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구코칭: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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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서: 욕구코칭, 아이들과 욕구로 통(通)하다–김현섭, 김성경지음

1. 행동 특징
힘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이다. 자유의 욕구가 함께 높을 수도 있다.
예컨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그림을 그릴 거예요.”하고 말하면 “나는 안 그
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다른 친구들이 듣도록 이야기 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영향
을 받아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 아이들도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를 혼내
거나, 그냥 무시한다. 그런데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다보면 그 아이도 언제부터인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생님의 말이 틀리지 않아도 일단 선생님에게 딴지를 거는 것
이다.
또 어떤 아이는 수업 시간에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고 뒤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앉으라고 해도 아이는 말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다. 이 아이는 다른 선생
님의 수업 시간에도 늘 이렇게 선생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는 듯 버
티기를 한다.
또 다른 아이는 교사가 정해준 모둠을 거부하고 다른 모둠으로 옮기겠다고 우긴다.
다른 모둠에 보내주지 않으면 자기는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친구에게 시킨다. 가정에서도 엄
마나 다른 가족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2. 욕구코칭 방법
힘의 욕구를 가진 아이를 대할 때 반드시 패하는 방향이 있다. 그것은 그 힘을 꺾
겠다고 생각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여기거나, 교사의 자존심을 상
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승리 대신 패배하는 방향으로 간다. 특히 교사가 아이에게 화
를 낸다면 그것은 반드시 패하는 길이다. 교사가 화를 내거나 행동 반응이 클수록
아이는 그만큼 자신의 힘이 크다는 느낌을 받는다. 힘의 욕구가 강한 아이는 분노를
무서워하기 보다 교사를 이겨보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게 되는 계기가 될 뿐이다.

① 욕구 묻기
②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③ 싸우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기
④ 내가 할 것을 결정해서 말하기
⑤ 아이와 함께 해결방법 찾기
⑥ 선택하게 하기
⑦ 행동을 평가하게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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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 사례 분석
초등 1학년 ◇◇이는 수업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 서 있다. 교사가
“자리에 앉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 화난 얼굴도 아니
다. 그냥 그러고 있다. 그러다 자기가 앉고 싶을 때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앉는다.
이 아이는 담임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가진 힘을 테스트했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혼을 내도 크게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아이가 어떤 욕구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 힘의 욕구 때문에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런
데 관심을 얻기 위한 아이라면 교사가 말하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대로 버
텨 서 있는 것을 보면 힘의 욕구라고 볼 수 있다.
힘의 욕구라는 것을 확인한 교사는 ◇◇이와 따로 만나서 욕구를 추측하는 질문을
했다.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싶
니?“ 물었더니 ”네.“하고 대답한다. 그 다음에는 교사는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지 않겠
다는 의미를 담아 ”그래. 선생님도 너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라고 말했따. 그러자
◇◇이는 조금 당황해 하고 놀라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네가 앉지 않으면 신
경이 쓰이고, 다른 친구들도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
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힘을 존중하는 말을 했더니 ”그냥 앉을게요.“라고 대
답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도 그런 행동이 나타나
자 교사는 힘을 빼고 ”네가 앉고 싶을 때 앉아라.“하고 ◇◇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
업을 진행했다. 빨리 앉으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고 고무줄을 놔버리는 행동을 했더
니 ◇◇이는 다른 때보다 빨리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러다가 ◇◇이가 한 달간 학급 반장으로 수업 시간 시작과 끝날 때 전체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았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학급에서 자
기의 힘을 발휘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자기 힘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