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용 워크북 
아동기 자녀의 건강한 

두뇌 발달을 위한 안내서 

 
  

Funded by: OC Health Care Agency 
(OCHCA), Behavioral Health Service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Mental 
Health Services Act /Prop. 63 

 



부모님/보호자님께: 
 

아동기 자녀가 놀랍게 성장해감에 따라 부모도 궁금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 워크북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워크북에는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해답 

및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언이 들어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성장 기회이기도 

합니다.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도전에 맞서면서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립니다! 

 

 

 

 

 

 

 

 

 

 

 

워크북 소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자: 

Rose Hedegard, MPA 

Mary Frances Marlin, MSN, RN, PHN 

 

  

2 



 

두뇌 발달     ………………………………………………………….…………. 4 

 

초기 아동기 발달      …………………………………………………..………. 6  

 

분노 조절      ……………………………………………………………………. 8    

 

자기 통제    …………………………………………………..………………… 10 

 

의사소통      ……………………………………………………………………. 12 

 

한계 설정      ………………………………………………...………...……….. 14 

 

부모님께 드리는 당부 말씀     ………………………………….……………… 16 

 

참고문헌    ………………………………………………………....……………. 17 

 

추천 웹사이트    ……………………………………………….………………… 18 

 
 

 

아동기 자녀의 두뇌 발달. . . 여기서 아동기란 출생-5세까지를 말합니다.   

목차 
 

3 



사람은 출생 후 최초 수 개월 동안 일생 중 가장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본 워크북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 동안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동기 자녀의 두뇌 및 신체 발달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보십시오). 본 워크북에는 두뇌의 놀라운 발달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 
두뇌에서는 새로운 성장 및 연결이 이루어지고 아동기 자녀가 환경에서 경험한 내용을 
반영하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출생 시 사람의 두뇌는 덜 발달된 상태입니다. 두뇌가 발달하려면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두뇌는 아동기 자녀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바탕으로 
청사진을 만듭니다. 아동기 자녀는 시각, 청각, 촉각, 놀이를 
통하여 이러한 경험을 습득합니다.  

연약한 아동기 동안의 경험은 친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수립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Perry, 2001). 

아동기 자녀의 두뇌는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더 많습니다.  

성장 중 아동기 자녀의 두뇌가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긍정적이고 반복적이며 예측가능한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동기 자녀의 두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발달합니다. 부모는 아동기 자녀를 위해 이러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동기 자녀가 공포나 가정 폭력에 노출되면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기 자녀가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워크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출생 후 최초 3년 
동안 성인 크기의 
90퍼센트까지 
발달하며, 향후 
일생 동안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생리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 및 구조의 
대부분이 이 때 
자리 잡는다." 

             Dr. Bruce Perry  

 

 

 

두뇌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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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는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의 신체 성장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 줍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두뇌 성장이 5세 이전에 거의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기 자녀의 두뇌 발달에서 첫 5년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는 이 첫 5년 

동안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 동안 자녀의 

두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동기 자녀가 폭력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아동기 두뇌 발달에 대해 배운 

바를 바탕으로, 부모가 아동기 자녀의 가정 환경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적어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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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란 무엇입니까? 

애착이란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에게 즐거움, 위안,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며 유아의 행동은 어머니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긍정적 상호 
반응에서 애착이 발생한다"(Perry, 2001). 

유대란 무엇입니까? 
유대란 아기와 부모 사이에 정서적인 애착을 쌓고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자녀, 
환경, 부모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납니다.   피부 접촉은 
자녀에게 위안이 되고 부모와 아동기 자녀 간의 유대 형성을 도우므로 권장됩니다. 

아동기 자녀를 만져 주십시오. 아동기 자녀는 부모의 손길을 통해 배웁니다. 따뜻한 
손길은 자녀에게 안전하다는 느낌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동기 자녀가 울면 빨리 돌봐 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자녀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수유하는 동안 안아 주십시오. 
젖병만 물려 두지 마십시오. 

아동기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 주거나 
편안한 음악을 틀어 주십시오. 꼭 노래를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적 육아: 
집단적 육아을 통해 모든 아동, 보모, 
부모들이 가족과 아동의 전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깊고 의미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Lally, Torres & Phelps, 2003).                                  
 
모든 형태의 육아는 아동에게 친숙한 형태와 스타일을 따라 가정에서의 육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동기 자녀와 유대를 

형성하는 방법: 

 

• 눈 마주치기 

• 안아주기 

• 흔들어주기 

• 노래불러주기 

• 수유해주기 

• 뽀뽀해주기 

 

초기 아동기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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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 및 위안을 잘 하는 아동은 많이 울지 
않습니다. . . 아동기 초기에 세심하게 돌봐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Dr. Bruce Perry 
 

기억하십시오. . .  

안전하다는 느낌과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은 아동기 자녀의 정상적인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분노 조절 

아동기 자녀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기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적어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분노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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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격과 분노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격 은 종종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분노는 좌절이나 상처를 경험할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공격적인 아동은 친구를 사귀고 
친교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는 자기 주장하는 방법 및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동기 자녀가 분노를 잘 조절하기 못하는 어른에게 노출되면 분노 조절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 조절 기술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 워크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격과 분노는 다음과 같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려는 방어 기전,  
• 실패와 연관,  
• 낮은 자존감, 
• 고립감 및 외로움, 또는 
•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아동기 자녀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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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자녀가 좌절하거나 분노하면 개입하십시오. 그 상황을 잘 해결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적절한 행동의 모범을 보이거나 역할극을 하십시오. 아동기 자녀가 매우 

화난 경우, 진정할 때까지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가르치고 설명하십시오. 역할극이나 대화 또는 분노에 관한 책을 통해 가르치고 

설명하십시오.  

숨은 원인이 있습니까? 아동기 자녀가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질투하거나 

좌절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두려워합니까? 이러한 감정이 포착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되 공격적인 행동도 함께 언급하십시오.  

처벌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아동기 자녀가 화가 났거나 좌절했을 때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처벌을 통해서는 올바른 행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꿔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 . 

 

•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십시오. "괜찮을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 5-10분간의 휴식을 취하십시오. 

• 아동기 자녀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아동기 자녀의 분노 조절을 도우려면 자녀가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기 자녀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분노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적어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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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점입니다. 자기 통제란 아동기 자녀가 허기와 

수면 같은 충동 및 좌절감, 분노, 두려움을 파악한 후 이를 진정 또는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통제 능력은 따뜻한 부모가 긍정적이고 

반복적이며 예측가능한 경험을 만들어 줄 때 발달합니다. 자기 통제 능력은 아동기 

자녀의 두뇌가 성숙해지며 더욱 발달합니다.  
 

일상이 안정적이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동기 자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느낌과 자신감이 증가합니다. 

 
 
아동기 자녀가 자기 통제 능력이 없는 경우, 

친구 관계 형성 및 본인 행동 조절법을 

습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통제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성급하고 

미숙하고 외부 영향에 취약하며 위협 및 폭력에 쉽게 압도됩니다. 

부모는 아동기 자녀의 역할모델입니다. 아동기 자녀는 부모의 언행을 듣고 보며 

배웁니다. 

“자녀가 친철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친절해야 한다. 자녀가 
자기 통제에 능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부모부터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Dr. Bruce Perry            

기질: 

  
 

“일차감각은 아동 
두뇌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각적 자극 및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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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amm(2007)에 따르면 기질이란 자녀의 두뇌에 뿌리내리고 있는 태생적이며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들을 가리킵니다.  

기질의 유형: 

• 순한 아동:  순한 아동은 식사, 수면, 배변이 규칙적이며 새로운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좌절을 무난하게 받아들입니다. 

• 까다로운 아동: 까다로운 아동은 식사, 수면, 배변이 불규칙적입니다.  이런 
아동은 자주 크게 울거나 좌절하면 울화를 표출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까다로운 아동은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새로운 음식이나 사람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느린 아동: 이러한 아동은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가벼운 강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서서히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아동은 식사, 수면, 배설이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점은 다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양합니다.                                  

                   (Thomas & Chess, 1977). 

기억하십시오. . .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 보면 스스로 부모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 아동기의 경험 중 본인의 자녀와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기 자녀가 진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동기 자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적어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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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부모로서의 역할은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확립될 때 더욱 굳건해지며 

즐겁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녀 출생 시부터, 그리고 성장 중에 

자주 대화하십시오. 

자녀와 대화할 때는 눈을 맞추십시오. 

자녀에게 전적으로 집중하십시오.  

자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화를 

받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독서는 

아동기 자녀의 언어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아동기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에게 무안을 주거나 곤혹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 .  

• 아동기 동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슬픔인 감정 중 상당수가 아동에게는 

분노로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기대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이를 의사소통을 통해 배웁니다. 처벌은 

기대사항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최선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 처벌은 아동기 자녀에게 분노, 분개, 초조, 두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자녀가 부모 사이의 좋은 관계 발달에 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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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칭찬하기: 

• 아동기 자녀의 의사소통 노력을 칭찬해 
주십시오.  

• 칭찬을 하면 아동기 자녀는 자신이 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집니다.  

•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의 행동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동의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자녀는 익숙해질 시간, 부모의 지도, 보상 및 안전감과 자신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격려하는 방법: 

•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 .” 

• “정말 열심히 했다. . .” 

• “정말 문제를 잘 해결하는구나. . .” 
                       
                                 The Center on the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s for Learning 

 

 
 
 

  

아동기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동기 자녀와 더욱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자녀를 

칭찬했습니까? 

매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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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설정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한계나 범위를 설정하면 
아동기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을 정한 
이유를 자녀에게 설명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설정된 한계가 아동기 자녀에게 썩 
달갑지 않더라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아동기 자녀들은 규칙과 기대가 명확할 
때 더욱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건강한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어린 
자녀도 규칙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 일상적인 행동 

• 합리적인 한계 

• 일관성 

• 아동의 참여 
                   
(Stam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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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동기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실수한 
후에는 3R 회복법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표현하십시오: 

1. 실수를 인정(Recognize)하십시오. 

2. 받아들이고(Reconcile)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말았어야 
했어요"라고 기꺼이 말하십시오. 

3. 무엇을 탓하기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기로 결심(Resolve)하십시오. (3번은 
1번과 2번을 먼저 실천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Nelson, 2006) 

기억하십시오. . .  

아동기 자녀의 어떤 행동을 중단시키려는 경우 자녀에게 정당하게 경고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십시오. 이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한계가 일관적인 경우, 아동기 자녀는 부모는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계는 아동의 연령에 맞게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한계도 변합니다.   

 

 

 

 

 

 

 

 

아동기 자녀는 건강한 한계 설정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동기 

자녀를 위한 건강한 한계 설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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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를 숙지하여 최고의 부모가 되십시오. 아동기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부모의 계획도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워크북을 다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하는 인생 여정을 즐기십시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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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Victoria Johnson at 714.953.6513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ervices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ocde.us/ocsfts • http://www.ocde.us/pei 

http://www.ocde.us/ocsfts
http://www.ocde.us/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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