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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빈의자 작업에 대한 내담자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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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게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빈의자 작업을 통해 해
결한 내담자가 빈의자를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연구 참여자
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11명의 여성 참가자를 선별한 후 이들과 심층 면담
했다. 첫째, 게슈탈트 심리 상담 과정 중에 특정한 타인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을 빈의자 기법을 상
담 장면에서 체험하고, 둘째 자신이 경험한 빈의자 작업을 치료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게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빈의자 작업을 체험한 내담자의 경험과 관련하여 4개의 범주, 12개의
주제군, 30개의 주제가 발견되었다. 도출된 4개의 범주는 상호작용적 차원, 과정적 차원, 결과적 차
원, 부수적 효과/학습차원이다. 이들 각 범주에 따라 게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특정 타인에 대한 미
해결 과제를 빈의자 작업을 통해 체험한 내담자들의 경험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주요어 : 게슈탈트 심리치료, 빈의자, 상담기법, 내담자경험,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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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감정, 즉 분노,
억울함, 슬픔 등이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또는 외
빈의자(empty-chair) 기법은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상적인 대인 관계적 상황은 기억 속에 미해결된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모레노(Moreno)로부터 유래 채로 남아서 현재의 삶을 방해하며, 불안, 우울,
한 심리극(Psychodrama)의 의자기법을 게슈탈트 심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Diamond,
리치료의 치료원리와 창조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Rochman & Amir, 2010; Paivio & Bahr, 1998; Paivio
다(Staemmler, 1995).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의자 기 & Greenberg, 1995).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빈의
법은 하나의 빈 의자, 두 개의 의자, 많은 수의 자 작업은 내담자가 ① 특정한 타인에 대한 미해
의자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Hartmann-Kottek, 2008), 결 감정을 알아차리고, ② 미해결된 과제/감정과
여기에서 의자는 자신의 부분이든 또는 타인이든 관련한 특정한 타인이 내담자 앞의 빈의자 위에
‘그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Staemmler, 1995). 내담
있다고 여기고, ③ 그에게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자는 의자기법을 통해 그 의자 위의 존재를 만나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Staemmler, 1995).
고, 그 존재에게 독백을 하거나 그 존재와 대화하 그러나 빈의자 기법이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대표
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거 적인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에서 상담자가
나 통합한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의 의자 기법 또는 내담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
은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향상시키고, 실제 경험하 체적인 지침은 없다. 또한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도록 돕는 하나의 실험으로써 사용된다(Yontef, 특정 타인에 관련한 빈의자 작업의 효과 연구가
2007). 이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특성을 3E(Perls,
없을 뿐 아니라, 빈의자 작업 중에 내담자가 무엇
1978), 즉 실존적(existential), 경험적(experiential), 실
을 경험하며, 상담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험적(experimental)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연관되는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Staemmler, 1995). 특정한
것이다.
타인과 관련한 미해결 과제의 해결을 위해 빈의
특히 빈의자 기법은 심리치료 및 상담 장면에 자를 사용한 임상적 연구의 다수는 정통게슈탈트
있지 않은 특정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미해결된 치료에서보다는 정서초점치료적 맥락에서 수행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Perls, Hefferline & 었다.
Goodman, 1951).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개인의 발
정서초점치료(Emotion focused therapt: 이하 EFT)
달에 있어서 중요했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적극적인 치료형태와 공
욕구나 만성적인 감정의 억압에서 유래하여 현재 감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적인 치료적 요소를 창의
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 경험 적으로 통합시켜 개발되었다. 정서초점치료(EFT)
이나, 그 사건과 관련한 감정을 미해결 과제 는 빈의자를 이용한 대화를 주된 방법 중 하나로
(unfinished business)라고 정의한다(Perls et al., 1951).
삼았으며,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미해결 과제를 미해결 감정이라고 일컫기 빈의자 기법을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도 한다(Staemmler, 1995). 여기에서 말하는 미해결 가진 내담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했
된 과제/감정과 관련한 특정한 타인이란 예를 들 다(Greenberg, Rice & Elliot, 1993). 정서초점치료
면 어린 시절 학대했던 내담자의 부모, 성폭력 가 (EFT)는 내담자의 경험을 심화시키는 것을 치료의
해자, 죽은 배우자 등이며, 미해결 감정이란 결국 중요한 원리로 여기며, 이를 위해 의자기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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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활용하였다. 정서초점치료에서 특정 타인에 대 요소는 감정의 깊이 있는 표현, 욕구의 표현, 타
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된 빈의자 인표상의 변화, 타인 이해 또는 자기 인정이었다
기법이 적용된 내담자군은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Greenberg & Foerster, 1996).
있는 내담자(Greenberg & Malcolm, 2002; Paivio &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과제에 대한 빈의자
Bahr, 1998; Paivio & Nieuwenhuis, 2001; Paivio &
기법의 적용이 모두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는 것
Patterson, 1999), 중요한 타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
은 아니다. 빈의자 기법을 이용한 미해결 과제의
하는 내담자(Greenberg & Watson, 2006; Jackson & 해결에 대한 사례에서 나타난 변화과정을 분석한
Elliot, 1990)이고, 그 결과 특정 증상과 미해결 감
결과, 최종적인 해결에 도달하기까지는 세 개의
정이 해소되는 데에 임상적 효과가 있음이 나타 수준이 있음을 발견했다(Greenberg, 2002; Greenberg
났다.
& Foerster, 1996). 초보적인 수준의 해결 사례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미해결 과제와 관련하여 빈의 내담자들의 초점은 비난, 불평, 상심에 대한 표현
자 기법과 다른 여타 기법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 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대인관계적 욕구를 활성
다(Diamond, Rochman & Amir, 2010; Greenberg, 화시키는 것으로 이동했다. 처음 수준보다는 좀더
Warwar, & Malcolm, 2008; Paivio & Greenberg,
성공적인 사례에서는 타인의 관점으로 이동하고,
1995). 심리교육집단과 빈의자를 적용한 집단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묘사하였다. 최종적인 해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증상, 대인관계적 스트레 결 수준에서는 더욱 명료한 자기 확신과 특정 타
스, 주호소문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aivio & 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일어났다. 이는 빈의자
Greenberg, 1995). 또한 빈의자 기법을 적용한 집단
를 사용하는 상담자의 능력, 상담자와의 동맹
에서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특정 (Paivio & Bahr, 1998; Paivio & Greenberg, 1995) 등
타인에 대한 용서가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고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한
내담자의 우울은 감소하였다(Greenberg, Warwar, & 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제외하고 미해결 과제
Malcolm, 2008).
와 관련한 변화의 세 가지 메카니즘이 제시되었
정서초점치료에서 빈의자 기법을 사용한 효과 다(Greenberg et al., 1993). 첫째, 미해결 문제/감정
적인 회기들을 분석한 결과 내담자들이 자신의 에 대한 경험적 탐색 및 접근, 둘째는 감정의 적
욕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고, 타인을 새로 극적인 표현, 셋째는 치료적 관계에서 대인관계적
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으며, 다른 회기에 비해 확 학습이 그것이다.
연한 감정적 각성이 많이 발견되었다(Greenberg & 빈의자 기법의 치료적 요소와 관련하여 함의를
Foerster, 1996; Greenberg, & Malcolm, 2002). 또 다
가지는 연구는 가족치료의 관계적 재조정(relational
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보다는 reframe)기법과 빈의자 기법을 비교한 연구
내담자가 자신의 미해결 욕구에 접근하는 것이 (Diamond, Rochman & Amir, 2010)이다. 이들은 특
상담 결과에 더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McMain, 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된 분노나 상실로 인한 슬
Goldman, & Greenberg, 1996). 또한 특정한 타인에
픔을 가진 29명의 참가자들에게 두 기법에 따라
대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성공한 11사 각 5~10분간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들의 말
례와 그렇지 못한 11사례를 비교한 결과, 성공한 과 목소리를 컴퓨터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기
사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네 가지 주된 성취 법에서 모두 내담자들은 일상적인 말을 할 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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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슬픔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지만, 관계적 재조정
기법을 사용할 때보다 빈의자 기법을 사용할 때
에만 두려움이나 불안이 현저하게 상승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관계적 재조정 기법은
대상과 미해결된 감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빈의자 기법은 대상에게 미해결된 감정을 직접
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대상과
감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talking about)보다는 대
상에게 직접 자신의 감정을 말하도록 하는 것
(talking to)이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감정이 해
소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연구들은 빈의자 기법이 사용된 효과, 과
정,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자기보고식 질문지
나 관찰 등의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빈의
자 작업을 이용한 한 회기 안에서의 내담자 경험
을 연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회기 중 25%
(Paivio & Greenberg, 1995) 또는 50%이상(Paivio &
Nieuwenhuis, 2001; Paivio & Patterson, 1999)에서 사
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빈의자 작업이
사용된 특정한 한 회기에서 내담자의 경험적 특
성이 여러 가지 다른 치료적 맥락 및 특성과 어
떤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지
금까지의 빈의자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한 회기
에서 내담자들이 빈의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에서 빈의자 기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빈의자 기법이 집단상담의 대표적인 기법에 속하
며,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상담자들이 평가했다(권
경인, 2001)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
빈의자 기법을 자기문제와 감정에 대한 통찰과
이해라는 치료적 요인 군집에 넣기는 했으나, 빈
의자 기법이 어떻게 내담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
는지, 무엇이 내담자에게 의미 있게 작용하는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특정한 타인과 관련한 미해결 과제를 가진 내

담자들이 빈의자 작업을 하는 중에 무엇을 중요
하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특정한 타인에 대
한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데에 무엇이 작용하
는 지에 대한 치료적 요소를 밝힐 수 있기 때문
이고, 둘째 그러한 요소가 어떻게 내담자의 미해
결 과제를 해소하는 데에 작용하는 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나
아가서 빈의자 기법을 사용하는 상담자들에게 효
과적인 빈의자 작업을 위한 지침 및 구체적 개입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게
슈탈트 심리상담에서 빈의자 작업을 체험한 내담
자들 중에, 그 작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내
담자를 선별하여, 그들이 한 회기의 빈의자 작업
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를 빈의자 작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한 내담
자로 한정짓는 이유는, 첫째 본 연구가 특정한 타
인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빈의자 작업
중에 무엇이 내담자에게 의미 있었는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무엇이 미해결 과제를 해
소하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게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빈의자 작업을 체험한 내담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방 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게슈탈트 심리상담에서 내담자 스스
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빈의자 작업을 체험하면
서 내담자들이 체험했던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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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
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Creswell, 2010).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은 인간의 체
험에 대한 연구로서 설명이나 분석이 아닌 경험
한 것의 본질에 대한 기술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자인 Colaizzi(1978)의 방법
론을 따랐다. 그 이유는 Colaizzi의 방법론은 연구
자의 해석이 많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별적인
체험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 가능하도
록 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Creswell,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작용했다. 두 가지 기준은 첫째,
게슈탈트 심리 상담에 참여하여 특정한 타인에
대한 미해결된 과제와 관련하여 빈의자 기법을
한 회기 안에서 체험한 사람일 것, 둘째, 자신이
경험한 빈의자 작업의 결과를 스스로 성공적이었
다고 평가하는 사람일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
준에 부합하면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
를 밝힌 사람들 11명의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였
다. 이들은 연구자의 집단상담(참여자 2, 3, 4, 7,
9, 10, 11), 개인상담(참여자 1, 6, 8), 대학원의 수
퍼비전 수업시간(참여자5)에서 빈의자 작업을 경
험하였다. 이들 중 세 사람(연구참여자 4, 6, 8)은

2010).

표 1. 연구 참여자의 미해결과제와 관련한 정보

연구
참여자

연령

1

47

2

49

3

47

4

49

5

25

6

42

7

41

8

43

9

43

10

36

11

54

경험상황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
수퍼비전
개인상담
집단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

경험시기 사례번호
2011.1

1

2009.12

2

2011.1

3

2008.5

4

2010.8

5

2010.5

6

2010.1

7

2010.8

8

2011.1

9

2010.10

10

2011.4

11

2011.8

12

2011.8

13

201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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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과제와 관련한 정보
대상
핵심 감정 미해결 기간
돌아가신 아버지
애도
40여년
어머니
분노
40여년
돌아가신 아버지
애도
10여년
초등학교 담임교사 분노
40여년
시동생
분노
2~3개월
전 남자친구
분노
1년
원가족
분노
30여년
성폭력가해자
분노
30여년
유산한 아이
애도
12년
시동생
분노
4~5년
성폭력가해자
분노
30여년
남편
분노
10여년
아동기 동네사람
분노
30여년
전 남편
분노
10여년

상담학연구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번의 빈의자 작업을 체험하
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11명이었으나, 미해결
과제와 관련한 사례 수는 14개이다. 이들의 직업
은 대학원생, 교사, 상담사, 사업가 등이다. 14개
의 사례에서 다룬 미해결과제는 가족과 관련한
문제(10개 사례), 가족이 아닌 외상적 경험과 관련
한 문제(4개 사례)였으며, 특정 타인에 대한 주된
감정은 애도(3개 사례)와 분노(11개 사례)였다. 이
들이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감정으로 고통 받
은 기간은 비교적 최근(2~3개월)부터 40여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
간에 걸쳐 고통 받아 왔다. 연구 참여자와 이들의
미해결과제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1).
자료 수집 절차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서의 조건에 합당한 내
담자들을 선별하였다. 그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
법에 대한 안내메일을 발송한 후, 연구에 참여하
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면
담약속을 정하였다. 연구자가 모든 참여자와 함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참여자들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개인 신상
과 면담과 관련한 내용은 학술적으로 사용할 것
이며, 비밀을 보장하며, 언제든 원한다면 연구에
서 빠질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
속하였다. 면담장소는 개인연구실과 상담실이었
다. 참여자 6은 전화로 면담을 하였으며, 쌍방이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은 1회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보
충하는 경우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루어졌다. 총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
이 소요되었다.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했어야 하

므로 인터뷰와 분석을 같은 시기에 병행하였다.
11번째 인터뷰했을 때 자료가 포화되었으므로 면
담을 중단하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하여 전사하였다. 한글파일로 작성된 축어록을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
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축어록을 충
분히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느낀다. 2단계에
서는 축어록에서 현상과 관련있는 유의미한 진술
을 추출한다. 3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에서 중
복되는 것은 배제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구성
적 의미로 재진술한다. 4단계에서는 구성적 의미
의 진술로부터 모든 축어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주제를 도출한다. 5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
에서 관련 주제끼리 모아서 추상적인 용어로 진
술한다. 6단계에서는 주제군을 포괄할 수 있는 범
주를 만든다. 7단계에서는 현상에 대한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분
석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
에게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고 범주가 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요청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수정 하였다.

결 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는 158개의 의미진
술, 30개의 주제, 12개의 주제 모음,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표 2). 도출된 주제, 주제 모음과 범주
는 표 2와 같다. 현상에 대한 의미에 대한 구체적
인 진술과 이에 다른 참여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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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출된 주제, 주제 모음, 범주

주제
시기에 맞는 기법제안을 경험
문제에 맞는 기법 적용을 경험
상담자는 그 순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경험
상담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경험
상담자로부터 깊이 이해받고 지지받는 경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된 경험
방해 없고 억지스럽지 않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경험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기대와 믿음
특정 타인과의 대면/만남
회피하지 않고 머묾
표현/주장 시도
자발적 선택
고립적 상황에 놓임
시공간을 초월함
신체로 반응함
억눌린 감정의 각성
억눌린 감정의 언어적, 신체적 표현
억눌린 감정의 정화
억눌린 욕구표출
특정 부정적 감정 감소
특정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이 가능해짐
특정 타인을 이해하게 됨
특정 타인과 나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됨
나를 긍정하는 기회
내 힘을 느끼는 경험
이전보다 타인을 수용하게 됨
이전보다 더 자기를 표현하게 됨
새로운 대처방식 가지게 됨
경험을 음미하고 힘을 냄

주제 모음
1) 기법적용의 시의 적절성
2)

상담자와의 일치감

3)

상담과정의 유려성

4)

상담 장(場)의 안정성

5)

재경험의 적극적 수용

6)

재경험 상황으로의 몰입

7)

억압된 감정과 욕구의 직접
적 표출

8)

문제 감정 해소

9)

10)

문제 관련 특정 타인표상의
변화

범주

1.

2.

3.

자기 수용 및 지지

11)

대인관계의 변화

12)

경험의 반추와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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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때, 사람, 상황의 안
성맞춤경험(상호작용
적 차원)

특정 타인과의 관계
를 직접 다시 겪음
(과정적 차원)

미해결과제에서 벗어
남(결과적 차원)
다른 영역에 경험을
적용함(부수적 효과/
학습 차원)

상담학연구

다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늘이 이미 준
비해둔 것 같은 때요(사례9).”

범주1. 때, 사람, 상황의 안성맞춤 경험(상호작
용적 차원)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과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된 빈의자 기법은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서 경험된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빈의자 기
법을 경험하면서 상황 안에서의 상호작용적 경험
에 의미를 두었다. 참여자들은 빈의자 작업이 적
용되는 시기, 상담자, 상담의 상황적 맥락이 모두
제대로 상호작용한 것을 의미 있게 여겼다. 제때
에 제 문제에 대해 상담자와 함께 안전한 장에서
제대로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상담자와의 일치감
참여자들은 빈의자 작업을 체험하면서 상담자
와의 깊이 있는 일치감과 하나로 묶여있는 체험
을 했다. 이들은 상담자가 자신의 외부에서 자신
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이해해주는 것을 빈
의자 작업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다.

기법 적용의 시의 적절성
내담자들은 빈의자 작업을 적절한 시기에 자신
들의 주제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
었다. 이는 기법이 결국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는
특수한 주제와 그들의 해결의 욕구와 맞닿아있을
때 의미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아귀가 맞았어요.
딱 필요했을 그 타이밍에 빈의자 작업을 상담
자가 제안 했어요. 그걸 제가 좋다고 받아들
였고요. 좀더 빨랐다든가 더 늦게 했다면 아
마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사례3)”
“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감정이 올라와서 어
떻게 해야겠다 싶을 때 빈의자 작업을 하게
됐어요. 나같은 사람에게는 시기가 참 중요한
데 당시의 내 상태와 문제에 꼭 들어맞는 경
험이었어요(사례8).”
“

상담자는 또 다른 나 같았어요. 내 속에서
빠져나온 나요. 옆에서 내가 깊이 빠져있는
동안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표현해줬
어요. 그 말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
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상담자가 그
냥 나였어요(사례5).”
“

상담자와 제가 따로 떨어져있고 분리돼 있
는 느낌이 아니라 제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친근
감 이상으로 상담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
는 존재, 그래야 그 과정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사례8).”
“

상담자는 나를 전혀 막지 않았어요. 상담
자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나도 몰랐던
걸 보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상담
자가 나를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경험이었
어요. 상담자가 늘 내 감정 속에 같이 움직여
준다는 거. 참 안심이 되죠(사례14).”
“

상담과정의 유려성
“그 시점에 거기에서 그 주제에 대해 빈의
상담 과정 중에 빈의자 작업을 성공적으로 경
자를 경험하는 것은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 험한 참여자들은 빈의자 작업을 사용한 특정한
냥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살 회기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음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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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방해나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이 참여자들에게는 의미 있게 작용한 것이다.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랬어요(사레7).”
범주2. 특정 타인과의 관계를 직접 다시 겪음(과

감정이 올라온 것부터 끝날 때까지, 시작 정적 차원)
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무엇도 방
해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빈의자 작업을 통한 경험의 의미에 대한 과정
거죠. 매끄럽고 저항이 없이요(사례1).”
적 차원 범주는 미해결된 과제에 관련한 특정한
타인과의 관계를 지금-여기의 상담 장면에서 온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
전히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빈의자를
은데,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 통해 특정 타인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어졌어요. 물 흐르는 듯, 물결을 따라 그냥 따 온전히 그 상황에 머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
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사례9).”
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빈의자 위의 특정 타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상황에 몰입하여 자신의 억눌
“그 경험은 상담자가 각본을 짜고 내담자를
린 감정과 욕구를 깊이 있게 표출하게 되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또 감정이 올라와서 표 재경험의 적극적 수용
현하다보면 어딘가에 가 있는 거죠(사례12).”
참여자들은 빈의자 작업에서 미해결 과제와 관
련한 특정 타인을 직접 대면하고 이를 회피하지
상담 장(場의) 안정성
않고 그대로 머물면서 그 특정 타인에게 처음으
이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담을 로 그들이 하지 않았던 주장이나 표현을 시도하
하는 장에 대해 신뢰를 가졌다. 그것은 자신의 문 게 된다. 이런 작업을 할 것을 참여자들 스스로가
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한 것이다.
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확인이었다.
“그 놈을 앞에 두고 직접 대면했어요. 떨리
“그 공간이나 상담자, 그때 그 상황이 굉장
고 죽을 것 같았어요. 온 몸으로 긴장되고 두
히 저를 깊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 분위기가
려움이 느껴졌어요(사례6).”
저를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될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빈의자 작업은 아주 깊
“피하지 않고 견뎠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건데 아주 안정적이
그렇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었어요(사례3).”
고,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한 번 말해봤어
요. 그리고 나중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게
“뭔가 여기서 이 문제를 꺼내놓아도 될 거
됐어요(사례9).”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자가 진지하게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라면 해도
“모든 걸 제가 선택한 거예요. 잠시 저항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작업 내내 전문적인
없진 않았지만, 그냥 부딪쳐야 된다고 생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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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사례11).”

직접 빈의자에 그대로 표현하고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특정 타인과의 관계에서
재경험 상황으로의 몰입
억눌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느끼
참여자들은 빈의자 작업에서 미해결 과제와 관 고 드러냄으로써 후련해했으며 이 전체의 과정은
련한 타인과 단 둘인 고립적인 상황을 경험하며,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 것으로
미해결 과제와 관련한 그 당시의 상황으로 시공 경험했다.
간을 초월하여 몰입하면서 신체적으로 당시 상황
을 경험한다.
“그때 사춘기 때 엄습했던 ‘나는 죽어야 한
다.’라는 생각, 자살을 기도했던 그 공포 그런
“아무 것도 의식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아
것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와 관련한 모든 감
버지와 나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상담자는 옆
정들이 올라왔고 그 억울함과 분노, 엄청난
에서 얘기를 하니까 반응은 하게 되지만, 누군
크기의 분노를 그 의자에 폭발했어요(사례8).”
가 나랑 있구나 하는 의식만 있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의자와 나 둘만 있는 거죠(사례1).”
“내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 할 수 없었던
말, 못하게 했던 말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거기 계신다고 여겨지니까 손을 잡고 싶
강에다 흘려보내는 느낌이랄까요. 말이 끝날
다. 뭔가 간절히 접촉을 하고 싶었어요. 실제
때까지 그냥 속에서 쭉 밖으로 그대로 끌어내
로 손을 잡고 있는 듯이 제 손을 꼭 쥐게 되
서 직접 쏟아 붓는 거 같았어요. 내 속을 말
었어요.(사례3).”
끔히 씻고 온 기분이었어요(사례11).”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같았어요. 그때 범주3. 미해결 과제에서 벗어남(결과적 차원)
로 돌아가 있었어요. 온몸으로 억울함과 수치
심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뛰고, 두 손은 가지 빈의자를 통해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과제를
런히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면서요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특정 타인에 대
(사례4).”
한 태도나 감정이 변화하게 된 것이 참여자들이
빈의자 작업이라는 현상을 결과적 차원에서 경험
“앞에 있는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었어
한 의미이다.
요. 실존하는 대상인 듯이, 그 거리를 뛰어넘
어서 내 몸 쪽으로 확 다가오는 느낌이었어 문제 감정 해소
요. 그 순간에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갔어요 빈의자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특정인에 대해
(사례 5).”
가지고 있던 미해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깊이 있는 감정과 욕구의 직접적 표출
되었다.
빈의자 작업에서 내담자들은 자신의 깊이에 자
리하고 있던 억압된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고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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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
어요. 깊이 뿌리박힌 문제를 끝까지 들여다보
고 그 감정의 뿌리를 확 뽑아버린 일이었어요
(사례6).”

보다 많이 수용하고 지지하게 되고, 특정 타인 외
의 다른 대인관계에서 변화가 있으며, 어떤 상황
이 되면 지난 빈의자 경험을 되새겨보고 그때 경
험한 것을 현실에 다시 적용해본다고 한다.

오랫동안 죄책감,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을 자기 수용 및 지지
돌덩이처럼 가슴 밑바닥에 넣어두고 있었는 참여자들은 빈의자 작업 후 자신을 훨씬 더 인
데, 가슴에 있는 돌덩이를 밖으로 내던지는 정하고 긍정하게 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경험이었어요(사례11).”
를 지지하였다.
“

문제 관련한 특정 타인의 표상 변화
문제와 관련한 특정 타인에 대해 빈의자를 체
험한 참여자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정
타인을 이전과 다른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며 그
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과거의 관계와 현
재의 관계 그런 것들이 동떨어져있지 않고 하
나로 연결 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요.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서로 연결 지어서
결국 사랑하게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사례9).”

엄마하면 공포였는데 일단 그게 없어지더
라고요. 엄마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니까
엄마가 다르게 보이고. 사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전과 다르게 그냥 엄마 자체로
보게 돼요(사례2).”

그 경험은 나를 칭찬하게 하고 굉장히 긍
정하게 하는 힘을 주게 되었어요. 좋은 기억
이 만들어진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되게 가
슴이 뿌듯해지고 따뜻해져요(사례10).”

“

“

남편하고의 사이에게 배짱이 생겼어요. 예
전 같으면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
만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
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남편이 변해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래요(사
례9).”
“

“

대인관계의 변화
이 주제에서 참여자들은 특정 타인 이외의 대
인관계에서 변화가 있음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훨씬 이전보다 자기중심을 되
찾았으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표현하고 타인과
의 관계에서 더 여유로워졌다.
사람들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윗사
람들 눈치를 살피고 그랬는데 개의치 않게 됐
어요. 여유도 생기고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그
러니까 오히려 타인을 수용하는 면도 생기게
돼요. 무서웠던 상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매력까지 느낄 정도에요(사례12).”
“

범주4. 다른 영역에 경험을 적용함(부수적 효과/
학습 차원)

이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특정한 타인과의 미해
결 문제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빈의자 경험을 적
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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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돌리거나 억누르지 않고 하고 싶은 면담하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말을 하고 살아요. 그게 저를 돌보는 일인 것 분석하였다.
같고, 잘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지낼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사례14).”
같다.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가졌던 참
여자들이 빈의자를 경험한 현상의 본질적 의미는
경험의 반추와 변용
‘적절한 시기에 빈의자를 통해 특정 타인에 대한
이 주제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빈의 미해결과제를 안정적인 장에서 온전히 다시 겪고
자 작업을 그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이전보다 자유로워진 강한
의 상황에서 다시 음미하고, 이 경험을 일상에서 치유적 경험’이다.
적용하는 것에 집중했다.
상호작용적 차원에 해당하는 첫 번째 범주는
‘때, 상담, 상황의 안성맞춤 경험’이다. 자신의 문
“그 경험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끝난
제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적용되는 빈의자 기법을
뒤에도 내가 힘들고 외로우면 아빠를 다시 만 통해(기법적용의 시의 적절성) 안정적인 상담의
나는 시간을 가져요.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장에서(상담 장의 안정성) 상담자와 함께(상담자
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일상 속에서 살 와의 일치감) 저항감 없이 과정을 따라가는 것(상
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오랫동안 아빠 담과정의 유려성)은 내담자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
를 그리워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아빠를 일 과 욕구에 꼭 맞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상에서 만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때, 사람, 상황의 안성맞춤 경험’은 기법을 적용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사례1).”
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 상담 장면의 여러 요소와
상호작용 하면서 일관되게 적용될 때 내담자에게
“그 경험을 어떤 상황이 되면 떠올려 봐요.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법이 따로 독립되
그건 그냥 그때 한 번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론의 인간관, 상
가끔씩 그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담이론, 실제론과 상호섭동하면서 작용한다는 것
되고. 그래서 힘이 들면 실제로 그 경험을 어 을 의미한다(이정숙2008b; 이정숙, 2010). 이는 게
떻게 다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기도 슈탈트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펄스가 ‘충분히 이
하죠(사례10).”
해되지 못한 기법은 그저 단순한 속임수이다(Perls
et al., 1951)’라고 기법의 남용과 오용을 경계한
것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빈의자를 사용하는 상
결론 및 논의
담자의 능력, 상담자와의 동맹(Paivio & Bahr, 1998;
Paivio & Greenberg, 1995) 등이 문제 해결에 중요
본 연구는 게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특정 타인 한 변수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가진 내담자가 스스로 성 것이다.
공적이었다고 평가한 한 번의 빈의자 작업을 체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기법이나 실험은 내담
험한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 자와 상담자 사이의 관계적인 사건이다(Yontef,
다. 이를 위해 제시된 기준에 맞는 연구 참여자를 2007). 이것은 둘 사이의 협동적인 탐색의 맥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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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사용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담자를 진정으
로 돕게 되며, 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된다. 이때 공감적 접촉 없이는 치료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Greenberg et al., 1993; HartmannKottek, 2008; Yontef, 2007), 학습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창의성 없는 공감적 접
촉 또한 제한적이다(Yontef, 2007). 이는 게슈탈트
심리상담 과정 중의 상담자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게슈탈트 심리상담자는
지금-여기에서의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임하
고, 이 순간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신뢰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게슈탈트
상담자는 자신의 틀을 괄호 속에 넣고 내담자와
의 상호작용을 마치 파트너와 춤을 추듯(Spagnuolo
Lobb, 2003), 그 순간 온전한 알아차림과 함께 상
대방에 대한 공감적 태도를 유지하며 창조적으로
임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두 번째 범주는 과정적 차
원에 해당하는 ‘특정타인과의 관계를 직접 다시
겪음’이다. 특정한 타인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를
가진 내담자들이 빈의자 작업을 하면서 주로 경
험한 것은, 만나지 못했던 또는 만나기를 피해왔
던 특정 타인을 직접 만나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다시 미해결 과제 속의 그 장면을 다시 경험하는
것(재경험의 적극적 수용), 그 상황으로 들어가 온
전히 머무는 것(재경험 상황으로의 몰입), 마침내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 억압되어 온 감정과 욕구
를 알아차리고 이를 막지 않고 동일시하면서 표
현하는 것이다(깊이 있는 감정 표출).
내담자는 한 때는 특정인에 대한 미해결 감정
을 억눌러야만 했지만, 현재의 상담 장면에서 빈
의자를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
히 알아차리고 이를 막지 않고, 스스로를 지지하
면서, 안전한 장에서 표현하는 일련의 몰입행동을
통해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의 변화의 역설적 이론
(Beisser, 1970)과 맞닿아 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
에서 변화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
는 대신 현재 상태의 내가 되면 일어난다. 변화는
자기 알아차림, 자기 수용, 그대로 존재하기, 건강
한 대인관계적 접촉을 통해 나타난다는 기존의
주장(이정숙, 2008a; Greenberg, 2002; Paivio &
Greenberg, 1995; Yontef, 2007)들과도 일치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표현했어야만 했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담 장면에서도 여전히 억누르는 대
신 그 감정과 동일시하면 자기 힘을 깨닫게 된다.
내담자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동일시하면서 빈의
자 작업에서 상대를 만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경
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감
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감정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느끼는 지에 대한 알아차
림은 오랫동안 변화의 중요한 원리이며, 중요한
치료적 목표로 간주되었다(Rogers, 1951; Perls et al,
1951). 이러한 맥락에서 빈의자 작업은 감정을 불
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
는 데에 유용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세 번째 범주는 ‘미해결
과제에서 벗어남’이라는 결과적 차원이다. 빈의자
기법이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내담자들이 경험한 주요 의미로 이 범
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 참
여자들은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와 슬픔, 그리움 등의 애도와 관련한 감정
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고(문제감정 해소), 미해결
문제와 관련된 특정한 타인에 대한 표상이 변화
됨을 경험했다(문제 관련 특정 타인에 대한 표상
변화). 이들은 문제 관련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감
소되고, 그러한 감정이 더 잘 지각되고 나아가 이
를 조절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특정 타인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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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나와의 관계에 대
해서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경험을 했다.
이 범주 차원은 앞에서 다룬 두 가지 차원, 즉 상
호작용과 과정적 차원의 경험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안정적인 상황,
적절한 개입과 기법적용, 안정적인 상담자, 조화
로운 과정 등이 상호작용했고, 특정한 타인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서 표현하는
몰입과정을 거치면서 미해결 감정으로부터 해방
되고 특정 타인에 대한 표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의자 기
법이 특정인과의 미해결된 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빈의자 위에 있는 특정
타인을 대면하고 그에게 직접 말하는 것(talking
to)이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talking about)보다 문
제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Johnson & Smith,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부수적 효과 및 학습차원의 범주
는 ‘다른 영역에 빈의자 작업의 경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내담자들은 특정 타인에 대한 미해결 과
제 및 감정을 다루는 빈의자 작업을 통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이외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내담자들은 자신을 보다 긍정하고 스스로 힘을
느끼는 것(자기 수용 및 지지), 이전보다 타인을
수용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 것(대인관계의 변화), 빈의자 경험을 음미하
고 힘을 얻고, 새로운 대처방식을 가지게 된 것
(경험의 반추와 변용)을 빈의자 작업을 통해 경험
했다. 이는 이들이 했던 빈의자 경험이 학습이 될
정도로 강한 것으로서 이후에도 이를 되새기고
자신들이 취약한 특정 장면에서 이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으
나, 이들은 빈의자 경험을 회상하면서 ‘강렬하다,
신비하다, 특별하다’라는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단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본 경험이 내담자들에게 강한 인
상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강한 인상
이 내담자들에게 특정 상황에서 되새겨볼 만한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특히 자신이
해보지 않았거나 못했던 특정 타인을 만나고 그
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던 경험이 스스로
를 긍정하고 자신의 힘을 믿도록 하는 성취감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빈의자 작업을 이용한
효과연구에서 관련성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자로부터 상
담을 받은 내담자들이다. 보다 많은 게슈탈트 심
리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내담자를 연구에 참
여시켰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담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주
관적인 경험만을 다룬 것이다. 녹화자료 등의 객
관적인 자료를 포함시킨다면 빈의자 작업에서 무
엇이 중요한 경험이었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빈의자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더 수행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내담자에 의해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빈의자 작업에 대한 연구이다. 성공적인
빈의자 작업과 성공적이지 못한 빈의자 작업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무엇이 빈의자 작업
에서 효과요소로 작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빈의자 작업을 사용하려는 상담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담자들의 빈의자 작업이라
는 현상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룬 것이
다. 효과적인 빈의자 작업에서 무엇이 치료적 요
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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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빈의자 작업이라는 특정한 작업의 효과요소
와 게슈탈트 심리상담의 일반적인 효과요소를 비
교하는 연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게슈탈트 심리 상담의 의자
기법 중 특정한 타인과 관련한 미해결 문제를 다
루는 빈의자 작업에 초점을 둔 것이다. 후속하여
게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자
기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의자 작업의
치료적 원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집단상담, 개인상
담, 수퍼비전 등의 다양한 장면에서 빈의자를 경
험했다. 이들 각 상담 관련 장은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특정한 하나의 장면 안에서 빈
의자에 대한 경험이 다른 상담 장면과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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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ent’s Experience of the Working with
a empty-chair in Gestalt Therapy

Lee, Jeong-Sook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on Gestalt therapy was to phenomenologically understand what the client, who
resolved an undefined issue about a specific other with therapy, experienced through the working with a
empty-chair. To decide participants for the experiment, I selected eleven female participants and interviewed them
based on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the participant must experience an unresolved emotion about a specific
other through the empty-chair technique during Gestalt therapy. Second, the participant must evaluate the
therapist’s practice which she experienced as being effective. We analyz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interviews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I discovered and divided
the client experience into 4 categories, 12 subcategories, and 30 topics. Based on these categories and topics, I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the experience of clients who resolved undefined issue about a specific other through
a working with empty-chair in Gestalt therapy.
Key words : Gestalt therapy, empty-chair technique, therapy method, client experience, phenomen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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