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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옷을 제시하고 자녀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옷에 대한 
취향과 선호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자녀의 옷 스타일을 
보고 좋다 나쁘다는 식으로 ‘평가’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동이 입는 옷은 독립성과 자립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꽉 끼는 옷이나 지퍼와 단추가 달린 옷보다는 몸에 
편안하게 맞고 고무줄 허리로 된 바지가 올리고 
내리는 데 훨씬 편합니다.

•   스스로 옷 입는 법을 배우는 아동에게는 목 넣는 
부분이 넉넉한 티셔츠, 카디건, 끈 없는 신발이나 
벨크로로 고정하는 신발이 좀 더 편안합니다.

•   아동이 스스로 입고 벗기에는 작은 단추나 
똑딱단추보다 큰 단추 옷이 수월합니다.

최상의 교육 결과를 얻기 위해 자녀가 보육 기관에서 
경험하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옷에 관한 자녀의 
요구와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교사와 
터놓고 상의하세요.

서비스 기관은 아동의 옷에 관한 가족의 생각과 
특이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교사와 협력하여 옷 
문제에 관해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적합한 옷차림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교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더럽거나 흙 묻은 옷 관리 
등 부모의 책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육 기관에서 아동의 옷차림

아동을 존중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동의 자존감 발달을 위해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는가는 하루 경험 중 중요한 일부가 되며 자신의 문화, 개성과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보육 기관에 자녀가 등원할 때 입는 옷은 자녀의 건강, 안전, 편안함,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자녀의 옷차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옷에 아동의 이름 표시

•   아동의 옷이 더러워지거나 (특히 배변 훈련 중인 
경우) 날씨 변화에 대비해서 여벌 옷 제공

•   한 개 이상의 햇볕 차단용 모자 제공

•   자녀가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야외에서 놀 때는 
항상 모자를 쓰도록 하기

다음은 자녀가 보육 기관 등원 시 입을 옷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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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아동이 옷을 너무 차려 입거나 또는 너무 아무렇게나 
입지 않도록 하고, 그날의 기온에 맞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기온에 따라 쉽게 추위나 
더위를 탑니다. 일반적으로 면과 같은 천연 섬유가 
아크릴 원단보다 시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특히 간절기에) 여벌의 옷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아동은 발에 잘 맞는 안전하고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아동의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몸을 잘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보호성과 지지력이 
없는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은 기어오르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할 때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햇빛 차단

아동이 하루 종일 노는 동안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긴팔 티셔츠나 긴바지가 좋습니다. 모자는 
필수이며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챙과 
햇빛 차단성이 좋아야 합니다. 기관이 정한 햇빛 차단 
방침과 아동이 밖에서 노는 시간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옷 디자인과 액세서리

아동이 입는 옷의 디자인과 착용감 그리고 
액세서리는 여러 놀이 활동에 참여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지가 너무 
길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목걸이나 모자에  
달린 고리, 옷에 달린 끈이나 리본 등이 틈새에  
낄 수 있습니다.

옷감

일부 아동은 ‘거친’ 원단에 민감하고 세제, 섬유 
유연제, 기타 의류 처리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동이 입는 모든 옷은 화재 
위험성이 낮아야 합니다.

놀이와 학습에 적합한 옷

옷이 너무 헐렁하거나 꽉 끼지 않아서 편해야만 
아동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편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할 때 가장 편했던 옷이 
무엇인지 자녀와 얘기를 나누고 실용적인 옷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