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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아이들은 친구들을 부를 때, 흔히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별명은 이름이나, 

외모, 혹은 옷차림 등 아이들이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으로부터 생겨나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외모 

비하와 관련된 놀림으로 상처받거나 고민하는 

아이들도 흔히 생기게 됩니다. 

이번 카드뉴스  에서는 이러한 자녀들의 외모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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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은 그동안 친구들과도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별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교를 다녀오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최근에 딸에게 뚱뚱하다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지만,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모두가 저를 뚱뚱하다고생각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제가 싫고 

자꾸 주눅이 들어요... 엄마는 그런 아이들은 무시하라

고, 넌 예쁘다고 하시지만..  엄마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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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아름다움, 혹은 매력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의 외모가 아닌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몸에 대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과 신체상의 변화

02

 모든 사람의 성장 속도는 다르므로 키, 체중처럼 겉보기에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에 대해 서로 비교하면서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놀림이나 별명은 아이를 

위축시키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발달과 신체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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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해 아이에게 조언하기

01 친구의 좋은 면들을 잘 알려주세요.

재미와 장난으로 이야기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음을 배려하며 대화를 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친구들의 

외모 외의 다른 좋은 부분들을 찾아주세요.

02 외모에 대한 고민을 자녀의 눈높이에서 이해해주세요

세상에 하잘것없는 고민은 없습니다. 자녀의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부모님이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로 본다면 다시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자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같이 공감하는 과정에 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크면 다 예뻐져, 공부나 해! (X)

    → 네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정말 속상하겠구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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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칭찬은 적당히! 독이 되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지만 정말 효과적인 칭찬은 아이를 잘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칭찬들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는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너는 살만 빼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없어!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강화)

•아빠 눈에는 예뻐 보이기만 한데 뭐가 걱정이니? (자녀의 염려를 평가절하)

04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연예인에 대해 비교하지 마세요.

드라마나 영화 등은 대부분 잘 짜이고 편집된 각본입니다. SNS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외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신체와 

외모에 대한 존중과 균형 잡힌 평가를 알려주세요. 

05 평소의 친구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외모에 대한 과도한 몰두나 걱정은 학교와 친구 관계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부모님의 꾸준한 관심과 대화는 아이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올바른 외모, 신체 관리

04
올바른 외모, 신체 관리

아이의 외모(비만 등)에 대해 직접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면 우선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떤 것이 걱정의 원인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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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위생관리

•식습관, 운동량

•외출 전에 거울이나 옷차림 확인하기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기

•늦은 시간에 식사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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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4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신체상의 왜곡을 보이는 경우,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 

우울감에 시달릴 때는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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