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나는 친구가 없어요.’라고 말할 때면 부모님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

히 학기 초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아이가 쉽게 친구를 사귀고, 친구

들과 잘 지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는 현재 친구들의 놀이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합

니다. 부족한 역할은 무엇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놀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신을 조절해야 합니다. 놀이하고 있는 친구들과 정서

적인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아이는 놀이에 원만히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놀이터로 나가보세요. 아이들은 놀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연습합니다. 놀이터에서는 항상 다양한 그룹이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놀이가 진행됩니다. 그곳에서 자신도 재미있게 어울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며 관계 맺기를 습

득합니다. 

-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할 시간을 주세요. 아이가 또래의 놀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놀이에 참여하려고 시도할 경

우, 놀이에 집중하고 있던 다른 아이들은 방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확률도 떨어집니다. 아이가 친구들 놀이에 끼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가서 놀아봐”라며 재촉하지 마세요. 상황

을 파악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  갈등 상황은 친구와의 관계 맺기를 위한 좋은 연습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너랑 안 놀아.”, “너 그럼

우리 집에 초대 안한다.”등의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친구 맺기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실

험해 보는 중입니다. 사건이 생기면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상대방 친구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상황과 타인

의 감정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부모님과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도록 온정과 지지를 보내

주세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아이가 앞으로 맺어갈 여

러 관계들에 영향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

로 힘들어 할 때면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공감해

주세요. 더불어 우리 아이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사회

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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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어린이집이나 교실을 미리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세요.

보세요!해

★우리 원은 비상교육과 EBS의 부모교육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다면더

EBS [딩동댕유치원]
“몽골에서 온 편지_친구와 함께 
사이좋게 놀이하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