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랑하기 2호

자녀의 올바른 인성 발달을 위해서
“뭐니 뭐니해도 공부를 잘하고 봐야지!” 하고 자녀에게 말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발달 상태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내 아이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성역시 고루고루 함께
발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내 아이의
인성 발달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자녀의 올바른 인성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함께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인성교육의 시작은 인사 예절입니다.

- 학교는 자녀들이 생활하는 작은 사회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는 곳 입니다.
-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첫 시작인 인사를 통해 대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 매일 매일 가정에서는 아침에 서로 인사하며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활기차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 적극적으로 대답하면서 인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 인사를 하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사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

고마움, 미안함 등의 감정 표현을 실천합니다.

- 마음 속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 표현하지 않는 감정으로 우리는 서로를 쉽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 시간이 지나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은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 서로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세요.
- 나의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여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인간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나의 친구와 선생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우리 모두의 존중받을 권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 배려와 존중의 마음은 공감을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해 봅니다.
- 가정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일관성있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4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자주하도록 합니다.

-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은 나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지치게 하며 나의 얼굴 표정도
어두워지게 합니다.
- 어두운 말들과 생각들이 잦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 나의 말과 생각은 내 주변 사람들의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기분좋은 생각과 말들로 자녀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세요.

자녀의 정서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합니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자녀의 마음
올바른 인성 발달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세요.

2021. 5. 24.
천현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