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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 건강: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이의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 보통은 신체적 안녕을 생각합니다. “잘 움직이고 잘 

크고 있을까? 자주 아픈가?”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이라는 말에는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삶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은 사회적 및 감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호자, 교사 그리고 가족 모두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 발달에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정신 건강을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
•	 거주 및 놀이에 안전한 장소

•	 올바른 양의 건강한 음식

•	 보호자 및 가족의 사랑, 보호 그리고 편안함

•	 다른 아이들과 활동적으로 놀 수 있는 충분한 시간

•	 휴식을 취하고 흥미를 따를 수 있는 시간

•	 지지하고 격려하는 보호자와 교사

•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경험

•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시간

•	 일관적이지만 과하지 않은 지도와 훈육

아동의 정신 건강이 보통은 좋아 보이는 경우 —
•	 두려움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일 때

•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보일 때

•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이 있고 존중하며 대할 때

•	 동물을 친절하게 다룰 때

•	 실망하거나 좌절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	 스스로나 남을 다치지 않게 하고 화를 보일 수 있을 때

•	 안전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때

•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얻으려 할 때

•	 스스로를 내세울 때

•	 집이나 교실에서 활동에 참여할 때

•	 새로운 것에 기꺼이 도전할 때(활동, 음식, 친구 관계 등)

•	 어려운 과제를 계속 시도할 때 

•	 “감춰두지” 않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 —
•	 질병 또는 유전적 원인

•	 납, 수은 또는 기타 환경적 독성에 노출

•	 학대 또는 방치

•	 가족의 생활을 파괴하는 자연재해

•	 가족 또는 이웃의 폭력에 노출

•	 가난과 관련된 어려움

•	 이혼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을 포함한 심각한 가족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