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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부모 인성교육 연수
아이의 도덕성을 길러주세요.

Q
A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의 봉사활동을 대신 해 주신 적이 있나요?
도덕성의 힘을 아시나요?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의 도덕성에 영향을 줍니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도덕성이 낮은 아이보다 자제력(참을성), 집중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모든 일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
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워
주세요.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도덕적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본보기로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 앞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부모의 도덕적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과정을 살펴가며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결과만 칭찬하면 위험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결과만 칭찬하면 아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잘못은 묵인하지 말고 지적하여 고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묵인하여 그 잘못이 반복되면 점차 도덕성이 낮아집니다.

의사소통,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의 3가지 요소
1.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사실)
2.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
3.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느낌)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나 – 전달법(I-Message) 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 네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사실)
☼ 책상이 깨끗해져서(영향)
☼ 내가 기분이 참 좋아.(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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