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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랑하기 - 5호
화가 나거나 우울해 지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반응이며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욱하고 화를
낸다면 부모님들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녀의 감정
과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감정조절문제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Ÿ

분노와 화와 같은 감정적 부담이 감정
그릇의 크기를 넘어가는 것이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부모와의 갈등, 학교적응문제, 친구와의 갈등, 자존감의 저하, 성적에 대한 부담 등의 스트레스로 감
정적 부담이 갑자기 커졌을 경우입니다.
2) 사고의 융통성이 없거나 집중력이나 참을성이 부족한 경우, 정서적인 문제(불안, 우울)가 있어서 감정
적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적을 경우입니다.
3) 감정적인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감정
을 배출하고 해소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2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는 자녀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Ÿ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내뱉게 되는 말이나 행동은 이후에 본인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에 손상을 줍니다.

Ÿ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성취경험’이 되며 한번 성공하게 되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Ÿ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공감해 줌으로 자녀의 감정조절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감정 코칭’을 소개합니다.
감정코칭의 핵심

Ÿ

*말의 내용보다는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인정해주어야 마음이 풀립니다.

< 감정코칭의 4단계 >
1 단계 :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기
Ÿ

부모 : “너 짜증부터 내는 것을 보니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2 단계 : 친해지는 기회로 삼기
Ÿ

자녀 : “오늘 학교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나만 혼났어요.”

Ÿ

부모 :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거니?”

3 단계 :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며 공감하기
Ÿ

자녀 : “옆 친구가 떠들고 있어서 나도 몇 마디 한 것 뿐 인데 나만 혼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Ÿ

부모 : “다른 친구도 떠들었는데 너만 혼나서 ‘너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도 있겠구나”

4 단계 :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Ÿ

부모 : “선생님이 너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구나.
선생님이 널 좋게 봐줬으면 좋겠구나?”

Ÿ

자녀 : “선생님이 나만 차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나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 www.youtube.com 에서 ‘감정코칭 또는 감정코치“를 검색해 보세요.

4

화가 났을 때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Ÿ

‘잠깐’ 하고 멈춥니다.

Ÿ

길게 심호흡을 합니다.

Ÿ

‘참자, 진정하자, 괜찮아’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Ÿ

욕하거나 때리지 않고 물건을 던지지 않고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하도록 합니다.

5

Ÿ

거꾸로 셈을 하거나 구구단 외우기를 합니다.

Ÿ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집에서 자녀가 분노폭발을 멈추지 못하고 길어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Ÿ

자녀의 손목을 잡고 적당한 의자에 앉힌 후 화가 가라앉아 차분해 질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Ÿ

소리를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너가 지금 소리지르는 것을 스스로 멈추고 다시
차분해 졌으면 좋겠구나. 그 때까지만 엄마(아빠)는 너의 팔을 잡고 있을거야.”라고
말한 뒤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지긋이 아이를 쳐다보며 기다려줍니다.

Ÿ

자녀가 분노발작을 멈추면 바로 안아주고 “방금 너 스스로 멈추었구나. 정말 잘했어.
다음번에는 더 쉽게 멈출 수 있을거야”라고 격려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해 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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