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어를 사용해서 훈육하기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놀이터에서 더 오래 놀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또는 “사탕을 사주길 바라는 건 알지만…” 

아이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솔직하면서도 타당하고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곧 저녁 시간이고 저녁 준비를 하러 가야 해." 

"사탕 먹으면 충치 생겨."

해결책 또는 대안을 제안하세요.
자녀가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재차 당부해도 좋습니다. “모래는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모래를 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 보내거나 컵에 담아 봐.” 또는 “친구를 때리면 안 돼. 화가 

나면 말로 하거나 네 펀치 장난감을 때려.”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시키세요.
“대신 무설탕 껌 한 통 이나 사과를 고를래?” 또는 “지금은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오자” 라고 말해보세요. 선택한 것을 일관되게 지켜주세요.

자녀가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자녀를 존중하는 어조와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도와주고 싶다는 걸 알아"라고 말해보세요. "넌 항상 네 차례를 못 기다리는구나" 

라고 말하는 대신 "다음엔 네 자례를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해보세요.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제약과 규칙을 정하세요.
단호하면서도 친절한 목소리로 짧게 말하세요. 자녀가 기억할 때까지 규칙과 지시를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보면 안 돼. 네가 끄지 않으면 내가 끄겠어." "

네가 신발을 신어야 우리도 나갈 거야." "그래, 나가고 싶은 건 잘 알지만 네가 차에 탈 

때까지 출발하지 않을 거야."

행복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나누세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함께 웃고, 놀고, 껴안아주세요.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울인 노력을 칭찬하세요. 아이와 대화하고 책을 읽어주세요. 어린이는 

이런 활동으로 자신이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집니다.

어린이가 걷기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나눔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따르는 법을 배우려면 시간, 준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해당하는 연령의 어린이가 

해야 하는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도와주는 리더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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