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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출산 후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과 모성 역할에 한 의미를 이해하기 해 개인이 경험한 의미에 을

둔 상학 방법을 사용한 질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 후 8주에서 1년 이내의

여성 17명이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8.1세로 5명의 산부와 12명의 경산부이었다. 참가자의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한

융합 인 경험에 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신체의 변화와 고통, 그 힘이 듦, 기 와 실의 차이, 남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모성이자 여성인 어머니를 생각함, 몸과 마음의 아픔이 승화됨, 여성과 모성의 융합과 해리의 7개의 범주가 도출되

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출산 후 여성의 성역할 경험에 한 일련의 과정을 구성함으로 출산 후 여성의 역할에 하여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생애주기별 여성의 성역할 경험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 로 여성의 다양한 성역할 규명이 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모성, 성역할, 출산, 여성성, 상학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s that focus on the meaning of what 

individuals experienc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gender role of women after childbirth.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17 women who gave a birth from 8 weeks of the postpartum period to a year after the birth. Seven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gender roles of participants, and the seven 

categories are confirmed to be body changes and pain, just making me feel down,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isolation from husband and social network, thinking about my mother as a woman, the pain of body 

and mind sublimates, and convergence/dissociation between femininity and motherho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that would have a broader understanding of women's gender role 

after giving birth.

Key Words : Convergence, Motherhood, Gender identity, Childbirth, Femininity, Phenomenological study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received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o.2017R1A2B4009560).

*Corresponding Author: Gisoo Shin(gisoo@cau.ac.kr)

Received July 25,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3,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9, pp. 421-430,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9.421



한 합학 논 지 제9  제9422

1. 론 

1.1 연  필  

여성은임신의 긴 여정을거치면서 임신 에 경

험할수 없었던신체 , 심리 변화를 겪게 된다. 임신에

따른 신체 , 심리 변화는 출산 후에 다른 변화로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며 뿐만 아니라이 에 여성으로서

의 성역할 정체성에서 모성으로서 새로운 역할 환을

부여 받는다[1].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1960년 자신의 성별에

한 개인 경험이라는 의미로 사용[2] 되었으며 재

는 성 지향, 즉 동성애나양성애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3]. 성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 자와 호르몬을 비롯한 생물학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환경 요인은 유

아가성장, 발달하는과정속에서가족, 권 자 는

매체 등의 향력에 의해 성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성역할 정체성(gender role identity)은 실

제의 생물학 성 는 개인이 인식한 성별에 기반 하여

사람들에게 일반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행동 태도를 포함

하는 것으로[5] 사회․문화 성역할은 보통 여성의 역

할 는 남성의 역할개념으로 보편화되어일컬어지고 있

다. Basow [6]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을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는물리 , 심리 증거는 없으며 여성과 남성이

존재하는 차이 의 부분은 성역할에 따른결과로 성역

할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집단, 부모의 양육태도, 학

교, 언론 종교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고 하 다.

통 으로 여성으로서 성역할은 수동 이고 감성

이며 남성에 비해신체 , 심리 으로 취약하여 좀 더 많

은 심이 요구된다는 고정 념이 일반 이며[7], 이는

결혼 후 남성과는 다른 성역할로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

거나 구속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즉, 남성은 결혼 후

가장으로서 경제 책임감이 더 강화되어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역할이 주어진 반면에 여성은 주부로서

양육자로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역할에 하

여 사회 으로 인정하는 것이다[8].

더욱이 여성의 성역할은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

리 으로 모성의 역할로 환하게 되며, 임신 에는 경

험할 수 없었던 모성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모

성역할(motherhood, mothering)은고 으로 여성의 생

물학 인 생식능력과 연계되어 정의되었으나 제2차세계

이후 고 인 모성역할뿐만 아니라 양육 문가의

역할로 확 되었으며 이후 1980년 산업화 시 에는 아

이와 가족 사회의 건강 돌 자(caretaker)로서 의미가

확 되었다[9]. 모성역할획득이론(maternal role attainment

theory)에 따르면, 모성역할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을 얻고 그 역할에 한 만족과 기쁨을 표 함으로 내면

인 모성 정체성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

신과 함께 측되는단계, 출산에 따른 공식 인단계, 여

성의 과거 경험과 미래의 목표에 기 하여 역할을 만들

어 가는 비공식 인 단계 역할을 분석하여 역할의 정

체성을 인지하는 개인 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10].

이러한 모성역할 획득은 출산 후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

어 요한 과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출산 후 모성역할과

출산 여성으로서 인식 하 던 성역할에 한 차이

을 이해하는 근 한 필요하다.

그러나 재까지 출산 후 여성을 상으로 한 선행연

구들은 모성역할획득에 주로 이 이루어져 있으며 임

신과 출산의 경험이 임신 인식하고 있었던 여성의 성

역할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신 과 차이가 있는 출산 후여성들

의 신체 , 심리 , 사회환경 특성이 모성으로 주어지

는 성역할과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와 더불어 여성과 모성의 통합체로서의 여성을 이해

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출산 후 여성들의

주 경험을 이해하기 해서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상학 연구방법이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상학

연구방법의 목 은 인간에 한 이해의 증진으로 명상

인 사고를 기 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임상

실무로부터 나오는 연구문제와 임상간호의 기능에 좀 더

합하게 연구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여성을 상으로 여성의

성역할에 한 내 경험을 탐색하고 여성이자 모성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함으로 출

산 후 여성을 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출산을 경험한 산욕기 이후 여성을

상으로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한 의미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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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기 한 것으로, 본 연구의 질문은 “당신이 출산

후 여성으로서 경험한 신체 , 심리 , 환경 성 역할은

무엇인가?” 이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연구는 출산 후 여성의 여성과 모성의성역할에

한 의미를 악하기 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그 로의

의미에 을 두는 상학 방법을 사용한 질 연구

이다.

2.2 연  참여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

며, 출산 과정을 거친 후 산욕기 8주 이후부터 출산 후 1

년 이내의 여성 17명이다.

2.3 연  비도

본 연구자들은 석사 는 박사과정에서 질 연구를

수행한 자들로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 상자, 우울증

산부와 고 험 임산부와의 상담경험을 비롯하여 10년 내

외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자료수집에 앞서 연

구자들은 질 연구에 한 민감도를 높이기 해 여성

으로서의 성역할에 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반

추해 보았으며 개방 이고 비구조 인 질문에 하여 계

속 으로 토의를 하 다.

2.4 연  참여 에 한 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에게 직 으로 험이 없으

나, 연구 참여자가 출산을 경험한 여성임에 따라 상자

의 인권 보장에 을 두었다. 상자가 자발 으로 연

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연구자가 연구의

목 ,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 어 주어 서

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연구 참여자에 포함

시켰다.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에 한 비 을 노출

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과 상자가 원하면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시 어떠한 불이익도받지 않

음을 알렸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해있는 학의 생명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1041078-201705-HRSB-

097-01).

2.5 료수집

본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다. 면담에서는 자료의 락

을 방지하기 하여 녹음을 하 으며 녹음은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

다. 면담회수는 참여자별로 1회 는 2회 이었으며 2차면

담의 경우 1차 면담내용이 확실하지 않았거나 불일치했

던 내용을 질문해야하는 경우에만 수행하 다. 면담시간

은 1인당 1회 평균 100분이었으며 심층면 을 통해 수집

된 녹음자료는 바로 필사하 다.

2.6 료 

자료 분석은 상자의 면담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상을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Colaizzi 분석

방법[12]이 본 연구 목 에 부합하여 이를 토 로 본 연

구 자료를 분석하 다. 한 본 연구의 엄정성을 기하기

해서 Linclon & Guba [13]가 제시한 사실 가치, 용

성, 일 성, 립성을 고려하면서 연구의 질을 리하

다. 참여자와의 면담시 제스처 등을 필사와 함께기록함

으로 생생하고 충실하게 사실 가치를 보존하도록 하

다. 용성과 립성 확보를 해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출산후 여성 3인에게 분석 결과를 검하 으며 그

결과 분석 결과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확인하 다. 한

연구자들이 분석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논의

함으로 일 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 다.

3. 연 결과

3.1 참여  반적 특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8.1세 이었으며 산

부 5명, 경산부 12명으로 마지막 출산 월은 평균 8.1개월

이었다. 한 정상두 분만 경험자가 11명, 제왕 개 분

만 경험자는 7명이었다.

3.2 연 결과  범주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한

신체 , 심리 , 사회환경 변화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54개의 주제, 20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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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개의 범주를 구성하 다. Table 1

Table 1. Themes, Theme clusters and Categories  

that Emerged from the Data. 

범주 1. 신체  변  고통

참여자들은 출산 후 경험한 요실 , 치질, 요통, 손목

통증 등 신체 불편감과 통증이 심하 다고 하 다.

한 임신 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체형으로 결

혼 이후 여성에게 붙여지는 아주머니 는 유부녀의 호

칭을 심리 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출산 후 겪

게 되는 변화에 해서는 임신 에 그 어떤 정보제공

는 교육을 받지 못하 다고 하 으며 출산 이후 변화

는 로 되돌아가는 것을 기 하 다고 하 다.

처음에는 요실 때문에 생리 를 큰 거, 밤에하는 형

을 차고 다녔어요. 무 내가 짐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거에요. 왜 강아지 패드하는 것처럼... 이게 생리도

아니고.. 몸이 확 가는구나, 몸이 확 가버렸구나.... 여자는

확실히 아이를 낳고 나면은 몸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

요.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Body
changes
and pain

Physical
discomfort

There is no place where my whole
body is sick.
I have had urinary incontinence that
I never had before.
I take pills due to back and pelvic
pains, etc.

Change in naming
Body shape is changing.
I accept a married woman/a
woman.
I do not want to see the mirror.

Lake of knowledge
Nobody teaches about changes
after childbirth After childbirth, I
thought everything would be done
by itself.

Making me
feel just
down

Every day you meet
things for the first
time

Everything is embarrassing.
My heart hurts without reason.
It tears and it is hard.

Stigma
I have a name as a mom.
Restricted to eating habits and
behavior.
I feel alienated.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Cannot take care
of my body

Husband and family take the baby
first.
I could not take a second for a rest.
Repeat everyday life.

Unexpected
situation

I thought the baby would be pretty.
I thought I would be a perfect
mother.
I thought my hubby would help me
actively.

Unable to select
Give up my job.
Forced to play the role of a mother.
Life style and environment change.

Isolation
from
husband
and social
network

Feeling isolated
There is more time to be alone with
the baby.
I feel disconnected from the world.
The topic of conversation with
husband became uniform as a
baby.

Anxiety about
husband

The desire for sex is falling.
Physiological changes such as
secretion decrease.
It seems to have lost charm as a
woman,

Be more
independent from
husband

My husband is usually outside.
Things occur that my husband
cannot solve immediately.

Thinking
about my
mother as
a woman

Feeling sorry and
thankful

Reflect myself before giving birth.
My mother looks great.

Sticky comradeship My mom and I are getting closer.
I chitchat with my mother, which I
didn’t get used to.
I become considerate for my
mother.

Understanding mom I feel my mother was a woman too.
I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mom and dad.
I accept my mother's nagging.

Pain of
body and
mind
sublimates

Confronting turning
point

Forget the pain of childbirth.
I feel the impression of
breastfeeding.
Become a true mother.

Identify me with he
baby

The baby is namely myself.
Change me for the baby.

Feel absolute
responsibility

Become the absolute protector of
the baby.
I feel the instinct of maternity.

Convergence
/dissociation
between
femininity
and
motherhood

Euphoria that was
not felt before

There is someone in my side.
Any story can be done.
I get strength from my baby.

Changes in external
and internal
women`s image

Abandon appearance of female
image.
The perception of women that I
knew changed.

The distinction
between women
and maternity

Woman and a mother role are
different.
Women are weak and mothers are
strong.
Plan the future as a mother, not as
a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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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를 낳고 요실 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당황하 던 것이 넘기하러 갔는데소변이 나왔던

거 요. 아직도 좀 피곤하고 그러면 조 이 안되고 그래

요, 왜냐면 출산할때, 힘을 때 진짜죽을 듯이주잖아

요. 그러고 나서 여기(회음부) 근육이 완 풀려버린 그

런 느낌이어요.

임신부터나온 배가 애기낳고도 들어가지 않고, 체 부

하가 되면서 앉기도 힘들 정도로많이 불편해요. 임신

에 입었던 옷은 하나도 입을 수도 없고... 내 모습이 정말

아 마구나...

아기 낳고 3, 4개월 지났는데머리카락이 한 옴큼씩 빠지

는 것이어요. 마치 암환자처럼... 얼마나 놀랐는지...( 략)

인터넷도 육아 책도 임신 때 생기는 일과 아기에 해서

나와있지 아기 낳고나서이럴 것이다 럴 것이다는 없

잖아요. 당연이 로 임신 으로 돌아가는 만 알았

지요.

범주 2. 그저  듦

출산 횟수와 상 없이 참여자들 모두는 출산 후의 변

화에 하여 매번 처음 만나는 상황으로 느껴져 당황스

러웠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을 경험하 다. 한

참가자들은 ‘여성’이라는 인식보다는 ‘엄마’로서의 새로

운 낙인을 갖게되었다고 하 다. 이러한낙인은 임신

에 거리낌 없이 하 던 일상의 행동과 식습 에 제약을

가져왔으며 때때로 가족들 는 지인들그룹으로부터 소

외되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첫 애와 달리모유수유가 무힘들고 당황스러운거에요.

다른 사람은 다 쉬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걸 못할까?’

무 우울했어요.

첫애 때 신랑이 화를 자주 하는 것이어요. 왜 안하던

사람이 화를 자주 할까하고 지나갔는데 둘째 낳고 이

야기 하드라고요. 산후 우울증으로 4층 집에서 뛰어내릴

까 ... 내가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니까...

언젠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얼굴

에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도장을 찍고 살아가는 것이라

고 해요. 출산하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정말

실감이 났어요.

결혼 부터 정기 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모처

럼 참석하니까 모두들 첫마디가 애는 어떻게 하고 왔냐

고...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범주 3.  실  차

참여자들은 출산 후 육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보

다는 아기를 돌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산부일수록 육아에 한 기 가 큰 반면에 실망 한

큰 것으로 표 하 다. 그리고 육아로 인해 직장을 포기

하거나 임신 과는 다른 생활방식 는 환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 다.

육아 휴직 동안밥 먹고 애기젖먹이고 청소하고, 기 귀

갈고 젖먹이고 청소하고, 기 귀 갈고 젖먹이고 밥 먹고,

기 귀 갈고 젖먹이고 청소하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

되니까... 육아휴직동안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 키우다 보면 물일을 계속 하니까 간지럽다 못해 .손

바닥이 피가 날 정도로 다 갈라진다고 해야 하나? 첫째

때는 정말 심했던 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일밴드를

붙 어요. 왜냐면 애기 것은다 손빨래 하다보면...( 략)

이게 재생이 안되네요. 병원에서는 그냥 공주처럼 살라

고 하는데...

왜 반려견도 이상과 실 차이가 있다는 것 유머 사진많

이 올라오잖아요. 내애도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것보

다도 애를 보는 것이 힘드니까... ( 략) 이게 시작인가?

이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 게 살아야 하지?

의 경우는 녁에 장사를 하는 자 업을 하기 때문에

친정에서 거의 생활을 해요. 녁에 애기를 맡길 때가 없

으니까... 신랑이 삼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와요 친정으로.

는 거의 친정에 있고... 애기 낳고 나서 환경 자체가 바

었지요.

범주 4. 남편과 사 로 터  고립감

임신 주로 남편과 일상을 함께 했던 참여자들은출

산 이후 남편으로부터 는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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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었으며 출산에 따른 신체 변화와 육아에 따른 피

로로 인하여 성 계의 큰 변화를 경험하 다. 이는 때

때로 남편에 한 불안감을 야기 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임신 남편에게 의지했던 일상의 일들을 독립 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자는 것은 자는 것이지만 거의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니

까 낮에 내내 몽롱한데, 어찌되었든 애 이유식도 만들어

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략) 남편은 뭐 내 마음 알

아주나? 남편도 회사일 바쁘니까 따로 놀고... 애기랑 둘

이만 있으니까 세상과 단 되고...

부부 계를 안하게 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부 가

터질까 불안감도 있고.... 성욕이 떨어졌었어요. 남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어, 이거 아이 밥인데.’ 그런 생각

도 들고... 질 분비물도 고...

여자는 회복이 안 되어 있고 마음의 비가 안되어 있는

데 (성 으로) 그냥 받아 주게되요. 남자는 애기를 낳든

안 낳든 성욕은 같으니까.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니

까...( 략) 다른 여자한테 돌릴까 불안한 마음도 들

고...

첫째 애 낳고는 몸이 가뿐했었는데 둘째 낳고나서 자다

가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목

이 안 돌아가는데...애는 배고 서 울고 남편은 없고...남

편이 왜 남의 편인지 이해가 되었죠.

범주 5.  여  어 니  생각함

보편 으로 출산 후 여성은 자신을 낳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

한 출산의 경험을 통해 모성이자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 다.

여자는 애 낳고 나면 철 든다 하잖아요. 폭풍 진통을 16

시간 하고 죽을 둥 살 둥 해서 흡입기로 애를 뺐는데 그

때는 정신없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조리원에 찾아온

엄마를 보니까 물이 왈칵 났어요. 엄마한테 못되게 한

것이 다 생각나고 어찌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희 엄마는 치질이 심하셔요. 근데 도 애 낳고 나서

변을 볼 때 한 번씩 피가 나거나 오래 서있으면 치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번에는 제주도 가느라 비행기 타고

앉아 있으니까 나오고... 엄마도 나와 같구나. 요즘은

엄마한테 먼 도넛 방석도 드리고 엄마를 배려하게 되

요.

엄마는 엄마이지 엄마가 여성이나 여자다 그런 생각은

굳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남들이 엄마도 여자야 그런

말하면 그걸 굳이 왜?...( 략) 둘째 낳고나서야 엄마 리

즈 때 사진을 처음 꺼내봤어요. 아! 엄마도 여자 구나...

범주 6. 몸과 마  아픔  승

모유수유의 경험과 아기와의 맞힘 등 아기와의 상

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참가자들은 출산에 따른 신체

변화와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환 을 맞이하게 되

었다고 하 다. 한 참여자들은 아기와 자신을 동일시

하 으며 아기에 한 강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모성으로

서 역할을 자부하 다.

태반이 잘 안 빠져서 출 이 심해서 고생했었는데 아기

젖 물리고 맞히고 하니까 아 고 힘들었던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

는 것이구나...

태아 때부터 화를 많이 했었는데 내몸 상태에 따라내

감정에 따라 애한테 하는 게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는 엄마가 행복할 때 가져야 된다고...당연히 애 키울

때도 엄마가 행복해야지만....

이 애는 때문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잖아요. 애

기한테는 제가 생명 인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

도 제 자식 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모성이

니까...

범주 7. 여 과  합과 해리 

참여자들은 출산 과는 다른 신체 , 심리

환경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에 느끼지 못했던 모성

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 다. 한 ‘여성스

럽다’, 는 ‘가는허리의 긴머리 여성’ 등출산 에 여성

성으로 추구하고자 하 던 외모에 한 인식이 변하고

동시에 모성으로서의 내 여성성에 한 융합과정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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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성으로서 여성과

모성을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임신 여성과 출산후 모

성으로 분리하려고 하 다.

백일 때 애가 제 목을 딱 감더라고요. 내 편이 없다고 생

각했는데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진

짜 사랑해 수 있는...( 략) 아직 애기인데도 든든해요.

애기를 낳고 나면 정말 새로운 감정이 생겨요. 아! 내가

군가에게 이 게 마음껏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제 몸무게는 빠져도 골격이 바 잖아요. 내가 불과 얼

마 에 게 잘록한 허리를가졌었는데... 운동을 해도

사실 그 몸매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 략) 육아하면서

피부 리 할 수도 없고 머리도 맘 로 기를 수도 없고

냉장고 바지처럼 옷도 편한 것이 최고고...애 낳고 나면

이래서 폭삭 늙는구나. 그래도 엄마가 되는건 하늘이

선물이니까...

에는 여리 여리하고 보호 본능을일으키는 여성이었는

데 지 은 애 둘을 한꺼번에 업고 안아야하니까 팔도 굵

어지고 힘도 세지고...( 략) 유모차 들고 지하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남편 앞에서는 여린 척 해야 하지만... 엄

마와 여자는 분명 달라요.

4. 논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여성들의 여성과 모성의 역할

경험에 한 의미를 분석함으로 츨산 후 여성들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본연구 결과, 출산 후여성이

경험하는 신체 , 심리 , 사회 환경 변화는 개념에 따

라 그 의미가완 히 구분되어 있기 보다는신체 , 심리

, 사회 환경 세 축이긴 하게 연 된 경험으로 나타

났다.

출산 후 여성은 피로, 유방과 회음부 불편감, 배변장

애, 요실 등의 신체 불편감과 함께 산후 우울감을 경

험 하지만[14] 이에 한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에 모

성으로서의 역할을 획득해야하는 책임감이 주어진다

[10].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임신 에 경험하지 못

했던 신체 변화와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

으로는 ‘아주머니’로서의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

리나라 사회에서 아주머니에 한 호칭은 음과 미모의

명사인 미혼 여성들과 구별하여 주로 년 여성들을

상으로 불리어졌으며, 사회 으로 가정주부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 식당 아주머니, 가정부 아주머니

등 그 역할과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표상 면에서 부정

인 시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졌다[15]. 이러

한 인식은 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용어

사용에 한 양상을 조사한 선행연구[16]에 따르면, 아주

머니의 호칭은 문 이지 않은 직업에 주로 사용되며,

‘무식스러운’, ‘극성스러운’, ‘수다스러운’, ‘마음 좋게 생긴’

등 외모의 특성 는 성향과 련이 있는 어희소와 결합

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한 음의 속성이 아닌 출산 경

험을 한여성과 동일시하여지칭하는 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친 감이나 정의 속성보다는 부정 인 속성이 더

강하 다. 우리나라처럼 서양의 경우도 유사한 연구결과

[17]가 제시되고 있는데 어표 에서 ‘Miss’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친 함을 표 하기 해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Mrs’는 ‘Mistress’에서 유래되어 결혼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때로는 여성의 사회 상황을 경멸하거

나 는 여성의 성 인 역할(sexual behavior)을 묘사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격한 변화와 다양한 여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아주머니’ 호칭에

따른 성역할은 고정 념에 묶여 있었으며, 본 연구 참여

자들은 이를 심리 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고정 념에 큰 향을 주는 요인 하나는 매

체 속의 여성의 성역할인데[18],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변화를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충실해야 하는 여성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

에 성 는 육체 인 아름다음을 지향하는 여성으로

부곽 시키고 있다. 이는여러 선행연구결과[16-18]에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출산 후 여성은 사회에서의 다양한 역

할보다는 가정 내 모성으로서의 역할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모성으로의 성 역할에 따른 변화는 본 연구

참여자들에서도 표출 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남편과 사회

계 속에서 고립감을 경험하 다고 하 다. 이는 출산

후 직장을 포기하거나 임신 구축되었던 환경의 변화

로 그 결과가 나타나거나 는 사회 계에서 임신 과

는 다른 화 는 역할을 부여받음으로 소외감을 느끼

었다고 하 다. 무엇보다 출산 가족환경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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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이루었던 부부 계가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성 , 심리 친

감이 출산 후 변하 다고 하 으며 일상의 일들을 수행

함에 있어 남편에게 의존 이던 역할이독립 인 역할로

바 었다고 하 다.

출산이 부부 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오래 부

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LeMasters [19]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결혼 후 첫아이를 돌보는부부의 83%가 부부

계의 심각한 기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이후

재까지 출산과 부부 계에 한 연구가지속 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처럼, 출산 후에

는 결혼에 한 만족과 결혼 생활의 질이 낮아진다는 부

정 인 견해의 연구결과가[20]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출

산으로 인해 오히려 부부 계의 유 감이개선되고 성

인 면에서도 친 도가 증가하여 결혼에 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정 인 연구결과도[21]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의 향이 부부 계에 있어 부정 는

정 으로 작용함에 있어 요하게 제언되고있는 것은

출산 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리 으로 민감하기 때문

에 남편의 부정 인 행동변화나 스트 스상황에서의 여

성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뿐만 아니라 모성역할에도 부

정 인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후 여

성에게 있어 남편 는 가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체계

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22].

이러한 이유는 남녀가 생물학 인 성별에 따라 결혼

부터 이미다른사회 역할을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으로 차이가 있을 수있다는 사회구조이론[23]에근거

한다. 사회구조 이론[24] 에 따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생

물학 특성에 사회문화 압력이 가해짐으로남녀가 다

른 심리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어 그 역할에 부합하도

록 출산 후 행동이 유도된다는 것이다. 즉, 출산을 경험

한 여성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생물학 특성을 가지

게 되며 이는 그 사회에서 통 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

성이라는 사회문화 기 가 결합되어 출산후 남성과는

다른 사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 참여자들이 출산 경험을 통해 단순히 여성의 성역할

만이 아닌 모성으로서의 역할융합이 일어나는것은 사회

구조 이론에 근거한 순차 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 경험을 통해

모성의 역할로만 인식하 던 어머니를 모성이자 여성으

로 생각하게 되었다.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모성역할에

한 연구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등과 같은 가족

의 주요 행 주체로서 재 되어 왔다. 한국 여성들의 모

성인식에 한 세 비교 연구와 한국사회의 여성에

한 연구결과에[25] 의하면, 출생한 세 의 국가와 사회문

화 변화에 따라 여성에 한 과 모성역할에 한

정체성과 규범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사회

에서는 출산 후 여성에게는 희생과 완벽함의 모성의 역

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아이가 아

서 집에 가면 일에 열정이 없다거나 개인의 행복만 추구

한다 하고 일하느라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면 뭐 그리

단한 일을 한다고 가족을 팽게치냐는 핀잔을 받는 것’

이다[26]. 모성의 역할은 단일하고 고정된 생물학 속성

이 아니며 여성이 지닌 객 조건과 주 정체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7]. 그 기 때문에

본 연구 참여자들이 출산 후 어머니를 모성의 역할에서

참여자들과 동일한 여성으로 생각을 확장하게 된 것은

출산이 여성과 모성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기

한 정 인 경험으로 작용함을유추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 고정되어 있는 모성의 차별 인 성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출산의 경험이 매개체가 아닌 다각

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의 출산 후 모성역할 환과정은 정

으로 나타났는데, 육아의 경험이 출산의 고통을 잊는

환 이 되었다고 표 하 으며 아기와 자신을 동일시

하면서 책임감을 표출 하 다. 정 인 모성역할 획득

의 주요 요소는 아기에 한 동일시, 상호작용, 소유주장

등 아기에 한 애착과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만족, 기쁨

등을 얻는 것으로[1,28]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여성과 모성

의 융합과정이 정 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인식하

던 여성의 성 역할과 모성의 성역할을 해리시켜, 여성과

모성에 한 정체성을 구별하고자 하 다. 모성으로의

정체성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호르몬의 생리 변화와

여성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 문화 그리고 아기를 양육

하는 경험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성

의 성역할이자 여성과 분리될 수 없는 체 인격의 일부

분이다[29]. 한 여성과 모성의 정체감과 성역할 획득은

삶의 과정과 생활 주기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

인의 경험에 따른 내 자본이자 과거와 재의 자기 자

신을 동일시 할 아는 감각이다[27]. 그러므로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맞이하게 되는 변화에 따라 여성과 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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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질 수없는데, 본연구 참여자들의 여성과 모성

의 해리는 출산 후 여성의 공간을 가정으로 제한하거나

희생 인 모성의 역할을 지지하는 통 인사회 념

에 의한 것으로[30] 단된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통

인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한 재고가 필요하며, 여성

이자 모성으로서의 다양한 성역할에 한융합 인 탐색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연구는 출산 후 여성을 상으로 여성과모성의 성

역할에 한 내 경험을 상학 연구방법으로 탐색하

고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54개의 주제와 20개의 주

제모음에 따라 신체의 변화와 고통, 그 힘이듦, 기 와

실의 차이, 남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모성이자 여

성인 어머니를 생각함, 몸과 마음의 아픔이 승화됨 그리

고여성과모성의융합과차이의7개의범주가구성되었다.

본연구결과를 토 로보았을 때, 출산후 여성은임신

과는 다른신체 , 심리 , 사회 환경 변화를경

험하면서 여성의 역할에서 모성으로의 역할로 융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 인식하고 있었던 여성의

성역할과 출산 후 과업으로 주어진 모성의 성역할을 분

리함으로 여성성에 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러한 본 연구결과는 출산 후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 경험

에 한 일련의 과정을 구조화함으로 출산 후 여성의 문

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실무측면에서는 출산 후 여성을 모성으로만

인식하는 통 인 고정 념을 탈피할 수있는 재방안

에 한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측면에서는 향후 생애주

기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측면에

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출산 후 여성들이 다양

한 성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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