀리까지 공을 던질 수 있는지 놀랐어!”

발전을 알아차리고 박수 쳐주기.

아이가 성공했을 때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모래밭에서 조쉬랑 잘 놀았다고 들었어. 네가 

모래성 쌓을 곳을 달라고 했고 조쉬도 그렇게 했다며!” 그런 다음 안아주고, 웃어주고 

아니면 등을 두드려주며 어려운 일과 성공 뒤에 오는 좋은 감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