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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한테 사과할 때 알아야 할
‘사과의 기술’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뒤에 곧바로“아
까 엄마가 큰 소리로 화를 내서 미안해!”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어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아이 또한
감정을 배려하면서 예의를 갖춰야 한다
는 사실을 명심하자.

▲ 부모의 사과는 아이의 다친 마음을
치유해 준다. 사진=shutterstock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 아이에게 잘못
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제대로 사과하는
부모는 드물다. 부모의 사과는 아이의 무
너진 마음을 복구하고 치유하는 수술이
나 약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이의 다친 마음을 보듬어주는 사과
의 기술을‘best baby’(smlounge.co.kr)
가 안내했다.

▶ 사과할 때 부모가 알아야 할 것
아이의 힘든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
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가 순간적으
로 잘못을 깨닫고 아이에게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자.
상황이 지나버린 경우라면 사과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아이의 눈을
응시하며 미소를 짓거나 안타깝고 미안
해하는 표정으로 사과하는 게 바람직하
다. 사과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자.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해 먼저 아이의
감정을 풀어주며 아이를 안아주거나 머
리를 쓰다듬는 등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 상황별 사과 방법
1. 아이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
먼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
과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때 말로
만 사과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로잡는 태
도가 필요하다. 잊어버린 약속을 다음으
로 미루어 꼭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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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슴에 집착하는 아이
아이가 엄마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보
이며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안정감
을 주기 때문이다. 아이는 엄마의 가슴
을 만지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한다. 일종의 자기 위안적인 행동인
것이다.
임신 출산 육아 잡지‘앙쥬’(ange.co.
kr)가 엄마 가슴에 집착하는 아이에 대
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2.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아이에게 과도
하게 화를 냈을 때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 즉 엄마의
과도한 화 때문에 생긴 아이의 불안, 두려
움, 슬픔, 분노 등을 가라앉히는 데 중점
을 둬야 한다.“엄마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행동 때문에 화를 낸 거야.”
식으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과하고 설명한다.

■ 모유수유한 아이만 가슴에 집착할
까?
흔히 모유수유를 한 아이가 엄마 가슴
에 더 집착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확한 통
계는 없다. 하지만 모유수유를 하면서 엄
마의 가슴에 익숙한 아이들은 편안함
을 잘 알기에 집착할 확률이 높다는 의
견이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모유수유를
통해 엄마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낀 아
이들은 굳이 엄마 가슴에 집착할 이유가
없고, 분유수유로 엄마와의 스킨십이 부
족해 상대적으로 애정 결핍을 느끼는 아
이들이 엄마의 가슴을 통해 안정감을 얻
으려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3. 상황을 오해해서 아이에게 화를 낸 경우
동생이 잘못을 해서 싸움이 벌어졌는
데 형이나 누나를 일방적으로 혼낸 경우
가 대표적. 상황을 오해해 아이에게 일방
적으로 화를 냈다면 엄마의 성급한 판단
이 그릇된 행동임을 아이에게 알려주어
야 한다. 상황을 오해한 것에 대해 충분
히 사과해야 아이의 억울함이나 분노가
풀린다.

■ 조금씩 개선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물론 아이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절
로 좋아진다. 어른이 되면 엄마 가슴을
만지는 일은 없다. 행동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가슴에 집착하는 행동을 줄이
는 노력을 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이제부터
는 만지면 안 돼!”라고 통보하기보다는

▲ 엄마 가슴에 집착하는 아이의 행동은 점진적
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조금씩 상황과 횟수를 줄여가며 행동을
바꾸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동에 크게 당황
하거나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아이 행
동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특
히 당사자인 엄마는 의연하고 이성적으
로 대처해야 한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갖게 하는 감정적이고 격한 표현보다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에 기반
해 조곤조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효
과적이다.
또 공격적인 말투는 피한다. 예를 들
어“이제 네 살이니까 엄마 가슴을 만지
는 행동은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그보다
는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더 어
울려!”
“집
,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만지는 게 좋겠다!”
“이제
,
네
손이 커져서 자꾸 만지면 엄마 가슴이
아파져!”라는 식이 적절하다. 또 촉감이
좋은 인형이나 담요 등 아이의 불안감을
달래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