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억나고 의미 있는 연말 보내기

하누카, 성탄절, 콴자 등 휴일은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린이의 눈과 귀는 '희망 선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말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연휴가 선물 이상의 의미로 

다가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연말 휴가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가족 유대를 강화하세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획하세요. 게임의 밤, 피자와 영화의 밤 또는 동화 읽는 

밤도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서로 분리하는 활동으로 달력을 채우지 마세요.

마음의 선물을 칭찬하세요.

어린이가 타인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해보세요. 혼자 사는 연로한 지인이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쿠기를 만들어 이웃이나 여성 보호소에 선물로 보내세요.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주의: 어린아이에게 

적당한 봉사활동을 선택하세요.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연휴 시즌의 소음과 시끌벅적한 소리를 줄이세요. 가족 저녁 식사, 티 타임 또는 동화책 

읽기 등 차분한 가족 활동을 계획하세요. 텔레비전, 게임기, 전화기 앱 등을 소음과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요인을 줄여주세요.

가족 의식이나 전통을 기억하세요.

가족이 함께 즐길 수있는 전통에 참여하거나 시작하세요. 명절 쿠키 또는 수제 축하 

카드를 만들고, 명절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동화책을 큰 

소리로 읽거나, 스크랩북이나 가족 일기를 시작하거나, 저녁이나 취침 시간에 촛불을 

켜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더 사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광고주는 부모에게는 완벽한 가족 휴가는 필요한 것이 많다고 설득하고,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많이 받아야 행복해진다고 유혹합니다. 어린이의 광고 노출을 제한하고 

광고주의 설득에 의문을 갖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가능하면 프리스쿨 연령의 

어린이를 데리고 공휴일에 쇼핑하는 것을 피하세요.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연말에 예년의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두 배로 

늘려보세요. 물건이 아닌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이러한 노력은 연말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휴일의 의미와 추억을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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