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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Suhyen & Jung, Shinhee. “Relationship among Child, Moter, and Language in The War that 

Saved My Lif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123-143. Kimberly Brubaker 

Brandley’s Newbery honored novel, The War that Saved My Life, is a book about a girl named Ada 

physically and psychically escaping from her mother’s abuse caused by the deformity of her foot. In the 

light of Kleinian study, Ada feels both envy and guilty towards her mother, which means that she envies 

the creativity of her mother’s breast and in the process of extorting it, she feels guilty by having a 

thought of attacking her mother. When moving out from London to Kent, Ada’s long journey to getting 

away from her mother imago to create her own identity on her own has started. In the mean time, Ada 

shows her linguistic progress alongside structuring her subjectivity. Unconsciously, her eventual aim is to 

get over her fear of loss her mother, and she achieves it by symbolical matricide in Kristeva’s ter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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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킴벌리 베이커 브랜들리(Kimberly Brubaker Brandley)의 소설 �나의 삶을 구

한 전쟁�(The War that Saved My Life)은 2016년에 뉴베리 문학상(Newbery 

Honor Book)을 받은 소설이다. 상을 수상한 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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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인기에 비해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하지만 이 소설은 아이들

의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잘 다룬 소설로 충분한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레이놀즈(Kimberley Reynolds)는 청소년 문학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른만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아

니다”(adults do not have the monopoly on powerful negative emotions or 

suffering)(89)라고 주장하였다. 이 책의 모순적인 제목(전쟁은 일반적으로 삶보

다는 죽음에 가깝게 느껴지므로)은 이 소설이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

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소설은 이차세계대전 중에 런던(London)에서 켄트(Kent)로 피난을 간 소

녀 에이다(Ada)의 이야기이다. 그녀의 삶에 있어서 크게 부각되는 전쟁은 이차

세계대전과 같은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어머니에게 벗어나기 

위한 내적인 전쟁이다. 생계를 위해 바에서 일하는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인 

그녀의 어머니는 에이다가 기형의 발을 가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녀는 에

이다의 존재 자체를 수치로 여기고, 에이다를 집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학대한

다. 어머니의 폭력에서 도망치기 위해 에이다는 전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피난을 

기회삼아 동생 제이미(Jamie)와 함께 집을 빠져나와 피난민 숙소 제공자 수잔

(Susan)의 집에서 살게 된다.

작가 브랜들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은 “사랑이 가진 치유의 힘과 어떻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족이 형성되는지”(healing power of love and how 

family comes unexpected places)에 대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버드

(Elizabeth Bird)는 이 이야기가 “한 소녀가 희망에 대해 악마처럼 맞서 싸우는 

이야기”(a story about a girl who fights like a demon against hope)라고 했

다. “희망은 학대보다 더 빠르게 파괴하기”(hope can destroy you faster than 

abuse)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에이다와 제이미, 그리고 수잔이 쌓아가는 연대를 

집중해보면 소설은 작가가 언급한 대로 이 소설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과 

지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이다가 수잔과의 연대를 쌓아

나가면서 가지게 되는 희망, 즉 어머니를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

한 희망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버드가 지적한대로 아이의 희망

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필자는 주인공 에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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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모친살해를 통해서 어머니를 벗어나 온전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점을 

집중해서 보고자 한다.

  모친살해는 20세기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중요한 개

념 중에 하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아이가 남근

기에 아버지의 권위와 힘에 굴복하는 것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한다고 

본 반면에 클라인은 아이가 남근기보다 훨씬 더 전인 탄생 직후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는다고 주장하였다(�정신병, 모친살해, 그리

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22). 클라인은 이런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아이가 

온전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모친살해가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클라인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유명한 이론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이 모친살해의 개념을 언어와 창조성에 연관시켜 아이의 사고 형성

을 살펴보았다. 이 두 이론가의 분석이 에이다의 어머니와의 전쟁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우선 클라인과 크리스테바의 어머니와 딸의 관계성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러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에이다와 어머니

와의 관계 또는 에이다와 수잔의 관계에 이를 대입하려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이다가 어떻게 언어를 받아들이고 상징계에 진입하여 사회적 인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이의 삶에 포함된 깊은 

두려움, 혹은 부러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성장

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클라인의 어머니에 대한 부러움(envy)과 

크리스테바의 모친살해(matricide)

독일출신 정신분석학자 클라인은 런던으로 건너가 당대 정신분석학의 지주였

던 프로이드 학파에서 분열되어 나온 자신만의 학파를 구축한 정신분석학계의 

거장이다. 그녀는 특히 놀이를 통한 아동 정신분석 기법을 만들어 낸 것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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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자신의 세 아이에게 직접 이 기법을 사용하여 많은 임상실험 결과를 남

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클라인은 또 다른 저명한 아동 정신분석학자 안나 

프로이드(Anna Freud)와는 아동을 대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다른데 아이의 불안

과 죄의식을 분석가와의 긍정적인 전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 안나와는 

다르게 클라인은 아이와 불안과 죄의식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여겼다(�정

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17). 

  클라인은 불안과 죄의식이 아동의 심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이 불안과 죄의식의 원천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근간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인은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선망하는 대상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여겼

다. 아이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가지는 무한한 창조성에 부

러움을 느끼고 이를 욕망한다. 하지만 이런 아이의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아이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이의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선망이 지

나쳐 오히려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집

어삼키려는 욕심이 커지는 경우이다(Envy and Gratitude 181). 두 경우 모두 어

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같은데 아이에게 있어 이러

한 어머니를 향한 무의식적인 공격의지는 아이로 하여금 불안과 죄의식에 시달

리게 한다. 

  또한 클라인에 의하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아이의 성격 형성에 뿐만 아니

라 아이와 세상과의 관계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인은 모든 경험은 내

적 현실과 외부 현실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타고난 

그리고 습득된 감정과 이미지를 타인에 투사하는 것과 외부 현실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내사하는 것, 즉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기술했다(�대상관계이론 

입문� 62).” 그리고 이 투사는 부러움과 관계있고, 내사는 욕심과 관계가 있는데 

아이는 부러움으로 생긴 자신의 공격성을 외부 대상에 투사하여 주변 대상들이 

모두 자신에게 호전적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머니의 무한한 창조성을 탐내어 

씨를 말려버릴 듯이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하고자 한다.  

  �나의 삶을 구한 전쟁�에서 에이다는 “엄마와 전쟁 중”(at war with my 

mother)(3)1이라고 밝히며 엄마에게 공격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대상인 엄마가 

  1 이후 �나의 삶을 구한 전쟁�(The War that Saved My Life)에 대한 인용은 페이지로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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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은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작가 브랜들리는 

인터뷰에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디에서 삶을 시작하던지 간에 그것이 삶에 대

한 첫 관점이고, 그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에이다가 살던 세계

가 급격하게 확장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Wherever you start as a child, that’s your first view of life and you 

think that’s normal. And then Ada, when the world expand dramatically, 

she starts to understand the things that she is missing)”라고 언급했다. 교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와 남동생 제이미 뿐이고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던 에이

다는 어머니를 통한 외부 세계와 내면 성찰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정상이

고 당연하다고 여기다가 의문을 가지고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에이다는 자신

의 어머니에 대한 공격 성향,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욕망에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후일에 런던에서 벗어나 켄트로 가서 에이다는 다양한 사

람을 접하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이 새로운 관점을 접하는 것과 죄의식 

심화는 동일 선상에 나타나다 완전히 어머니를 부정한 때에야 해방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즉, 에이다가 결여되어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창조성의 내재화

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면서, 어머니의 젖

가슴의 상실 속에서 창조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성이란 단지 어머니의 생식능력 혹은 어머니의 생산능력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적인 창조성은 물론이거니와 상징을 생산하고 자

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의미에서의 창조도 포함된다. 크리스테바는 이 창조성

을 모친살해와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 

모친 살해가 없다면 내적 대상이 형성될 수 없고 환상이 구성되지 않으며, 회복도 

불가능하고 자기의 내사(작용)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적대성을 극복할 수 없다. 클

라인이 말하는 부정성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환상을 경유하면서 충동을 지성으로 

인도하고, (부정성은) 어머니를 목표로 삼는다. 사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

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

라인� 238)

어머니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을 거두어들이는 모친 살해를 통해서 환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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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내러티브가 구성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죽음충동을 동반한 불안과 

죄의식과 같은 클라인이 말하는 부정성은 지성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모친 살해를 통해서야 비로소 상징(어머니 본인이 아닌 다른 대상물이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상징계로의 안정적인 도입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테바의 모친 살해와 언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크리스테바의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리스테바는 아이가 

거울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호계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맥아피 50-53). 

기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라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코라는 

크리스테바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Timaeus)라는 저서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플라톤은 우주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

는데, 그것은 저장소와 양성소를 의미한다. 즉,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만물이 존

재하는 순간에 우주를 담는 그릇이자 우주를 낳는 생산자를 의미한다”(맥아피 

50). 인간의 생성으로 보았을 때 이 코라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궁 속의 아이는 어머니의 아직 나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이전이라 장소와 자신

을, 자궁과 자신을,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속에서 욕구와 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장소와 자신, 어머니의 젖가

슴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 되지 않는 옹알이를 하게 되는데 후에 거울 

단계에 들어서면서 자아분열을 겪게 된다. 이런 일체적이고, 유동적이며, 무소불

능하며 신비롭고 음악적인 코라는 기호계의 근간이 된다. 크리스테바는 언어적

인 면에 있어서도 “언어와 무관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여성적인, 씌어진 글의 심

층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운율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것”이 존재하며 “그 공간은 음악적이고 판단행위에 선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호계적 코라라고 하였다(31). 

코라는 원초적인 두려움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맥아

피 96)이 그 근간이다. 이러한 주체를 확립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로 

하여금 어머니를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분리시켜 추방해야할 것으로 간주한다. 

라깡은 거울단계를 통해 어머니와 분리된 자아의 형성을 설명하고자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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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에 따르면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이상적인 자아라고 여겨 이 자아와 

한 몸이 되고자 한다.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그 기

저에는 자신의 주체에 대한 오인(misrecognition)이 깔려있다. 라깡은 “특이할 

정도로 정신분석학적 경험에서 차용한 이 공상으로의 도피는 실존적인 정신분석

학을 제공하는 체 하는 것으로 끝난다”(This flight of fancy, for all that it 

draw, to an unusual extent, on borrowings from psychoanalytic 

experience, culminates in the pretention of providing an existential 

psychoanalysis)(445)고 말하며 이 오인에서 나온 공상적인 나르시시즘적인 주

체 서사가 실존을 지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의 아이는 자신과 주변 환경을 구

분하기 시작하며 일문일답 체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에이다가 기호와 무의미의 세계에서 상징과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은 

소설 속에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과정과 맞물려 들어간다. 그녀가 어떻게 어

머니로의 무의식적인 회귀와 싸우고, 어떻게 자신의 죄의식과 불안을 대면하는

지, 또 그녀가 어떻게 언어를 배우며 사회와 상호작용해가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III. 어머니와 아동의 자아

사실 에이다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니다. 에이

다의 상태는 학대받는 아이의 전형인데 소설의 첫 문장은 “에이다! 창문에서 떨

어져!”(Ada! Get back from that window!)(1)로 강력한 금기로 시작된다. 그 다

음은 어머니가 에이다를 잡아끌어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장면으로 실질적인 폭

력이 수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에이다의 어머니는 에이다가 발이 안쪽

으로 휘어져서 발바닥이 들리고 발등이 바닥에 닿는 내반족(club foot)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으며 집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한다. 에이다에게 있어서 어

머니의 폭력과 금기는 일상이었다. 이처럼 폭력을 동반한 금기는 아이의 내면에 

강력한 초자아가 형성하게끔 하는데 이 초자아는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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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우에는 어른의 경우와는 다르게 연약한 자아를 짓누르고 불안을 증대시

키는 경우가 많다(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12). 요컨대, 에이다는 어

머니로부터의 억압으로 인해서 자아의 형성이 더디고, 불안과 죄의식은 가중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에이다의 불안과 죄의식은 어머니에 대한 부러움으로 인해서 더욱 가중된다. 

여느 여아와 마찬가지로 에이다는 어머니의 생식능력 및 창조성에 무의식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에이다의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욕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자 오히려 어머니를 파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증가한다. 

에이다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적인 구순 욕망과도 겹쳐 어머니가 남근을 소유하

고 있고, 이 남근을 어머니가 주지 않자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는 과정과도 겹쳐

있다(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205). 이는 남동생 제이미에 대한 집착 

및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 투사로 어머니와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서 두드러진다. 에이다는 제이미를 자신과 같이 집에 머물게 하려고 제이미가 자

는 동안 제이미를 묶어 놓기도 하고(6), 제이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

다(173). 또한 죽은 아버지에게는 좋은 부모의 이미지를 덧씌우고(43), 어머니에

게는 악인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모습도 보여 진다. 

  에이다는 전쟁 초기에 런던이 공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아이들만이

라도 시골로 보내자는 움직임이 일 때를 틈타 제이미와 집을 빠져 나온다. 부단

한 노력으로 걷는 연습을 하여 집 밖으로 나온 에이다는 드디어 어머니에게서 분

리된 자신을 인지하게 된다. 

갑자기 나는 내가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도 거울이 있었지만 높은 벽에 걸려 있어 내 관심 밖이었다. 나는 거울을 들여

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나는 내가 다른 여자애들과 똑같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내 머리는 부드럽지 않고 떡져 있었다. 내 피부는 그들보다 더 창백한 

우윳빛이었고, 오히려 잿빛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내 목 주위가 그랬다. 내 무

릎의 더러운 딱지들이 갑자기 지저분하고 너무 작아 보이는 내 빛바랜 치마 아래

에서 두드러져 보였다. 

  어쩌겠는가?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 비틀거리며 나왔다. 제이미가 기다리고 있

었다. 나는 그를 새로운 비판적인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도 다른 남자 아이들보다 

더 지저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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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a sudden I realized I was looking in a mirror. 

Mam had a mirror. It hung high on the wall and I never bothered with it. I 

stared into this one, appalled. I’d assumed I looked like all the other girls. 

But my hair was clumpy, not smooth. My skin was paler than theirs, 

milky-white, except it also looked rather gray, especially around my neck. 

The dirty calluses on my knees stood out beneath my faded skirt, which 

suddenly seemed grubby and too small. 

  What could I do? I took a deep breath and staggered out. Jamie was 

waiting. I looked him over with newly critical eyes. He was dirtier than the 

other boys too. (30)

라캉의 거울이론 속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에이다도 처음으로 어머니와 분리된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자기의 허구적인 정체성일지라도 아이는 처음으로 거울

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경계를 짓고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게 되며 “새로운 비판적인 눈”(30)을 가지게 된다. 이 이후 에이다는 자신

의 서사를 구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아이들보다 지저분한 에이다와 제이미는 피난처에 도착했을 때 피난 온 

아이들을 위탁할 가정에 선택받지 못하고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된다. 맡으려는 사

람이 없자 아이들은 억지로 수잔에게 맡겨진다. 수잔은 동성연인 베키(Becky)가 

죽은 이후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자신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믿었다. 에이다는 수잔이 애당초 자신들을 받으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

추어 수잔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잔에 대한 에이다의 태도는 제이미와 반대곡선을 그리면서 나타나는데 이는 

에이다가 제이미보다 더 어머니에 종속되어 있고, 어머니에 대한 선망과 죄의식

이 심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집을 벗어나서 수잔의 집으로 가자 에이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수잔의 집에 머물기 위해 수잔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추려고 한다. 하지만 제이미는 반찬투정을 하고(57), 같이 시골로 온 다른 친

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자 집으로 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73), 자다

가 침대에 오줌을 싸기도 하면서(60) 여러 불안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불안 행동을 보이던 제이미가 수잔과의 관계에서 안

정을 찾는 반면에 에이다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수잔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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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제이미는 왼손잡이인 자신을 강하게 훈육하는 선생님을 수잔이 훈계하는 

사건 이후로 수잔을 조금 더 편하게 대하고 의지하게 된다(116). 그래서 제이미

는 수잔의 여러 호의를 진정한 호의로 받아들이고 즐기게 되는데 에이다는 계속 

“그녀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년 우릴 원하지 않았어. 기억하지?”(She 

doesn’t like us. She didn’t want us, remember?)(80)라는 말을 되뇐다.

에이다가 수잔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베키

가 키우는 말이 학대받은 자신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수잔이 엄마

를 대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잔은 베키가 남긴 버터

(Butter)라고 하는 조랑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말발굽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아

서 버터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147). 수잔과 버터의 관계는 처음부터 제대로 수

술만 시켜주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내반족을 그대로 두어 걷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어머니와 에이다와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에이다가 “나는 수잔에게 당신이 

내 말을 불구로 만들었고, 방치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는 당신은 우리에게 바다

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하고 싶었다”(I wanted to say she’d crippled my 

pony, ignoring him. I wanted to say she should have shown us the ocean, 

she should have taken us there)(153)라고 말하는 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

이 수잔에 대한 원망으로 겹쳐져서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잔도 

엄마와 같이 자신을 학대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수잔과의 좋은 관계를 저지한다.

두 번째는 에이다의 불안과 죄의식에 관한 것인데 자의로 엄마를 떠나오기는 

했지만 에이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엄마가 진짜로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엄마를 버리고 나온 데에 대한 죄의식이 숨어있다. 또한 “이제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엄마는 나를 보고 기뻐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엄마는 내가 왜 목발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Maybe she’d be 

happy to see me, now that I could walk, especially with the crutches. 

Maybe she’d wonder why she never thought of crutches herself)(72)라고 말

하는 부분에서는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희망을 품기도 하

는 모습을 보인다. 엄마가 자신을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엄마는 어쩌면 우

리에게 누그러졌을지도 모른다”(Mam might have softened toward us)(117)라

는 구절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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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랑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나? 내 엄마니까 말이다. 그리고 수잔은 그냥 전

쟁 때문에 제이미와 나를 억지로 돌보는 사람이다”(even if it felt like Mam 

hated me, she had to love me, didn’t she? She had to love me, because she 

was my mam, and Susan was just somebody who go stuck taking care of 

Jamie and me because of the war)(183)라고 말하며 수잔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기대하는 자신을 질책하고 엄마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이다의 깊

은 소망과 불안은 결국에는 “나는 엄마가 수잔 같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수잔

이 엄마 같지 않을 거라고 믿지는 않는다”(I wanted Mam to be like Susan. I 

didn’t really trust Susan not to be like Mam)(84)인 것이다.

  특히 수잔이 자신에게 잘해줄수록 자신이 엄마를 벗어나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심화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크

리스마스에 에이다가 일으킨 발작이다. 클라인은 �아동 정신 분석�에서 “가족 행

사는 가정 속의 아이의 상황에 연관된 콤플렉스들을 깊이 건드린다”(Family 

festivities touch very deeply the complexes connected with the child’s 

situation in home-life)(103)고 말한다. 

왠지 크리스마스는 내 속을 뒤집는다. 함께 해야 한다느니 행복과 축하 같은 것들

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나는 그 일부가 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졌다. 나만

은 허락받지 못한 것 같았다. 수잔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더 무서웠다. 

(206)

Somehow Christmas was making me feel jumpy inside. All this talk about 

being together and being happy and celebrating-it felt threatening. Like I 

shouldn’t be part of it. Like I wasn’t allowed. And Susan wanted me to be 

happy which was scarier still. (206)

일반적인 아이라면 행복해야할 크리스마스에 에이다는 불안을 느낀다. 엄마가 

“이 못생긴 쓰레기 조각 같으니라고! 더럽고 쓸모없는! 그 추한 발로는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You ugly piece of rubbish! Filth and trash! No one 

wants you, with that ugly foot!)(213)라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권리를 받아들이기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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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다.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의 형성된 자아를 거부하고 자신이 새롭게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창의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사로 된다. 

  에이다의 내면의 갈등이 극으로 달하는 장면은 에이다가 수잔에게 벨벳 드레

스를 선물로 받고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이다. 에이다는 자신이 평범한 행복한 아

이처럼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근사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드레스를 입었을 때 에이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광해서 수잔이 이불로 감싸 붙잡

고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다(214). 선물에 대한 클라인의 고찰을 살펴보면 왜 에

이다가 선물에 대해서 발작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선물은 아이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엄마의 우유와 가슴, 아버지의 남근, 소변, 대

변, 아기들을 의미한다...... 무의식적으로 아이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을 리비도

적인 욕망에 묶인 공격적인 충동에 대한 처벌인 다른 모든 좌절들과 같다고 생각

한다. 반면에, 과도한 죄의식의 감정이 여전히 불편하게 자리하고 있거나 성공적으

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실망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아이

가 리비도적인 욕망을 모두 억누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는 선물을 전혀 즐기지 못한다. (�아동 정신 분석� 103)

presents signify all the love-gifts which were denied to the child-its 

mother’s milk and breast, its father’s penis, urine, stool and babies...... In its 

unconscious it regards not getting presents, like all other frustrations, as a 

punishment for the aggressive impulses that are bound up with its libidinal 

desires. In other cases, where the child’s excessive sense of guilt is still 

more unfavourably placed or has not been successfully worked through, this 

together with its fear of fresh disappointments may lead it to suppress its 

libidinal desires altogether. Those children cannot enjoy presents at all.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103)

  요컨대 선물은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빼앗고 싶었던 모든 욕망어린 것들이

고,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부모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들과 등치되

는 것이다.2 자신이 엄마를 버리고 왔고, 엄마를 파괴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렸지

  2 아이들은 똥, 오줌과 같은 것들이 타인을 공격하는 공격수단으로 여겼다(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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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고, 엄마가 진정으로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에이다에게 있어서 선물은 자신의 무의식속의 욕망을 가중

시켜 현실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더하게 하여 더 강한 불안을 이끌어

낼 뿐이다. 

  다음 날, 제이미와 제이미의 조종사 친구들을 불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때 

에이다는 그 드레스를 입고, 리본을 매고 자리에 앉아 여러 번 기절하려고 하는 

정신을 붙잡고 있다. 순수하게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기는 제이미와 

다르게 에이다가 이처럼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데에는 어

머니에 대한 죄의식이 깊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또한 여전히 온전한 주

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관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

다. 다음은 에이다가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아를 확립

하며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언어와 주체의 형성

  소설 초반에 에이다는 자신의 성도 생일도 알지 못한다. 처음 수잔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자 에이다는 “히틀러”(Hitler)라고 답한다(37). 

그러자 수잔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진짜 성을 말해달라고 한다. 에이다는 수잔

의 성인 스미스를 자신의 성으로 이야기한다(37). 이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았

을 때 소설 초반의 에이다는 아직은 주체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인공의 이름 에이다(Ada)는 마치 

어린 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듯한 발음처럼 보이는데 마치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가지지 못한 주인공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하다. 이차세계대전 중에 클라인에게 

분석을 받던 리차드라는 아이의 분석을 기술한 책 �아동 분석의 내러티브�

(Narrative of a Child analysis)에 보면 리차드가 히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

찰하면서 두려워하자 클라인은 이를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디즘적인 욕망을 외

부의 파괴적 인물 히틀러에 비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24). 에이다의 히틀

러와의 동일시는 에이다 내면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을 은연중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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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소설 초반의 에이다는 전혀 교육되지 않은

(uncultivated) 원시적이고 모호한 주체상태에 처해있었다. 

  에이다의 불안의 근원에는 언어로 정의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

움이 큰데 그것은 심연과도 같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호계적인 코라라

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이다는 자신의 가장 큰 콤플렉스인 자신의 안으로 

굽은 발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억측과 두려움을 쌓아 올린다. 그러

나 수잔은 에이다의 발을 보자마자 그것은 “내반족”이라고 이야기해준다(40). 에

이다는 수잔을 통해서 리차드 3세도 내반족이었다는 것(41), 자신의 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할 건 없다는 것(42), 어렸을 때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고칠 수 있

었다는 것(50), 그리고 지금도 수술하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다는 것(51) 등 

자신의 발에 대한 다른 여러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한순간에 에

이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잔과 의사가 말하는 단어는 에이다가 

못 알아듣는 말투성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완쾌된(successfully resolved),” “내

반족(clubfoot),” “수술하다(operate)” 같은 단어들은 에이다에게 너무나 낯선 

단어들이었고, 거부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에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비단 의료 용어에서만 그치지는 않았다. 승마에 사용되는 용어나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수잔이 구사하는 언어 또한 에이다에게는 익숙하지 않

은 것들이었다. 에이다는 단어의 의미를 묻는데 피로를 느끼고(87), 알파벳을 배

우기를 거부한다. 

에이다는 왜 언어를 배우는 데에 거부감을 가질까?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

한 기표를 부여하는 행위는 그것이 결코 현실을 담지는 못할지라도 현실을 제어

하여 이해 범주 안에 넣으려는 노력이 들어있는 행위이다. 에이다가 자신의 발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와 지식으로 이

해하면 자신이 불안해했던 만큼 그렇게 대단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

다. 그렇지만 기표는 그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 혹은 그룹의 이해가 들

어가 있기 마련이다. 에이다가 느끼는 거부감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담론체계이

고 상징적 질서인 것이다. “담론 속에는 권력과 지식이 결합 되어 있다”(in 

discourse that power and knowledge are joined together )(100)는 푸코

(Foucault)의 주장처럼 권력과 지식으로 무장한 의료용어는 에이다로 하여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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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게 한다. 김정호가 주장한대로 “전문가집단은 특정한 용어 및 담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27)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타적

이다. 에이다는 학교 앞에서 교육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자 울며 

“바보. 얼간이. 교육 가능한. 사려 깊은. 모든 건 그냥 단어다. 나는 의미 없는 단

어에 질려버렸다”(Stupid. Simple. Educable. Thoughtful. All just words. I 

was so tire of meaningless words)(90)라고 말한다. 기의와 기표의 연관성을 

교육기관이 구사하는 담론의 체계에 진입하기를 열망하지만 소외당하는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배우기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에이다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트라치(J. Strachey)는 “읽기는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지식을 가져

온다는 무의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강탈한다는 공포가 읽

기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reading has the unconscious significance 

of taking knowledge out of the mother’s body, and that the fear of robbing 

her is an important factor for inhibitions in reading) (Love Guilt and 

Reparation 재인용 241)라고 아이의 학업 장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다. 아

이들의 지적인 호기심이 주로 탄생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머니의 몸에 대한 호기심은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에이다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가중된 죄의식

이 에이다가 글을 읽고, 지식을 배우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클라인은 이에 더해 아이는 어머니의 몸뿐만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

해서도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머니의 몸에 일어날 파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내용물의 명확한 개념을 얻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속에 일어나는 끔찍하고 무서운 것에 대한 걱정

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을 억누른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지적 억압

의 요인이다. (�사랑, 죄의식, 보상� 242)

Just as the excessive anxiety in regard to the destruction wrought in the 

mother’s body inhibits the capacity to obtain any clear conception of its 

contents, so in an analogous way the anxiety in regard to the terri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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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ous things that are happening inside one’s own body can suppress all 

investigation into it; and this again is a factor in intellectual inhibition. 

(Love, Guilt and Reparation 242)

  에이다는 자신의 발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수잔이 “그 발은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

다”(That foot’s a long way from her brain)(42)고 말하며 에이다가 발 때문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듭 

인지시켜주자 자신의 발에 대한 지적인 사실도 받아들이고, 그 외에 지식도 습득

하게 된다.  

  에이다의 지적인 성장은 에이다의 내면의 자아의 성장과 맞물려서 일어난다. 

에이다는 처음에 수잔이 자기 전에 �스위스 가족 로빈슨�(The Swiss Family 

Robinson)이라는 책을 읽어주는데 매우 큰 거부반응을 보인다(91). 그리고 접촉

하는 세계가 급격히 넓어지면서 밀려들어오는 지식에 대해서 “때로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Sometimes I was so angry about 

everything I didn’t know)(119)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한다. 또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한다. 친구 스티븐 화이

트(Stephen White)와 함께 사는 장교가 집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에이

다는 알아 볼 수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었지만 수잔이 글을 알려주겠다고 하자 

강력히 거부한다(136). 또한 친구 메기가 편지를 보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수잔이 읽어주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메기의 마구간지기 프레드(Fred)한테 읽어

달라고 한다(183). 이런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심리가 작용하는 데 그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시도했는데 진짜 배울 수 없으면 어쩌지?”(What if I tried 

and found out I really couldn’t learn?)(126)라는 의구심이다. 어머니가 에이다

에게 부여한 무능한 아이의 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두 번째 심리는 수잔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어 수

잔이 어머니를 대체하게 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침내 에이다가 수잔에게 글을 가르쳐달라고 하게 된 계기는 자신에 있지 않

다. 오히려 수잔이 겨울이 되어 옛 친구 베티의 죽음을 떠올리며 우울증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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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 글을 가르쳐달라고 한다(196). 주체의 상태보다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글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

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발작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어머

니의 이마고를 띤 강력한 초자아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자아가 가지는 죄의식

이 글을 배운다는 것으로도 가중되어 그 긴장이 절정에 달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위기는 있었지만 한 번 확장되기 시작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순조롭게 이어

진다. 이후에 에이다는 적극적으로 읽고 쓰기를 배우며 책을 통해서도 경험의 폭

을 넓히며 상상력을 기른다. 에이다는 메기가 빌려준 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Alice in Wonderland)를 다 읽고 �거울 나라의 엘리스�(Alice’s Adventures 

Through the Looking Glass)를 메기한테 빌리는 등 독서에도 재미를 붙이기 시

작한다(226). 이와 동시에 자신에게 각인된 정체성을 탈피하여 스스로 자아를 구

축하게 된다. 프레드의 마구간에서 일도 돕고, 여성 봉사 활동(Women’s 

Volunteer Service)에서 다친 병사들을 돌보는 일도 돕고, 해변에 침투해 들어

오는 스파이도 잡는 등 타인과의 관계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게 자아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경계를 새로이 설정한 에이

다에게 상징계로 온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최후의 관문은 모친살해다. 사실 에이

다의 무의식에는 이렇게 변한 나를 보면 엄마도 자신을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막

연한 희망이 깔려있다. 하지만 돌아온 엄마는 여전히 에이다에게 냉정했다. 에이

다의 엄마는 아이들을 전혀 찾지 않다가 정부가 맡긴 아이들에 대해 보조금 내라

고 하니까 성내면서 찾아온다. 엄마는 에이다가 좋은 옷을 입고 여느 평범한 아

이처럼 생활하는 것을 보고 “마치 네가 나보다 낫다는 듯이”(like you’re better 

than me)(289) 뽐낸다며 성을 낸다. 이 말은 처음부터 에이다와 엄마의 관계가 

어머니와 딸아이의 대립과 갈등, 시기에서 관계가 맺어졌고, 엄마가 에이다를 자

신의 잣대 안에 한정 지어놓고 있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에이다는 런던의 집으로 돌아와 목발도 뺏기고 예전과 같은 단절된 삶을 강요

받는다. 하지만 에이다는 예전의 에이다가 아니었다. 에이다는 서랍에서 자신의 

출생증명서 찾는다(303). 성도 모르고 생일도 몰랐던 에이다에게 이는 스스로 마

침내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언어를 알지 못했다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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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증명서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에이다는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찾은 뒤에 어머니에게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내가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너를 치워버릴 수 있다는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에이다를 캐비넷에 넣어버릴 때의 미소였다. “확

실하니?”

나는 평생 저 말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네.” (306)

“I can get rid of you without paying anything?

I nodded.

She grinned. It was her stuffing-Ada-into-the cabinet grin. “Is that a 

promise?” she said. 

All of my life I would remember those words.

I said, “Yes,” (306)

  엄마와의 절연은 에이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모친살해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와 동시에 기호계적인 코라의 상태를 벗어나 온전하게 자기 주체를 확

립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지는 상징계적 질서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드러낸다고

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징적인 모친 살해를 통해서 창조성의 원천이고, 의미

작용에 앞선 인간 경험의 원초적 무의식에 가까운 코라를 다스리고 그 기반에 자

아를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에이다는 엄마와 절연한 후에 제이미를 데리고 수잔에게로 돌아간다. 타인에 

대한 내면의 투사를 멈추고, 어머니라고 하는 절대적 대상의 대체 가능성을 인정

하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자발적으로 변한 에이다의 모습이다. 마침내 어

머니로부터의 죄의식과 부러움으로 인한 경쟁 구도에서 자유로워지고 어머니와

의 양자관계에서 벗어나 삼자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어머니와의 분열을 

이루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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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브랜들리의 뉴베리 상 수상작 �나의 삶을 구한 전쟁�의 주인공 에이

다와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에이다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았

다. 에이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남과는 다른 발 내반족에 대한 콤플렉스와 그로 

인한 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머니에게 깊이 종속된 상

태였다. 이러한 상태는 에이다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초자아가 정해놓은 강력한 틀 안에서 갇혀 지내게 

한다. 이 경우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부러움과 공격 본능이 억눌

리게 되고, 그 반대급부로 극심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다.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다의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이라는 주제

로 관통된다고 본다. 런던에서 켄트로 피난을 가며 어머니로부터 물리적으로 떨

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에 에이다는 세상을 경험하고, 타자와 소통하

는 데에 있어 여러 심리적인 장애를 겪는데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언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언어를 배우는 것

이 어머니에 대한 공격이고 저항이라고 여기는 죄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언어를 배움으로서 전에는 정의할 수 없고, 막연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던 

많은 타자와 대상을 자기의 방식으로 정립하고, 세상을 이해해나갈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징적인 모친살해의 과정을 통해서 원초적이고 원형

적인 모성성에서 분리되어 자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을 구한 전쟁�은 에이다가 어머니와의 내면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스스로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그 과정 중에 어머니와

의 긍정적인 관계가 아닌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내면에 있는 깊은 두려움, 죄의

식, 불안 등을 세밀하게 묘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났을 

때에야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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