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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을 위한 자기 조절법 

자기조절이란? 
쉥커의 자기조절법은 자기스스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
키는 과정이다. 쉥커의 자기조절법에서는 우
리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에 대
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 몸의 에너지와 긴장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쉥커박사의 자기조절법은 생물학적, 감정적,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친사회적, 다섯가지 
스트레스 영역에 대하여 말한다. 

자기조절법은 차분할 때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기조절법의 목적은 
아이들이 아이들 자신의 에너지와 긴장을 
언제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자기조절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조절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이해하고 부모 자
신의 에너지와 긴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아야 한다. 

자기조절법은 아이들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행동, 감정적, 사회적 도전의 
근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기 조절 
자기조절법은 자기조절의 원래의 정신 생리학적인 
정의에 근거를 두며 우리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말한다. 

우리 모두 자기조절을 한다. 하지만 간혹 우리는 
부적응적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심한 스트레스를 주게된다. 

효과적이고 유용한 자기조절은 성장과 학습능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기조절은 자기통제와 다르다. 자기통제는 괴로운 
유혹을 제어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자기조절은 
유혹을 일으키는 감정과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자기조절은 우리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생각, 문제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쉥커의 자기조절 5단계 
1단계 :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2단계 : 아이에게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찾는다 

3단계 : 스트레스 요인을 줄인다 

4단계 : 아이가 스스로 자각하게 돕는다 

5단계 : 아이의 원기를 회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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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양육을 위한 자기조절법의 시작 

안전감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
전을 느낄 수 있도록한다. 안전감은 아이들의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안녕의 기반을 이룬다. 

부모가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또는 아이들이 안전하다
고 느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지나친 스트레스가 뇌- 
신체 스트레스 체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아이들은 불안
감을 느낄 수 있다. 

유대관계 
아이 양육을 위한 자기조절법은 유대관계로부터 비롯
된다. 스튜어트 쉥커 박사는 “자기조절법의 기반은 아
이들이 부모와 함께 경험하는 차분함과 안전감으로 
부터 온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공동조절을 
하면서 자기조절법을 배운다. 

공동조절 
두 사람이 양방의 상호적인 신호와 행동을 통하여 서
로의 행동(기분, 감정, 언어) 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것
을 말한다. 

환경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보는 데 지나친 시간을 쓰
고, 불충분한 육체활동, 시각적 혼란, 수면 부족, 과도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같은 요인들은 아이들에게 숨
겨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집에 아이들이 차분함을 느낄 수 있거나 에너지 재충
전이 될 만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 중
에는 구조화되지않은 놀이, 비전자매체놀이가 있으
며 그 중에 야외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모는 스트레스 탐정이 되어야한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법을 
배운다. 자녀들의 행동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이해한다. 

아이들이 떼를 쓰고 짜증을 내는 행동처럼 
부모가 버릇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행동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인한 
스트레스 행동이다. 

아이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놓치고 있는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요인을 찾는다.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  
자기조절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며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그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만일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아이들 또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다. 

자기조절법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부모가 화를 덜 
내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다. 

아이양육을 위한 자기조절법은 배움의 

여정이다. 

스트레스와 에너지 그리고 긴장의 관계를 

알고 이들이 아이들의 행동, 기분과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스튜어트 쉥커 박사의 책, “스트레스에 강한 

아이의 비밀”을 읽는다. 
아이양육을 위한 자기조절법 (Self-Reg Parenting) 
이나 자기조절법의 기반 (Self-Reg Foundations) 
과 같은 온라인 과정 수강을 고려해 본다 

https://shop.self-reg.ca/products/self-reg-parenting-course-1?_pos=1&_sid=303c0cd2d&_ss=r
https://shop.self-reg.ca/collections/online-courses/products/self-reg-foundations-certificate-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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