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을 키우는 노하우 8가지
▣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아이들은 한순간 어른처럼 행동하다가도 곧 아이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이의 성
숙도를 넘어서는 압력을 주면 도리어 자신감을 잃고 사회성 키우기를 방해하는 수가 있다. 6,7살 정도면 다른 아
이와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지만, 다른 사람의 욕구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8∼10살이 넘어야 한다.

▣ 아이의 스타일을 존중하라
모든 아이가 사교적인 것은 아니다. 자녀가 여러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것을 존중해 주라. 대
신 한두 명의 아이들과 놀도록 지도하는 것이 낫다. 한 번 사회적 경험에서 성공하면 앞으로 나갈 자신감을 얻는
다.

▣ 감정 이입을 설명하라
책, TV쇼, 영화를 고를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고, 주인공의 성격을 설명해준다. 왜 주인공이 울거나 도망
가고 거짓말을 하는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가르쳐줘라
아이가 친구를 구박하면 왜 그랬는지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해 물어 보라. 갑돌이가 너 말고 갑순이랑 놀아
서 질투가 나서 갑돌이를 밀었니? 하는 식이다. 아이들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알리기를 원한다는 게 전
문가들의 말이다.

▣ 좋은 예를 보여줘라
남의 말을 잘 듣는 법, 타협하는 기술을 그림처럼 자세히 설명해준다.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친구의 감정을 어
떻게 느끼는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적해 준다.

▣ 거래기술을 가르쳐라
아이가 한 개의 팔찌를 놓고 친구와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싸우고 있다고 하자. 이때 교섭자가 되어 거래를 도와준
다. 한 아이가 간식시간까지 팔찌를 한 후 나머지 아이에게 차례가 가게 해주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
르쳐준다.

▣ 아이를 심문하듯 다그치지 마라
부모들은 아이의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해 "너 갑돌이 울리지 않았지?" "갑돌이가 너랑 같이 놀았니?" 하는 질문
을 던지기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아이가 잘 행동하는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대신 "오
늘 기분이 어땠니"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대화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 잘한 일은 칭찬하라
친구와 만남을 계획하거나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을 사과하는 등 사회성을 키우는 일을 하면 많은 칭찬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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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빠,엄마의 각오
어른들의 생활
1. 술자리는 오후 9시 이전에 끝낸다

1. 책이나 신문,교양서적을 읽는다
2. 자녀와 같이 여행을 많이한다
3.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것을 보여준다
4. 예술을 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5. 되도록 대화를 많이 하려고 힘쓴다

2. 자가용으로 등교시키지 않는다
3. 식사시간은 즐겁게,자녀가 않먹으면 그냥 놔둔다
4. 절대로 과잉보호를 하지않으며 자립심을 키워준다
5. 명령조의 지시를 하지않는다
6.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반드시 알게 짚어준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은 절제한다

8. 근검 절약하며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좋은 자녀로 키우는 부모역활
자녀교육 행동지침
1. 자녀가 원한다고 선뜻 다 해주지는 않는다
2. 자녀의 거짖말을 그냥 웃어 넘기지 않는다

1. 대화할때는 기쁜 표정을 짖는다

3. 고된 훈련과 교육 심부름도 시킨다

2. 눈높이를 맞추어 얘기한다

4. 잠자리와 장나감등을 대신 정리해주지 않는다

3. 아이들의 고민을 되도록 내 문제인양 들어준다

5. 텔레비젼과 책은 자신이 골라 보게한다

4. 잘못된 행동은 바로 꾸짖어 준다

6.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는다

5. 어른들 기준이나 잦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7. 용돈을 달라는대로 주지 않는다

6. 감정적인 모습은 자제를 한다

8. 다른 아이와 다투더라도 내 아이편만은 들지 않는다

9. 선생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0. 노인들에게 예의 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각 분 야 별 로 잘 라 서 보 관 하 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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