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게 사용하면 좋은 
메시지 전달법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왜냐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엄마는 걱정된다.

늦는 경우에는 꼭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녀의 감정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감정코칭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기

1단계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며 

공감하기

3단계

친해지는 
기회로 삼기

2단계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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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학부모생활

 ▶ 문제행동

 ▶ 감정전달

 ▶ 정당한 이유  

▶ 의사전달

우리 아이 또래 관계 돕기

첫째 2020. 9. 23(수)

SMART한 스마트폰 사용법

셋째 2020. 10. 14(수)

올바른 자녀 지도법

다섯째 2020. 10. 28(수)

자살과 자해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둘째 2020. 10. 7(수)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법

넷째 2020. 10. 21(수)

신청 링크 :
https://bit.ly/3hURmQ2



    친구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소심한 우리 아이
-   조심스러운 기질을 가진 아이일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규칙을 잘 지키거나  

통찰력이 뛰어나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다툼이 잦은 우리 아이
-   아이가 화를 낼 때 부모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 주세요.
-   부모님이 연습하고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자기주장이 뚜렷한 용기  

있는 아이일 수 있어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
-   친구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자존감 지키기를 격려하고 연습하도록 도와주세요.

    SNS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만 집착하는 우리 아이
-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   친구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해  

걱정하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세요.
-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들어보신 후 부모님의  

의견을 조심스레 표현해주세요.

    아이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해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세요.

- 반드시 직접 물어봐주세요.
- 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주세요.
-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세요.

SMART한 스마트폰 사용법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연령에 맞게 참고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더 재미있는 것을 제공해 주세요.

    원만한 가족관계는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자녀와의 소통은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에서  
시작해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기 속에서 순서, 상황,  
감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줍니다. 

    자녀의 입장과 감정을 듣고 공감을 표현한 뒤 부모님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문제 행동을 보일 경우, 일단 그 행동에 대한 아이의  
이유를 물어봐주세요.

  감정적인 대응과 체벌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많이 칭찬해주세요. 벌보다는 칭찬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감정을 먼저 다스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지도는 체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해주세요.
      자녀의 감정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감정코칭을  
활용해주세요.

우리 아이 또래 관계 돕기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법

올바른 자녀 지도법

자살과 자해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우리 아이들은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 

우리 아이의 또래 관계를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와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볼까요?

죽고싶다는 표현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SOS입니다. 

죽고싶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스마트폰을 무조건 못하게 
하지 않고  자녀의 조절 능력과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양육방법을  
한 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