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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관리: 과민한 아이 위로

공공장소에 있는데 귀하의 유아나 미취학 아동이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차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짜증을 내는 아이가 스스로

진정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이를 짜증나게 하는 원인을 찾아 “빠른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 아이가 불편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춥고, 덥거나 화장실이 가고싶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옷이나 기저귀, 안전벨트, 카시트의 벨트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손, 발, 얼굴을

만져 재킷을 입거나 벗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간식이나 물을 주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십시오. 화장실에 데려가 주십시오. 젖었거나 더러운 기저귀는 가능한

빨리 갈아주십시오.

• 아이는 피곤하거나 질병 초기상태 입니다.

편안하게 해주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곤한 거 알아. 금방 잘 수

있을거야.” 라고 말해주십시오. 안아주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 많은 사람, 새로운 장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어서 아이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아이를 안심시키십시오:

“여기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안전하고 점심 먹기 전에 일이 다 끝날 거야”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 장난감들을 원하고, 안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왜 그 장난감을 좋아하는 지 얘기해 보자.” 약간의 긍정적인 관심은

아이의 기분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 아이는 귀하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걱정합니다.

긴장되면, 긴장을 푸십시오. 아이에게 귀하의 기분을 말해 주십시오. “여기는 나도

힘들구나. 집에 곧 갈 수 있어서 기쁘다.” 둘 다 즐기는 노래를 조용히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보같은 표정을 짓거나 웃긴 목소리로 이야기하십시오.

• 아이는 지루합니다.

아이에게 몇 가지 일을 시켜보십시오. “시리얼이 어디에 있는지 엄마가 찾는 걸

도와주겠니.” “이걸 1분 정도 들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니?  한 번 해보자.” 카시트나

유아차에 있어야 한다면, 함께 공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주위 상황에 아이의 주의를 

집중시키십시오. 아이에게 책이나 장난감을 건네주십시오. 나중에 할 재미난 일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하십시오.

귀하의 아이는 난리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아이는 귀하와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먼저 10 까지 세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