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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주는 것을 가르치기

주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이번 휴가 시즌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로 둘러싸인 시즌에 주는 것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시작하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들이 어리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린 

아이는 친구를 위해 쿠키를 굽는 일을 기쁘게 도와주더라도 

나중에는 자신이 그 선물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아이가 갖고 일부는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쿠키를 

충분히 구워서 이를 대비하십시오. 

• 주는 시간의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다른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무료 세차” 또는 “간단한 아침 준비하기”와 같은 

선물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선물을 고를 때, 자녀를 참여시키십시오. 엔젤 트리로부터 

선택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녀와 연령/성별이 같은 

아이를 선택하고 자녀가 선물을 고르게 하십시오. 가능하면 

선물을 전달할 때 자녀가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자녀는 

그러한 경험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 역할 모델이 되십시오. 무료 급식소 또는 노인 센터에서 

가족이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치약, 샴푸와 같은 작은 

크기의 세면용품을 모아 선물 포장을 한 후, 노숙자 쉼터에 

가져갑니다.  그녀가 쇼핑을 할 수 있게, 자녀에게 이웃의 

어린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지 또는 고령자를 위해 낙엽을 

모으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바쁜 부모의 경우, 

자선단체에 수표를 보내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는 자녀에게는 

영향을 거의 줄 수 없습니다. 푸드 뱅크에 통조림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가족이 지역사회 단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선택”하거나, 선물을 골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대해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이들의 삶에는 없을 수 있음을 자녀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llen Sabin 작가는 이러한 활동을 해 보도록 제안합니다. 이 활동은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눈사람

나는 스스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가능한 한 완벽하게요.

눈사람을 애완동물처럼 옆에 두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자도록 했죠.

잠옷도 만들어주고요.

머리 쪽에 베게도 두었어요.

그러자 지난밤에 눈사람이 
도망가버렸어요.

침대만 젖은 채로요!

Shel Silverstein

Terri Stafford

Terri의 한마디

주는 것은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익명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커넥션
가정과 학교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변화"
17호

20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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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도록  
청소년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위기상황에서 자원봉사 및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하며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합시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청소년, 지역사회 및 민주주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합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가정에 음식(또는 다른 물품) 분배하는 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지역 학교 시스템에 확인하십시오.

⇒ 지역 푸드 뱅크 또는 식품 배급소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해당 단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심부름, 음식 및 약품 배달 등을 도와주십시오. 사회적 격리/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하십시오. 방문자를 받을 수 없는 요양 시설의 노인들에게 
보낼 카드를 만들거나 편지,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작성하십시오.

⇒ AARP Community Connections를 통해 지역 상호부조 그룹과 연락하십시오.
⇒ 세대 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십시오.
⇒ 지역 Meals on Wheels에 연락하여 자원봉사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사실을 전파하고 집 안에 머무르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해야 하는 행동을 전달하십시오.

뉴스는 잠시 잊고 밖에 나가 게임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TV쇼 또는 영화 등을 시청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가능한 한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휴교하는 동안 기금 모금은 시간을 보내는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할 카드, 예술 작품, 보석 또는 
다른 수공예 물품을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상 활동(걷기, 스케이트, 
볼링, 수영, 자전거, 암벽 타기, 독서, 댄스)을 조직하십시오.

⇒  이웃 추진팀을 만드십시오. Google doc은 연락처 시트, 그룹 채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위기 동안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관련 질문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웃 이메일 list-servs, Facebook, 
Nextdoor 또는 Slack을 통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휴교하지만, 부모들은 출근해야 하는 경우, 10대 고학년 및 대학생들은 가족/친구/이웃을 위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나누기 위해 이웃 아동보육 협동조합을 조직하십시오.

YSA(Youth Service America)의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Youth Changing the World) 기사로부터 발췌

헌혈 운동이 취소되면서 혈액 은행이 심각한 혈액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충분한 혈액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개인의 헌혈이 지금 필요합니다.

⇒  다음 단체를 통해 여러분의 지역사회 내 헌혈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The American Red Cross)

미국 혈액 센터(America’s Blood Centers)

AABB.org

청소년이 

도울 수 

있는 방법

배고픔  
없애기

고립된 노령자 
돕기

건강한 행동 
장려하기

정신 건강 
지키기

실직 근로자 
지원하기

아동 돌봄 
제공하기

헌혈하기

배고픔  
없애기

필수 직원 
지원하기

인종차별과 
싸우기

재난 
대비하기

응원 확산하기 총기 사고 
예방하기

보호소 동물 
기르기헌혈하기 비영리단체 

지원하기

마스크 만들고 
기부하기

실직 근로자 
지원하기

특별 행사 
기념하기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정책 변화 
주장하기

교육 불평등 
논의하기

건강한 행동 
장려하기

정신 건강 
지키기

고립된 
노령자 돕기 선거 준비하기

아동 돌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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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자녀에게 디지털 먼지(Digital Dirt)가 있습니까?

디지털 먼지란 개인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프로필, 

블로그 코멘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 개인에 

대한 취미, 사진, 폭언 등 사적인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십대 

자녀는 물론 여러분도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온라인상 정보를 읽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정보로 인해 면접에 가기 전 신청자를 탈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 입학처에서 입학 자격을 결정할 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온라인 프로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용주는 지원자의 온라인 프로필을 언제나 검토한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수업에 빠지고 미성년자 음주를 

자랑한 것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학교나 직장을 놓치길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온라인 프로필 정리하기. 십대 자녀에게 프로필을 지우라고 

명령하는 대신, 그들이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기쁨을 

가지도록 독려하십시오. 자녀들이 게시한 정보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문제 될만한 

자료는 삭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미래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십대 자녀가 창의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안전 통제 실행하기. 인기있는 많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사용자는 다른 가입자에 대해 댓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내용을 의미합니다. 피해를 주거나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는 그러한 댓글을 피하려면, 그러한 댓글을 

차단 또는 심사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기사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함: 중독을 끝내기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 to End Addiction). 파트너십 직원 작성.

온라인에서 청소년 보호하기

인터넷은 10대 청소년에게 아주 훌륭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청소년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범죄자에게 청소년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십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청소년은 이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십대 자녀가 친구들과 밤늦게 외출하도록 허용하는 때와 

같이 부모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대 

자녀가 누구와 언제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채팅룸, 

블로그, 게시판, 인스턴트 메시지, 이메일 사용과 같은 십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십시오. 범죄자들은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기 전, 채팅방에서 의심이 없는 십대들과 

종종 만납니다. 십대 자녀가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부적절한 

연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출처: 작업 솔루션, 제휴 작업 파트너(Working Solutions, 

Alliance Work Partners)

폭력조직 연루 증상

자녀가 성숙해감에 따라, 마약과 술만이 부모가 경계해야 

하는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폭력조직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폭력조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밖 활동에 

대해 비밀유지, 불편한 새 친구, 무기의 소지 또는 사용, 

새로운 “거리” 이름, 개인 소지품에 그라피티, 폭력조직 상징 

문신, 학교 성적 저하 또는 학교 활동에 대한 관심 저하, 

가족에 대한 관심 감소,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은 돈 또는 물건의 소지, 매일 똑같은 색을 입거나 한쪽에 

특정한 의류 장식품 착용, 법집행기관 공무원과의 부정적인 

연락. 여러분이 이러한 유형의 변화를 알아차린 경우. 자녀의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법집행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폭력조직 개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출처: 작업 솔루션, 제휴 작업 파트너(Working Solutions, 

Alliance Work Partners)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연민을 
연습하십시오.

본인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연민을 
연습하십시오.



표제 I, 파트 A 학부모와 가족 참여 주 전체 이니셔티브 
4

자녀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배우는 것

어린 시절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는 기대되고 
참여하고 싶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봉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어린이와 십 대 청소년들은 

헌신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참살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배웁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 관용을 가르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양한 배경, 능력, 민족, 연령, 교육, 소득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도 

다양한 개인들이 공통의 가치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 직업 기술을 가르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청소년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종종 병원과 의원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가 정치를 좋아하나요? 

지역 후보자의 실제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팀 

구성원으로 협력, 리더 역할 수행, 프로젝트 목표 설정해보기 

- 이것들은 모두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 남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전통적인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봉사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www.kidshealth.org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는 방법

감사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부모, 교사, 
조부모 및 다른 성인 역할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감사를 배웁니다. 
이러한 역할 모델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보는 
가치를 따라합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가치를 보거나 
경험하면, 감사함이 그들 태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축복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및 자녀의 하루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풍성한 감사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매일이란 선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감사는 모든 순간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아침에 밝게 웃으며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 또 다른 훌륭한 하루가 펼쳐질 것임에 감사하십시오.

• “네가 내 아이/손자/조카/학생이라서 행복하다고” 만나는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 가장 작은 축복을 나열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잠잘 침대, 먹을 음식, 머리를 덮는 지붕.

• 감사 포스터를 함께 만들고 가족 구성원 또는 학생들이 이 포스터를 
볼 수 있도록 걸어놓으십시오.

• 자신만의 감사 포스터를 만들고 자녀들이 매일 이 포스터에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감사한 것은 무엇이니?”라고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의식하지 않고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성인 역할 모델은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감사의 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방식에서 
친절함을 보여주십시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에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스스로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점에서 계산을 기다리며, 한 품목만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앞으로 이동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차량 앞으로 끼어들도록 허락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할 경우 손을 흔들며 
웃어주십시오. 

• 매장 또는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십시오. 

• 친구나 이웃에게 책이나 도구 등을 빌려줌으로써 다른 이와 물품을 
공유하십시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자원봉사하며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강의보다 나눔과 공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성취에 대해 아이들에게 
진정한 칭찬을 해야 합니다.

• 아이들에게 그들의 그림 색상이 
화려하거나 창의적이며, 그들이 도와줘서 
고맙고, 그들의 친절한 행동이 사려 
깊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 아이들이 성공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혼신의 노력을 할 때 칭찬은 
중요합니다. 

•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알고 
상상력이 풍부한 것을 칭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낯선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 및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모든 이를 최대한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아이들은 그러한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이를 따라할 것입니다. 

Carol Adamski의 블로그 Gratitude Habitat으로부터 발췌

부모 참여 요리법 
긍정적인 태도 1컵 

전문적인 예의 2와 1/2컵 

적극적인 경청 3과 1/2컵 

열린 대화 4 테이블스푼 

정직 및 공정 1과 3/4컵 

존중 5컵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1컵 

의미있는 부모 활동 1과 1/2컵 

총 직원의 노력 6컵 

오늘 학교에서 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신중히 혼합하십시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 한 번의 웃음, 한 사람, 
무지개  하나, 한 번의 호흡, 또한 편안한 잠자리.”

Terri Guille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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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해 대담하게  
식단과 운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부모이자 돌봄 제공자로서, 여러분은 자녀의 건강한 식사 및 운동에 대한 평생 습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대담하게 행동하십시오 

• 역할 모델로서 -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스스로 많이 운동하기.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생활양식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오. 

• 문지기 -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TV 시청, 
웹 서핑, 비디오게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 미각 설정자 - 여러분은 아주 초기부터 건강한 음식의 풍미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성인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 주장하십시오 - 보육시설,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식사 및 운동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그들은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생활을 바꾸십시오

• 가족 식사를 요리하거나 간식을 준비할 때,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예: 과일, 야채, 통곡물, 기름기 적은 
단백질, 저지방 유제품)을 이용하십시오. 단 음식, 가공 식품, 즉석 식품의 형태인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 Go, Slow, Whoa를 지침으로 활용하십시오. 

• Go 식품 — 지방, 설탕, 칼로리가 적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과일 및 채소. 언제나 먹어도 좋은 식품. 

• Slow 식품 — 지방과 설탕 함유량이 많고 칼로리가 높은 식품. 예를 들어, 흰색 빵, 팬케이크, 시럽에 넣은 통조림 과일. 자주 
먹어서는 안됩니다. 

• Whoa 식품 — 지방, 설탕, 칼로리가 매우 높으며 영양가는 낮은 식품. 예를 들어, 사탕, 탄산, 감자튀김. 가끔씩 적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 칼로리 섭취량과 부분별 비율이 자녀의 연량 및 활동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더 건강한 재료(예: 더 많은 야채, 지방이 더 적은 재료) 또는 더 건강한 조리법(튀김 대신 굽기)을 이용하여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아이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건강한 음식을 계속 소개하고, 아이들이 식품 구매 및 준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아이들과 음식의 
친밀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식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해하고 성장하면서 건강한 조리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지키십시오 - 정기적으로 가족 식사시간을 가진 아이들이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학교에서 
수행도 더 좋고, 가족 구성원과의 결합력도 더 좋습니다. 

• 미디어 사용량 바꾸기 - 일일 TV 시청을 양질의 프로그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인터넷 사용을 감독하고 TV 이용 시간 동안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운동 일과를 바꾸십시오  

• 아이들과 놀거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매일 60분씩 시간을 할애하여 캐치볼, 산책, 조깅, 자전거, 수영, 

술래잡기 등을 합니다. 

• 아이들이 섭취하는 칼로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활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 활동을 장려하는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 예: 스포츠 장비, 액티브 게임 또는 지역사회 스포츠 팀에 가입. 

• 가능한 많이 걸으십시오 - 예: 학교까지 아이들과 함께 걷기, 저녁 식사 후 TV를 보는 대신 걷기. 

•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 예: 마당 작업, 정원 가꾸기 또는 집 주변 작업.  

https://www.apa.org/topics/children/healthy-eating

E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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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제한을 설정하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아이들은 제한을 필요로 합니다. 제한은 
그들이 자주 혼란스러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열정을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날개를 꺾지 마십시오. 유아의 삶의 임무는 독립성을 
얻는 것입니다. 아이가 발달 단계적으로 장난감을 정리하고, 
식탁에서 접시를 치우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아이에게 책임감을 주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
(및 여러분의 건전성)에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아이에게 주십시오. 아이가 작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았을 때, 아이를 구하려고 즉시 달려가지 말고 
아이에게 자립심과 회복력을 가르치십시오.

훈육은 처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제한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아이가 
유능하고, 배려심있으며, 통제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싸울만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아이들은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 
너무 많은 규칙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입을 옷을 선택하고 
가끔 이상한 말을 사용하는 등 작은 문제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 이는 폭력, 
무례한 말, 거짓말 금지 등을 말합니다.

칭찬하는 최고의 방법 알기

적절한 칭찬을 하십시오. “너는 훌륭해”라고 단순히 말하는 
대신, 자녀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쿠키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힘들었을 거야. 니가 참아줘서 
정말 좋았어.”

좋을 일을 응원하십시오. 아이가 도움이 되거나 훌륭한 
무언가를 한 것을 알아차린 경우, 여러분이 느낀 것을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이는 좋은 행동을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이고 
아이가 좋은 행동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에 대해 말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엿들은 것이 우리가 
직접 들은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아이에 대한 칭찬을 
할머니, 아버지 또는 곰 인형한테 하는 것을 아이가 우연히 
듣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휴식을 취하십시오. 요리하기에 너무 피곤할 때 포장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여러분의 직감을 따르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책무를 
맡거나 아이 학교에서 자원봉사 여왕이 되려는 마음을 
접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무례를 참지 마십시오. 아이가 부모 또는 다른 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험한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경우, 어떤 형태의 무례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입시키길 
원하는 가치 및 행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의 삶에 돌봄을 
제공할 다른 사람(배우자, 조부모, 보육기관 직원, 베이비시터 
등)을 동원하십시오. 이는 고맙다고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부터 짜증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Explore Parents 기사

멋진 부모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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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커넥션
가정과 학교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변화"

텍사스주 학부모와 교육자들을 위해 1년에 4회 당국 웹사이트에 학부모와 가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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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베트남어, 독일어,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Terri Stafford, 코디네이터 
학부모와 가족 참여 주 전체 이니셔티브

t1pfe@esc16.net

행정처

Ray Cogburn, 전무
지역 16 교육 서비스 센터

5800 Bell Street - Amarillo, Texas 79109
전화: (806) 677-5000 팩스: (806) 677-5167

www.esc16.net

Cory Green, 부국장
계약관리부(Department of Contracts),

보조금 및 재정 관리국(Grants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텍사스 교육청

1701 N. Congress Avenue - Austin, Texas 78701
전화: (512) 463-9734

www.tea.texa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