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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에서 경청과 주시의 의미 고찰
1)

최 규 진*

＜초 록＞
심리치료에서 경청은 정보를 수용하는 기본적 자세이자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토대
가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인 경청과 주시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먼저 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낱말인 청취와 경청의 사
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Collins(2006)와 Weiß, Kleer, & Engel(2011)이 분류한 경청
의 종류와 이에 내재한 특성을 근거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심리치료에서 경청의 형태
를 살펴보았고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치료사의 자세와 특징을 설명하였다. 상대적으로 시각
적 정보의 수용에 높은 비중을 둔 미술치료에서 심리치료에서의 경청과 유사한 의미는 주시
라는 점과 이에 근거한 다양한 미술치료에서의 시각적 정보 수용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전통
적 심리치료와는 달리 미술치료에서는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대상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시하는 경청’(Ansehendes Zuhören)과 ‘경청하는 주시’(Zuhörendes
Ansehen)를 미술치료에서의 기본적 정보 수용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의 적절한 혼
용은 적극적 경청에 상응하는 미술치료에서의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음을 설
명하였다. 그리하여 미술치료에 부합되는 적극적 경청의 자세와 태도를 이해하고 이의 특성
을 연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하나의 이론적 토대로 유의미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 경청(active listening), 주시(gaze), 주시하는 경청(Ansehendes Zuhören), 경청하는
주시(Zuhörendes Ansehen), 미술치료에서의 정보(information in Art therapy)

I. 서론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로 자기 생각에 언어라는 옷을 입히고 이를 외부세계로 표현
하고 교류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자신을 표현하는 기호이며 이를 통해 인간사회를 형
성하고 교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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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일상에서 자신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기 힘들 듯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
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외부로 드러난 옷은 시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고 서로 구별하고 그 차이를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사고의 옷은 언어적 표현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객관
적으로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즉, 언어는 사고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히고 체계적 틀
안에서 내면세계를 구조화하여 이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
을 표현하고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여 상호 소통에 기여하는, ‘교류하는 인간’(homo
commericium)을 완성하는 핵심적 도구로 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표현을 수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인식적 단계를 넘어 한 사람의 사고를 감싼 다양한 언어와 이를 구조
화한 도식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중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언어적 표현과 수용 행위의 균형은 긍정적 상호 교류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사회집단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발달을 동인하는 하
나의 원동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 심리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지도자
인 Collins(2006)는 상호 교류를 통한 타인을 인지하고 그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이
를 수용하는 것은 한 개인이 목적한 어떤 것을 획득하고 사회생활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주장하고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무한 경쟁이 생활화된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인간 상호 교류의
의미는 변질되고 ‘교류하는 인간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의 균형감을
상실한 일방적 교류는 편향적 성향이 강한 ‘자기애적 교류’를 강화하고 이는 외부로부
터의 시선과 평가를 지향하고 자기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심리적 의존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저하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위한 타인
에 대한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시, 공간적 개연성의 감소를 가속화하였다. 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타자의 상실로 이어
지며 상호 교류의 단절을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
한 타인을 찾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상담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시설 및 기관을 방
문하여 비싼 비용을 지급해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Siebert, 2009)으로 인식하고
이를 소비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됨을 인지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타인의 존재 의미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
사의 듣는 행위는 플라세보 효과와 유사한 치료적 효과가 있다(Kutscher, 2012)는 연
구 결과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1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의 환자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매우 중요한 치료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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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 2000)라고 응답한 보고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Hermer와
Röhrle(2008)가 신경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치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요
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뢰가 59%”, “공감력 51%”, “연민 33%”, “경청은 25%”(p.
7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와 Asay와 Lambert(2001)가 심리치료적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조사에서 “치료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30%”(p. 51)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는 경청이 치료의 성공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담자 중심의 치료를 창시한 Rogers(2005)는 특히 치료사의 경청
자세와 태도를 강조한 것처럼, 이에 대한 이해는 심리치료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생성된 상호관계에서 청취자의 위치에 처한 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
적인 정보 수용 자세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치료 또한 하나의 심리치료의 형태로 임상현장에서 미술치료
사의 경청을 통한 정보 수용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 치료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
술치료적 관점에서 현장에 존재하는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경청과 같은 수준에서 수
용하는 행위에 대한 저술은 없으며, 넓은 의미에서 미술치료에 내재한 언어적 매개체
의 특성(최규진, 2012)과 미술 치료적 관계 유형(최규진, 2013a)에 관한 연구는 미술치
료에서의 경청과 주시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청취와 경청의 사전
적 의미를 살펴보고 Hansen(2009)이 제시한 청취 유형에 근거하여 이를 구분하여 살
펴보겠다. 그리고 각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와 특성을 살펴보고 여기에 내재한
청취자 자세와 태도의 특징을 유추하여 차이점을 논하겠다. 경청 행위를 더 심층적으
로 접근하기 위하여 Collins(2006)와 Weiß et al.(2011)가 구분한 유형과 특성을 살펴
보겠다. 또한 경청을 단계적 과정으로 구분한 Schulz von Thun(2000)의 견해와 경청
에 필요한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Rogall et al.(2005)의 견해를 통해서 다각적 이해를
시도하겠다. 이어서 경청은 심리치료에서 치료사의 기본적 과제뿐만 아니라 치료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심리치료 형태와 방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 치료사의 경청 자세와 대상을 고찰하고 여
기에 잠재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각 심리치료에 내재한 경청의 의미를 논하겠다. 마
지막으로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치료에서 심리치료에서의 경청과 상응하는
치료사의 정보 수용 행위의 유형을 유추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의 종류를 크게 일반적, 심리치료적, 미술치료적 성향으로 구분하고 경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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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하는 핵심 매개체와 이를 약호화(Kodierung)하는 대상을 비교하여 특징과 차이점
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내담자의 시각화 결과물에 비중을 둔 미술치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수용 자세와 특징을 살펴보고 심리치료에서의 적극적 경청에 상응하는 미
술치료적 정보 수용 자세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의 가장 기본적 유형을 제시하겠다.
결론에서는 미술치료에 내재한 정보 수용자세의 특징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궁극적으
로 미술치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치료사의 직무와 성공적 치료에 이바지
하는 기초로서 유의미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하겠다.

II. 본론
1. 일반적 관점에서의 경청
1) 청취와 경청의 의미
사고하는 것은 인간을 상징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고에 필요한 다양한 성향의 정
보는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되며 시각과 더불어 청각은 원천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청취는 청각적 신호를 가진 모든 요소를 수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청각에 의해서 수용된 정보는 일차적 음향적 정보의 축적뿐만 아니
라 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특히, 사회
적 교류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청각은 외
부세계를 인식하고 이의 내면화를 동인하는 기본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자기화를 촉진하고 외부세계와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의사소통 매개
체를 수용하고 모방하는 데 깊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각은 각인이 인지
하는 현실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통찰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언어
(Wittgenstein, 1993)의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각은 자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을 위한 언어
매개체를 통한 개념화에 필요한 기관으로서 수용된 다양한 정보를 통각 하는 과정의
양적, 질적 차이를 초래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차별적 표현의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리하여 각인의 언어적 표현에는 자신의 고유한 인지 도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차적 정보에서부터 이를 통해 가공된 이차적 정보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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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최규진, 2013b).
먼저 청각기관의 행위를 나타내는 ‘듣다’라는 낱말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청각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음향적 신호의 존재를 자각하는 행위로 아직 개
념화를 통한 인위적 가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일차적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를 묘사
한다. 일상에서 듣는 행위를 청취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의견, 보고, 방송 따
위를 들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인지할 수 있듯이 청취는 개념화된 약호화 신호
를 인지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인지
가능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에서 발생
하는 청각적 신호를 수용하는 행위는 듣는 행위로 그리고 약호화된 어떤 음성 신호를
수용하는 인위적 행위는 청취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청취보다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하는데, 이는 한자의 의미에 따라 “귀를 기
울여 집중해서 듣는다.”를 의미하는 경청(傾聽)과 화자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다.”를 의미하는 경청(敬聽)으로 구분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 자세인 경청(傾聽)의 의미
를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듣는 행위에 대한 차이는 독일어 단어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청
각기관을 통해서 듣는 행위를 hören(듣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경청은 여기에 ‘증
대’ 및 ‘증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리전철 ‘zu’와 결합한 zuhören(경청하다)이란 단어
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수용되는 청각적 정보의 성향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닌
듣는 행위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uden, 2013).
또 다른 관점에서의 청취와 경청 간 의미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철학자이자 신학자
인 Torralba(2007)는 외부세계에서 전달되는 음향적 요소의 수용 행위를 청취라고 간
주하였고 경청은 전달되는 수많은 양의 음향적 정보에 대한 자의적 선택과 조절을 할
수 있는 행위로 화자가 사용한 단어들에 대한 주관적 왜곡, 편집이나 조작 없이 이해
하고 수용하기 위한 준비하는 자세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경청을 화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평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화자가 전달한 정보를 수용하는 자세로 간
주한 Lindahl(2003)의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넓은 의미에서
경청은 단순히 청각적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의 동기
화”(Siebert, 2009, p. 45)를 시도하고 이를 위한 준비 자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
여 경청은 청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객관적 인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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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된 듣는 행위로 청취자의 특정 자세를 요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일차적 음향에서부터 개념적 지식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정보를 함의한 청각적
신호를 수용하는 행위와 성향은 청취자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고 전달하는 화자의 의도와 달리 정보의 유실 및 왜곡의 개연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다.
Hansen(2009)은 청취자의 자세와 태도를 근거로 듣는 행위를 “hören(청취하다)”,
“hinhören(귀를 기울여 청취하다)”, “zuhören(경청하다)”(p. 32)로 구분하였다. 먼저 그
는 hören(청취)을 가장 낮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개입된 듣는 행위로 설명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청취 자세는 예를 들면,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전달
되는 정보에 대한 수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즉, 청취 행위는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내용과 잠재된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
는 자세로 대부분 자신의 용무에만 집중한 결과로 도출되고 정보전달이론의 측면에서
실패한 의사소통으로 간주하며 상호교류를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는 hinhören(귀를 기울여 청취)의 특징을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
한 최소한의 관심과 집중력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 중 청
취자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부분을 포함할 때 이러한 듣는 행위가 흔히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상이한
주장이나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 또는 내용이 인지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적 관
심이 증폭되고 순간적 몰입 현상이 관찰되는 자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용 행위는
대부분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에 기반을 두지 않
고, 마치 한쪽 귀로만 부분적 정보를 수용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
고 평가하는, 지루한 강연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수용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은 이러한 듣는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
고 특히,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내재한 감정과 정서적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접근이 차단되어 그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핵심적 원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각적 정보에 대한 부분적 수용과 인지 과정이 존재하지
만, 결과적으로 성공적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적 수용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zuhören(경청)은 모든 정보 수용이 가능한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화자
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는 자세로 설명한다. 즉, 화자의 정보에 포함된 언어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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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요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며 내용적 측면과 아울러 외연적 태도나 반응 그리
고 음성의 특색까지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통합적 자세를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경청의 자세는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성공적 상호교류를 위한 최소
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는 점은 앞서 Siebert(2009)의 주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데, 경청을 일상적인 의사소통
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Rogall et al.(2005)은 이를 저해하는 위험 요
소로 첫 번째,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 중 청취자 자신이 듣고자 하는 부분만 들을려고
하는 자세, 화자보다 자신이 더 유식하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
세,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부분적 판단을 통한 결론을
미리 짐작하고 단정하는 자세를 설명하였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청각적 정보를 수용
하는 자세에 내재한 절차와 진행과정의 오류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Lymann,
Summerfield와 De Mare(1986)의 주장을 근거로 인지, 해석, 판단 그리고 이의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단계의 오류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상호 유기적 체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의 오류는 결과적으로 경청의 실패로 이해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부분적, 편향적 성향의 인지는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확률이 높고 이
에 근거한 판단과 응답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경청의 원인으로 언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화자의 말을 수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경
청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듣는 행위
의 성향은 청취자의 관심과 집중력의 개입 정도에 따라 청취 < 귀를 기울인 청취 <
경청의 순서로 증가함을 인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청취자가 수용한 정보의 양
의 차이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설사 앞서 언급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한 경청이라고 할지라고 마치 내가 화자인 듯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여전히 간극
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Nichols, 2002).
2) 경청의 종류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청은 청취하는 자세와 태도뿐만 아니라 상호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청의 자세
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인 간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인지 도식과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Henninger & Mandl, 2003)과 화자의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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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분, 정리하고 이의 해석을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적 능력(Imhof, 2003)의 차
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이를 왜곡 없이 수용하는 행
위는 어려운 과제이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
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경청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행위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각인에게 다양한 경청의 자세와 형태를 발견할 수 있고 이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Collins(2006)가 청취자의 정보 수용 성향에 따라 구분한 경
청의

종류를

살펴보겠다.

그는

경청을

“passives

zuhören(수동적

경청)”,

“antwortendes zuhören(응답적 경청)”, “selektives zuhören(선택적 경청)”, “intensives
zuhören(집중적 경청)” 그리고 “aktives zuhören(적극적 경청)”으로 구분하였다(p. 14).
수동적 경청은 경청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청취자의
수동적인 자세를 묘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제 청취자는 화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
한 관심이 낮지만 어쩔 수 없이 경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취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신체적 반응이나 ‘음’ ‘흠’ 등과 같은 음성적 반응
을 동반하는 유형을 응답적 경청으로 묘사하였지만, 이러한 반응이 실제로 화자가 전
달한 정보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통한 응답이 아닌 다소 가식적 성향을 있다
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전달된 정보 중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유형을 선택적 경
청으로 묘사하고 예를 들면, 자신의 관심을 동인하는 주제 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장에 집착하는 경우로 정보에 대한 균형적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체적 맥락
이 소실되거나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청취자의 편향적,
일방적 경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전달한 정보 중 정확히 이해하
지 못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는 집중적 경청
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청은 선택적 경청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한 경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청취자의 자발적인 정보수용 노력이 한층 더 증가하고 다양한 인지행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경청은 이성에 근거한 인지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에 내재한 정서, 감정과 미묘한 느낌까지 고려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공감
하려는 능동적 수용 자세로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Weiß et al.(2011)는 화자의 처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경청의 종류를
“pseudo(가상적)”, “aufnehmende(수용적)”, “umschreibende(대체적)” 그리고 “aktive
(적극적)”로 구분하였다(p. 285). 가상적 경청은 화자의 관점에서 청취자의 자세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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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전달
하는 내용에 대한 수용 정도가 낮은 유형이다. 이는 앞서 Collins(2006)가 주장한 수
동적 경청과 유사한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보 전달의 측면
에서 의사소통 구조를 구성하는 최소 요소인 전달자와 청취자가 존재하나 성공적인
정보 전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용적 경청은 청취자로부터
최소한의 반응을 인지할 수 있는 경청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얼마나 청취자가 화자
의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며 단지 정보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앞서 언급
한 응답적 경청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한 대체적 경청은
화자가 전달한 정보를 청취자의 자의적 분석과 해석을 근거로 본래 화자가 전달한 정
보를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하여 이는 앞서 언급한 선택적, 적극적 경청과 유
사한 특성을 띄며 청취자의 부분적이나마 정보에 대한 능동적 수용의 흔적을 인지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차원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이
면에 내재한 정서, 감정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유형으로 적극적 경청을 제
시하였다. 예를 들면, 중대한 일의 결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조언을
구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신을 수용할 때 또는 의견 충돌로 논쟁이
심화하는 경우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즉, 청취자는 화자가 전달하는 언어 그
자체가 전달하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내면에 잠재된 심리 정서에 대한 공감을 토대
로 정보를 수용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앞서 Collins의 적극적 경청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경청의 종류를 구분함에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경청의 종류는 궁극
적으로 정보 수용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에 대한 이해는 마치 지진계를 통해서 지
진에 동반되는 지진파와 진원지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청취자가 정보를 수용하는 본
래 자세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경청의 유형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목적이 되는 상황, 상호 교류가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상담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에 따라 경청의 유형이 유연하게 변한다는
Imhof(2003)의 주장에서 인지할 수 있듯이, 경청은 상황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유연성
을 전제로 함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두 관점에서 적극적 경청은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화자에 대한 공감을 근간으로 함께 생각하고 느끼는, 고도의 집중력과
공감적 이해가 개입된 유형으로 “가장 진지한 형태의 경청”(Rogall et al., 2005, p.
64)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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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Schulz von Thun(2000)은 적극적 경청은 공감을 근간으로 이해하려
고 하는 자세 간주하고 특히, 사회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며 이를 세 단계로 분류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청취자
는 화자에게 편견 없는 열린 시선으로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
도록 이에 부합하는 신체적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화자가 편
안한 환경에서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표정과 몸짓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매개체를 이용한 의사 전달이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다음 단계로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지 정확
히 인지하고 이를 해석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이 단계에서는 청취자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내용상 추가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면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정
보에 내재한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는 단계로 청취자는 이와 연관된 화자의 정보에 대
해 접근을 하는 단계로 설명하였다. 즉, 그의 관점에 따르면, 적극적 경청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청취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 경청은 성공 여부는 청취자가 각 단계에 존재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계별 접근은 청취자의
적극적 경청 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하나의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적극적 경청은 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듣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과 이에 부합하는 충분한 훈련과 기술이 필요
한 특별한 경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Rogall et al.(2005)이 제시한 적극적
경청을 위한 기술 네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의역화를 언급하는데, 이
는 화자가 전달한 내용을 청취자의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기
술을 의미한다. 즉, 화자가 전달한 정보를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언
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언어화인데, 수용되는 정보에 포함된 정서나 감정을 약호화하
여 언어화하고 이를 화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잠재적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화자 스스로 듣고 인지할 수 있게 유도하
는 하는 기술이다. 세 번째는 수용된 방대한 내용을 정리, 축약하는 기술로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내용의 혼동을 미리 방지하는 데 이바지
한다. 마지막으로 해명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화자가 전달한 정보를 분명
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에 대한 파악이 힘들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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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더 나아가 Patrzek(2008)은 규약적 언어 매개체로 구성된 정보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정보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적
극적 경청을 위한 하나의 기술로 포함했다.
즉, 적극적 경청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내 발생하는 의사소통이 아닌 특수한 상
황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화자의 내면에 다가가려는 자세로
“tiefes hören(심층적 청취)”(Rogers, 2003, p. 19)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으로 생성되는 심리치료 현장에서 적극적 경청은 치료사가 갖추어
야 할 기본적 소양이자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임
을 예상할 수 있다.

2. 심리치료적 관점에서의 경청
일반적 대인 간 의사소통 관계에서 경청은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가 결정하는 자율
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청의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화자의 바람과는 달리 전달하는 모든 정보를 경청하지 않는다. 그리
하여 이러한 자세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켜야 할 규정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달리 어떤 계약적 관계 내 의사소통에서 소정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청은 의무이자 최소한의 전제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특히, 경청은 내담자의 내면세계와 심리적 문제 및 사회적 갈등을 인지하고
이를 자각하고 해결하는 자원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다양한 심리치료 현장에서 치료
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이며 내담자의 관점에서 이는 치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한다(Hermer & Röhrle, 2008). 그러
므로 다양한 심리치료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경청의 자세와 태도를 예상할 수 있고 이
는 심리치료의 계획과 진행의 주축이 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 심리치료의 역사의 시초가 된 Freud의 정신분석에 기반을 둔 심리치료에서
치료사는 소파에 편히 누운 내담자의 머리맡에 앉아 내담자의 정보를 수용하는 치료
적 관계를 생성하였으며 원초아(id)에 기인한 충동과 이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자아와
의 갈등에 대하여 논하고 내담자와의 직접적 대면을 회피하였다. 이때 과거에 경험한
다양한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꿈은 경청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고 증
폭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유연상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
내 억압된 원초적 본능에 근거한 다양한 내적 갈등과 충돌의 흔적을 고찰하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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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경증의 원인을 찾고 의식화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분석적 심리치
료의 경청은 무의식에 대한 단초를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수용한 다양한 정보는
전이와 역전이를 유도하는 핵심적 단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즉, 치료
사는 증상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통한 직접적 완화와 제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통찰하게 동인함으로 무의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꾀하여 객관화하고 이를 의식화하여 심리적 증상을 경감과 완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분석에서의 증상의 완화나 제거는 의식화를 통한 부분효과
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치료사의 경청으로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러한 경청의 주요 관심사는 무의식적 갈등을 유발하는 억압된 본능에서
관계대상과 자아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자기심리학(Kohut, 1976)에서는 자기대상에 대
한 이해를 위해서 치료사의 적극적인 대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정신분석에서
관찰되던 치료사의 수동적 경청 자세와 태도의 급진적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적 의사소통에서의 정보 전달 매개체의 변화도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놀이치료의 창시자인 Hug-Hellmuth(1921)는 아동분석에서 정신분석에서 사용
한 치료 기법 중 하나인 자유연상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저서 “Zur
Technik der Kinderanalyse”에서 아동에게 친숙한 대상물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또
한, 스위스에서 아동, 청소년 행동장애를 상담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진단을 다
듬었던 Zullinger(1952)는 그들의 심리적 충돌이 정서를 통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해소되고 완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분석과 해석에서 자유로운 ‘놀이 그 자
체’의 치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자이자 사회교육자로 일한 Anna
Freud(1927)는 미성숙하고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과거의 심리치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놀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아동은
자기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아를 활성화는 데 기여하는 하
나의 치료적 도구로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신분석가인 Klein(1932)은 아동들이
놀이에 사용한 다양한 사물은 넓은 의미에서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간주하고
이를 아동 분석과 치료를 위한 자유연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
다. 소아과의사이자 분석가인 Winnicott(1989)는 놀이를 창조적 행위로 규정하고 내면
의 자신을 찾는 데 효능이 있다고 보고 놀이를 통해서 자기를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만남이 성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치료사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생성할 것을 주
장하였다. 소아과 의사이자 아동심리치료사로 활동한 Lowenfeld(1979)는 모래를 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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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통해서 ‘세계기술(Welttechnik)’이라는 치료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녀가 언급
하였듯이 이 기술은 본래 어린아이들이 방에 비치된 다양한 형상의 모형 장난감을 사
용하여 스스로 자신만의 세계를 꾸며가는 것에 착안한 방법으로 치료사는 모래로 채
워진 75 × 52 × 7cm의 아연판을 제시하고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모양의 장난감을
아연판 모래위에 배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과물을 아동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가정하고 아동이 인지한 어떤 세계에 대한 접근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
용하였다. 또한, 학문적 저서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922년 이후 Hug-Hellmuth의
제자로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아동정신분석가로 일한 Müller-Braunschweiger는
처음으로 예술적 매체를 사용한 선적 표현, 회화 그리고 만들기 등을 자유연상을 동
인하는 매개체로 도입하여 아동의 의식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Biermann, 1971).
여기에서 공통으로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은 전통적 정신분석 심리치료에서 치료사가
사용하였던 규약적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매개체가 비언어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규약적 언어화를 통한 약호화된 정보에 중심을 두고
이를 통한 정보 수용이 경청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 아동의 단순한 놀이와 다양한 장
난감을 가지고 표현한 모래판 위 장면에서부터 예술적 매체를 통한 시각화 결과물까
지 다양하게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서 규약적 언어 매개체를 통해서 발현하기 어려웠
던 표현과 정보까지 섭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정보 수용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는 넓은 의미에서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의 확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신분석에 근거한 심리치료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매개체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를 수
용함에 수월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Collins(2006)가 구분한 경청의 유형을 토대로 정신분석적
경청의 특징을 분석하면 선택적 경청의 성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치료사는
내담자가 경험한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체험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무의식과 연관된
주제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된 정보의 의식화를 위하여 관련 부분
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중적 경청의 성향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정신분석 이론적 바탕에서 분석하고 해석
한다는 점에서 Weiß et al.(2011)가 언급한 대체적 경청에 내재한 특성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분석에 근거한 심리치료에서 나타난 치료사의 경청은 앞
서 언급한 적극적 경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성향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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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정신분석적 인간상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인본주의에 근간한 대화치료에서는 이와
다른 경청 성향을 관찰할 수 있는데 우선 치료사가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에게서 수용
하고자 하는 정보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점을 우선 언급할 수 있다. 또
한, 정신분석적 의사소통의 중심에는 치료사가 있고 그가 얻기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경청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발현하는 정보에 대한 경청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언
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에서 경청의 결과물은 치료사 중심의 판단과 해
석에 의해서 구성된다면, 대화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자발적 표현을 통해서 전달된 정
보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는 어떤 특정 기간 내 한정된 기억에
대한 제한적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인식하는 모든 주제를 치료사에게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리고 치료사는 이를 진단과 판단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인식하
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칫 Collins(2006)가 언급한 수동적 경청의 성향으로 비칠 수 있지
만,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내담자와의 긍정적 치료적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둔 충분한 공감적 이해와 적극적 수용을 알리는 신호로 내담자의 자율적인 정보 전달
을 활성화하여 이를 치료적 효능의 극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
한 적극적 경청의 성향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같은 집단을 치료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징의 경청 자세와
태도를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체계 이론에 근거한 가족치료에서 외부세계와 구
성원 간 의사소통의 특징과 성향에 대한 이해는 치료를 위한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이를 획득하기 위한 치료사의 경청의 초점은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관계 성향과 이에 내재한 체계 특성에 집중한다. 다시 말하면, 치료사는 수용한 정보
한 집단 내 성향과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대상이나 주제에 기반을 둔 경청의 자
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가족 내 규약적 언어 매개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를 통한 상호 교류의 성향과 특징을 통합하고 이를 종합하는 수용자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심리치료와는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심리치료에서의 경청의 성향은 치료적 이론에 따라 고유성을 보유한다는
점과 여기에 내재한 특성은 궁극적으로 각 치료의 특징과 치료사의 과제를 간접적으
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치료사의 경청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해는
각 심리치료의 특징과 이에 부합하는 치료사의 중점 과제뿐만 아니라 치료적 효능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되며 이에 대한 접근 개연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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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리하여 넓은 의미에서 심리치료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사의 경청 자세와 태도는 각 심리치료의 특징을 상징하고 치료적 개입의 적절성과 효
과성 논의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로서 유의미함을 내포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3. 미술치료적 관점에서의 경청과 주시
1) 주시의 의미
짧은 역사를 가진 미술치료가 심리치료의 한 형태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치료사의 경청 행위가 존재함을 방증한다. 다른 심리치료와 같이 미술치료 현장에서
도 치료사와 내담자 간 의사소통 관계가 형성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술치료에서 정보 수용 행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궁극적으로 미술치료사의 핵심 과제와 이의 진행 과정 및 효과를 이해
하는 데 기여하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미술치료에서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언어적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언
어와 비언어적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미술치료에서는 비언어적 성향을 띈
시각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적 관계 생성과 치료적 효능이 부각된다. 이는 미술치료에
서 다른 성향의 정보가 상호 교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담자의 정보를 수용하는 행
위와 이를 위한 방법적 접근이 전통적 심리치료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을 인
지할 수 있다. 즉, 심리치료에서의 경청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 언어 매개체로 전달되
는 청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매체로 구성된 시각적 정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 수용에 부합되는 자세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다양
한 자극을 수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시각적 정보를 수용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보다’라는 낱말과 어떤 시각적 대
상에 내포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주체의 능동적 수용 행위에 부합하는 용어로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보는 행위나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모아 자세히 살핌”의
의미를 지시하는 주시(注視)로 구분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앞서 언급한 ‘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독일어의 경우 보는 행위 그 자체를 포괄
하는 sehen을 사용한다. 그리고 주시는 여기에 밀접하게 다가감을 함의하는 분리전철
‘an’을 결합한 ‘anseh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Duden, 2013). 즉, 주시는 시각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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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용되는 무수한 정보 중 어느 한 특정한 정보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를 전제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 행위의
목적이 단순히 더 세밀하게 자세히 보는 것의 의미를 넘어 정보의 본질에 대한 접근
을 시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주시는 자발적 동기에 의한 자기
참여가 동반되는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시는 앞서 언급한 경청과 유사한 의미와 행위를 내포하는 정보
수용 자세로 간주할 수 있고 행위 주체자의 자세와 태도 성향에 따라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에서 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는 주시
와 같은 성향을 가진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미술치료에 존재하는 치료사의 주
시의 성향을 살펴보고 이의 특성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다른 심리치료와의 경계를 명
확히 하고 이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바지하는 하나의 기본적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서 Collins(2006)와 심리치료 이론에 근거한 치료사의 경청 자세를 구분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치료사의 주시에 접근하고 이를 객관적
으로 구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유추해보면, 우선 미술치료에서 중심이 되는 시각적 정보를 내포
하는 그림언어의 특징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전통적 심리치료에서 치료사와 내담자 간
의사소통 매개체로 사용하는 규약적 언어는 사전적 분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문법
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치료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를 토대로 전달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데, 특히 이를 어떤 치료적 관점과 이론에 근거해서 접근하고 해
석하는 가에 따라 치료사의 경청의 자세와 지향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하나
의 단서가 된다. 하지만, 다양한 예술매체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작업 결과물에 시각화
한 그림언어(Bildsprache)는 궁극적으로 자의성을 토대로 약호화한 정보 전달 매개체라
는 점에서 규약적 언어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보다 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과 내용을 포함한다(최규진, 2012). 특히, 내담자의 증상과 장애에 따라 이러한 특
징은 더 강화된다는 점에서 주시를 통한 그림언어로 구성된 정보에 대한 분석 및 해석
개연성은 더 확대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궁극적으로 전통적 심리치료에서
예술적 매개체를 통한 표현을 내담자의 자유연상을 활성화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하
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내담자의 작업 결
과물에 대한 주시는 유연성을 전제하는 정보 수용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전통적인 심리치료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이론이 미술치료적 개입
에서 부분적으로 혼용되고 상호보완적으로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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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실제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
고 결과물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동일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더라도 치료사 간 차이는 분명
히 존재하고 상이한 해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리치료사의 경청 자세와 태도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방향과 목적을 안내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이론을 주시 행위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이의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은 어렵다. 덧붙여
내담자의 증상과 장애의 특성 또한 치료사의 주시 자세와 태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주시 성향과 종
류는 이를 수용하는 치료사의 수와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미술치료 구조의 특성도 하나의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통적 심리치료의 구조
는 치료사와 내담자로 구성된 이원적 구조로 생성되지만, 미술치료는 기본적으로 치
료사,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로 구성되는 삼원적 구조(최규진, 2013a)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원적 구조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대상은 내담자 한 사람이며 이
를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한다. 하지만, 삼원적 구조인 미술치료
에서는 내담자 외에도 작업 결과물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이 존재하며 각 요소
에서 다양한 성향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특
히, 주시와 관련된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작업 결과물과 이의 시각화 과정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원적 구조(최규진, 2013a)가 성립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해서 작업 결과물을 생산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된다는 작업 결과물의 종류와 이의 시각화 과정 모두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
만, 삼원적 구조를 가진 미술치료의 체계에서 주시 대상은 작업 결과물과 이의 시각
화 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의미함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미술치료에서 치
료사의 주시 대상과 위치는 유동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주시를
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치료적 주시의 특성은 내담자가 사용
하는 그림언어의 성격, 작업 결과물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예술적 매체와 시각화 과
정의 성향에 따라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수용의 특성을 내
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을 크게 일반적, 심리치료적, 미술치료적으로 구분하고 이의
목적, 관계성향,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매개체 그리고 이의 주체에 관한
항목을 종합, 비교하면 차이를 좀 더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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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사소통의 특성 비교
일반적 의사소통

심리치료적 의사소통

미술치료적 의사소통

목적

정보전달 및 상호교환

치료

치료

관계성향

이원적 관계

이원적 관계

삼원적 관계

정보 전달 핵심
매개체

규약적 언어 매개체

규약적 언어 매개체

시각적, 규약적 언어 매개체

정보 전달의
주체

화자

내담자

내담자,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 시각화 과정

표 1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 의사소통과 심리치료적 의사소통 간 차이는 목적과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에 의해서 구분됨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적 의사소
통과 미술치료적 의사소통 간 차이는 관계성향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그리고 이
의 주체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미술치료에서 정보 전달의 주체가 되
는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에 사용할 수 있는 예술적 매체의 한계가 없다는 점은 이에
내재한 과정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무한대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심리치료에서 정보 전달의 주
체가 내담자에 한정된 것과의 확연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이처럼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모든 주시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담자의 결과물을 대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주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시각화된 어떤 결과물에 포함된 어떤 상징성을 내
포한 그림언어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특정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접근 자세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시 형태는 예술작품에서 상징을 내포하는 요소
를 찾고 이를 무의식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석한 Freud(2000)의 분석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는 Leonardo의 작품 <Heilige Anna Selbdritt>(1499)에서 독수리 형상을 찾
아내고 이를 그의 유년시절 기억에 각인된 독수리를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
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업 결과물에 대한 분석적 주시라고 묘사할 수 있고 진단
을 위한 다양한 투사적 검사 등에서 유사 성향의 접근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치료사
는 정해진 분석과 해석적 틀을 기준으로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을 수용하고 이는 궁극
적으로 진단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그림언
어로 구성된 그림 그 자체에 내재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닌, 특정한 그림언어

미술치료에서 경청과 주시의 의미 고찰 461

에 내포된 상징적 요소에 대한 부분적 주시로 편람에 의한 분석과 해석이 주로 발생하
며 필요에 따라 자의적 재해석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규진, 2013a).
이러한 주시에 내재한 몇 가지 단점을 언급하면, 먼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 다양
한 그림언어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이 또한 매체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적 분석과 하나의 해석은 무리한 기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진단을 위한 작업 결과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완성한 작업 결과물에 내재한 그림언어와 치료사 간 무의
식적 투영과 내적 동일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주체자의 관점에서 선택된
그림언어에 대한 주관적 약호화를 통한 재상징화 과정이 발생하고 이를 통한 치료사
의 자의적 분석과 해석이 진행된다는 점은 특히, 시각적 정보의 수용 행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하나의 위험 요소이다.
또 다른 미술치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시 유형은 내담자가 완성한 작업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 분석과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는 접근 자세이다(Wichelhaus, 1991). 그리
하여 이 주시의 특징은 내담자가 완성한 작업 결과물에 내재된 내용에 대한 어떤 분
석이나 해석을 위한 대상이 아닌 개인 내 의사소통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은 내면세계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림언어로 시각화한 결과물로 이를 표현하고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데 이바
지하는 하나의 자기 내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내용적 측면에 대
한 접근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가상적 주시와 유사한 유형으로 비칠 수
있지만, 예술적 매체를 통한 능동적 행위 그 자체 즉, 내담자 자신의 개인 내 의사소
통 진행과 교류의 성향에 대한 관찰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내담자의 자각 수
준을 스스로 높여 내적세계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관찰
적 주시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1에서 언급했듯이 미술치료에 이미 다양한 정보 전달 매개체와 이를 전달하는
주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어느 한 매개체에 중점을 둔 부분적, 편향적 수용이 진행되
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치료라는 목적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용해야 하는 즉, 앞
서 언급한 치료사로서의 의무인 적극적 경청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성공적 의사소통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행
사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선 미술치
료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종합적 수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62 造形敎育 第52輯 2014

2) 주시적 경청과 경청적 주시
표 1에서 묘사한 것처럼 전통적 심리치료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전달매개체와
이를 전달하는 주체보다 더 많은 종류가 미술치료에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정보체에 대한 적극적 수용 자세와 태도가 치료사의 가장 기본적 직무라는 점에서 미
술치료에 존재하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 및 주체를 아우르는 자세를 소고해 볼 필요성
이 부각되는 데, 이를 크게 ‘주시적 경청(Ansehendes Zuhören)’과 ‘경청적 주시
(Zuhörendes Ansehen)’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주시적 경청은 시각적 정보를 중심으로 청각적 정보를 경청하는 자세로 설명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수용 자세에서는 내담자가 완성한 작업 결과물에 내재한 그림
언어가 중심이 되며 이에 대한 주시를 토대로 청각적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수용
자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일차적 주체는 내담자가 완성한
작업 결과물이며 이때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적 매개체는 다양한 예술매체로 약호
화된 그림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예를 들면, 심리치료적 상황에서 내
담자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이나 글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개인
적인 이유로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때 유의미한 미술치료적 정보 수용 자세로 이해
할 수 있다. 치료사가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에서 인지한 다양한 그림언어는 궁극적으
로 내담자의 청각적 정보가 변형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고 치료사는 이러한 정보 자
원을 토대로 상호 공감을 유도하여 치료적 관계를 촉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치료사는 이러한 자원으로 구성된 제3의 공간을 창조하여 내담
자 중심의 긍정적 치료적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 개연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반면, 경청적 주시는 내담자가 전달하는 청각적 정보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시각적
정보에 접근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가 전달한 청각적 정보에 부합하는 그
림언어적 표현 흔적을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에서 탐구하고 확인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치료사에게 자신이 수용한 내담자의 청각적 정보를 확인하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춰진 정보에 대한 다각적 접근 개연성을 확대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치료사는 내담자가 자신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는 청각적
정보의 탈약호화를 유도하고 이를 그림언어로 재약호화를 이끌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정보의 변화를 유추하고 이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이 전달
한 정보를 재확인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언어 매개체의 표현적 특성으로 인한 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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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을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혹시 전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과도
한 생략으로 왜곡된 부분에 대한 인식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는 궁극적으로 치료 목표를 달성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치료의 계획과 과정이 더 치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관계의 긍정성을 높
이고 치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한 두 가지 유형의 정보 수용 자세는 궁극적으로 미술치료에 존재하는
청각과 시각적 정보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접근 자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임상에
서는 치료적 상황과 내담자의 증상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내담자에게 치료의 효능을 높이고 성공적 치료를 위해
더 유의미한지에 대한 단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보 수용에 대한 편향적
접근이 아닌 미술치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라
는 점에서 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언급한
심리치료에서의 적극적 경청에 상응하는 자세로 이해할 수 있겠다.

III. 결론
모든 심리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계약적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고 심리치료는 내
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치료의 이론적
근거나 방법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심리치료 현장에서 치료사가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정보를
수용하는 자세와 이를 위한 경청에 대한 이해는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현장
에서 명확히 인지해야할 하나의 항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Lindahl(2003)가 타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청취자는 “시간적 여유, 숙련 그리고 모든 것을 들을 여유를 갖춘
준비된 자세”(p. 18)를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 “기대, 편견, 가치판단,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망, 자신을 방어하는 자세”(p. 18)는 지양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에
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청하는 자세는 누구나 쉽게 학습하고 습득하여 즉시 실생활
에 적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청취와 경청의 차이와 심리치료에서의 경청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청각적 정보에 대한 청취자의 집중력과 공감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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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적극적 경청에 상응하는 미술치료적 정보 수용 자세에 대
하여 논하였다.
우선 듣는 행위에서 파생된 청취와 경청이라는 단어인 청취와 경청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Hansen(2009)이 제시한 청취의 유형을 통해 더 청취자 자세와 태도
가 이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경청의 수준이 상승할수
록 듣는 행위의 성향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증가가 나타나며 이는 궁극
적으로 의사소통의 진행과 초점이 화자 중심으로 이동할 때 극대화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Collins(2006)와 Weiß et al.(2011)가 주장한 경청의 유형, Schulz
von Thun(2000)의 성공적 경청을 위한 세 단계 과정, 경청을 위한 기술적 습득을 제
안한 Rogall et al.(2005)의 주장을 통해 경청은 청취자의 노력과 이에 부합되는 기술
이 요구되는 듣는 행위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청각적 정보가 발생하는
환경에 따라서 경청의 성향이 변할 수 있다는 Imhof(2013)의 주장에서 심리치료에서
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청으로 언급되는 적극적 경청이 전제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치
료의 효과를 증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긍정적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
이라는 점에서 관련 분야에서 심리치료 행위를 하는 모든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분석, 인본주의, 체계 이론에 근거한 심리치료의 형태에 내재된 치료사의 경청
자세와 그 특징에 대한 유추를 통해서 각 심리치료에는 고유한 경청의 자세와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치료사의 경청 자세가 변하고 이
를 위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치료적 경청의 자세와 대상은 유동적이며 치료사
의 경청 자세와 대상에 대한 이해는 치료적 개입과 치료사의 과제를 이해하고 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는 하나의 지표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술치료에서 시각적 정보에 많은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보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주시가 경청과 유사한 의미를 함
의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림언어를 규약화할 수 없다는 점에
서 언어 매개체를 수용하는 경청과는 근본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경
청과 같은 유형화를 방해하는 원인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양한 의사소통적 관계에 내
재된 항목을 비교한 결과 다양한 정보 수용 자세가 요구되는 당위성을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각적 정보에 대한 수용을 강조하는 미술치료에서 내담자의 작업 결과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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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단적, 관찰적 주시가 지배적이라는 점과 이는 결과적으로 내담자 정보에 대한
손실과 자의적 해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된 주시 행위는 궁극적으로 미술치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치료적 관계와 성공적 치료를 저해하는 요소로써 적극적
경청의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
치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수용을 돕고 이를 통해 긍정적
치료적 관계를 생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즉, 듣는 행위와 보는 행위를 근간한 주시적
경청과 경청적 주시를 제안하고 이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미술치료에서
의 정보 수용은 일반적인 심리치료에서 나타나는 경청과는 달리 이 둘의 적절한 조화
및 융합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점과 이의 적절한 조화와 이해는 궁극적으로 적
극적 경청에 부합하는 자세와 상응하는 미술치료적 정보 수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서 미술치료에서의 경청과 주시에 대한 이해가 미술치료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미술치료사의 수용 자세의 발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술치
료의 특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토대로서 유의미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술치료사에게 주어진 내담자 정보 수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사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
현장과 치료사의 재교육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제언하면, 이를 토대로
내담자의 청각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 간 차이와 내재한 특성을 살펴보고 이의 연관성
을 조사하여 앞서 언급한 두 유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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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ctive Listening and Gaze in Art Therapy
Kyujin CHOI

Active listening in psychotherapy is the basic step to accept information and
is the most fundamental component to induce the best outcomes in therapeutic
session.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art therapy collect information through the
act of active listening and gaze. For this, terminology of describing the act of
listening (hearing), and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ctive listening were searched.
Based on the classifications of active listening and its intrinsic values in
Collins(2006) and Weíß, Kleer & Engel(2011), a variety types of active listening
and its theoretical backgrounds were found and explained the role of a therapist.
Various types of how Art therapy accepts the visual information of an individual
has searched to prove how Art therapy could be analogous to active listening in
psychotherapy through observation process. Different from traditional studies of
psychotherapy, Art therapy can receive both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from
an individual.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ed Ansehendes Zuhören; active
listening of observing visual outcomes and Zuhörendes Ansehen: observing active
listening as a basic technique to collect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combined
technique of ‘Ansehendes Zuhören’ and ‘Zuhörendes Ansehen’ is an appropriate
approach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information in art therapy.
Therefore, this research expects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to understand
the attitudes of active listening in accordance with Art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