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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가지 마! 어린이의 분리 불안
부모나 다른 양육자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며 매달리는 아이를 두고 오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어린이는 분리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가 언제 

돌아오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힘듭니다. 분리 

불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약간의 분리 불안은 정상입니다.

어린이의 행동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하고 중요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떠날 때 어린이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유독 한 보호자를 다른 보호자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장소에 대한 두려움은 생후 8개월쯤 시작되지만 더 빠르게는 생후 

5개월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 불안은 보통 10 ~ 18개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2살이 되면 사라집니다. 이런 불안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커질 수 있으며 환경이 

변하거나 엄마가 동생을 출산하는 것과 같은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연령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이별을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와 잠시 이별하는 것에 관한 책을 읽어주세요.

 • 새로운 장소나 사람에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있어주세요.

 • 부모와 떨어지기 싫은 마음을 잘 안다고 차분하게 말해주세요. 다시 데리러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 시간 개념이 없다면, 엄마나 아빠가 낮잠 시간 이후나 저녁 시간에 다시 온다고 

말해주세요.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불이나 다른 '애정하는 것'을 갖게 해주세요.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엄마의 스웨터나 가족의 소지품을 갖고 있으려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 어린이가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두고 가지 마세요.

 • 어린이가 짜증을 낸다고 놀리거나 꾸짖지 말고, 아무 말도 없이 몰래 가버리지 마세요.

 • 울지 않는 대가로 보상을 해주지 마세요.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분리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육기관 결정 과정에서의 불안이나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린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드는 보육기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잠시 헤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분리 불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보육 환경에서 2주 이상 안정을 찾지 못하거나

 • 못 먹고 못 자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것을 거부하며 행동의 변화를 계속 보인다면

 • 어린이의 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을 찾거나 대안적인 보육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방문해주십시오: https://illinoisearlylearning.org/ko/resources/tipsheets/ rev.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