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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에서 지력(知力)의 향상 즉 지식의 증가， 사고력의 향상， 문제해결력의 향상 등

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지력의 향상과 함께 교육

가들이 교육의 목적으로 중요시해 온 것으로는 이른바 “인간 교육” 즉 “사람을 만들

어야한다”라는 목적이 있다. 이 “인간 교육”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력 교육의 중요성

을 넘어서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겨지기도 한었닥;\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이 인간 교육의 측면은 종종 “밍성 교윷”이라는 말로 표현되

어 왔다. 인성(人性)이라는 말은 심리학적 용어로서의 성격 (person떠ity)에 대한 교육

학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인성 교육에서의 ‘인성’이라는 말은 영어의 personality에

대한 번역어 혹은 심리학의 ‘성격’에 대한 동의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성 교육에

서의 인성이란 한 사람의 성격 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성， 창의성， 가치관， 문화 및 규

범의 수용， 수양의 정도 등을 의미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인성 교육에서 인성이 지니는 의미가 극히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의 목적， 내용， 방법 등도 따라서 광범위해져서， 인성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이 구

체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상대적으로 지식 교육은 교과 즉 국어， 수학， 과

학， 외국어， 역사， 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 교육은 주로

교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목적， 내용， 방법 등을 발전시켜왔다. 반면에 인성교육은

지식 교육의 교과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의미가 구체화되지 못

한 채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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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학자나 교육자들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중요

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피상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며， 주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

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강조될 뿐， 결국은 계속적으로 팽배해지

는 지식 교육에 그 자리를 내주곤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인성 교육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성 교육의 구체

적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성 교

육을 하고자 해도 그것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인 교육실천에까지 이르지 못

하였다고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시도하려는 것은 인성 교육의 한 가지 측면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다. 인성교육은 정서， 감정， 가치관， 사회성， 도덕성， 성격 등 다양한 측면에 관여하기

때문에 많은 측면틀을 한꺼번에 논한다면 인성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실패할 것

이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제어하는 영역에 치중해서 논의

를 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의 다양한 영역 중 감정 영역을 선택한 이유는 감정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감정 영역은 심리학과 교육학의 기초 연구로부

터 이론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의 영역 중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주목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

은 더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만 여기서 분노와 미움을 채택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관계

를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부정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자신

의 분노와 미움을 잘 제어하고 타인의 분노와 미움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그의

대인관계는 크게 향상될 것이며 그가 속한 사회는 그로 인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분노와 미움을 잘못 제어하거나 잘못 대처하면 대인 간의 분쟁과 갈등은 물

론 폭행， 학대， 살인 등 각종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며 전반적인 불행이 지속될 것이

다. 분노는 종종 국가나 사회 지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집

단 간，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분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교사는 아동과 학생을 학대하거나 폭행을 가하게 되기 쉽다. 이 점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여서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친 처

벌자가 되어 자녀를 지나치게 학대하게 되고， 학대받은 자녀는 부모가 되었을 때 많

은 경우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부부 간에도 분노와 미움의 감정

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흔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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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내용 중에 분노나 미움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분노와 미움을 제어하는 모범

즉 모댈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 시

점으로서는 둘다 부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2) 용어에 대한 고잘: 교육학적 맥락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인식하고 제어할 줄 알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이런 교육은 크게 보아서 인성 교육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이미 앞절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학계 및 교육계에서는 인성교육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몇

가지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왔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정서 교육， 정서 함양이라는

말을 써왔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정의적(情意的) 교육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최근

에는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감성(感性)

교육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이 용어들은 모두 교육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매

우 광범위한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를 하거나 각 용어간

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각 용어가 약간 씩 의미

의 차이가 있고 교육적으로 강조하는 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각 용어들의 의미

상의 특정과 교육적 강조점에 관해서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정서 교육’은 인간의 감정 및 감성 그리고 예술적 측면에 관한 교육으로 인식

되어 왔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은 정서 교육의 대표적인 교과

로 자리하고 있다. 예컨대 시(詩)를 읽고 감상하는 것도 정서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 매개로 표현하거나 남이 표현한 것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 교육의 한 측면이었다. 이런 의미로서의 정서 교육은 인성 교육

에서 중요시하는 많은 다른 영역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개념이 된다. 즉， 대인관계 상

에서 경험하는 감정 예컨대 싫고좋음(好惡)， 분노， 미움， 갈등， 시기， 질투， 공포 등을

직접 대인관계 차원에서 다루는 측면을 포함하지 못한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불안， 기쁨， 싫고좋음(好惡) 등을 포함하지 못하며 어떤 활동에 대한 동기나

의지 등도 포함하지 못한다.

‘정의적 교육’이라는 개념은 정서교육이라는 개념보다 폭이 더 넓어 보인다. 정의

적 교육은 정서 교육에서 말하는 감정， 감성， 정서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기， 태도， 가치관， 도덕성， 성격， 자아정체감， 정치적 태도， 법의식 등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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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정원식; 1976, 박용헌 · 문용린; 1990)

그리고 1990년대에 유행한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감성

교육’은 특히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정에 대한 인식， 표현， 전달에 관

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말해서 이른바 다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

Gardner, 1983, 1993; Gardner & Hatch, 1989)에 서 말하는 개인내 지능 및 개인간

지능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반면에 ‘인성 교육’이라는 말은 다분히 “사람됨됨이” 즉 인격에 대한 개념을 강조

하고 있다. 인격이란 감정， 정서， 감성， 의지， 가치관 등 개인의 내면적 측면 이외에

도 행동이라는 측면을 포함한다. 예컨대 친구나 이웃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마음이 친절하고 예의바른 행동으로 표출되

도록 한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개인의 내면적 속성과 외현적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잇다. 그러나 인성 교육은 개인의

감정적 속성 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 및 도덕적 요소를 더 강조한다는 특징

이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분노와 미움을 인식하고 제어하는 능력은 앞에서 분석한 정서

교육， 정의적 교육， 감성 교육， 그리고 인성 교육과 모두 개념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감성지능으로부터 유래한 감성 교육은 대인관계 상의 감정을 주로 다룬

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계가 갚다. 분노나 미움이라는 감정은 거의 항상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

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인(人)이 없이도 분노를 경

험하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대인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한다. 그런데， 교육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는 것， 필요에 따

라서 타인에게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적절한 감정 제어나 표현，

전달은 인성 교육에서 말하는 사람됨됨이와 직결되는 영역이어서 이 점에서 본 논

문의 주제는 인성 교육의 영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 분노와 미움의 속성

분노와 미움을 우리는 여러가지 감정들 중의 일부로 여겨왔다. 한 예로 七情에서

말하는 喜짧哀樂愛惡愁 중에서 분노는 짧， 미움은 강한 惡 특히 분노를 기초로 한 惡

로 표현되는 것 같다. 이 절에서는 먼저 감정의 일반적 속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특히 분노와 미움의 심리학적 속성에 대한 구체적 고찰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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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속성: 인지， 행동， 생화학물질과의 관계

(1) 이성과 감정

가) 일반적 관점

감정은 전통적으로 이성과 대조해서 다루어져 왔다. 이성을 관장하는 곳은 신체 중

에서 “머리”로 대변되어 왔으며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 기능으로 간주되어 왔

다. 이성은 인간이 감정， 층동， 본능 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고 여겨졌으

며， 이성이 있음으로 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에 감정은 인간 외의 동물들도 가진 것으로 쟁각되었으며 인간은 감정을 몰라서는 안

되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어 왔으며，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 잘 제어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예컨대，

어린 유아는 배고프변 울고 짜증나면 보채는 등 감정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만

인간은 교육과 社會化에 의해서 감정을 제어，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란 인간의 동물적 속성이며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는 것인데， 인간

은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을 인식하거나 행동으로 표출할 때 이성에 의

한 판단을 하여 상황과 사회규범에 적합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동양과 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있어왔다. 예를 들면， 플라톤은 이성을 가

진 사람이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람이며 이성적인 사람은 사회

와 국가를 다스리고 감정적인 사람은 군인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양에는

이른바 四端七情論이라하여 자연상태의 七情에 지배되지 말고 이성에 의해서 잘 제어

된 四端 즉 仁義禮智에 맞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받아들여져 왔다.

나) 심리학적 관점: 감정과 인지

이성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윤리학적 혹은 철학적 개념이어서 그 말에는 가치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심리학에서는 좀더 가치중립적인 과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

지 혹은 사고라는 정신 기능을 이성이라는 개념 대신에 사용한다. 인지와 사고는 구

분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둘 중에서 더 넓은 개념인 인지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지와 감정을 논할 때 심리학자들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느

냐 보다는 둘 간의 사실적 관계가 어떠하냐에 초점을 두고 고찰을 해 왔다. 가장 고

전적인 연구 주제로는 인지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감정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으로 이성이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는 합리론적 주장이 동서양의 학계에 팽배해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가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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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두되었었던 것같다. 즉 합리론을 옹호하는 심리학자들은 인지가 감정을 통제한

다는 측면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반대로 자연론을 옹호하는 심리

학자들은 감정이 인지를 좌지우지한다는 측면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인지가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성적인 욕구 때문에 대인지각 즉 타인에 대한 인식이 왜독되는

현상， 자신의 경험을 왜독해서 지각하거나 잘못 기억하는 현상을 연구했다. 그리고 불

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인지 기능 즉 기억， 사고， 추리 등의 기능을 제대로 혹은 정확

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연구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프로이드 이후에도

주로 미국의 심리학계에서 1940-50년대 에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 기능 중에서 인지의 영향력에 대한 신뢰는 심리학계 내에서 사

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및 공포증

등은 개인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유지된다는 사실을 업증하기

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 공포증 환자에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적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이는 철

학에서 말하는 합리론적 관점과 맥을 같이하는 섬리학적 가정이다.

그런데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인지와 감정 간의 상호 영향력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

하냐라는 흑백론적 질문을 더 이상 먼지지 않는다. 인지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가 있고， 감정이 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즉 인지와 감정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학자는 아마 없을 것이

다. 단， 현대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인지(혹은 감정)가 어떤 내용의 감

정(혹은 인지)에，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머치는지 그리고 그

반대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분노나 미움과 관련한 인지들이 어떤 내용이며 그것들이 상호 어떤 영

향을 주고 받는지를 고찰할 것이며 그런 관계를 아는 것이 분노와 미움의 제어에 어

떤 도움이 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2) 감정과 행동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의 철학자나 윤리학자들은 知와 行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켜온 반면 감정과 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의 심리학은 욕구와 동기의 개념을 중심

으로 그것들이 행동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해 많은 탐구를 해왔다. 특히 교육

심리학과 산업심리학에서는 학습행동이나 근무행동에 대해 동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또한 정신병리학에서는 불안과 회피행동， 분노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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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우울과 행동량의 부족 간의 관계를 구명하여 왔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감정이 행동의 원인이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탐구를 해왔

다. 예컨대， 학습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덜한다고만 생각한 반면， 그 반대 측

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울하기 때문에 행동의 양이 적어진다

고 생각한 반면에 행동의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측면에 대해서는 큰 관심

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의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에서는 ‘갑정---)행동’의 방향을 가진 인과 관계

가 아닌 ‘행동-_.:.)감정’의 방향을 가진 인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동기

자체를 올리려고 한다기 보다는 효율적인 학업행동 자체를 가르쳐 주어 학업행동 자

체에 흥미를 느끼고 결과적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가 고양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불안증 환자에게는 불안 자체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회피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접근 행동을 강제로(그리고 점진적으로) 하게끔 함으로써 그 결과 불안

이 감소되게 하는 치료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우울에 대해서도 행동의 양을 증가시킴

으로써 우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치료 방법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감정과 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라

는 흑백론적， 일방향적 인과론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앞에서 인지와 감정 간의 관

계가 일방향적 인과 관계가 아닌 상호적 인과 관계이듯이 감정과 행동 간의 인과 관

계도 역시 상호적이다. 분노의 예를 들면， 분노가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

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격 행동을 하는 것이 분노를 일으키거나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

기도 하는 현상이 바로 감정과 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의 한 단면이다.

(3) 감정과 신체생리

감정이 순수하게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감정의 이변에는

생화학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우울， 분노， 불안， 기쁨 등의 정서 그리고 성욕이나

식욕 등 욕구 등은 각각 그런 정서나 욕구와 관련이 깊은 생화학적 물질이 중추신경

혹은 내분비계에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정신의학에서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등의 약물로 불안증과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략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중감량의 경우에도 식용을 통제

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생화학적 요소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론은 쉽게 수긍이 간다. 그런데， 그 반

대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최근에야 의학 및 심리치료， 상담 분야에서 논의， 시도되

기 시작한 것같다. 생화학적 요소에 대한 개업으로 감정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의 예

로는 엔돌핀 등의 물질과 기쁨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환자를 의도적으로 자주 웃도록

만들어 체내에 엔돌핀이 증가하도록 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울이나 불안이 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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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는 다소 공격적인 자기주장을 하게 시킴으로써 체내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

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은 ‘생화학물질---)감정’ 방향의 인과

관계가 아닌， ‘행동---)생화학물질---)캄정’의 방향을 가진 인과 관계를 활용하는 전

략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체생리적 화학물질과 감정 간의 관계도 상호적 인과관계라

는 사실에 현대의 심리학계는 주목을 하고 있다.

2) 분노와 미움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l) 분노를 유발하는 조건들

분노를 유발하는 외적， 내적 조건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체계화

시킨 종합적인 이론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분노유발에 관계하는 많은 조건 중 이미

잘 알려진 몇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신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위협을 받았을 경우이다. 이것은 인간과 여타

동물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분노는 위협 상황

으로부터 개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분노의 정서는 공

격성을 증가시키는 체내 물질의 분비와 관련이 있는데 이 공격성 관련 물질의 분비는

자기에게 위협을 주는 상대에게 대적할 준비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분노는 신체

적 위협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발생한다. 예컨대， 자긍심을 심하

게 손상받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분노를 경험한다.

둘째는 좌절 상황이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이론이다. 인간은 수많은 상황에서 좌절

감을 체험한다. 예를들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행동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거나， 중요한 원고를 작성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거나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었

다든지， 정해진 약속시간이 있는데 교통소통이 잘 안되어서 운전하는데 지장을 받는

상황 등 우리를 좌절시키는 상황은 다양하다. 이런 좌절 상황에서 대개의 경우 사람

들은 좌절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노반응을 일으킨다.

셋째는 위협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할 때 우연히 접해진 상황적 사건이나 자극이 분

노를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원래는 분노유발 조건이 아닐 수 있는데， 상황적 우연성

때문에 분노 유발 자극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같은 교통체증 상황이라도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 앞의 차가 다소 머뭇거린다해서 크게 화가 나지는 않지

만， 급한 약속이 있논 상황에서는 크게 화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모에게 꾸증

을 들어서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반복해서 말을 거는 경우 그 동생은

분노의 대상이 되기 쉽상이다. 평소 같으면 동생의 접근을 환영하던 형이 그런 특수

한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다. 즉， 위협감이나 좌절감 자체가 분노를 발생시켰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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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위협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과 우연히 연결된 다른 자극이 분노를 일으

킨 것이다.

넷째는 심한 불안과 공포가 분노 반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이

를 잃어 버려서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매다가 미아 보호소에서 자기 아이를 찾은 부모

의 행동을 보면 그런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아이를 찾아 헤매는 동안 부모는 극심

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는데， 아이를 찾은 직후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하는 반응

은 화를 내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 보자면， 불안파 공포

가 분노의 직접적 원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동안의 불안과 공포를 상쇄하

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분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인간에게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조건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사건이나 행

동， 사려깊지 못한 상대방의 행동，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남의 비판을 받는 것， 상대

방의 거짓말， 차별대우나 편견의 피해를 입는 것 등 수없이 다양하다.

(2) 미움의 감정 : 증오(↑曾惡)

미움은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미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

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움의 감정이 분노보다 덜 중요해서라기 보다는 미

움이 분노보다 더 복잡한 현상이어서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보는 반면에 미움은 분노보다 휠씬더 지속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발생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소

멸되기를 기대하지만 미움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미움은

단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기 보다는 미움을 경감시킬 만한 새로운 사건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

미움 즉 증오의 감정에는 증오 대상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인다(Schoenewolf， 1991) 나에게 분노， 좌절， 고통， 열등감을 준 대상에 대해서 도덕

적으로， ‘그는 나쁜 인간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일부러 나를 괴롭힌다’， 성격적으로

‘그는 나쁜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해석 즉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그를 미워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주로 처음에

는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가 부당성의 판단 즉 인지가 가미되면서 미움으로 변

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움은 열등감이나 질투심과도 관계가 있다. 자기보다 유능하거나， 인기가 있거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속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

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있

는 그대로 두지 않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돌보려고 한다. 그런 심리의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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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가 바로 방어기제인데， 상대방을 깎아 내리려 하거나， 괴롭히려 하거나， 미워하거

나， 혹은 그 반대로 우상시하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억압

하고 감출 수 있는 것이다.

미움은 동조(同調)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즉 주변의 여러 사람이 어느 한 대

상을 미워할 때 나 자신도 그들에 동조해서 그를 미워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집단에

서 희생양(scapegoat)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학교에

서 이른바 ‘집단 따돌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때 특별한 개인적 분노의 경험

없이도 어느 특정인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고 나도 그

를 미워할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 특정인

을 미워하게 된다.

(3) 분노와 미움에 대한 개인의 반응

가) 자아개념과 분노 및 미움

분노와 미움은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해온 것처럼 신체생리(혹은 인지)-->감정-->

행동과 같이 일방향적 인과(因果)사슬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분노와 미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도 단순한 자

극-반응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자극과 반응이 서로 교차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현상임을 전제한다. 즉， 반응은 다시 선행한 자극에 대한 다음 자극이 된다는 것이다.

분노나 미움을 일으킬 만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개

인의 자아개념과 깊이 관계되는 것 같다. 여기서 자야개념이란 자기에 대해서 가지

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심리학에서는 자

기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 가지는 개념을 ‘자긍심( self-esteem) ’이 라고 하며， 자

기의 능력에 대해서 가지는 개념은 ‘자기효능감 혹은 자능감 (self-efficacy)’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가치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긍심과 자능감을 가진 사람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나타낸다. 이 차이점들을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과 연관지어서 살펴보자.

자긍심과 자능감이 부정적인 사람은 분노상황에서 자기비하적인 생각을 쉽게 한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에 대한 측은한 감정을 먼저

느낀다. 자신의 무능력을 스스로 동정하고 자기의 운명을 한탄한다. 새로운 도전이나

극복의 노력을 쉽게 포기한다. 분노나 미움을 일으키는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

거나 혹은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평하지 못하고 다른 방어기제들을 활용한다.

예컨대 자기비하적 합리화， 운명에 대한 귀언 (attribution)， 자신을 희생양으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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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나) 분노와 미움에 대한 두가지 행동 반응

프로이드는 우울증의 원인을 ‘공격욕구 혹은 파괴욕구가 자기자신에게 향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다. 이 설명은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인 설명으

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프로이드의 발상은 분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두가지

로 분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즉， 분노나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 안으로 즉 자기자

신을 향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밖으로 즉 다른 사람이나 사회 및 환

경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분노와 미움에 대해 안으로， 자기자신을 향해 반응하는 것을 섬리학 용어로는

internalize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내면화(內面化)’라고 번역하곤 하지만 그다지 적

합한 번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기 안으로 향한 분노와 미움은 자기비하， 자학， 자

기비난， 자기파괴적 행동， 자기처벌 섬지어 자살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사람

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자긍심 및 자능감과 관련이 있지만 자긍심과 자능감이 부

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분노와 미움이 안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으

로 말해서 부정적 자능감이나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분노나 미움을 안으로 향하게 해

서 자기를 괴롭힐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에， 분노와 미움을 밖으로 향하게 하되 극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유형

이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externalize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밖으로 향

함’ 이상의 더 적절한 번역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어쨌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밖

으로 향하게 하면서 공격적 행동으로 반응하는 예는 타인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가

하는 것， 타언을 비판 혹은 비난하는 것， 타인을 위협하는 것， 기물을 파괴하는 것

등이 있다.

분노나 미움에 대해 밖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도 부정적인 자긍심이나 자

능감과 다분히 관련이 있다. 예컨대 자긍심이나 자능감이 부정적인 사람은 상황을 자

신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믿기 보다는 타인이 통제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다. 그

렇기 때문에 이들은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높고 이런 경향이 공격성을 띨 때 그 공

격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자긍심과 자능감을 가진 사람은 상황의

불리함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적절히 구분하거나 통합적으로 사고하

지만， 자긍심과 자능감이 부정적인 사람은 나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필요가 높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편으로 타인에게 비난과 공격을 과도하게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유형이든 밖으로 향하게 하는 유형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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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그것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혹은 어느 한 유형에 고착된다면 문제가 된다.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은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분노와 미움을 때로는 안으로，

때로는 밖으로 향하게 할 수 있으며， 밖으로 향하게 하더라도 사회가 용납하는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공격성을 띨 뿐이며 안으로 향하더라도 지나친 자기 비하나 자기

동정 보다는 자기 반성의 기회로 활용하는 건설적 능력을 발휘한다. 이점이 바로 인

성 교육에서 분노와 미움을 처리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이다.

3. 분노와 미움의 조절을 위한 교육 방법

전술한 것처럼 분노나 미움은 상식적으로는 감정 즉 정서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인간 심리의 다른 측면 즉 인지， 행동， 신체， 생리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노나 미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 자체만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지만 인지， 행동， 신체 생리 등 다른 측면을 다룸으로써 분노와 미

움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1) 인지(생각， 지식)의 변화를 통한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은 영어로 anger control program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

로 범죄자， 비행 청소년， 아내나 자녀를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가정 폭력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활용되어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인지적

인 측면 즉 분노와 관계된 생각이나 신념 그리고 분노와 관계된 지식을 가장 중점적

으로 다룬다.

(l) 분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의 수정

인간은 분노， 슬픔， 불안， 미움은 “나쁜 감정” 즉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기고 있으

며 사랑， 안정， 기쁨 등은 “좋은 감정”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관념의 결과로 인간은

“나쁜 감정”을 가능한 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 그

것을 부정 혹은 부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 타인에게 자기의 “나쁜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위장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속으로는 화가 났거나

슬픈 상황에서 겉으로는 미소를 띄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거나 보게 된다.

불안의 감정으로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불안이 일어나는데 대한 걱정 즉 ‘불안에

대한 불안’이 발생한다. 이처럼 인간은 “나쁜 감정”에 대해서는 그 감정이 실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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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도 전에 미리 걱정을 하거나 미리 봉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분노， 슬픔，

미움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 즉， 자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설에 대해서

분노를 야기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더욱 분노하거나 현재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모

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더 슬픈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또 분

노나 미움， 슬픔을 왜곡하여 반대로 표현하거나 위장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분노조절 프로그램에서는 우선 분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수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 첫 번째 교육 내용은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분노는 인간의 삶과 생존에 필요한 감정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예를 들면， 상

대방의 위협이나 공포에 대해서 발생한 분노 반응은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자기 보호 기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또한 좌절과 실망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생한 분노는 극복을 향한 동기， 재기를 향한 동기 즉 성취 동기의 기능

을 한다. 이런 심리에 기초해서 정치지도자나 기업가들은 최근의 경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좌절감과 분노를 문제극복을 향한 성취 동기로 승화시키려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분노는 여자답지 못한 행동이다’라든가， ‘분노는 위험한 정서이다’라든가，

‘분노는 폭발한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성차별적인 관념들이 있다. 이런 관념들은

잘 생각해보면 ‘분노 감정’ 자체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분노 행동’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이라고 해서 분노 감정 자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분노 표현 방식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분노가 위험한 혹은 폭발적인 감정이라는 생각도 역시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행동) 금새 폭력이나 파괴로 이어지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더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할 펼요가 있다. 즉， 분노를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자체

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수용하고， 그대신 그것을 겉으로 즉 행동으로 표출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경우가 있고 역기능적인 경우가 있

다는 점을 교육한다. 이런 내용의 교육은 분노를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러

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오히려 분노의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2) 분노와 관련된 자신만의 연상을 이해한다.

분노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중립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

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

한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격하게 내는 경우 그들은 이성적인

지식만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분노 반응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들은 분노와 관련된 자신의 무의식적 연상들을 발견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 연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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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연상에는 억압된 갈등이나 감정이 연관되어 있

다. 예컨대， 아내의 간섭이나 충고에 대해서 과도한 분노 문제를 일으키는 남성의 경

우 그것이 바로 그 아내에 대한 직접적언 분노라기 보다는 그의 내면에 오래 전부터

억압되어온 감정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억압된 분노가 아내에게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억압된 갈등과 감정은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인지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노를 증폭시키는 연상에는 절대적인， 극단적

인 사고방식이 개재되어 있다. 여기서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란 예를 들면

‘어른에게 대들면 절대로 안된다’， ‘시험에 실패하변 인생은 끝장이다’， ‘내가 그런 말

을 듣는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끔직한 일이다’ 등의 내면적인 사고과정을 뜻한다.

이런 사고과정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그 사람의 다른 사고내용과 행동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역시 인지치료적인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셋째，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분노는 상대방의 나쁜 의도에 주목했을 때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저 행동을 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

에 ’,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 ‘나를 괴롭히려

고 의도적으로 ’,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등의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분

노의 감정은 배가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에 그런 식으로 타인의 나쁜 의도를 의심하는 경향이 많

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혼 중재나 노사(勞使)분쟁 중재에서 보면 이혼소송 중인 부

부 간이나 분쟁 중인 노사 간에는 서로 상대방의 나쁜 의도에 귀인(歸因)하는 경향이

극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유능한 중재자의 중재에 의해서 오해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넷째， 분노를 느끼는 순간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현상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분노반응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는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과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 긴장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은 분노 정서에 대한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반응이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예컨대 ‘눈에 핏발이 선다’， ‘눈앞에 보

이는게 없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갔다’ 등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

류는 우리가 분노와 관련한 그런 해석들을 여러 타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내면화시킨

것들인데 자기 자신도 분노상황에서 그런 해석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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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자체의 조절

(l) 감정 알아차리기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감정 혹은 정서 현상은 신체적 현상 및 인지 현상을

동반한다. 개인이 분노를 경험할 때 신체적으로는 혈압， 맥박， 호흡， 호르몬， 콜레스테

롤， 신경전달물질 등에 변화가 일어나며 근욕긴장도 일어난다. 개인은 이런 신체적 현

상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해 인지적 해석을 내려서 그것들을 자료로 감정적 체험을 한

다. 즉， 감정 체험은 감정 영역 만의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신체 및 인지를 동반한 종

합적 현상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문화적 영향， 개인적 학습， 혹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감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보다는 억압， 부정(부인)，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

에게서 발생하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컨

대， 부모를 향해서 발생하는 분노는 문화적으로 억압된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

부정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경험 때문에 감정을 가능한 한 경험하지 않고 억압 혹은 은폐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제불황 상태에서는 퇴직 및 취업불능 등 좌절과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노를 표출할 마땅한 대상이 없어서

억압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에게서 발생하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

하거나 부정확하게 왜독해서 지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문화적 요인과 관

련이 있어 보인다.

최근에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다중(多重)지능이나， 정서 지능

(혹은 감성지능)의 개념을 빌면 언간의 주요 능력 중에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고 민첩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그의 사회적 관계 즉 대인

관계의 효율성과 깊이 관계하고 있다고 한다(Mayer & Salovey, 1990). 그래서 아동

기에 사회적 지능 혹은 정서(감성)지능을 발달시키려면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알아

차리는 연습을 많이 항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상담심리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알

아차리는 훈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왔다. 예를 들면， 초보상담자를 교육할 때 감정

알아차리는 연습은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되어 있다. 이런 연습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가능하며 집단 예컨대 ‘T-집단’ 혹은 ‘만남의 집단(encounter group)’과 같은 집단체

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상담전문가들은 그와같은 교육 훈련을 이수한다.

이와 유사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상담전문가가 아닌 일반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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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목적은 대개 인간의 감성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분노의 문제

를 중심으로 보면， 자기에게서 발생하는 분노 감정의 단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

은 분노를 제어하거나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의 분노

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대방

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

(2) 이완 훈련

이완 훈련은 영어로 relaxation training이 라고 하는데 주로 근육 이완을 통해서 심

리적 이완과 안정을 얻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내재된 섬리학적 원리는 다음

과 같다. 심리적 불안이나 분노는 거의 필연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수반한다. 근육 긴

장이 없는 즉 이완된 상태로 불안이나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안이나 분노의 문제를 격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불안이나 분노를 통제 혹

은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안이나 분노의 상황에

서 근육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시킴으로써 불안이나 분노를 감소시키거나 제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불안증이나 공포증에 대해서는 체계적 둔감법 (systematic desensitiz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다. 그런데 분노의 문제

에 대해서는 아직 이 정도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분노 문제에 대

해서는 분노 상황에서 분노의 일시적 제어를 위한 이완 방법을 사용하도록 가트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분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로 분노가 폭행， 기물 파괴 등

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파괴적 행위로 전환되기 이전

에 그것을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호흡법이 있다. 호흡법은 주로 심호흡을 이용하는 것인

데， 숨을 들이마신 후에 아주 천천히 내쉬는 것을 몇차례 반복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

이다.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이 특히 긴장 이완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는 이미 동서양

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온 고전적인 방법이다. 둘째， 사고나 연상을 중단

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노 상황에서 개인은 자기 나름으로 떠오르는

연상 내용이 있다. 그 연상은 언어로 된 사고일 수도 있고 영상이나 이미지일 수도

있다. 개인 나름대로 어떤 연상들은 분노를 증폭시키거나 파괴적 행동의 자극이 되곤

하기 때문에 ‘사고 중단’ 즉 “안돼!" 혹은 “그만!"이라는 말을 마음 속으로 외치는 방

법을 심호흡과 함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외에 이완 방법으로는 명상， 산책， 자율조절

등이 있는데 모두 호흡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완법은 주로 분노 감정이 한창 올라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분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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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속한다. 앞에서 논의한 인지 요법은 지식이나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 조절을 꾀한다는 점에서 ‘인지-->감정’의 과정을 이용

하는 것이다. 인지요법에 비해서 이완법은 훨씬 더 현장적이고 상황적이다.

3) 행동의 변화

분노와 관련된 행동이란 분노를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행동을 말한다. 분노 표현은

다른 말로 분노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 즉 행동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행동 영역의 변화를 꾀하며 그것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훈련

과 관계되어 있다.

(1) 자기 주장 훈련

자기 주장 훈련은 영어로 self-assertiveness trai띠ng이 라고 한다.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보호받거나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짱이 없거나 두려워서 자기

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나

이가 많거나 폼집이 큰 사람이 자기 앞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하자. 나의 정당한 권리

를 침해한 상대방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 제재나 항의를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

으려면 속에서 화가 난다. 다른 예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자가

있어서 교환하고자 하지만 상인이 나의 요구를 묵살했을 때 더 이상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려면 화가 나서 참기가 어렵다. 남이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지

시를 했는데 나는 그 일을 거절하고 싶다고 하자. 이 때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그 일을 떠 맡았을 때 우리는 많은 갈등， 후회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 이럴 때의

분노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다.

자기 주장이란 자기의 권리를 침해 받은데 대해서 적절한 항의， 타인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나의 원함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나의 주장이 정당함을 설득하

는 것， 싫은 것을 싫다고 거절하는 것， 거절하는 이유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등을 포

함하는 언어행위를 말한다. 자기 주장이란 너무 심하게 하면 이기적인 사람， 모가 난

사람， 대가 센 사람，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등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는 방식과 수준에서 자기 주장을 해야한다. 이 점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자기 주장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수정없이 그대로 도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미국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기주장 행동이 한국에서는 용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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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표현 훈련

대화 방법에 대한 교육에서 자기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경청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

이다. 여기서 자기 표현이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

한다. 표현 방법은 음성 언어에 의한 표현 뿐만 아니라 행동 언어까지도 포함한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은 내가 화가 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

고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해서 나를 또다시 화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은 내

가 화낼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게

되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빠질 수가 있다. 상대방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는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분노

를 경험한다.

분노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인간관

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상사나 교사의 경우 부하나 학생의 잘못이

나 실수에 대해서 화를 낼 때 화를 어떻게 내는냐에 따라서 부하나 학생의 행동은 큰

영향을 받는다. 화를 너무 심하게 내고， 인격적인 모욕 혹은 체벌이 동반하면 부하나

학생은 큰 반발심을 느낀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자기가 왜 그만큼 화가 났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경우 부하나 학생은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행동을 고치게 된

다. 이런 사례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매우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분노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적절한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분노 자체를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

니라 분노를 겉으로 나타내되 그것이 문화나 상황에 맞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3) 부부 커뮤니케이션 교육

분노가 문제가 되어 생기는 인간관계 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

부 간의 갈등이나 이흔 문제는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아온 영역이다. 현재 가정

내 부부 간의 폭력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는 심각한 실정이며 이 가정 폭력은

갈등， 분노， 좌절 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로 여겨진다.

그런데 부부 간의 폭력이 주로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해서 남성 만이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열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주로 폭력의 대상이

며 여성이 폭력을 유발하는 자극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

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력 예방을 위

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부부 모두가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남성과 여성은 분노를 표현 혹은 표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남성은 분노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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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때 물리적 힘을 여성보다 더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함을 지르거나 욕

설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여성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

거나 논리적으로 따지는 등 언어를 이용한 공격에 있어서 남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차이점이 남성과 여성 간 특히 부부와 같이 친밀성을 전제한 관계 내에서 갈등과 분

노를 다루기가 어렵도록 하는 원인인 것 같다 즉， 여성은 마음 놓고 상대방의 약점을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공격하고， 남성은 마음 놓고 고함， 욕설， 공격적 행동을 사용

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부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남녀 간의 대화 방법의 차이 특히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남성은 여성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익숙해져야 하고 여성의 표현법에 대한 이

해와 인내를 높여야 한다. 여성도 남성의 분노 표현 방식에 대해 익숙해 져야 하고

이해와 인내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성

차(性差) 때문에 생기는 긴장을 예방할 수 있다.

부부 간에 일어난 단순한 분노는 시간이 다소 흐르거나 어느 한 쪽이 화해를 시도

함에 의해서 쉽게 해소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분노가 해소되지 못한 채로 여러 차례

반복되고 화해 및 분노 해소 노력이 여러차례 좌절되는 경우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지속성이 강한 미움의 상태로 전환된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는 비

난을 계속하게 되고 상대방이 먼저 변화해야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서

로 전가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어느 한 쪽의 노력 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즉， 갈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상호 책임을 인정하

는 단계가 펼요하고 서로 자기 몫의 변화를 책임져야 하는 매우 미묘한 변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의 부부 갈등에 대해서는 능숙한 부부 카운슬러

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료적 상담을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용서 교육 및 상담

용서는 주로 종교 분야에서 가르쳐지거나 개인의 차원에서 실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교육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계에서 용서의 심리 및 용서의 실천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시도되었다(김광수， 미출판; Powel & Enright, 1990). 용서 교육은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증오， 복수심을 이해하고， 경감시키며， 그런 증오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는 일종의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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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신의 증오심과 방어기제에 대한 자각

용서 교육 프로그램은 증오심을 서둘러서 경감시키고 설익은 용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따라서 자신의 분노， 증오심， 복수심 등을 직시하며 과연 자기가 그를 용서

하기를 원하는지， 용서를 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는지에 관해서 심사숙고하

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 과정은 자기에게 상처나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는 편지’를 씀으로써 확실하게 경험된다. 이 편지쓰기는 자기의 감정을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방어기제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펼요가 있다. 방어

기제는 거의 모든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는 것인데， 용서 교육이나 상담에

서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 우리는 상처 고통 모욕감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부정， 억압， 합리화를 비롯해서 반동형성， 동일시， 퇴행， 투사，

대치 등 거의 모든 심리적 방어기제가 활용된다. 개인마다 어떤 방어기제를 주로 사

용하는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의 주요 방어수단을 발견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방어기제가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한계는 무엇이

고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2) 용서에 대한 이해와 선택

이것은 용서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즉 내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용서란 상대방의 행동이 부당했으며 자

기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통정섬을

바탕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에게 실

질적인 면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는

다.

용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용서와 유사하지만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들

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즉， 나 혼자서 참는 것， 일방적으로 잊는 것， 부정하는

것， 상대방을 “사면”하는 것， 화해하는 것 등은 용서와 종종 혼돈되는 현상들이다. 그

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반동 형성(방어기제의 일종)，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으

로 인해 받은 상처를 상기하는 것 등은 아직 설익은 “의사(유사) 용서”이다.

용서는 결코 일회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증오나 복수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여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서 교육이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정말로 바라는지， 용서를 한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용서가 가

능하다고 보는지， 왜 용서라는 길을 택하려 하는지， 용서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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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내담자 자신에 대해서 들

여다 보아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런 심사숙고를 바탕으로 자기의 용서 의지를 확인하

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확인과 결정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

를 쓰기도 한다.

(3) 생각과 감정 다루기

전술한 바와 같이 용서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용서하고 싶고， 용서하기로 마음

의 결정과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증오와 복수심이 강하게 남아있

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장애를 극복해야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상담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과정을 돕도록 한다.

가) 새로운 관점 경험

가해자 및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맥락의 이해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역사적 맥락

을 이해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성장한 과정， 양육 방식， 성장한 문화와 환

경 등을 생각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가해자는 의외로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었을 수

있다. 가학적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학대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맥락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시 그 상황

에서 그 사람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수 있으며， 적당한 스트레스 대처기

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별로 받고

있지 못하여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재인식하고 가해자의 인간적

부족함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맥락적 이해를 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행

동을 합리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여전히 부당한 것이지만 그 행동

의 배경에 대해서 좀더 갚은 이해를 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나) 공감의 체험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인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

며， 우리의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공

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의 과정에서는 이 공감의 경험이 도움

이 된다.

공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채택할 수가 있어야 한다 즉， 공감은

순수하게 감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과 감정적 과정의 혼합 현상이다. 상대

방의 관점을 취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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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편지 쓰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편지를 씀으로

써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취할 수 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태를 다시 볼 수 있

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적， 인지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기가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준 체험에 대해서 반성해 보는 것도 피해

자를 공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반성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 뿐만 아니라 가해

자의 불완전성을 수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자기 자신도 상황에 따라서는 남에

게 해를 줄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

한 수용의 마음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단， 공감이라는 내면적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아직 상대방을 수용할 준

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강제로 설익은 공감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나 당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 성장과 자유로움의 느낌 체험

진정한 용서란 단순히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거나 용서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자기가 겪은 고통， 피해， 중오와 복수심을 직시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동정

심과 사랑으로 용서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생각이나 말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용서는 생각과 말과 내면적 감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총체적 체험이다. 진정한 용

서를 위해서는 상대방， 자신， 그리고 피해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

수용과 공감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넓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경험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매고 있었던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자

유로워지는 느낌을 경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관계 회복이라는 부산물을

얻을 수도 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용서자 자신의 유익

을 가져오는 흥미로운 체험이다.

4. 결 론

분노는 원래는 자기 보호를 위한 공격 행동과 성취 동기의 원천이 되는 기본 정서

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활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의미

가 부가되고 따라서 분노의 의미나 기능도 다양해졌다. 분노는 특히 ‘나쁜’， ‘부정적’

정서로 간주되면서 사람들이 부정 혹은 부인해야 하는 정서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미움은 분노， 좌절， 실망이 반복되고 이들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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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기는 정서로서 분노에 비해 그 지속성이 길다는 특정이 있다.

현대 λ}회 에서 분노와 미움은 대인관계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에 장해가 되곤 한다.

또한 폭력을 비롯한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학교 교육 및 가

정 교육에서는 인간의 인성， 감성， 성격， 인격적 측면보다는 지식의 측면을 더 강조하

고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즉， 주지(主知)와 주정(主情) 간에

불균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분노나 미움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 정서에 대한

인식， 그것들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어， 관리， 해소하는 방법 등 감성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했고 그런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동안 서양 특

히 미국을 중심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 감성교육， 섬리상담， 섬리교육 등 효과가 있

다고 알려진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그 중 몇가지 대표적 방법들을 소개하

였다. 그런데，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서양적 방법들이 잘 맞지 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 주의해서 서양식 방법들을 수정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

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지금까지는 여러 정서 영역 중 분노 및 분노 조절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 연

구되었는데， 인간 관계에서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분노 이외에 좀더 ‘안정적’이고 지속

성이 강한 미움 즉 증오가 차지하는 해악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강조

하여 미움 정서의 속성을 분노와 구별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미움의 심리를 인식하

고 해소하여 인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바로 이점이

기존의 정서교육， 분노조절에 관한 논문들과 다른 점일 것이다. 앞으로는 분노와 미움

에 대한 인식， 조절， 해소 방법을 교육시키는 절차를 구체화， 체계화한 프로그램을 개

발， 제작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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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ger, Hate, and Emotional Education

Kim, Kay-Ryon

(Department of Education)

Anger and hatred are the emotions to which many educators and counselors

have paid attention because they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with aggressive

and/or violent behaviors toward others and oneselves. Psycho-educational

programs such as anger control are those which have been attempted to help the

people with a variety of problems. "Person Education" or "Personality Education"

is a concept which contains emotional- and psycho-education in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system. In the present paper, anger and hate are analyzed and

discussed in terms of four domains: emotion, cognition , behavior and physiology.

The four domains should be related to each other rather than functioning

separately. The psycho-educational programs and counseling/therapy strategies

are discussed to help the clients who need interventions to reduce or control their

anger and/or hate problems. Because of the intricate interactions amongst the four

domains in regard of anger and hate , the helping strategies should be flexible in

determining the focus of intervention. Some interventions are focused on

cognitions and the cognitive change results in emotional change, but some other

interventions are focused on physiological control and the physiological change

results in emotional and behavioral chan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