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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의 말
격려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장된 칭찬은 

아이들이 어른의 허락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은 무의미하게 

들리는 칭찬이 없이도 아이를 인정하고 흥을 돋워 줍니다. 격려의 말은 아이가 자신의 노력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올바른 행동과 말을 알려주기
•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특정한 행동과 기술에

대해 격려해주십시오. “착한 아이구나” 라는 말 대신 “선반에 책을 가져다 놓았구나” 라고

말해보십시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옳은 행동을 했을 때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가 보통은 줄 앞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웃거나 안아주면서 “제이슨이 사다리에

먼저 오르는 것을 보고 미끄럼틀을 내려가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너무

기쁘구나” 라고 말해주십시오.

• 스스로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알도록 도움이 되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마리아가 다른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가 다른 게임을 먼저 말해주고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자. 둘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 같구나.”

아이의 노력을 알아주고 반응하기
• 아이의 좋은 의도를 지지하십시오. “정말 예쁜 카드네! 훌륭한 화가인데!” 라고 말하는 대신 “

아빠가 네가 만든 카드를 받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 자신의 노력에 대해 말해보게 하십시오. “아빠 카드를 만드느라 진짜 오래 걸렸네.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래?”
•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미소, 윙크 또는 하이파이브로 아이의 노력을 알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칭찬 피하기
•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코트를 치워 두는 것을 한번 기억했구나”는 격려가

아닙니다. “코트를 치워줘서 고맙다.”

• 아이를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됩니다. “형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경쟁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 가방을 들어 드리다니, 너무 친절하구나” 라고

말해주십시오.

격려는 판단이 아닙니다.
• 평가가 아닌 특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하늘을 칠하려고 파란

물감을 많이 사용했구나.”

• 격려의 말은 아이 내면의 학습 욕구를 형성합니다. 아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는 실마리를 배웁니다. “코트에 지퍼를 잠그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퍼 잠그는

법을 배우는게 신나 보이는구나” 라고 말해주십시오.

아이와 어른은 진심으로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해”, “네가 농담하는게 좋구나”, 

“네가 내 자식이라 너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