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자료 1.

질서를 잘 지키는 아이로 키워요!
어느 부모에게든 아이는 귀중한 보석이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천방지축 아이는 남
에게 반가운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질서의식 습관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1호에서 함께 배운 '질
서'는 순서를 기다리고 지키는 '차례'를 통해, 처음 공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사회구
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 왜 해야 할까요?
1.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가 이기적이어서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무엇보다 기본생활습관과 기초
사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려서 질서의식을 바로 잡아놓으면 기(氣)는 오히려 살아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질서 의식의 형성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질서 속에서 아이는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안정감이
생기면서 창의성이 스스로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생활 속에서 질서를 찾아주세요! ]
질서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생활 속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하는 것과 같이 아이 스스로 옷을 입고, 세수하
고, 이를 닦고 하는 것이 다 질서의식이며,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스스로 치우는
것도 질서의식 입니다. 아이들이 여럿이서 놀다 보면 연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질서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 독립적인 유아의 질서 교육 ]
유아시기에 맞는 올바른 질서 교육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세요.
1. 아이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2. 아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규칙을 알려 주세요.
3. 어질러놓은 장난감은 스스로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4.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세워 주세요.
5.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세요.
6. 아이가 자야 할 시간에는 TV를 꺼주세요.
7. 질서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해주세요.
8. 길을 건널 때 성급하게 재촉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