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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고 용서할 줄 아는 아이
★ 사과의 기술
1. 사과는 반드시 얼굴을 보고 하도록 합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때, 진심도 더 잘 전해지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2. 사과는 조건이 아닌 무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했다면 미안해.” 등의 조건을 붙이는 사과는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정말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앞뒤를 붙이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3. 사과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먼저 귀담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화도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고, 자신도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
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4. 사과는 타이밍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난 뒤 바
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진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쉬우므로, 서로 어느 정
도 화가 가라앉을 때쯤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사과를 잘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
의 솔직한 대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아이
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의 솔직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사과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나도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는 사과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사과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사과의 과정에
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의 기술을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들
은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알며 사과할 줄 아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 용서의 효과와 중요성
용서는 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용서하는 쪽이 용서받는 쪽보다 행복해집니다.
말 그대로 용서하면 용서하는 쪽이 받는 쪽보다 행복해지며, 이 때 조건 없는 용서가 훨씬
더 행복도를 높여 줍니다.
한 연구결과에서 용서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곳에서도 우울증을 낮춰주었습니다.
2. 용서는 분노를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노 수위가 높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12주 동안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분노 수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9개월 뒤까지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격적으로 용서에 관대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적개심에 빠질 확률이 낮습니다. 전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들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3. 용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7~11세 남학생들을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화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 심장병을 앓는 퇴역 군인들이 용서하는 법을 배웠을 때 심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용서는 위와 같은 효과들을 나타내며 더불어 아이들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용서와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