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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할 시간, 꿈꿀 시간: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기
자녀가 잘 잊어버리거나 화를 잘 내거나, 항상 피곤해 하나요? 그것은 아마도 ‘과도한 스케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집. 음악 수업. 미술수업. 유아스포츠단. 자녀의 하루 일과가 

부모만큼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전문가들은 유아에게 

비구조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자유 시간’ 또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자유시간이 좋을까요?
건강: 유아의 신체와 두뇌는 많은 요구와 기대로부터의 휴식처를 필요로 합니다.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은 유아의 건강과 학습준비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독립: 비구조적인 시간은 유아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도한 스케줄에 익숙해져 있는 유아는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유아에게 조금이라도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몰입하여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놀이와 학습: 유아와 성인 모두 배운 것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놀이는 학습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멍 때리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이 유아에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내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활동적인 놀이와 자기 조절: 활동적인 놀이는 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갖도록 돕습니다. 

자유 놀이 동안 지칠 때까지 달릴 수 있고, 뛰고, 기어오르고, 던지고,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멈춰서 

물을 마시고, 모래놀이 상자에서 친구와 조용히 놀이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적인 활동 놀이를 하는 

동안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유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 모두에게 더 많은 ‘휴식 시간’ 주기: 부모가 과도한 스케줄에 시달린다면 자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기: 만 3 세 유아에게 어린이집 이후 바이올린 수업, 수영교실, 그리고 

놀이그룹이 정말 필요할까요? 아니면 자녀가 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일까요? 
자녀에게 확인하기: 자녀에게 하루가 너무 바쁘다고 느끼는지, 놀거나 쉬는 시간을 더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자녀가 집에 있을 때 부모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창의성 격려하기: 빈 상자 또는 진흙 웅덩이조차 아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요리하거나 

함께 퍼즐을 맞추거나 모형을 만들어보세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풍부한 야외 경험 제공하기: 산책, 공 던지기, 정원 가꾸기, 스케이트, 스키 등을 하거나 놀이터에 

가보세요. 또는 뒷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해보세요.

게임 방법 보여주기: 카드게임, 보드게임 그리고 신체적 게임이 친밀한 상호작용을 도와주고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놀이 친구 만들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구조적인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흥미로운 곳으로 산책 가기 또는 자전거 타고 가기: 박물관, 건설 현장 또는 다른 흥미로운 장소로 

같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보세요.

여유로운 시간 만들기: 같이 상상하고 말하고 들어주고 안아주며 ‘게으름 부리기’ 할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