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제안하는 적극적 

자녀교육법 

 
 
Be There (함께 하세요)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범국민운동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어 주세요. 의미 있는 기회들로 
자녀와 하나가 되어 본다면, 
학교에서나 집,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도   작은 행동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 입니다. 
 

 
 
 
 

 

Make the ordinary extra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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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ng With Your Child When You Are Angry - Korean                    

Together, we will  
be there for  
our students—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and YOU! 
 

부모님께서 화가 나셨을 때 자녀와 대화하기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일하시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종종 가족 

외부의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이런 스트레스 이외에, 때로는 자녀들의 

행동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화가 나셨을 때는 다음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평정을 찾으신 후 대화하십시오. 학부모님의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내려보지 마십시오.  자녀의 눈높이로 자세를 낮추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자녀에게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를 끄시고, 대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세요. 다른 자녀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막아주세요.. 

자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가 말하는 것을 중간에 

끊지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학부모님이 매우 피곤하시다면,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피곤하신 

상황이라면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을 일단 멈춰주세요. 잠시 멈추시고, 학부모님 자신에게 

"내 아이가 진정으로 나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문해주세요. 

학부모님이 들으신 이야기를 반복하여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자녀와 대화하세요. 자녀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것은, 자녀가 화가나거나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좋지 않은 대화방식입니다. 

전체 일의 일부분만 가지고 트집 잡고, 자녀가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문제의 본질은 무시하고 사소한 일부분에 

반응하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세요. 부모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는 

경우, 그 내용 혹은 자녀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자녀와 이야기하세요. 

설교조의 나무라는 말씀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예를 들어 "너는 

내가 말을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나는 뭐가 너에게 최선인지 알아"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문제가 풀릴거야" 이런 말씀은 자녀와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하하는 표현을 삼가주세요. 예를 들어, 무식한, 어리석은, 게으른 같은 

단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바보같은" 혹은 "네가 뭘 아니? 너는 아직 

애잖아" 같은 표현을 삼가주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용납될 수 

는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자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시도하세요. 

학부모님께서 항상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필요할 때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자녀가 알도록 해주세요. 

미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National School Public Relations Association 에서 개발한 
“INSIGHTS FOR FAMILIES,” 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