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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학치료의 자기서사 진단과 작품서사의 공명성을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파악하여 스스로 자가치유를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문학치료의 자기서사진단과 기초서사진단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서사를 이해하고 작품서사와
의 공명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문학치료의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을 통해 자기서사를 이해하고 
자문화 기술로 자기의 심리적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문학치료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기서사를 이해하는 것과 작품서사와의 공명을 통해 치유적 자기탐색을 하는 것에 새로
운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밝혔다. 

주제어 : 융복합, 자기서사, 기초서사, 작품서사, 사례연구, 민담, 자문화 기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self-healing by identifying self-description by utilizing 
the self-description diagnosis of literary therapy and the resonance of the work narrative. Therefo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therapy, which uses the 
self-introduction team of literary therapy and basic photography team to understand their own 
narrative and to heal themselves through resonance with the work narrative. Through this study, we 
understood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identify and understand one's psychological problems 
through self-description and self-culture techniques. This case study revealed that it can be used as a 
new technique for understanding self-description by applying the methodology of literary therapy and 
for healing self-exploration through resonance with the work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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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erame

nt

Stimulus pursuit 54 NS M

Danger avoid 60 HA M

Table 2. TCI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작품서사를 통하여 자기서사를 분석하는 것은 한 개인

이 지니고 있는 병리적 혹은 부적응적인 심리상태를 진
단하는 것을 넘어서 진단의 과정 자체가 치료적인 행위
로 이어질 수 있다[1]. 문학치료와 기존치료와의 차별 점
은 진단과 치료가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작품과 접촉하여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동시에 치유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공명을 통해 자
가치유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서사 사이에 일
어나는 치유적 작용이 어떤 경로를 거쳐 발현되는지 이
해한다면 작품서사를 통해 자신의 치유를 이끌어 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이러한 서사의 공명을 자
문화 기술방법으로 기록하여 고착된 서사를 확인하고 교
정할 수 있는 서사분기점을 찾는 것 역시 이 연구의 새로
운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 연결된 개인의 서
사가 기존의 병리성을 건강한 서사로, 새로운 분기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학치료 서사진단
자기서사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존재의 서

사를 근거로 한 대인관계 서사를 살펴보았다. 대인관계 
양상으로 드러난 관계의 서사 이면에 근원적인 영향을 
주었던 존재의 서사를 살펴보는 과정은 한 개인의 다층
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해준다. 관계에 있어 존재가 전제
되고 존재는 관계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실
상 하나의 대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며, 
이는 서사의 양상과 의미를 더욱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적합한 형태로 분석할 길이 열릴 수 있다[3]. 존재의 서사
에 대한 진단은 심리학적 진단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심리검사는 각 사람마다의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과정 자체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얻게 해주는 
도구이다[4]. 존재의 서사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동시에 
서사로 이어지는 포괄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심리검
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인 MMPI-2[5]와 TCI[6]를 활용하
였다. 

2.2 자문화 기술
자문화기술지는 Geertz, Clifford & Marcus가 기존

의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철학적, 방법론적 경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화기술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이
에 따른 재개념화 시도의 추세와 함께 나타났다[7].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이끌
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문화기술지 연구자들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과정을 거친다[8].

이처럼 자문화기술지의 자료 수집은 기억회상, 자기성
찰, 자기분석 등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인 자료를 주된 자
료로 수집하고 문헌, 문화적 인공물 등의 증거자료와 연
결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9].

3. 연구 방법

자기서사진단은 두 영역으로 진행하였다. 존재의 서사 
진단에 필요한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인 MMPI-2와 TCI
를 참고하였고, 관계의 서사와 존재의 서사가 지니고 있
는 병리적 정서의 원인 탐색은 기초서사진단지를 활용하
였다. 

작품서사분석은 폴 오스터의《달의 궁전》를 중심 작품
으로 하였고, 분기점의 비교 작품으로 <시집살이 고달파
서 중이 된 며느리>와 <호랑이 눈썹>[10]을 참고하였다.

자기서사진단을 서사 진단과 심리검사로 확인한 후 이
에 대한 작품을 선정하고 자문화 기술형식으로 자신의 
서사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기간은 총 6개
월 동안 주 1회 3시간씩 15회기를 진행하였다.

3.1 심리검사를 통한 존재의 서사 진단

VRIN TRIN L F K HS D

37 51 52 54 56 49 55

Hy Pd Mf Pa Pt Sc Ma Si

42 46 47 39 54 43 43 51

Table 1. MMP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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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nsitivity 53 RD L

Persistance 78 P

Chara
cter 

Autonomy 79 SD H

Solidarity 82 C H

Self-transcendence 80 T H

Autonomy + Solidarity      161

두 검사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우울과 강박, 내향성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점수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우울감을 느끼는 상황이 주로 강박적인 불안이 높을 
때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갈등상황을 내향화된 태도
의 해결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연행동, 우
유부단, 미약한 신경증 등의 증상을 자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TCI검사는 이에 보충적으로 기질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3.2 기초서사를 통한 관계 진단
기초서사의 영역에서 좌절, 승리, 상생의 서사와 자녀, 

남녀, 부부, 부모서사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다시 각 영역
에서 소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주체가 놓여있는 ‘입장’과 서사의 주체가 관계 맺기 방식
에서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서사의 연역적 체계를 이룬
다[11].

Classificati-on1 score Classificati-on2 score

Epic of 
frustration 15 Epic of child 12 (3, 4, 5)

Epic of Victory 17 Epic of 
couple 12 (4, 4, 4)

Epic of 
win-win 18 Epic of 

a pair 13 (4, 4, 5)

Epic of
parent 13 (4, 4, 5)

Table 3. Basic epic

분류기준1의 영역에서 상생의 서사가 가장 높은 점수
로 나온 것은 상생에 대한 의미를 좌절이나 승리의 서사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좌
절의 서사의 영역이 상생과 3점의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 좌절에 대한 상처를 받아들임이 완전히 소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의 가치에 
높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소망단계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3.3 자기서사진단 종합 분석

MMPI-2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우울과 강
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두 척도의 값이 동시에 높게 나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
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제의 상황에서 해결 가능
성을 비관적이고 자기 반추적인 태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며, 자기주장을 내세
우는 것이 매우 힘들다. TCI의 결과에서는 이런 내향적
인 강박이 기질에서 비롯된 성향임을 보여준다. 후천적 
성격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내향적 측면을 보완
하는 면이 있으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없고 
수동적인 태도는 우울감을 상승시켰고, 강박적인 불안을 
표현하기보다 내재화시키는 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다소 냉소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로 깊이 있는 관계 맺기를 거부해 온 것으로 짐작된
다. 기초서사의 진단과 연결되어 살펴본다면 수동적이고 
강박적인 성향은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자기주장을 통해 
표현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 자신을 맞추어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박적인 불
안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검사의 결과에서 아직 좌절의 극복이 완결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생으로 가기 원하는 것 역시 상
생의 서사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강박적 우울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많고 내
재화의 경우 자살사고와 이어지기도 한다. 

기초서사의 영역에서 자녀서사의 좌절된 상처는 강박
적이고 우울한 성향으로 인해 표현되지 못한 채 내재화
되었고 대인관계의 냉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속감이 상
실되었고 관계의 불편함은 타인에게 짐이 되는 느낌을 
갖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좌절은 자
살사고로까지 비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2].

자기서사진단을 하며 심리검사의 영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우울감과 강박의 원인이 되는 서사를 발견하
게 되었다. 짐작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우울과 강박이 
자녀서사의 좌절서사 부분과 연결되며 심층적인 근본으
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4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과 설화를 적용한 자기 
    서사 분석

자기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때때로 이유 없는 우울이
나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할 때마다 이 책의 구절들이 생
각났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심리적 부분이라 여
겨왔다[13]. 이 기회를 통해 작품의 서사를 통해 깊이 있
는 접촉을 시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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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는 출생부터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시작했고,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어린나이에 잃게 된다. 함께 살게 
된 외삼촌은 클라리넷연주가였고 촉망받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으나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방
인 같았다. ‘포그 집안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에게도 뚜렷
한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공상에 잠기고, 벼락
같이 화를 내고, 한참씩 무기력에 빠져 드는 기질이 있었
다.’[14]

포그는 ‘포그’라는 외가의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포그 
집안의 무기력과 우울, 현실에 뿌리내지지 못해 떠도는 
정신의 기질을 물려받았다. 포그는 삼촌의 죽음으로 경제
적인 빈곤이 심해진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벌거나 일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15].

포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
을 선택한다. 그는 삼촌의 책들을 내다팔아 식료품을 산
다. 이마저도 책들이 다 바닥나자 그는 그저 삶의 흐름에 
그 자신을 맡긴 채 도시를 배회한다. 포그가 절망 앞에서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에 맡기는 것이었
으나 그의 태도는 자포자기나 허무주의적인 것과는 달랐
다. 이 분기점에서 유사한 민담 두 편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한국민담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으로 인해 중이 되어 걸식을 
하고 돌아다니다 친정어머니를 만나 서럽고 아픈 마음을 
참지 못해 자결을 하고 만다.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역
시 삶의 빈곤을 견디기 힘들어 호랑이 밥이 되기 위해 산
으로 오른다. 세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먹을 끼니가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다. 절망 앞에서 각 서사의 
주체는 선택을 해야 했다.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끼니를 이어가기 위해 절로 들어
가 중이 되어 동냥을 한다.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은 호
랑이에게 먹이가 되기 위해 산으로 떠난다. 《달의 궁전》
의 포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에 자신을 맡긴다.

절망 앞에선 그들의 선택은 서사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작용하는데, 절망 앞에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삶에 자신
을 맡겼던 포그는 키티라는 중국인 여학생으로 인해 새
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어든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버
티지 못한 며느리는 포그의 거지생활과 비슷한 동냥을 
하는 삶을 선택하지만 분명 그 둘의 마음가짐은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포그의 절망은 책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
고 그저 운명에 자신을 맡긴다. 이는 허무주의적 포기와
는 다른 순응적 태도에 가깝다. 그러나 며느리의 태도는 
포그의 순응과는 다른 회피에 가까운 태도로 보인다. <호

랑이 눈썹>의 주인공은 이 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죽음
을 선택한다. 이 선택의 지점에서 세 명의 운명은 결과적
으로 다른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포그가 겪는 두 번째 절망에서 <호랑이 눈썹>의 주인
공과 같은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 태도
는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시
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시집살
이의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절망에 대처하는 선택이 달라
진다. 그녀는 삶의 절망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서사의 주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떠나거나 있는 
그대로 절망적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사에서 죽음은 정신적 죽음이며 
이는 곧 낡고 오래되어 병든 정신의 틀과의 이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
떠한 변화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죽음이 해결일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자살사고에 대한 경험은 대다수의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
한 사람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의 형태이다.

나의 이십대는 포그 집안의 사람처럼 감정의 극단을 
오갔고 때론 희망이 저절로 차오를 때도 있으나 대부분
의 시간을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져 지내기 
일쑤였다. 현실의 뿌리내지지 못하는 정신은 책이라는 또 
다른 현실로 도피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현실이라는 차갑
고 냉정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순간은 언제나 죽을 만
큼 힘들었고 회피하고자 하는 신경증의 상태로 지내왔다. 
자녀서사의 좌절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삶의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에서는 <시집
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의 며느리처럼 내 안
의 절망을 회피한 채 삶을 구걸하는 태도로 살아왔던 것 
같다. 

오래전《달의 궁전》을 읽으며 포그가 삶의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
다. 절묘한 역설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내가 들이쉬는 
모든 숨결로 나 자신의 운명을 음미하는 법을 배울 셈이
었다.(16) 나에게 이런 버티는 힘과 수용의 태도가 있었
다면 어쩌면 삶의 방향은 오래전에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했고 그것은 매우 
관습적이고 인위적인 반복이었다. 겉보기엔 뭔가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늪으로 더 빠져드는 허우
적거림이었다. 서사진단을 통해 나는 보고 싶지 않았던 
자녀서사와 좌절의 서사에 직면하게 되었다. 작품의 서사
를 통해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안전한 느낌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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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사의 맥락으로 진단을 따라가
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서사를 직면하기도 하였고, 
심리검사의 증상의 원인으로 자리 잡았던 근원적 서사와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자녀서사와 좌절의 서사를 극복했
었다고 생각을 해왔었다. 그러나 우울서사 설화를 읽던 
중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포그의 선
택과 유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태도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지점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게 되었다. <호랑
이 눈썹>의 주인공이 된 듯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기
초서사진단에서도 드러났듯이 작품의 분기점에서 마주한 
나의 모습은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의 며
느리처럼 주어진 삶의 짐을 회피한 비루한 그것이었다.  

세 편의 서사를 분석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서사는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기점에서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
관적인 믿음이 생겨난다. 이는 열린 희망의 가능성을 믿
게 만들어 삶에도 그 구조적 틀이 적용되게 하는 힘이 있
다. 나는 아직 절망의 끝을 피해버린 며느리의 서사에 머
물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서사의 끝은 항상 새로운 분
기점에서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처럼 통찰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달의 궁전》의 포그의 여
정처럼 많은 상징적 죽음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심리검사와 기초서사진단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자
기서사 진단을 분석한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존재의 
서사와 관계의 서사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증상의 근본적 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과 두 편의 설화 <호랑이 눈
썹>,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를 함께 비교하
여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공명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
사의 공명을 통해 선택과 결과의 바탕이 된 중요한 화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실질적인 죽음과 병든 정신의 죽음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자살사고는 
육체적 죽음이 아닌 병리적 서사와의 이별을 의미함을 
알게 되었다[16]. 

작품서사를 통해 자기서사 분석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의 심리검사에서 증상만으로 드러났던 우울과 강박 성향

의 근원적 원인을 관계의 서사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서
사의 주체가 절망 앞에 놓인 선택이 유사하더라도 서사 
주체의 수용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고, 이는 ‘죽음’의 
의미를 실재와 정신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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