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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관리: 짜증 방지를 위한 사전 계획 세우기
어린 아이가 공공 장소에서 짜증을 내는 것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볼일을 볼 때 몇 가지 간단한 조치로 아이가 “짜증을 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연습” 외출과 심부름을 하십시오.

• 외출 “연습”을 통해 아이에게 귀하가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하십시오. “

버스 타기,” “장보기,” “의사 만나기” 놀이를 하십시오.

• 더 긴 외출을 위해 짧고, 단순한 외출을 연습하세요. 기본 아이디어 소개: “만지지

말고 보렴.” “옆에 꼭 붙어있어.” “주변을 살펴보렴.” 이런 외출 연습은 특별히 매우

활동적이거나 충동적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심부름하는지 알려주는 거야”라고 아이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이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볼일 보기와 외출을 계획하십시오.

• 가끔은 아이가 함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식사나 낮잠을 방해

받았거나, 귀하가 방문하는 장소에서 힘들어 한다면 가능한 한 믿을 수 있는 보호자와

있게 하십시오.

• 현명하게 준비물을 준비하십시오. 있으면 좋은 것들:

• 건강한 간식과 음료

•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물건들 - 담요, 책, 작은 장난감(공처럼 쉽게 잃을 수

있는 물건은 피하십시오)

•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목록

• 학습 활동 키트(“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 시리즈의 팁 시트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십시오)

• 무언가 쏟거나 대소변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 갈아입힐 옷

• 아이가 무엇을 예상 해야할지 . 간단하지만 명확해야 합니다: “장보기와 청구서

우편으로 보내기,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어.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을

거야.” “눈 검사를 마치면,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게.”

• 아이가 선택하게 하십시오: “카트에 탈래 아님 같이 걸을래?” “노래할래 아니면

라디오 들을래?” “물개랑 코끼리 중에서 무엇을 먼저 볼래?”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 “일을 보는 시간”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구분할 준비를 하십시오.  몇 분간의

긍정적인 관심은 훨씬 오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보상이며 그 보상이 오히려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외출 시 좋은 행동을 한

아이에게 보상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귀하의 “보상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십시오!
• 여행할 때 아이가 종종 배탈, 두통, 평상적이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소아과

의사에게 멀미에 대해 상담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