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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 문화 속으

로 서구의 노골화된 성 개방 풍조가 무분별하게 급속히 유입

되면서 성 상품화와 저속한 성문화가 범람하게 되었고, 그러

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허용적으

로 변화되었다(Jeong & Jang, 2004). 청소년의 이러한 성 인식 

변화로 성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에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

가되고 그 결과 원치 않는 임신과 미혼모 발생으로 청소년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시설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미혼모의 

98%가 10대에 첫 성관계를 하였으며(Jeong & Jang, 2004), 미

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4년 24.8%(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84)이던 것이 2004년에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Jeong & Jang, 2004), 미혼모

의 저 연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이른 나이에 성관계에 노출되

면 비효과적인 피임과 예기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이 될 뿐만 아니라 인공중절 수술 및 미혼모 문제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

십대 임신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십대 미혼모 측에서는 생물학적 미성숙으로 여성의 생식 건

강을 위협하고 불충분한 산전관리와 영양섭취로 고위험 임신

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기 측에서는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

성 결함아가 되기 쉽다. 더구나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

에 임신사실을 숨기게 되어 미혼 부, 가족, 사회로부터의 적

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

리게 되며 학업을 중단하는 등 기존의 생활양식에서 이탈하

여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Chen, Bae, 

Song, Song, & Jun, 2002).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미혼모의 수가 급격하게 증

가하게 되면서 개인, 가정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회복

지, 심리, 보건, 간호 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미혼모의 특성상 자신의 임신 사실을 드

러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

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모두 시설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태 파

악(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84; Ju, Kim, & 

Choi, 1997), 임신, 출산과 관련된 요인(Han, 1998; Yoon, 

2000; Park, 2001), 복지대책(Do & Jung, 2001), 입양관련 요

인(Yoon, 2000 )등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 후

반에 들어오면서 미혼모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관

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질적 연구(Han & Yang, 1997; Joo, 

1999; Han, 2001)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되는 성문화의 영향으로 미혼모 중 십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십대는 특히 성가치관 형성에 중

요한 시기이므로 십대에 미혼모가 되어 임신, 출산 과정을 겪

는 것은 기존에 주로 연구되어 온 십대 이상의 연령대를 포

함된 미혼모 연구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십

대에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평생 삶의 가치관과 태

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십대 미혼모의 임

신 및 출산에 관한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 경험의 의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확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는 십대 미혼모 임신 및 출산의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여 앞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방지

하기 위한 성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의 의

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십대 미혼모의 임신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확인

하기 위해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

구이다.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분석 방법은 인간의 

생생한 경험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

로, 미혼모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하여 경

험 속에 내재된 의미를 확인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1달에 1

회씩 건강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의 기관장

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임신 5개월 이상인 임부를 선정

하여 임신기간 동안과 출산 후 1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자는 7명으로 15세 1명, 16세 1

명, 19세 5명이었고, 대상자의 학력은 중 중퇴 4명, 고 중퇴 1

명, 중 재학 1명, 고졸 1명이었다. 대상자 중 3명은 2번 이상

의 임신과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첫 성관계 연령은 

14세부터 18세였다. 가족 특성은 7명 모두 부모가 이혼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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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으로 인해 한쪽 부모가 없는 상태였으며 아버지로부

터 성폭행 당한 경우도 1명 있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8월부터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

에 이르게 된 2003년 9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내면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주 1회 시설을 방문

하여 참여자와 친 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건강관리 교육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 노력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시설장의 허

락을 받아 상담실을 이용하였고, 상담실은 조용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장소이었다. 면담 내

용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한 후 면담을 시작하였고 면담 시간

은 1회에 40분에서 2시간까지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평균 1

시간, 총 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내면세계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질문

내용은 참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이 본인에게 어떤 의

미가 있습니까?’ 이었으며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

답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즉시 연구자가 참여자의 말 그

대로 필사하였고 필사된 자료는 전체적으로 녹음 자료와 비

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하

는 동안 의미가 모호하거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면담 

시에 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더 이상 새로

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시점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질적 간호 연구와 과학철학

을 이수하였으며 질적 연구 학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익혔다. 또한 K 대학의 질적 연구회 모임에 매

월 정규적으로 참석하여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한 실제적

인 훈련을 거쳐 질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제학술

대회에 질적 논문을 발표하여 학문적 깊이를 강화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내용의 녹음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및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Colaizzi(1978)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필사된 면담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를 

숙고하여 147개를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 중에 임신 및 출산경험

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90개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주의 깊게 살펴 의

미를 구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를 중심의미, 주제, 범주로 조직하

였다. 이들 결과는 원 자료와 일치하는지, 모순은 없는지, 빠

진 내용은 없는지 연구자 스스로 질문해보고 질적 연구경험

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과 검토하였다.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연구 현상과 관련시켜 완

전하게 기술하였고 이것으로 부터 현상에 대한 본질적 구조

를 규명하였다.

6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파악된 의미와 주제의 본질적 구

조를 참여자 1인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 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친근한 

관계 형성이 된 후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면담과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면담 내용이 연구자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적용 성을 위해 

각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 까지 심층면담을 

통하여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아닌 다

른 십대 미혼모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 주어 적용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

호학 교수 및 질적 연구가와 연구 진행 및 분석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의견일치를 하였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

는 연구기간 동안 미혼모에 대한 선 이해나 가정을 기록하여 

면담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

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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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of unmarried teenage mothers

Category Theme Focal meaning

Seem to live in hell

Perplexed
․Perplexed
․Feel like I'm going to insane
․Hope not to pregnant

Distressed

․Feel victimized and feel like dying
․Deal with the difficulty by alone
․Regret
․Be afraid

Confused ․Emotional conflict
․Distressed due to ambivalence

Desire for a miscarriage
Behave recklessly ․Behave recklessly

․Take medicine
Want to be abortion ․Decide to have an abortion

Lethargy Cope with the difficulty in a passive manner ․Failed to handle things

Feel maternity

Valuable thing ․Novel and valuable

Maternal affliction
․Beloved and heartbroken
․Feel anxiety
․No confidence to raise a child

Feel unjustified
Shame ․Fear in other's eyes
Physical impurities ․Lose of virgin

Change of sexual perception
Importance of sex ․Connected of sex with life

․Responsibility
Expression of love ․Expression of love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약 7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도출된 십대 미

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은 6개의 범주와 12개의 주제가 도

출되었다. 도출된 범주는 참여자들이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옥 같음’, ‘유산되기를 바람’, ‘무기력함’으로, 

출산 후에는 ‘떳떳치 못함’, ‘성 인식의 변화’로, 아기에 대해

서는 ‘모성을 느낌’으로 각각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범주별로 

제시하면 <Table 1>과 다음과 같다.

 [범주 1. 지옥 같음]은 <황당함>, <고통>, <혼란스러움>

이라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제 1. 황당함>

참여자들은 임신에 대한 준비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

황이라 임신이 되리라는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

음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임신 사실을 부정하

였다. 이들은 ‘내가 진짜 미쳤는갑다’와 같이 임신 사실을 받

아들일 수 없는 황당함으로 표현하였다.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피가 

조금씩 나와서 임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친구가 검

사하려고 임신 테스트 약을 사왔는데  해 봤더니 임신 두 줄

이 나온 거예요. 황당했어요. <황당함>

내가 진짜 미쳤는갑다 그랬어요. 생각하면 미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것 만큼 너무 걱정이 되서 미칠 

것 같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다가도 이 생각하면 미칠 것 

같고. 특히 잠잘 때 누우면  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미칠 

것 같고. <미칠 것 같음>

아닐 것이다. 계속 울고, 임신 아니다 부정했는데. 잘못 나

올 수도 있다. 책에서 보면 임신이었는데도 아니다 라고 나온 

경우가 있대요. 나는 아닐 것이다. 그 때 부터 계속 울고, 이

런 일이 나한테 올 줄 몰랐다. <아니기를 바람>

 • <주제 2. 고통>

참여자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래로 고통스런 삶을 살

았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상대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사실을 알자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고 임신은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임신했다는 사실 뿐만 아

니라 임신했을 때 빨리 유산시키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과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또 상대남자가 유산시키라고 하거나 돈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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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할 때 억울함을 느꼈으며, 심지어 아기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 남성이 떠나가 버릴까 봐, 어린

나이에 임신한 것이 상대남자나 친한 친구, 가족에게 임신사

실을 숨기고 홀로 견뎌내는 고통 속에 있었다. 

니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앤지 어떻게 아노 하니까, 배신감

을 느끼고, 버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 책임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자 책임이라고 보잖아요. 

난 남자한테 질렸다. 좋아한다 해놓고 책임도 안지고. 남자가 

싫고 남자도 임신 같은 걸 한번 해 봐야 된 다. 이런 생각 들

고 늑대다. 이런 생각 들어요. 하고 나면 피해자가 되잖아요. 

임신이 되면, 여자의 인생은 끝나잖아요. 내 인생을 끝내고 

싶었어요. 내가 시설에 안 왔다면 어딘가에서 애를 낳고 죽었

을 거예요. 아마 내가 키울 수 없으니까 내가 키워야 한다면 

같이 죽는 게 낫죠.. <억울하고 죽고 싶음>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계속 저 혼자만 힘들

어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친한 친구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

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임신 됐다는 걸 알면 인간 취급

을 안 할 것 같았어요. 집에 말한다는 것 생각도 못했죠. 임

신 딱 했을 때 애기를 놓거나 지울 때까지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 친구한테 말하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그 때는 아

무 말 안했죠.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그 거였어

요. 알면 제 평판이 안 좋아지잖아요, 제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어린 나이에 애 낳았다’ 그러면 시선이 안 좋

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잖아요. <혼자 감당해야 함>

아예 병원 가서 지웠으면 나도 편하고 아이한테도 덜 미안

하고 그랬을 텐데. 임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임신은 커서 하

고 싶다. 후회 밖에 안 되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실수는 한번

으로 족하니까, 내 몸 하나 간수 못한 게 바보같이 이때까지 

온 게 정말 많이 후회되고 빨리 알았으면 돈도 적게 들고 애 

낳을 수 있는 상황까지 안 올 수 있었으니까. 그게 가장 후회

되고 내가 피임을 했으면 임신 안 했을 거고. 피임 안 한 게  

후회스럽죠.. ‘ 아 싫다는 생각 ’후회 밖에 안 해요.<후회됨>

겁나고 계속 울고, 기분을 계속 안 좋고 , 걱정 같은 거 많

이 하잖아요. 애, 낳을 때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애기 낳을 때

가 다 되어가니 무섭고 두렵고, 진통이 제일 걱정된다 하고 

그 느낌 모르니까 안 겪어보니까, 겁나는 게 제일 많아요. 자

꾸 날짜가 다가오니 무섭고. <겁남> 

 • <주제 3. 혼란스러움>

참여자들은 임신 사실을 알고서 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을 하였으며 누구와 상의해야 할 지 

가족에게 말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출산을 결

정한 후에는 양육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기

를 양육해야 할 지 입양 보내야 할 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였다. 임신 사실을 알고서도 상대남성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했던 것이 임신 사실을 알면 상대남성

과 헤어지게 될 까봐 우려되어 말할 수 없었으며 임신 사실

을 알린 경우에도 상대 남성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그리운 감정이 혼재되어 나타나 괴로워하였다.

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애기를 지울까? 가족에게 어

떻게 얘기하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 어떻게 키울까하는 그런 거 반 반이에요. 

<갈등> 

뱃속에 뭐가 뛰는 거 같았어 예. 그래도 말 못했어 예, 멀

어질까 봐. 앞으로 안 볼까 봐.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가족은 생각 안 나고 남자 친

구만 생각나더라고요. 연락하면 연락하지 말라고 그럴까 봐. 

아직도 그 오빠를 좋아하니까. <이중감정으로 괴로움>

 [범주2. 유산되기를 바람]은 <함부로 몸을 굴림>, <인공

유산을 원함>이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

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제 1. 함부로 몸을 굴림>

참여자들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기는 낳을 수 없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인공유산을 하든지 아니면 

아기가 자연적으로 낙태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

하였다. 가능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진 

인공유산보다는 자연유산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여 평소

에 유산될 수 있는 행위라고 믿고 있었던 술이나 약을 먹거

나 담배를 피우며 몸을 함부로 굴려 아기가 낙태되기를 바랐

다. 심지어는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때려 보

기도 하고 손으로 맞아 볼까도 생각하면서 오로지 아기가 죽

을 수 있는 방도만 생각하게 되었고 몸을 함부로 굴리면 자

연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이건 나쁜 거다’는 걸 알면서도 했거든요. 임신한 걸 알면

서도 맨 날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애 땐다

는 생각 밖에 안했어요. 절대로 나는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

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몸을 함부로 대하면서 죽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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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죠, 유산되기만을 바랬죠. 그런 의미로 더 많이 먹고 그랬

죠. 저는 어디에 부딪쳐서라도 어디 차에 부딪쳐서라도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배도 때려보고, 남자가 

힘이 세니까. 주먹으로 치면 애가 죽는다. 그러대요. 맞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애가 죽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몸을 함부로 굴림>

초기에는 약 먹고 그러면 지워진다. 그러대요. 애가 죽는다.  

자연유산 같은 거, 그런 게 되면 좋겠다. 차라리. <약 먹음>

 • <주제 2. 인공유산을 원함>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이 자신의 미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임신임을 알게 되었을 때 아기

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편해지기 위한 이기적

인 마음에 유산을 원하고 있었다.

무조건 내 이기심에. 야 하나 없으면 편해지니까. 지우려고 

생각했죠. 낳는 건 아예 나한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우는 게 편할 것이다. 표가 

안 나니까. ‘낳는 거 보다는 지우는 게 더 안 낫겠나?’ 생각

했어요. 그 때는. 아픔이 덜하니까. 지워도 모두 아픈 건 있겠

죠. 신체적인 거, 그냥 무조건 지워야겠다. 내 먼저 살고 봐야

겠다. 이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운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 <지우기로 함>

 [범주3. 무기력함]은 <소극적 대처>의 주제로 나타났으며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제 1. 소극적 대처>

십대 미혼모들은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걱정만 하고 아무

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기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므로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유산을 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만 하다가 유산을 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하지만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어떻

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하였다.

병원 간다 해 놓고 돈 있으면 쓰고 돈이 생겨도 쓰고 걱정

은 속으로만 하고 실천을 못했어요. ‘어떻게 되겠지. 누가 도

와 줄 것이다.’ 그런 생각, 지우려고 그랬는데 돈도 돈이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애를 낳을 자신도 없었는데 지울 자신도 없

었고. <아무 대처를 못함>

 [범주4. 모성을 느낌]은 <소중함>, <모성의 아픔>이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제 1. 소중함>

모든 참여자들은 출산 후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신기하다

는 생각과 내 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출산 전에 입양

을 결정했던 참여자들도 키워야겠다는 생각과 생명의 소중함

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신기해. 저런 게 뱃속에서 낳나? 내가 낳아서 내 애라고 생

각하니 신기하고, 보낼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키워야겠다. 생

각하면서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신기하고 소중함>.

 • <주제 2. 모성의 아픔>

미혼모들은 임신 중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였고 출

산 후 아기가 위탁모에게서 보살핌을 받는 동안에도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몹시 

가슴 아파하였으며,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에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아기를 키운다면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등 아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출산한 아기를 보고 난 뒤에는 키우

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반면 현실적으로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입양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이들은 

임신 중에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출산 후 아기를 보

고 만져 보면서 자신의 핏줄임을 느끼게 되어 아기와 정이 

들었지만 기를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건강하게 태어날까? 내가 사회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

요. 술, 담배도 했고 배는 크고 살도 쪘는데 애기가 안 큰다. 

고 해서 참 걱정이에요. 제대로 젖을 빨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이에요. 온통 애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 저걸 어

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 입양됐다는 사실을 애기가 알면 얼

마나 나를 원망할까 기분 나쁘잖아요.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

다는 사실이. 놓고 나니 입양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정 안

되면 고아원에 가야 되잖아요. 불쌍하다는 생각,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양하는 사람은 거의 잘 살잖아요. 고아원보

다는 낫죠. 부모님도 생기고. 어제 아래도 외국인이 왔었는데, 

내심 ‘입양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걱정이 됨>

열 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애 움직이는 거도 느꼈

고 자기 아기도 봤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젖도 제대로 못 

빤다고 해서 대개 마음이 아팠어요. 낳고 보내면 끝인데 뭐 그

렇게 마음 아플까 했는데 그 마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요. 사람이 자기 자식 보내 놔놓고 남

자는 몰라도 여자는 배 아파서 낳았으니 솔직히 떨어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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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걔는 몰라도 낳은 우리는 알잖아요. 멀리 있어도 사진

보면서 울잖아요. 애기보고 싶어서. <정이 들고 가슴이 아픔>

돈이 없으니 혼자서 키울 수 도 없고, 기르고 싶지만 어려

울 것 같아요. 돈도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도 많

고 솔직히 키워 줄 사람도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런 

거 반 반이에요. 내한테 있어 봤자 좋은 꼴 볼 것도 없고 나

이가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니까 입양 보내면 나보다는 가정환경이 좀 낫지 않을까.

<키울 자신이 없음>

 [범주5. 떳떳치 못함]은 <창피함>, <몸이 더러움>이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제 1. 창피함>

십대 미혼모들은 혼전임신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

었으며 주위에서 바라볼 시선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미쳐 버릴 것 같아요. 제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애 낳은 걸 

다 알거든요. 저를 뭐로 알겠어요. 불쌍한 눈으로 볼 거 아니

에요. 우리나라가 원래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지면 

안 좋잖아요. 내 같은 나이에 애를 낳아서 자기 집에 들어오

면 뭐라 그러겠어 예. 동네 창피하다고 그러겠죠. <주위 시선

에 대한 두려움>

 • <주제 2. 몸이 더러움>

참여자들은 혼전에 경험한 임신, 출산으로 순결을 잃어서 

자신의 몸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버려진 몸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징그러워요, 과거도 떠오르고. 몸을 버렸으니까 더럽죠. 제 

몸이 달라지잖아요. 순결을 잃었다는 생각. 할 때는 좋고 지

금 생각하면 지저분한 거 같애요. 포르노 영화를 찍은 거 같

애요. 화가 날 때 그냥 더럽다. 상존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

각이 들었어요. <몸을 버림>

 

 [범주6. 성 인식의 변화]는 <성이 소중함>, <사랑의 표

현>이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에 반영된 주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제 1. 성이 소중함>

참여자들은 혼전 임신과 출산 과정으로 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성관계가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성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전에는 좋아하면 성관계

를 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임신

과 출산을 경험한 후에는 임신, 생명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진정 사랑하면 오히려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앞으로 결혼 후 떳떳한 성생활로 임신하기를 

갈망하고 있었으며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성관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 후 임신에 대한 책임

을 질 수 있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낳고 나니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

랑한다면 안자요. 그 때는 자는 게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는

데, 지금은 애를 낳고 나니 그 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 낳고 

난 뒤에는 가볍게 안 보여지죠. 신중해야 되고. 정말 사랑한다

면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남자는 사귀되 성관계

는 안한다고 봐야죠. 성관계는 나중에 커서 할려고요. <성이 

소중함>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성 

이라는 건 하면 안 된다. 결혼하기 전 까지는. 정말 한 남자

만 만나서 성을 하고 애를 낳아야지 아니면 자면 안 돼요. 그 

남자도 똑같고 애기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준비됐을 때 해야

지. <책임이 따르는 것>

 • <주제 2. 사랑의 표현>

참여자들은 혼전 성관계로 임신, 분만을 경험한 후에는 성

관계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표현인 것을 알게 되

었다.

이제 관념을 좀 바꾸려고요.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랑표현으

로. <사랑의 표현>

논    의

본 연구는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의 의미와 본질

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십대 미혼모들

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은 ‘지옥 같음’, ‘유산되기를 바람’, ‘무기

력함’으로, 출산 후에는 ‘떳떳치 못함’과 ‘성 인식의 변화’로, 

아기에 대해서는 ‘모성을 느낌’의 6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옥과 같은 삶

을 산다고 하였다. 이들은 처음 임신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전

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황당했고 계획한 임신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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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임신 사실에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다. 또 앞으

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두려웠고 무엇보다 출산 일

이 다가옴에 따라 출산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이 났다. 

그래서 이들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못하고 막연함과 두려움 속에 ‘나는 피해갈 것이다’라고 

자신 만은 예외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

다. 선행연구에서도 계획되지 않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혼

모들은 임신을 처음 알았을 때 두려움(Han, 1998), 충격(Joo, 

1999), 당황스러움과 후회(Choi & Kim, 2004)등을 나타낸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고 또 성관계시 피임에 대한 준비도 없이 

막연하게 상대남성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임신임을 알고

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는 Noh(2002)의 결과와도 일치하였

다. 반면 임신을 미리 계획한 청소년은 임신을 잘 받아들이고 

태어날 아기를 잘 돌보기 위해 주어진 일터나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isten, 2004). 따라서 계획되지 않

은 미혼모의 임신은 여성에게 정서, 심리적 충격을 안겨다 주

며 대처능력 마저 잃어버리게 하므로 성관계시 여성들이 자

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임신에 대비

할 수 있는 준비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교육이 강

화되어야 한다. 또 임신 사실을 숨겨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남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부터의 배신감, 임신에 대처하지 

못하고 현 상태까지 온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과 자책감, 임신

에 대한 짐을 혼자 져야 하는 성관계의 피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는 유교적 사고방식과 혼전 임신을 한 여성은 

여성의 삶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일생을 죄의식이나 죄악

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 사

실을 은폐하고자 애를 쓰며 커다란 정신적 갈등(Joo, 1999)과 

괴로운 임신 과정(Han & Yang, 1997)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

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임신으로 인

한 고통 뿐만 아니라 커다란 심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사회

가 이들을 비난하고 낙인찍기 보다는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

회 분위기 조성으로 미혼부와 가족, 사회가 보다 책임 의식을 

느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은 출산 후 아기를 보면서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

을 실감하게 된다. 아기가 신기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양육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면서 가슴 아파 하였다. 

Yoon과 Lee(2002)에 의하면 십대 미혼모들은 76.9%가 입양을 

결정하지만 모자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거나(42.3%) 아기를 맡

길 위탁 시설이 있다면 여건이 마련된 후 데려다 키우겠다

(36.2%)고 응답하여 아기에 대한 강한 모성을 느끼고 있었으

며, 양육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Yoon(2000)

은 또한 십대 미혼모들이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여 십대 

미혼모가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라기 

보다 경제적 요인과 같은 환경적 영향임을 고려하여 앞으로 

미혼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계속교육, 직업교육 등의 체계적

인 사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십대 미혼모들은 임신이 되었을 때 자신의 현

처지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산되기

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며 무엇보다 자연적으로 유산되기

를 바랐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라도 낙태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는 Yoon(2000)의 보고에서 10대 미

혼모 중 22.3%가 반복 임신을 하였고 그중 86.2%가 이전 임

신 시 해결책으로 인공 유산을 선택하였다고 하였으며, 

Fisher, Marks와 Trieller(1988)도 십대 임신의 92%를 유산으로 

종결한다고 보고하여 십대 임신의 대부분이 유산으로 종결하

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설혹 미혼모가 출산을 하는 경

우에도 유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

는 상황이므로 임신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문제 발생 후 각자의 편의대로 해결하려는 위험을 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십대들의 혼전 임신 발생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피임 교육이다(Mott, 1986; Howard & 

McCabe, 1990)는 보고에서처럼 십대 유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성관계에 직면 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피

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십대 미혼모는 혼전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이 

더럽혀져서 남들에게 창피한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가 

된 것에 대해 그리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사회적 시선에 대해 

상당히 당당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여(Choi & Kim, 2004)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성 인식이 변화되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되었다. Han과 Yang(1997)에 의하면 미혼모가 

되면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고통 속의 깨달음

을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Jeong(2004)은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예전과 다름없이 성을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

지만 출산 후 아기를 보고 나니까 임신, 생명과 연계되는 것

으로 생각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임

신은 십대 미혼모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충격적인 사건임과 

더불어 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미혼모들이 긍정적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

지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통해 십대 미혼모들의 임신 및 출산경험에 대한 심

층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미혼모 상담과 

예방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간호 지식체의 발전에 기

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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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의 의미를 확

인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임신 5개월 이후의 십대 미혼모 7명으

로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자

를 선택하여 임신기간 및 출산 후 1주일까지 면담이 이루어

졌다. 면담은 심층면담으로 경험의 진술이 포화에 이르는 시

점으로 1인당 3-4회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기간은 2002년 8월

부터 2003년 9월까지였다.

면담 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면담 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 아래 녹음기

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

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에서 나타난 범주 및 주

제는 1) 지옥 같음 - 황당함, 고통, 혼란스러움, 2) 유산되기를 

바람 - 함부로 몸을 굴림, 인공유산을 원함, 3) 무기력함 - 소

극적 대처, 4) 모성을 느낌 - 소중함, 모성의 아픔, 5) 떳떳치 

못함 - 창피함, 몸이 더러움, 6) 성 인식의 변화 - 성이 소중

함, 사랑의 표현 등으로 확인되었다.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처음 임신임을 알게 되는 순간 유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였고, 임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심

적 고통과 아기를 보면서 모성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또 임

신, 출산 과정을 통해 성 인식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

며 혼전에 임신한 것을 떳떳치 못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 인식 함양과 성

관계에 직면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교육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미혼모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재 임신한 미혼모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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