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것은 아이, 부모 모두에게 설레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처음 자녀를 기관에 보내시는 

부모님, 아직 표현이 미숙하고 발달 수준이 낮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처음 새로운 기관에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은 즐거워하지만, 막상 부모님과 헤어져 일과를 보내다보면 

아이들은 격리불안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울거나, 식

사를 거부하거나, 밤새 우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기관을 계속 보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지실 겁니다.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과 신뢰입니다. 아이가 기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애

착을 형성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의지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와 헤어져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은 아이에게 데리러 오

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교사와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이 몰래 나가거나, 하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욱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과 선생님에 대한 부모님의 신뢰입니다. 적응

은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모두 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부모님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적응을 잘 하고 있던 아이도 이런 부모님의 모습

에 불안을 느끼고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관 적응

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한 일입니다. 반면

에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응의 시작은 쓰지만 결과는 달콤합니다.   

처음 만나는 여기제 1호

애착 형성과 약속, 적응

★우리 원은 비상교육과 EBS의 부모교육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다면더

•  새로운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어린이집이나 교실을 미리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녀에게 배변이나 소지품 정리 등 혼자

서 해야 하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강조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기관에 다녀온 아이에게 “오늘 뭐했니?”라는 질문은 아이에게는 자신의 일과를 부

모님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즐거웠던 기억이나

놀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세요!해

EBS 교육 방송 [부모]
“우리 아이 성공적인 유아기관 
적응법”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