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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출산 택일과 관련된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들은 출산 시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출산한 여성 4명을 만나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van Manen (2000)의 현상학적 분석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로 4개의 본질적 주제가 나타났으며, “아이에게 처음 주는 선물”, “한 아이를 위한 주변의 합작품”, “아이의 청사진

과 같은 택일”, “이러나 저러나 복잡한 마음”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출산 택일을 하는 여성의 경험과 의미를 파

악할 수 있었다. 산모의 출산 택일을 이해하고, 이는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

된다. 추후 여성의 산전 관리 시 충분한 상담과 교육으로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출산, 택일, 임신, 질적 연구, 현상학,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choosing the best days for childbirth and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experience. The qualitative method of data collection was used, 
an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 were conducted.  Participants included four women who had given the day of 
birth set as the desired date.  Van Manen’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adopted to analyze data.  Four theme 
clusters emerged from the analysis: “The first gift to my baby”; “Collaboration with others for my baby”; 
“Choosing a date for childbirth such as blueprint of child”; and “Complex feelings.” Our findings helped in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Korean women in choosing the best days for childbirth.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offer appropriate advice and show sufficient empathy as well as emotional support by considering 
cultural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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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출산은 여성과 가족의 삶에서 의미 있는 과

업 중 하나이자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1]. 특히, 아

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생애 긍정적인 사건으로 자녀에

대하여 부모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고유한

경험으로써[2], 단순히 생리적 과정의 의미를 넘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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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사건이다

[3]. 그러므로 임신과 출산과정은 한 여성의 신체적 건

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정서적, 사회적인 변

화를 일으키며, 주위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

임을 의미한다.

임신과 출산의 경험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예로 개인이 속한 문화적 요인인 관습, 사고,

믿음, 가치관, 언어, 종교 등이 포함된다[4]. 이 외에도

국내에서는 문화적 관습 중 하나인 택일이 임신과 출산

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습 중 하

나이다. 택일이란 행사를 위하여 특정한 날을 고르는

것으로 결혼, 건축 및 이사를 비롯한 주요 행사에서는

관습적으로 ‘택일’하고 있다[5]. 특히, 임신과 출산과 관

련하여 출산 택일하는 것은 전통 풍습상 ‘길일’이라고

불리는 좋은 날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출산 택일을 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 혹은 년에 아이

를 낳게 되며, 실제 통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 조사 결과 ‘황금 돼지띠’라

고 불리는 해인 2007년은 그 전해에 비하여 급격한 출

산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6]. 이외에도 2016년

지상파 방송[7]에서는 출산 날짜를 조절할 수 있는 제

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길일’에 아이를 출산하려는 부모

들을 취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의 ‘출산 택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택일 풍속의

전승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 결과[8]에서 역학

을 배운 적이 있던 성인 남녀 17명 중 출산 택일을 해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9명으로 절반 이상이 출산 택일

과 관련한 경험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0

년대 이후에도 출산 택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특정한 날짜에 출산하기 위해서는 자궁수축 촉진제

를 사용하여 유도 분만하거나, 혹은 제왕절개를 시행하

여야 한다. 의학적 적응증이 아닌 목적으로 출산일을

정하거나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택적 제왕절개로 출산

예정일 이전인 재태 연령 38주 미만에 태어나는 아기의

경우 호흡기 합병증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9].

즉, 의학적인 적응증 이외의 불필요한 분만 방법의 변

경은 태아의 건강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전통 풍습의 영향이 줄어

들고 동시에 과학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사회임에도 불

구하고 전통 풍습인 택일 문화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택일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민속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마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택일에 대한 전

승 양상[8]에 대한 것이며, 출산 택일 현상에 관한 연구

는 전무하다. 이는 현재 사회에서 전통 풍습 중 하나인

출산 택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되지 않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출산 택

일은 태아와 나아가 모체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초연구로써 전통 풍습 중 하나

인 출산 택일이 여성들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

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들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출산

택일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경험

한 체험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10]으로 한국 산모들의

출산 택일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을 총체적

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출산 택일과 관련된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이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을 듣고 그 본질

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

구 방법[10]을 사용하여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에 내재

해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체험의 본질에 집중

1) 현상에 대한 지향

연구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출산 택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였다.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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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근무하던 때에 산모들이 원하던 날짜와 시간

에 출산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떠올렸으며, 또한 주위

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날을 알아보러 다닌다

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산모들에게 출산 택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현상학적 질문 형성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 질문은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로 이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는 첫째,

출산 택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둘째, 날짜를

정하였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가? 셋째, 날짜를 정

한다는 것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넷째, 날짜를 정하고 분만을 하러 갈 때는 어떠한 느낌

이 들었는가? 다섯째, 출산 후 택일한 것에 대하여, 산

모 본인은 만족하는가? 이었다.

3) 연구자 준비와 가정과 선이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박사과정 중 질적 연구와 관

련된 교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을 하여 질적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 중 한 명은 본인의

출산 경험을 상기시켰으며, 다른 연구자는 병원에서 근

무했던 경험을 회상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인 출

산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을 지속해서 고찰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의 가정

과 선 이해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

은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정

과 선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자료 수집 및 해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헌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자

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실시하였다. 또

한, 연구자들은 판단 중지(epoché)를 하여야 하므로 연

구 시작 전 선 이해와 편견을 기술하였고, 연구 과정

동안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 계속

하여 메모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가정과

선 이해는 다음과 같다. 1) 산모들이 출산 택일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2) 산모들이 출산 택일을

결정할 때에는 주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3) 산모들

의 출산 택일은 분만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산모들은 택일한 날짜에 출산 후 만족감을 느낄 것이

다. 5) 산모들은 출산 택일이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

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3.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여성 중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출산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의도표본추출 방

법과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지인들을

통한 소개 및 온라인상 대상자 모집문건 게시를 통한

모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료 수

집 전 6명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왔으나, 그중 한 명

은 녹음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어 연구를 거부하였으

며, 다른 한 명은 개인 일정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최종적으로 4명의 여성이 면

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4명 모두 출산 택일을 하여

해당일에 제왕절개를 하였으며, 출산 후 경과 기간은 3

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로는 20대 2명,

30대 2명이며, 3명의 경우 초산모이며 1명은 경산모로

두 번째 출산을 경험하였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에서 12월까지 두 달 동안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담 일정

과 장소의 경우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주로 평일 낮에 참여자의 집과 집 근처에서 진행되었

다. 면담 전 연구자는 면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태블릿 PC와 휴대전

화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면담은 참여자 별로 각 1회

의 면담을 하였으며, 평균 1시간 정도였다. 면담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었다.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편안

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시 자신의 선입견이 면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산 택일에 대한 가정과 선이해를 기술하였으

며,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

록 반응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종료 후 면담 내

용은 면담한 연구자가 컴퓨터로 필사하였다.

5.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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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인 van Manen

의 연구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수

집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분석 단

계인 ‘체험의 본질에 집중’ [10]에서는 연구자들은 출산

택일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였

다. 그 후 현상에 대한 가정과 선이해를 작성하였다. 이

후 두 번째 분석 단계인 ‘실존적 탐구’[10]에서는 참여

자들을 만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문헌

을 고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필사하였으며,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 문장을 그

대로 기록하였다. 필요한 경우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참여자의 동작, 표정, 침묵 등을 기술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은 주제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질적인 주제를 탐색하였다. 이 단계에서 필사

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의미를 분석하며, 현상과 관련하

여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미와 구조를 분석

하였으며, 이후 개별 경험의 의미와 구조 및 과정을 통

합하여 본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해석

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을 바탕으

로 작성하여 글쓰기와 글을 수정하기를 반복하였다.

6.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에서 연구의엄밀성을확보하기위하여 네가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

을 이용하였다[11]. 본 연구에서 신뢰성(credibility) 확

보를 위하여 자료 수집 시 참여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 중 독

립적인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며, 신뢰 관계를 형성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 이후 결과 도출 후 연구자 간

분석 결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토의 후 연구 참여자에

게 본인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다.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

여자의 출산 택일과 관련된 의미 있는 개념을 추출하였

고,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의 풍부한 경험에서 의미 있는 개념을 추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명의 연구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하며, 분석하였으며, 결과가 잘 도출되었는지 검토

하였다.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방해하

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자료 분석 및 결과 도출 시 연

구자는 편견과 선입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식적으로 판단 중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7.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 주요 면담 질문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후 참여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면담 시작 직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면담을 녹음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획득 후 면담을 시작하였

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녹음된 파일 및 기록은 연구

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연구 종료 후 3년간 잠금장치

가 있는 곳에 보관 후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도중이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자는 연구 결과 보고 시에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익명화할 것임을 설명하였으

며, 면담에 참여하기 위한 참여자의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면담 종료 후 전달하였다.

Ⅲ. 결과

1.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을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 4개의 본질적 주제와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본질적 주제 1. 아이에게 처음 주는 선물

1) 이왕이면 다홍치마

종교를 넘어서 ‘이왕이면’ 좋은 날을 받아 아이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처

음으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로 좋은 ‘사주’를 주

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일 큰 건 아이가 건강하고, 직업적으로도 잘 풀리

고 금전적으로도 좋고, 이런 게 다 된다면,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걸 해주고 싶으니까. 그걸로 제

일 처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라면, 날짜 사주 잡

아주는 거라면, 그거라도 해주고 싶지.”(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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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로 일단은 남편은 이게, 최선의 날이었다면

차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최선과 차선의 갭이 좀 크긴

컸죠. (중략)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최선, 이왕이면 좋

은 날 최선인 날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참여자 3)

“네, 그렇죠. 이왕이면 더 좋은 날.”(참여자 3)

2) 더 좋은 날을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아이의 더 좋은 날을 택일하기 위하여

여러 점집에 물어보고, 시간과 날짜를 맞추어 줄 수 있

는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 아이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날짜를 택일하기 위하여 찾으러 다

니는 노력을 보였다.

“응 그렇지 생각보다 시간도 중요했지. 응 그래서

기부해 가지고 봐준 사람, 인터넷에 내 정보 팔고 봐주

는 사람, 그 스님 세 사람해서 가장 겹치는 날로 해서

낳았어.”(참여자 1)

“시댁이 경상도 진주이거든요. 거기서 되게 유명한

점집…. 그렇게 하게 되었고 9개월에 수술 날짜를 확실

하게 잡아야 하는 때가 와서 한 달 전에 날짜는 택일했

었어요.”(참여자 2)

“시어머님이 받아오신 날짜가 추석이었어요. 제가 여

기 병원은 종합병원이어서 빨간 날은 응급 아니고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도 옮기기까지 하면서, 막달

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하면서 시를 잡아서 낳

죠.”(참여자 3)

본질적 주제 2. 한 아이를 위한 주변의 합작품

1) 의료진과의 합작품

참여자들은 호의적인 의료진을 만나 이들의 도움

을 얻어 순조롭게 택일 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출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계

에도 택일 문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꺼내려고 딱 봤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거지. 그

래서 1분을 또 기다려줘서 42분 이걸 맞춰주신 거지.”

(참여자 1)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댁에서 수술 날 정해주셔서

요. (진료 시 의사가 말하길)네 언제요? 제 스케줄 볼게

요. 어 다행이네요. 이 날짜 되네요. 되게 호의적으로

아무런 것 없이 조금 빠르기는 한데라는 말씀은 하셨는

데 어쨌든 아이가 전치태반이라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

으니깐 36주 이후에 수술하는 것은 빠른 감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셔서 호의적으로…….”(참여

자 2)

2) 가부장적 문화와의 합작품

참여자 4명 중 3명이 시가에서 강력하게 출산 택일

을 주장하여 그에 따랐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직은 가부장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때때로 산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산모들의 선

택권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아니였는데... 시어머니가 날을 받아오셔서... ”

(참여자 4)

“날짜는 시댁 쪽에서 정해주셨어요. 참 이것도 말이

많은 게(웃음) 시댁에서 남편이랑 맞게 날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출산예정일보다 2주 빨리 낳게 되었어

요. 어딘가 점을 보러 가셨을 때 애기가 너무 힘들게

한다. 나만 찾는다. 이랬더니 애기와 저와 원진 살이 있

는데 남편하고는 너무 잘 맞는 날짜라고.”(참여자 2)

표 1. 여성의 출산 택일 경험의 본질적 주제

Table 1. The Essential Themes emerged from the participants

Essential Theme Theme

The first gift to my

baby

Other things being equal, choose the better

one

An effort to give a better day

Collaboration with

others for my baby

A collaboration with the medical service

team

The influence of patriarchal culture

Choosing a date for

childbirth such as

blueprint of child

Contentment in the belief of the accuracy of

blueprints

One’s destiny depends on the grade

Complex feelings
Sorry for being forced to fit into a schedule

Regret for not getting the right time

본질적 주제 3. 아이의 청사진과 같은 택일

1) 청사진에 대한 믿음

참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보는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이 사주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며 사주를 신

뢰한다고 얘기하였다. 이러한 일치성으로 인하여 사주

에서 얘기하는 아이의 장래도 믿음으로써 만족함을 드

러내었다.

“네, 그렇죠. 저는 얘가 그렇게 사주가 좋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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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웃음) 만족하죠”(참여자 3)

“저도 어머니 옆에서 들으니까 이게 몇천 년에 걸쳐

서 나온 통계?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맞아도

70%는 맞는다고 하니까 제왕 할 거면 잡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3)

2) 태어난 때에 따라 급이 나뉘는 아이

아이의 사주를 ‘OO 급’, ‘△△급’, ‘나폴레옹 사주’ 등

등의 별칭으로 부르며 아이들의 기질을 설명하는 엄마

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별칭에 맞추어 설명하

며 사주와 아이의 기질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며 만족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얘(둘째)가 제일 좋아요. 저희 네 식구 중에.

OO 급이라고. 저희 첫째는 OO급이 될 수 있었는데 두

시간 늦게 나와서 △△급이라고 하고요.”(참여자 3)

“애기 사주 보면 아플 수 있다는 말도 찝찝하기도

하고 아까 녹음은 되었는데 나폴레옹 사주라고 저희 애

도 사주를 보면 애가 호령을 하는 스타일이지. 남에게

굽신거리지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벌써 그래 보여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1월생 이긴 하는

데 애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렇다고 누구를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중략) 나폴레옹이라는 사주라는

말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쉽이 있는 거죠. 촉이 좋아

서……. (중략)”(참여자 2)

본질적 주제 4. 이러나 저러나 복잡한 마음

1) 아이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후회함

좋은 날 태어나게 하려고 제왕절개를 한 것에 대하

여 자녀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날짜와 시를

맞추기 위하여 제왕절개를 하였을 때 수술로 인하여 아

이가 아픈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후회를 한다고 하였

다.

“키우면서 너무 일찍 꺼내서 처음에 애가 눈을 못

뜨고. 일주일 동안 눈뜬 것을 못 봤어요. 잘 울지도 못

하고…. 너무 일찍 꺼낸 것이 미안했는데.”(참여자 2)

“제왕절개를 시 때문에 한 거니까, 애가 아프니까 그

원인이 제왕절개일 수 있다는 걸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

어보고 저도 찾아보고 해서 알게 돼서 그때 조금 후회

했는데,”(참여자 3)

“사실은 애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좋은데, 이건 자연스러운 건 아니니까.... 괜히 애기

가 힘들지 않았나 싶고...” (참여자 4)

2) 빗나간 과녁

반면에 참여자 3은 병원 응급상황으로 인하여 ‘사주’

에 못 맞추어 아이의 사주에 잔병이 많아졌다며 후회를

하였고 결국 이 참여자는 둘째 출산 때에는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 없는 병원으로 옮겨 둘째를 출산하는 노력을

보였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첫째가

두 시간 딜레이되면서 잔병이 많은 아이가 되어버렸거

든요? 사주에. 지금 5번의 입원을 하고 진짜 잔병이 많

아요. 근데 15세까지 잔병이 많대요. 그러니까 크게 목

숨을 위협하는, 좌지우지하는 병은 아니지만, 근데 진

짜 잔병이 진짜 많아요.”(참여자 3)

2.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는 연구의 최종단계

이자 연구 과정의 목적이다. 글쓰기를 통하여 현상학

방법과 철학 간의 일반적 관계를 되새겨보는 것은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 주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

성적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출산과 관련된 택일과

관련된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의 경

험과 언어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의 전통 풍습인 택

일은 한국인의 언어와 삶 속에서 깊숙이 침투하여 전반

적인 생애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풍습이

잘 나타난 표현이 ‘사주팔자’ 이며, 한국인에게 사주팔

자는 사람의 타고난 팔자와 그것을 예지하려는 사주가

결합한 복합어이다[8]. 사주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깊

이 박혀 있어 아이의 출생하는 과정에서 여성들 혹은

그 가족들이 아이에게 주는 첫 선물로 ‘좋은 날짜’를 주

고자 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제왕절개 수술은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수단으로 사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며 스스로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조금이라

도 더 좋은 날에 출산하기 위하여 자신이 택일한 날짜

와 시간에 맞추어 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시댁’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긴 합작품으로 보이며 특히 제왕

절개는 의료진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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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작품으로도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택일이 곧 아이의 청사진과

같다고 생각하며, 택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였

다. 택일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좋은 사주’에 태어

난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에 쏙 든 ‘OO 급의 사주’, ‘△

△급 사주’, ‘ 나폴레옹 사주’로 불리며 배려심 많은, 리

더쉽 있는 아이로 커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들

은 아이를 키우면서 사주에서 말하는 아이의 특성이 맞

아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사주가 나름의 정확성을 가지

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택일하여 낳았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복잡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택일로 인하여 자신의 아이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제왕절개로 인하여 아이가

약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후회하기도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출산 택일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4개

의 본질적 주제와 8가지 주제로 분석이 되었다. 4개의

본질적인 주제로는 ‘아이에게 처음 주는 선물’, ‘한 아이

를 위한 주변과의 합작품’, ‘아이의 청사진과 같은 택일’,

‘이러나 저러나 복잡한 마음’이 도출되었다.

출산 택일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과 함

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태교 문화와 유사하다. 태교는 전통적

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임신 시 아이를 위한 부모가 다

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며[12], 선행 연구에서 여성의 태

교 인식이 높을수록 태교 실천을 많이 하며, 애착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택일도 아이에 대한

애착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출산 택일은 아이의 ‘청사진’

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

여자들은 아이를 위하여 좋은 출산일을 선택하기 위하

여 노력한다고 하였다.

택일은 택일 대상이 일상적인 일인지 혹은 중대한

일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

택일의 영향이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8]. 중대한

일에 대한 택일은 시대가 변화되더라도 일정 부분 전승

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8]. 즉, 참여자들은 출산 택

일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택일의

문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 택일의 경우, 여성 혼자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주위의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분만하고자

할 때는 의료진이 도움이 필수적이며, 때로는 원하는

날짜에 분만하기 위하여 분만 방법을 변경하는 때도 있

었다. 선행 연구에서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자

연분만을 선호하는 여성들보다 출산일과 시간이 태아

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는 택일에 대한 문화가 분만 방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만 방법은 산모와 태아

상태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며 불필요하게 제왕절개술

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료진들은 여성의

산전 관리 시 충분한 상담과 교육으로 적절한 분만 방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출산 택일을 통하여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

고, 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출산하지 못할 경우 아

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신 여성의 스트레

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산전 교육 시 여성

개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담과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

다[15]. 특히, 여성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산전 교육 및 상담 시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정의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이다

[15]. 따라서 산전 관리 및 산전 교육 시 배우자를 포함

하여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담과 교육 형태로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출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최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16-17]. 특히. 임신

여성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내에 산모와 태아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활용

할 수 있다[17].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서 나아가 여성이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추

가할 경우, 분만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나아가 출산 택일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임신과 분만에

관하여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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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장학금 지원에 의한 논문임.

본 연구는 국내 여성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

만이 참여하였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연

구로는 국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아직 명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국내 여성의 출산 택일

경험에 관한 연구로 여성과 그 가족이 원하는 날짜를

정하여 출산한 여성에 대한 현황 조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국내 산모의 출산 택일 경험을 탐색하고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4개의 본질적 주제와 8개의 주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산모의 출산 택일을 이해하고,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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