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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상황 중 센터에 재등원할 때
코비드-19 상황 중 센터를 다시 찾는 가정에서는 많은 것이 궁금하고 염려도 크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분노, 슬픔, 좌절 등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강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어린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래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예전과 같은 점에 관해 이야기해주세요. 어린이들에게는 계속해서 
 • 동일한 수준의 돌봄을 받습니다.

 • 간식과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 놀이 시간을 갖습니다.

 • 책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 몸을 크게 움직이는 활동 시간을 갖습니다.

 • 교사를 비롯한 돌보미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이가 센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도와주세요.
 • 가상 놀이를 통해 자녀를 센터까지 태워주고 데려오는 새로운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어린이 돌봄에 관한 책을 읽어보세요. 코비드-19 상황 이전과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 심호흡이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짧은 문구 등을 이용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 자고, 일어나고, 식사 하고, 외출하고, 옷을 입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 자녀와 돌봄 교사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대하세요.

 • 아이와 헤어질 때마다 반복할 수 있는 특별한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아이와 헤어지기 

전에 특별한 노래를 부른다거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돌봄 교사에게 아래와 
같이 질문해보세요.  

 • 아이의 등하원 절차 중 새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 아이가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센터에 두어도 될까요?
 • 아이가 하루 종일 같은 모둠에 속해서 같은 돌봄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나요? 
 • 건강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아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달래나요?
 • 아이의 친구들이 모두 센터에 있나요?
 • 낮잠 시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 아이의 돌봄 교사가 센터에 있나요?
 • 아이의 교실을 살펴봐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