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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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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 아이 

돌봄: 물질적 돌봄 + 안전과 건강 
사랑(조건없는 사랑) 
책임(보호자) 

? 
돌보고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 

성숙한 성인 정체감 

만족/보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존재감(돌봄+가르침) 

가족 
기쁨, 슬픔, 행복, 좌절 등 모
든 것을 공유 
 정서적 휴식, 안정감충전 
 
세상의 단 하나뿐인 내편!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세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양육하는 자? 

가르치는 자? 

책임지는 자?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지식 
양육 
보호 

자유 
의지 

인격 

하나님 

자유 
의지 

인격 

부모 자녀 

도와주는 자 

~~하게 행동하라고! 
~~하게 생각하라고! 
~~하게 느끼라고! 
~~것을 선택하라고 

원리1 자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 권유한다(안내한다) 



행복한 양육 

장기적인 지도 

즉각 실행하는 지도 

• 우리집의 생활리듬 
• 우리집 공간 
• 우리집 물건 
• 우리집 규칙 

불안X + 안정감 

훈육 최소화 



우리집 생활 리듬 

원리2 자녀의 생체리듬에 따른다 +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① 자녀의 주중 일과 중 오전, 오후, 저녁의 주요 일과를 정리해 보세요. 단, 각 시간대별로 1~2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② 아침 기상시간과 저녁 잠들기 시간을 정하세요 
③ 아이의 기상시간부터 잠들기 시간까지 주요 일과 순서대로 계획하세요. 
 - 정각 기준이 아님! 대략적인 시간대로 계획 

꿈나라  
오후9~10시~오전7시 

오전: 기상, 유치원 or 어린이집 등원 
오후: 하원, 간식, 놀이 or Activity 
저녁: 저녁식사, 잠자기 준비 

아침 식사, 등원 
(오전 8~9시) 

유치원 or 어린이집 
(오전9시~오후3시) 

저녁식사 
오후6~7시 

잠들기 준비 
오후8시~9시 

이 시간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심리적 안정감!! 

짜증 감소 



우리집 생활 리듬 

원리3 부모의 일과는 자녀의 리듬에 따른 가사일 + 자녀 돌보기  

④자녀의 생활리듬을 토대로 부모님 리듬을 계획하세요.  

시간대 자녀의 주요일과 부모님의 일과 

오전 
1. 기상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원 

 

오후 
1. 간식 
2. 놀이 or Activity 

 

저녁 
1. 저녁식사 
2. 잠자기 준비 

 

자녀 잠든 이후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 

원리4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Tip1> 잠자기 준비 
 
1.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하되, 각 가정의 취향에 따른 방법으로 “잠들기 의식” 
2. 씻기기 전에 물놀이를 권장! 
3. 반드시 “책 읽어주기”를 하지 않아도 됨! 

주말 생활리듬은 다르게 but 가능한 규칙적으로 



우리집 공간 

① 자녀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정하세요. 예) 거실, 부엌  + 잠자는 방(or 아이 물건 두는 방)  

방  방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놀이 공간, 깨어 있을 때 생활하는 공간 
 “아이 공간” 으로! 

1. 아이 물건 수납공간 
2. 부모님 물건 수납공간 
3. 아이 놀이공간 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거실) 
4. 안전 장치 부엌, 화장실, 다용도실 등  

공간 구성 기준 

원리5 
아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과 아닌 공간으로 나눈다. 
아이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되도록 문을 닫아 놓는다(or 안전장치). 



우리집 공간 

② 거실은 온 가족이 사용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 물건 위주로 구성해주세요  

1. 안전 점검: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문제가 되는 공간or 물건이 있나요? 
 

거실 구성 기준 

다른 곳으로 이동 

러그 or 매트 놀이영역 

아이 물건 수납 

아래칸: 자주 놀이하는 놀잇감 
윗칸: 가끔 놀이하는 놀잇감 

바구니로 놀잇감 수납! 

온 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 수납
 안전장치 하세요 



우리집 공간 

거실 구성 기준 

② 놀이공간인 거실에 수납될 아이의 물건은 1~2달에 한번 씩 바꾸어 주세요.  

1. 놀잇감 수?  요즘 집중해서 놀이하는 놀잇감 5~6개. 최대 10개 미만  
2. 그림책의 수?  만3세 미만은 5권 정도 / 만4~5세는 10권 정도 

X  방으로 옮기세요 
놀잇감 

그림책 

<Tip2> 놀잇감 예시 
1. 0~1세: 붕붕차, 부드러운 공, 소리나는 놀잇감…(삼키지 못하는 크기) 
2. 2~3세: 붕붕차, 그리기도구(크레파스, 종이), 블록, 소꼽놀이 
3. 4~5세: 조작놀잇감, 그리기도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놀잇감  



FAQ 

1. 아이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주일동안 아이의 생활 리듬을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2. 주요 일과 외의 남는 시간에는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인가요? 
 아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지 지켜보면서 부모님 일상을 하세요.  
 
3. 거실의 TV 때문에 아이들이 주로 TV를 많이 봅니다. 괜챦을까요? 
 TV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다룰 예정입니다만, TV를 즐겨본다면 교육

적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도록 해 주세요. 
 

4. 놀잇감이 너무 많은데… 거실에 놓을 놀잇감 외의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박스에 담아서 아이 방에 놓아두세요. 나중에 교체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육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