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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중년여성의 분노치유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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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nger treatment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by convergence korean medicine 

and humanities

Kwan-Su An*, Sang-Hyeon Lee**

Dept. of Education, Wonkwang Un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욕구만족이 결여된 일빙 상태의 자아를 웰빙상태의 자아로 바꾸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한국 중년여성의 분노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삶과 사회의 계급구조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
락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분노는 이 모형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 인문학적 사고와 자세가 갖추어
졌을 때, 그리고 주체적인 삶의 소유자로 변화될 때에 치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의학과 인문학이 융합한 중년여성의 분노치유프로그램은 파일럿검사를 활용한다. 파일럿테스트는 사전 및 사후검사
로 구성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사 트레이닝, (2) 사전검사 실행, (3) 4~6주에 걸치 4회기 분노치유 
실시, (4) 사후검사 실행, (5) 한의사와 중년여성 분노치유자의 만남

주제어 : 한의학, 인문학, 분노치유, 중년여성, 융합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hange the self as ill being lacking need satisfaction to the self as 
wellbeing through the communication process. An anger among Korean middle-aged women is formed in a 
unique socio-cultural context, life,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society where they belong to. Thus, anger 
for middle-aged woman can be cured when both the doctor and the patient are equipped with humanistic 
thinking and positions, and the angry self can be changed into the owner of subjective lif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used an anger treatment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by convergence. Korean 
medicine and humanities uses Pilot test.

Key Words : Korean Medicine, Humanities, Anger Treatment, Middle-aged Woman, Convergence

1. 서론

사람은 구나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다. 단지 그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치 어오는 감정을 표

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에 

억압되고, 그 억압된 내용을 분노조 장애와 같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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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오려는 에 지가 발생한

다. 그  신체화된 질병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병이

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 증상들

은 부분 분노조 장애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노조 의 억압뿐만 아니라, 표출을 한다 해도 잘못된 

표출을 하면, 다시 말해서 분노의 격한 표 은 오히려 

심장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심장학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 실려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http://healthcare.joinsmsn.com/news). 분노는 

이 처럼 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하게 

조 하고 유지하기는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왜 년여성을 상으로 한 분노치유 로그램 

개발인가?  

분노의 발생은 그 사회의 문화와 한 련이 있다. 

년여성의 분노 경험 한 사회문화  맥락과 인간 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노 경험의 본질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한 노력과 

타인 심  사고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 컨

, 한국의 성인 여성은 년이후부터 신체 , 심리 , 사

회  노화에 따른 많은 변화로 인해 다양한 스트 스에 

노출되어 도 을 받게 되며, 경제  문제로 인한 스트

스도 함께 받으며 산다[2]. 한, 자식과 며느리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소외감, 분노의 삭임, 경제력 등의 

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끓어오르는 분노 경험을 하면서도 

통 인 가부장  유교사회 에서 감정을 표 하기 보다

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그 기 

때문 에 년 이후의 여성은 정신  신체  건강을 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분노 련 증후군인 

화병은 한국문화권 에서만 독특하게 발생하는 년 이후

의 여성에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년기는 인생주기에서 어느 발달시기보다 사회 구조 

속에서 부과된 역할과 련하여 분노 경험이 많이 나타

날 수 있다. 여성의 감정 표 에 해 억압 이고 남에게 

분노를 표  하지 않는 것을 사회  덕목으로 여기는 우

리나라 문화에서 년 여성의 분노경험은 다른 발달시기

와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성[4]를 나타낸다. 특히 년

여성들의 분노의 장기  내재화는 심각한 화병으로 고착

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년기 여성의 분노 경험은 독

특한 한국 문화권의 삶  존재와 한 련이 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독특하게 발병하는 화병은 DSM-

Ⅵ에서 한국문화와 련된 증후군으로 분노의 억제로 인

하여 발생하는 문화 련 증후군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

러므로 다른 어느 인생주기보다도 년 여성을 상으로 

하는 분노치유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본다.

둘째, 왜 한의학과 인문학의 융합연구가 필요한가?

한국은 근  서양에서 유래한 의학과 민족의 통 한

의학이 실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다. 한국 년

여성의 분노 증상은 서양의학의 스트 스 증후군 진단방

법으로는 쉽게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년 여성

의 분노는 독특한 한국문화와 한 련이 있는 문화 

련 증후군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정형화된 여성의 삶과 존재 그리고 문화  맥락에

서 발생해온 질병이다. 한의학은 한국인의 삶과 존재 그

리고 문화, 즉 한국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  환경과 

착해서 성립하며 발 해온 학문이다. 이런 연유로, 한

의학의 성립 자체가 인문학  토양을 기반으로 한다. 한

의학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고통과 분노를 이

해하며, 삶이 추구하는 행복과 건강을 실 하는 데 있다

고 본다. 한의학은 이처럼 인간의 삶과 존재 그리고 문화

 맥락과 한 련을 맺고 있어서 인문학  연구 

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년 여성의 분노치유를 

한 융합 연구 에서는 한의학의 통 인 치유 근방

법 외에도 인문학  치유 근방식을 통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한, 여성의 분노 증상은 본질 으로 몸과 마음의 병

이다. 마음의 불통에서 야기되는 답답함, 소통의 결핍은 

삶에서 심  고통으로 이어지기 쉽다. 인문치료에서 ‘소

통’을 요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 하지 않다[5, 6, 7, 8]. 

그러한 인식론  풍토 속에서도 기존의 한의학  치유 

방식에서는 몸과 마음에 한 소통의 문제를 간과해 왔

다. 그러므로 년여성의 분노치유 로그램 개발에서는 

근본 으로 소통의 기술 향상을 한 인문학  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  근을 통해 화를 나게 하는 근

본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러한 상황 해석을 

환함으로서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데에 집 한다. 우

리나라의 통의학인 한의학에서는 년여성의 분노  

감정에서 비롯되는 질병(울병, 화병, 恨 등)등을 서양의

학 진단체계와는 다르게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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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odel of Development for an anger treatment program by convergence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 즉 기본 으로 물질과 비물질

을 선명하게 구획하지 않는다. 모호해서라기보다는 둘이 

항상 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9]. 따라서 한의학

에서는 울병, 화병과 같은 분노  질병들의 치유를 정

(精)·기(氣)·신(神)의 균형 회복에 을 맞춘다. 분노가 

발생하는 근본 상황은 정 ·기· 신의 균형 상실, 즉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의 황폐함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정 ·기· 신의 균형 상실과 회복도 

결국은 인간의 삶과 존재 그리고 문화  환경 등과 

한 련이 있다. 따라서  분노의 치유 방식도 수술을 통

해 특정 부 를 잘라내는 형태가 아니라 생명의 원기, 다

시 말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  환경과의 균형을 되

살려주는 데에 한의학의 본질이 궁극 으로 인문학  토

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한의학의 임상진

료에서는 주로 몸의 치유에 집 되어 있고, 인문학  

근은 치유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되어온 것이 사실이

다. 이런 맥락에서 한의학에서 임상 으로 다루어왔던 

기존의 분노치유  방법과 인문학  근 방법들 간의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두된다고 본다.

인간의 분노(화)는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스스로 욕구

충족이 안될 때 발생한다. 본 연구의 궁극  목 은 욕구

충족이 결여된 ill-being의 자아를 소통의 과정을 통해 

well-being의 자아상태로 환하기 한 융합  분노치

유 로그램의 모형 개발에 있다. 무엇보다도 분노 질환

을 경험하는 당사자(분노 당사자)가 분노의 발생이 분노

에 한 자신의 이해 부족이 원인임을 자각하는 일이  

요하다. 분노 발생의 원인에 한 이해가 있을 때, 소통의 

단계를 거쳐 성공 인 분노 치유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연구목 을 토 로 본 연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융합  분노치유 로 그램의 개념  

구조는 [Fig. 1]과 같다.

2. Related Works

지 까지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년여성의 정서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이나 스트 스, 불안의 증

상에 한 연구[10, 11]가 부분이며, 화병의 반 인 

원인  측면과 신체 ․정신  증상에 한 연구[12, 13, 

14], 분노 억제와 집단미술치료에 한 연구[15]가 행해

졌지만 화병의 원인이 되는 년여성의 분노 자체에 

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최근 들어 분

노 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상자가 주

로 청소년이나 학교 부 응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16, 17]. 이외에도 분노치유를 한 국

내․외 의학연구  인문학 용연구  서들[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성별

에 따른 년기 성인의 화병 증세에 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28]가 발표되었지만 신체  증상에 한 연구로 제

한되어 있어서 독특한 한국문화 내에서의 년여성의 분

노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분노에 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은 

분노의 정서와 분노표 방식 모두 주  건강지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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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의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 , 정신  건강문제와 부정

인 건강생활양식과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9]. 즉 

높은 분노와 개심 수 은 신체  운동이나 자기 리 소

홀과 같은 불충분한 건강 련 습 들  알코올과 같은 약

물복용과 정신  건강문제와 한 련이 있으며, 분노

가 높을 때 신체 , 심리  건강상태가 하된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분노와 정신건강간의 계

[30]나 고 압, 심장질환, 암과 같은 질병과 분노 계를 

규명하는 연구[31]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

는 바와 같이 년여성이 일상생활(삶)에서 경험하고 있

는 분노에 한 연구, 분노의 발생 원인을 사회문화  맥

락에서 살펴보는 연구, 분노발생과 같은 복잡한 양상에 

한 다학문  융합연구, 그리고 인문학과 한의학을 융

합하여 분노치유 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분노 련 질환이 분노를 경험하는 당사자

의 삶, 존재 그리고 문화와 한 련이 있다는 제하

에 출발한다. 따라서 년여성 분노의 근본 인 치유를 

해서는 몸 련 질병을 의학 으로 처방하는 한의학과 

년여성의 삶과 한 맥락을 갖는 인문학  본질을 

융합하는 분노치유 로그램 모형 개발에 한 탐색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Proposed Method

본 연구에서는 융합  분노치유 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기 해 사용하고자 할 연구방법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상자는 분노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40 -60  

년여성으로 하고 약 10～15명이 연구 참여 상자가 

된다. 일럿테스트 상자는 분노치유에 심 있는 한

의사 2～3명으로 구성한다. 일럿테스트는 한 집단 사

-사후검사 설계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차로 실행된

다. (1)한의사 트 이닝 (2)사  검사 실시 (3)분노치유 4

회기 실시(약 4–6주 소요) (4)사후검사 실시 (5)연구 참

여 한의사  년여성 면담. 사   사후검사는 분노척

도 검사, 분노치유 로그램에 한 인식( 년 여성용/한

의사용), 분노치유 로그램지식  수행에 한 평가(실

행된 유닛의 목표  내용과 련된 평가)가 실시되며,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 -사후검사에 해 종속

변인 t-검증을 통해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4. Experimental Results

본 로그램의 특성은 한의사가 통의학서 에 문자

화된 치유 방식 그 로 환자를 다루지 않는다는 데에 있

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에서 분노치유는 

출발한다.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을 통해 치유 인 성격

으로 환되기 때문이다. 소통을 해서 한의사 역시 분

노를 경험하고 있는 년여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기 해서 한의사가 인문학 인 안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트 이닝을 충분히 받

아야 한다. 이러한 실험집단 한의사들에 의해 기존의 한

의학  지식을 용한 물리  치료와는 별도로 년여성

은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욕구가 충족(치유)되는 자

아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융합분노치유 로그램의 모형 개발은 의사-환자 간에 

소통 능력의 향상을 해 우선 으로 치료자의 인문학  

사유와 인문학  자세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목 을 해서 개발된 융합분노치유 로그램의 모

형은 [Fig. 2]와 같다.

본 로그램의 개발에는 한의학의 통 인 치유방법 

외에도 인문학 인 근방법을 통합 으로 용하고 있다. 

즉 명상, 화, 삶의 기술(Lebenskunst) 터득, 솔직하게 말

하기, 공감으로 듣기, 철학  상담, 철학 실천 방법 등이 한

의학  근방법과 통합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

다. 한의학과 인문학  지식이 융합된 분노치유 로그램

을 개발하고, 향후 그 로그램을 한방병원에서 분노 질환

을 경험한 년여성을 상으로 실제로 임상 으로 용

해 으로서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5. Conclusion

본 연구는 년여성의 분노치유가 기존의 한의학  

치료와는 별도로 인문학  근이 통합 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거라는 제에서 출발한다. 

년여성의 분노는 궁극 으로 소통의 결핍으로 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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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삶의 맥락에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년여성의 

분노치유를 해 개발하고자 하는 본 융합분노치유 로

그램에서는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한 인문학 인 자

세와 안목을 함양하는 데에 을 두고 있다. 한, 본 

연구의 성공을 해서는 분노질환을 겪고 있는 년여성 

상자의 모집과 일럿 테스트 상자인 한의사의 모집 

그리고 매뉴얼에 의한 한의사의 인문학 인 자질 함양을 

한 트 이닝 실시 결과가 매우 요한 건이 될 것으

로 본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로는, 

첫째, 한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인문학 등 다양

한 학문 분야가 참여하는 다학제  융합연구라는 

이다.

둘째, 한의학과 인문학이라는 독립된 학문 역간의 융

합을 통해 개별  학문 역이 갖고 있는 문제

과 한계 을 보완함으로써 분노치유 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한방병원에서 임상 으

로 용해 으로서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실

천  연구주제이다.

셋째, 년여성을 상으로 한 다학문  융합분노치유

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연구가 기존에 없다는 

이다. 본 연구는 ‘분노 치유’에 인문학 인 안

목의 근을 시도하는 융합연구 형태로서 분노

치유에 한 새로운 연구패러다임  방법론의 

환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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