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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과 표현 그리고 마음치유 :
선택적 함구증을 중심으로1

홍선미
원광대학교

1. 서론
우리는 정신분석학적 내포의 결핍된 아픈 마음과 그 결핍으로 인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받은 경우에 겪은 선택적 함묵증(緘默症)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정신분석학을 적용한 인문학적인
마음치유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말하는 치유의 대상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질 수 밖에 없는
관계(relation) 속에서 아픈 마음이다. 인간이 맺는 관계는 유기체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무기체적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들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계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여 무언가가 부족 할 때 마음은 아프게 될 것이다. 결국
마음이 아픈 것은 원인적으로나 결과적으로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그 관계가 형성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치유할 때는 그 주체가 삶에서 사회적 관계적 측면의 체험하면서 겪는
부족함 달리 말해서 결핍으로 인한 아픔 대한 치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유기체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인간에게서 관계(relation)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회적 건강의 역할을
중요시 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건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건강에 대한 규정에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적 안녕’까지를 일컫는 것을 보아도 건강하기 위한 조건임에는
새삼스럽지 않다.
인간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이미 혼자가 아니라 대상(objet)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관계’는 떼려야 뗄 수없는 존재감을 갖는다. 언어학 선상에서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다 해도 ‘관계를
끊음’ 혹은 ‘관계를 없음’으로 묘사될 것이다. 특히 원시적이거나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벗어나서

1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61-A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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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활동-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초적인 생물학적 삶마저 이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르는 건강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미 가족에게서 맺어지는 관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에 보다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 결핍들 속에서 발생하는 아픈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아픈 마음으로 인하여 가지는 신체적, 물리적 아픔을 풀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연구의 축이 되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로부터 현대정신
분석학가 자크 라깡(Jacques Lacan)에 이르기까지 이미 가정에서 체험하는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
경험은 성인이 되어 갖게 될 성적 본능을 비롯하여 인성이나 사회적 활동은 물론 그 사람의
창작활동이나 창작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무의식적 체험이 불행하게도 외상
(trauma)적 이라면, 때로는 병인론적 맥락에서, 그 체험은 추억의 스크린처럼 어린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가 부정적 측면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예컨대 신경증의 증상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2 동기화된
외상은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상을 일으킨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때로는 사례를 살피는 과정에서 증상을 비롯한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신경증-예를 들면, 히스테리-은 반드시 특정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3
따라서 신경증적인 증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환자가 히스테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건에 관계된 감정들을 환기시킬 수 있게 되면서, 될 수 있는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그 감정들을 ‘말하면(une expression verbale)’ 증상이 사라지고 재발도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 치유의 성공을 위해서 외상적 사건 발생당시의 감정이 실린 심리적
과정이 ‘언어로 표현(verbalement traduit)’ 되어야만 한다.4 그러나 사건을 회상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다. 더욱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보복적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하게 되면서 기억에 남아있다면 원래의 감정에 관한 적확한
표현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상한 외상적 사건의 발생 당시의 감정을 주체가 완전히 안다는
것은 힘겨운 것이다. 라깡은 이를 일컬어서 외상은 ‘내(Je)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실패한
앎(un savoir d faillant)’이다.5

2 Sigmund Freud et J. Breuer, Études sur l’hystérie, PUF, 1956, pp. 1-2.
3 « Un trauma est toujours suspect […] Vous ne pouvez jamais êre sû qu’un souvenir n’est pas souvenir-éran.
[…] un souvenir tel qu’il est imaginairement revéu – ce qu’est un souvenir-éran – est toujours suspect.
Une image bloque toujours la véité.» in « Conféences aux Université nord-améicaines ;Yale University,
Kanzer Semina», Jacques Lacan, Scilicet n° 6/7, 1975, pp. 7-31.
4 Sigmund Freud et J. Breuer, Études sur l’hystérie, PUF, 1956, p. 4.
5 Jacques Lacan, Le Séminaire, Livre XVI, D’un Autre à l’autre, Paris, Seuil, 2006,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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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이지도 않으며, 외상은 언어적 결핍이 된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언어로 말해지는 순간의
사건의 실제에는 구멍(un trou)이 존재한다. 언어적 구조상에서 기표들의 결핍이다. 구조적으로 타자
속에서 결핍이다(S(A/)).6 인류는 외상의 파편을 만드는 ‘말하는 존재(parlêtre)’이지만 그 말에 의해서
외상화되는 존재이기도하다. 현실적인 기능과 맞닥트리면 외상은 본질적으로 ‘결핍(manque)’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싶지 않은 주체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고 증상(symptȏme)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기도
한다. 프로이트의 늑대인간(L’Homme aux loups)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진 콤플렉스로 인하여
늑대나무(l’arbre aux loups)같은 악몽은 꾸지만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었던 외상이 있듯이 라깡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단지 행위(l’acte)만 있었지 어떠한 행동(le comportement)이나
제스처(l’action)가 없었음을 지적하고,7 그것을 밀러(Miller J. -A.)는 라깡적 의미에서는 주체의
자살(suicide du Sujet)이라 칭한다.8 그러나 밀러는 여기서 그 주체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것은 언어에서 말하는 ‘네가 있는’ 즉 타자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상이 바로 말로 표현되거나 증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그 외상은 아무런 움직이나 제스처를 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오는 고통과 억압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히스테리적 증상으로 나오기도 한다.
예컨대, 안면마비, 팔이나 다리의 마비 등등의 신체적 증상뿐만이 아니라, 자폐증 혹은 프로이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독일어라는 모국어를 상실하고 라틴어를 하게 된다든가 하는 언어적인 장애도
온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종의 신경증적 증상들로서 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반응적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증상으로 재현되는 결핍의 기표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전환하는 치유를
적용할 것이다. 소리화되지 못하는 언어 혹은 어려운 기호체계의 기표를 찾지 못하고 주체의 무의식
속을 맴도는 회상의 파편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 할 수 있는 언어(langage)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는 외상적 체험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외상적 체험자의 아픈 마음의 외침과
같은 것이 될 것이며, 간절히 소망하는 자신의 바람과 같은 것의 표현일 것이며, 재현되고 언어화된
기표들의 연상선상에서 구멍-결핍-을 채우거나 지워버리거나 하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2. 어린 시절과 이미지의 등록
주체 속에서 동기화의 기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근간이 되는 핵심처럼 작용하는 것은 관계이다.

6
7
8

Jacques. Lacan, Ecrits, Paris, Seuil, 1966, p. 818.
Jacques. Lacan, Le Séminaire, Livre XI,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Paris, Seuil,
1973, p. 50.
Miller J. - A., « Jacques Lacan : remarques sur son concept de passage à l’acte », Mental, Paris, avril
2006, n°1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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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하에서 욕망은 생성되고, 표출의 본능을 가진 욕망은 창작활동 자체 혹은, 창작품을 통해서
드러난다. 두 후자가 지니는 이미지와 욕망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위한 동기화(motivation)이면서
결과이다. 상징적 이미지들은 충동적 욕망들이 항상 집중되어진 대상들의 생생한 추억이다. 보다
생생한 상징을 가진 상징은 보다 생생한 추억의 결과들이다. 그 이미지들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외상의 상황들의 회상에서 오는 장면들의 파편들을 재현한 것들로서 외상적 ‘자국이 묻어난(tracé)’
생채기들이다. 이미지는 회상의 파편들로서 펼쳐지고 재현(représentation)된 것들에게 인식 할 수
있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 과정에서 결핍된 부분의 틈(écart)은 파편들9 사이를 땜질 해가듯이 이어가고, 틈사이로
미끄러져서 침묵의 바다에 잠기어 있던 소리는 발성하기 시작 할 것이다. 발성되어가는 소리는 언어
(verbalsation)화 되어 갈 것이다. 기표와 기의의 의미는 우리에게 보다 전달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따라서 정신분석학과 대체의학 분야의 예술치료를 이용하여 아픈 마음의 한 증상으로서 선택적
함구증을 치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외상적 시기는 어린 시절이다. 프로이트와 라깡 둘 모두가 인간에게서
무의식적 욕망이 동기화되는 절차에서 두 가지 즉, 시기(temps)와 장(champ)이라는 두 가지를
의미심장하게 고려하였다. 그것들은 외디프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는 비극에서 빌려온
내포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유아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에서 외디프스적 출구로 이행되는
곳으로서 근친상간의 욕망을 야기 시키는 가족이다.
이미지가 욕망과 관계가 있는 만큼 우리를 무의식으로 인도 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미지가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만일 어린 시절의
욕망이 등록되는 시기의 이미지라면, 우리가 내담자의 그림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에 어린 시절의
외상적 체험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결핍을 동반하기에 운명 지워졌다. 그 욕망은 창작이나 창작활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미지와 욕망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위한 동기화(motivation)이면서 결과이다. 현실 속에서 언어적인
능력의 부족과 표현력의 부족과 더불어 결핍과 표현의 욕망은 크지만 억압되어지는 현실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의식은 자신보다 커다란 존재가 자신을 거세하거나 거세의 위협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무의식적이고 외상적 체험을 하는 어린 시절이기도 하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유라는 뚜렷한
해석이나 분석이나 논리는 모르지만 금기와 타부를 배워가며 죄의식을 겪고 억압을 해가기 시작하는
무의식의 정신기제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앙트안느 베르고트(Antoine Vergote)는 창작의 과정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간 - 사건의 상황이
일어나 어린 시절을 그리는- 피분석자는 그림에서 어린아이를 꿈꿔본다.10 이러한 과정에서는
현존하는 것이건, 이끄는 수단이 되는 것이건 주변의 여러 것들이 어린이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알리는 신호들로 해석되어 지기도 한다. 이미지화 되는 것들은 어머니의 상징처럼 해석 될 수 있다.

9 Michel Lapeyre, Clinique freudienne, Paris, Anthropos, 1996, p. 15.
10 A
 ntoine Vergote, La Psychanalyse à l’épreuve de la sublimation, Paris, Les Editions du CERF, 1997,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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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기억이다. 이미지는 관계의 역사에 의해서 형성된 애정의 가치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낯설음에 출발, 회귀, 내면적 닫힘 그리고 열림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에 의해서 의미들을
갖기도 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문과 같은 존재로서, 그 이전 까지는 한 번도
인지되지 않은 ‘의미 없이 존재’하던 기존의 존재감을 떨치고 마치 새로운 것이 자리 잡은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기 시작한다.
따라서 피분석자가 그리는 이미지는 멀리 떨어진 어린 시절로부터 오는 한 형식과 한 내포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금의 감정과 그동안 그가 경험한 역사가 반영되어진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다.
모든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감정과 관계의 분위기가 이미지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그림을 해석 한다는 것은 그에게 의미 있는 어머니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의 가족
관계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3. 결핍과 창조자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잃거나, 대상이 결핍된 부분이 있는 주체는 욕망의 대상이나 결핍된 부분을
빈 공간으로 놓게 될 것이다. 주체가 회상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언어적인 결핍의 단계에서 그
‘대상의 자리’는 -미학적인 여백이 아닌- 블랙홀과 같은 빈틈이거나 구멍일 것이다. 그 빈틈과 구멍은
이미지의 비어있는 공간처럼 자신의 부재로부터 오는 욕망의 강박관념의 결과일 것이다.11 멜라니
크레인의 <예술 작품에서 그리고 창조자의 도약>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어머니의 이미지가 부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주체는 사악한 방법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형체의 내포를 파괴한다고
믿는다. 물론 여기에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동반된 증오감이 관련되어 있다. 어린에게서 모성적
신체의 형이상학적 세계는 그에게 적대감이나 피해망상을 표현하고 있다. 멜라니 클레인 이론에서
매우 조숙한 외디프스적 욕망은 아버지의 페니스 혹은 어머니의 몸의 내포를 훔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가지는 거세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강박관념을 야기 시킨다. 그 강박관념은
‘사랑의 상실’과 ‘사랑의 대상상실’로 야기되는 혼자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올 것이다.
어머니의 이미지 부재는 마치 어머니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표출하지 못하는
단계와 같은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의 회피는 어머니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자신의 몸에 맞서는 어머니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을 때, 강박관념은 강조되어 간다. 사랑스럽고 진정한 어머니의 현존은 끔직한
어머니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소된다. 이렇게 내재화된 이미지는 아이의 현존에 머문다. 증상을 가진
아이의 현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좀 더 나중 단계에서 두려움의 내포는 변한다. 모성적 공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랑스러운 진정한 어머니의 상실로서 변하고 어린 여자아이가 두려운 것은 홀로
남고 버려진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멜라니 클레인은 마치 화가의 아틀리에의 벽을 장식하고 있던 가장
훌륭한 그림이 팔렸을 때와 같이 비유 하였다. 채워져 있던 공간의 상실이다. 그러나 비어짐이다.

11

Mélanie Klein,, Essaie de la psychanalyse 1921-1945, Paris, Payot, 1968, pp. 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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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공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공간은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단지 주체에게 사라진 대상은
소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린 존재이다. 그 비어버린 벽을 다시 그 대상으로 그대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혹시 한편으로는 비어버리기를 바라던 벽은 아니었던가, 그 비어버린 벽을 어찌 말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 주체의 내면에서 빈 공간의 의미는 무언가가 부족한 자신과 같은 공간이다. 그런데 빈 공간은
채워져 있지 않았던가? 빈 공간인 벽은 비움으로 채울 수 없으며, 더욱 깊은 의기소침함을 돌려 줄 수
있다. “빈 공간”은 그 자체로서 한 공간이었던 만큼 하나의 존재이다. 소유주의 내면에서 한 공간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은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채워 질수 없을 것 같던 빈 공간도
채워진다. 만일 우리가 벽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걸렸던 그림을 상상하고 비록 그 그림을 다시 떼어
내 버리고 싶어 할지라도 그 상상하기를 통해서 그 벽은 이미 다시 채워지는 것이다. 그 것은 파괴자의
재현의 욕망에 뒤따르는 반응의 의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하는 “그림은 바로 재구축의
한 수단이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빈공간은 교정하기, 좋게 변형하기의 욕망, 어머니에게 만들어진
심리적 편견과 그 편견을 재구성하기 그리고 그림들을 그려야 할 인지의 필요성을 재현하는 공간이
되어간다.
명확히 창작자의 행위는 주체에게 교정자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교정은 자아의 개입과
더불어 즉각적이고도 상대적으로 대상의 교정에 따른다. 비록 아직은 본능의 충동과 함께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대상은 주체의 한 부분을 만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 즉
나르시시즘적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대상을 교정하기란 주체 자신을 교정하기이다.

4 이미지와 결탁한 결핍과 욕망
라깡의 욕망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이미지는 결핍이나 거세를 유발 시키는 대상과 관계에
의해서 설명된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관계를 담고
있는 이미지이다. 정신분석가에게, “인간의 욕망은 타자에 대한 욕망이다.”12 프로이트에게 욕망의
대상들은 잃어버린 대상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것이고, 라깡에게 욕망의 대상은 petit a이다. 그 욕망은
리비도를 품고 있으며 리비도적 욕망이 되어간다.
붙들고 있는 욕망이란 우리에게서 리비도적 경제 속에서, 말하자면, 성적 욕망과의 관계들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될 뿐이다.13
라깡은 “대상의 확고한 형식들” 예컨대 구강, 항문, 남근의 형태들 아래에서 욕망을 배치한다.
리비도적 욕망은 필연적으로 대상 petit a 이었던 만큼 자신이 붙잡은 대상을 동반한다. 욕망은

12
13

Jacques Lacan, “Introduction à la structure de l’angoisse”, L’ Angoisse, Séminaire X, PUF., 1982, pp. 32.
Jacques Lacan, “Introduction à la structure de l’angoisse”, L’Angoisse, Séminaire X,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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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기에서는 대상의 다양한 단계의 수준에 까지 도달한다. ‘a’의 기능은 명확한 <결핍> 즉 남근의
결핍에 의해서 재현된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남근의 상상적 복구는 결핍이란 형태로부터 오는 것일 것이다. m여기서 ‘a’ 즉
현실적인 이미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신체의 이미지는 순수하게 상상적으로 주체의 질료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리비도화 되어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근은 하얗게-비어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외디프스적 시기에 결핍은 상징적 남근과 결부되고 되고 상상적 남근은 기록된다(-φ ). (-φ )은
상상적 구조에서, 특별한 상상적 드라마화의 수준과 닮은 리비도 이미지의 접근에서 형성되는 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외상적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주체는 배제되어있다. (-φ )의
자리에 경험의 장, ‘Unheimlichkeit’ 속에서 강박관념은 거세라는 단어의 현상처럼 부재나 현존
관련되어진 타자(A)에서의 i (a)이다. 그 이미지는 외상적 외디프스에게 있어서 타자(A)는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그 이미지는 결핍에 의해서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욕망의 결핍은 외상의 본질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서 상상적 거세에서 드러나는 외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분석학이 욕망과 대상 ‘a’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기화의 기능을 주체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근간이 되는 포인트처럼 작용하는 관계라고 한다.
동기화의 우세한 형식은 욕망의 동기화이다. 그 ‘a’ 는 욕망을 지지하는($▱a) 만큼 환상의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주체는 대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는 ‘a’를 욕망한다.
그러나 주체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대상 ‘a’ 달리말해서 욕망하는 대상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
주체의 포기 혹은 노력에 따르는 반응은 시작 될 것이다. 그 반응은 외부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욕망원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말하는 소리는 때로는 ’외침‘보다 더 강한 침묵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그 침묵은 자신에게 아무런 반응도 허용하지 못한 주체가 보여주는 초자아의 죄의식이나 무능함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면서 히스테리적 증상의 하나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선택적 침묵은 한 주체가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한 표현’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그것이 ‘원하는 바’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연구-치유-의 몫일 것이다.

5. 결핍에 따르는 선택적 함구증
우리는 외상적 체험과 관계된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언어 상실 그 중에서도 선택적 함구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선택적 함구증을 외상적 체험에서 오는 일종의
증상으로 강조하며 우리의 연구를 시작 할 것이다.
어린이에게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실어증이란 심각한 신경증 즉 자폐적 증상을
말 할 수도 있지만, 성인에게서는 가장된 실어증이 나오기도 한다. 우울이나 자폐적인 상태와 관계된
가장된 실어증상이 나오기도 한다. 완전히 말을 잃은 실어증과는 달리 선택적 함구증이란 특정한
하나의 상황이나 여러 개의 특정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말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증상들이 형성되는 시기나 장소를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적 경험의 형성기와 장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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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을 갖는 시기 중의 하나인 아동기와 가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14 뿐만 아니라 선택적 함구증을
보이는 상황에는 특정한 사람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아동의 증상은
유아기 가정에서는 인지되지 않다가 학교에 입학해서 증상이 뚜렷해지고 교사에 의해서 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선택적 함구증은 가족이나 친근한 사람들 앞에서 정상적으로 언어를 구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혹은 대상에 따라서 언어를 구사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많은 함구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특수상황에 처했을 때, 할 말을 잃어버렸음을 호소한다.
그것은 신경증적 증상에서 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반응적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람 앞에서의 실어증이란 심각한 신경증 즉 자폐적인 증상을 말 할 수도 있지만,
성인에게서는 가장된 실어증이 나오기도 한다. 우울이나 자폐적인 상태와 관계있기도 한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프로이트를 정신분석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어준 신경증적인 메커니즘의
이론을 한 예로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프로이트적인 해석과 라깡이
말하는 언어적 결핍의 실례를 보여주는 선택적 함구증을 마음이 아픈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임상에서 밝히고 있는 선택적 함구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아동의 가족의 신경증적인 반응, 즉 과보호적인 어머니나 엄격하고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아버지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정신 역동적 갈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초기의 외상 혹은 환경의 변화 같은
명백한 유발인자가 질병을 일으킨다. 최근에는 소아의 선택적 함구증을 성인의 사회공포증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많으며, 소아기 불안장애나 사회 불안증의 한 증상이나 아형으로 보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설은 아동이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위축되고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적 함구증을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입각해서 살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신분석학은 주체와 대상(Objet a) 달리 말해서, 주체와 욕망의 대상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학문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연구의 방법론으로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우리는 외상적 체험의 산유물 같이 다루어질 수 있는 증상을 치유하는 과정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분석과정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즉, 결핍의 이론에 입각해서 자신이 아무런 반응을
못하였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외상적 체험을 말하도록 하고, 자신의 결핍의 대상 즉, 욕망의
대상을 말하도록 -표현하게- 함으로써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분석과정을 선택적 함구증의 환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결핍된 욕망의 대상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자신의 신경증적 증상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다. 즉, 결핍을 표현(l’expression)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미지 활용을 위해서 미술 도구를
활용 할 것이다.
한 선택적함구증의 예를 근거로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치유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P(14세

14

Judith A. Yanof, Langage, Communication, and, Transference in Child Analyse I. Selective Mutism:
The Medium is the message II. Is child Analysis really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lytic
Association, 44: 79-11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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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학생)의 경우로 선택적 함구증의 증상을 정의하고 있는 DSM-IV의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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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P는 여느 선택적 함구증을 보여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학 시기, 즉 사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유아원 입학 당시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선택적 함구증을
인지하고 부모에게 고지한 경우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부모가 고지 받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 1차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중단하였다가 중학교 때 2차 치료를 재개하였다. 우리의 치유는
2차 때 이루어진 것이다. 병원에서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인문학적 치유의 발전을 위해서 의학의 도움 및 협진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의사의 의학적 진단을 근거로 우리의 치유가 시작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이때에 P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우리의 마음치유에 대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학교 수업중에 말하지 못하고 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사안은 없었다. 따라서 치유는 여는
분석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시작되었다. 단지 P가 수줍은 편이라 말을 못한다는
어머니의 사전정보가 전부였다. 더욱이 의식적으로 인지된 가정의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아무런 제시어 없이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말로 표현하는 -그림을 설명하는분석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15
그러나 치유의 목표는 수업 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가 두렵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P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면서 순간적인 대응능력이나 자기 표현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물론 인지적인
측면에서 치유는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이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 시켜주고
자신의 반응이 옳을 수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주면서도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치유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었다. 물론 학교에서도 잘못된 반응이나 실수가 커다란
책임이나 부끄러움의 크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 시켜 주었으며 다른 동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잘못된 반응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인지시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자신을 반응을 다각화해서
적절한 반응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위해서 순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주제회화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다각적 해석이 가능한 주제를 제시하면 활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동작과 커다란 소리를 유도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행동적 측면의 치유를
겸하였다. 부모나 학교의 도움 없이 아동에게만 행해지는 치유이었다.
이 치유과정에서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림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집-나무-사람-그림(HTP)에서 보여주는 조그마한 집의 크기가
말해주듯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그리기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2회
때에 사람 그리기를 권유하자 캐릭터로 그렸다(그림3). 그래서 자신의 이름표 만들기를 하자 역시나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뭘 봐‘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자신의 이름을 희극화 하였다-. 자신의 이름에 발음을 ”고양이“발음을 할 때 내는
”ㅇ(이응; [yang])”을 넣어서 자신의 이름의 기표를 가지고 유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0교이→0
이). 특히 “뭘 봐”라는 공격적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내재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15

본인의 연구를 한 사례에 맞추기 보다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결핍’과 내면적 세계를 중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치
유과정의 상세한 묘사나 내담자의 정보는 극히 제한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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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그리고 만족하게 과감하게 ’씨익‘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평소에 아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고 조심조심하는 태도 그리고 웃는 모습도 수줍게 웃거나 미소만
짓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려도 되는지?” 묻고 바로 그림5에서
보여주는 듯이 고양이를 그렸고 그 고양이 밑에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또렷하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이와 상징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주었다. 그가 만들어 낸
학교에도 고양이가 존재하였다. 비록 작은 크기의 고양이 이지만 자신의 학교를 위에서 주시하는 것은
고양이였다. “학교에서도 고양이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의 교우관계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라고 하였다. 그저 자신이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고 평안하다고 한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현 하수 있도록 데칼코마니를 하자(그림7) 그 형상을 ”아마존의 숲으로
생각하고 바다와 태양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고 표현하여서 기의(signifié)가 주는 상징적 연관성을
활용하여 어항을 제시하고 물고기 가족화(그림8)를 그리게 하자 물고기 가족 중에서 다양한 표정의
물고기와 사랑을 표시하는 기표가 표출되었다. 이에 다양한 사과 모양을 달고 잇는 사과나무를
제시하자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를 거의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신이
가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한결 활발해진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기표를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 즉 성적인 가치관에 대한 내면세계를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그림10).(그림11) 그리고
방문이 열려있는 것과 주제의 이미지를 제시하자 자신의 방에 있었던 고양이를 그렸다(그림12). 그
고양이는 할머니가 귀찮다고 자신이 유치원에 다녀오니 쥐약을 먹여서 죽인 고양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자신이 좋아하였던 고양이를 죽여서 할머니가 미웠다고 한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빠와는 사이가 좋다고 한다. 엄마는 남동생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고양이의 죽음과 더불어 설명이 되었다. 고양이를 다시 데려다 키우라고 권유하자
”할머니가 또 죽일까봐~“ 안된다고 하였다. 어느 날 집에 오니 고양이가 죽었다고 해서 슬펐는데
약을 먹여서 죽였다고 해서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일로 아빠와 할머니가 큰소리로
다투었다고 한다. 고양이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과 아빠라고 하였다. 그 때에 자신이 고양이의
소리를 흉내 내겠다고 하면서 ”야~오옹’하고 소리를 냈는데, 지금까지 P가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크기의 커다란 소리로 우렁차고 막혔던 소리가 터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소리가 큰 용감한
고양이라서 할머니에게서 잘 도망 갈 거라고 해주자 아주 기뻐하였다.
자신과 아빠가 좋아한 고양이의 죽음 이후 자신과 아빠의 공통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사이가
소원해짐을 종종 표현하였던 것이 아빠는 게임만 한다는 말로 표현하였던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춘기에 있는 남동생과 자신’을 물고기로 이미지화하였다(그림13).
그러나 종종 자신의 동생에 대한 질투를 표현하던 말과는 달리 꽃으로 장식하는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라며 과감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드로잉 치료를 권유 하였다(그림14). 그리고 작품완성을
통한 자신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제안 하였던 창작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새기었다(그림15). 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남학생과 운동장서 노는 모습을 그리고 물고기를
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주제를 자신 올라가야 할 아파트 계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아파트
계단에는 피뢰침까지 그려서 완성을 하였다. 활발해짐 모습에 처음에 와서 사전검사로 한 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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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렸다(그림19). 그래서 두 물고기가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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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그림(HTP)와 동적 집-나무-사람-그림(KHTP)를 실시하자 사람을 그리고 한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힘차게 선을 그으면서 집에 한층 다가가는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이즈음에 A의 어머니가 학교생활에서 교우들과 어울리거나 수업 중에 대답하는 태도와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좋아 졌다고 치유를 종결하고자 하였다.

6. 결론
우리는 결핍의 기표를 남기는 외상적 체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이론과 이를 치유하고자
적용한 이미지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분석학에서 다루고 있는 욕망의 대체를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좋아한 대상의 상실과 다른 대상의 발견이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고 있었다
－없어져버린 고양이 대신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연예인이다. 그리고 고양이랑 같이 놀아주던
아빠만큼 멋있는 연예인과 남자 친구이다.
자신의 대상상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물론 울기라도 하였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대상상실을 겪어야 하면서, 차라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말”을 때로는 닫았던 것이었을까? 함구도 마비도 모든 증상은 외부세계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와 같은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말하고자 하는 것- 혹은 자신의 죄의식과 같은 것이다.
아니면 외상적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자신의 무반응적의－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반응－반응의 재현을
통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황을 돌이키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마음치유를 하고자하는 우리의
임무는 그 신호의 정확한 해석을 읽어주고 그 아픈 마음의 원인을 인지 시켜주고 결핍의 의미를 인지
시켜주고 그 결핍을 긍정적으로 강화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은 대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경우는 슬픔과 더불어 결핍된 대상을 내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아픈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결핍된 대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 결핍된 대상은 때로는 되찾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는 결핍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선행되고, 오로지 자신의 적극적이지 못한 ‘반응’에 문제가 있었을 때이다. 그 때에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인지하고 적절히 표현하였을 경우, 대상이 현존 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차지
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되찾거나 다시는 가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결핍된 마음은 어떻게
치유 될 것인가. 이때에 대체나 승화의 내포가 화두로 되어야 할 것이다 - 고양이와, 고양이와 함께
하였던 아빠의 사랑이란 대상을 완벽하게 재현 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마음 설레게 하는
다른 대상에게서 기쁨을 찾아가는 경우처럼 말이다. 그 때에 우리는 상실한 대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때에 상실을 경험한 외상적 체험의 회상이 주는 파편은 단순히 기표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의적, 상징성 까지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찾아서 대체 되어지는
의미만이 결핍을 보상해주고 그 결핍이란 구멍 사이를 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상적인 방법으로
상징과 상상계를 오고가며 기의와 기표를 하게 제시 해주는 주제회화들의 순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화에서 빌려온 무의식적인 외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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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디프스 콤플렉스로 인하여 비난과 외면을 받기도 하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치유에서 마음을 치유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마음아픔을 치유할 때 그 손상되거나 상실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상에 대한 표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을 좋아한다는 표현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술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결핍의 부분들을 표현할
기회부여 하되 이미지가 표출한 기의와 기표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한 마음치유에서 외부세계와 다각적 방법으로 의사소통(표현력 향상)을 이루게 함으로써

Session 5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주체는 자아 존재감을 인지 할 수 있는 사회적 안녕을 높이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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