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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기 주도적 출산(Self-Directed Birth) 경험: 

새로운 자아 탄생

본 연구는 병원 중심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Expert-directed delivery)을 선택

하지 않고, 조산원 또는 집에서 조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출산

(Self-directed birth)을 선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목

적인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적용

하 다. 

연구를 위해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후 3~7

일이 경과된 11명의 여성에서 출산 경험담을 심층 면담하 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출산 비디오와 출산기 등이 자료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출산

하는 여성들을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여 자기 주도적 출산의 의미를 보다 깊게 드

러내고자 노력하 다. 면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2~3회 개별적으

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 내용을 필사한 후,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 자기 주도

적 출산 경험을 대상자 입장에서 나타내는 대표적 진술과 구성된 의미를 규명하

다. 이를 토대로 주제를 규명한 후,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심의미를 추출하

다. 연구 결과, 4개의 중심의미와 8개의 주제, 27개의 대표적 진술(구성된 의미)

이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A.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저항

1. 의료인 주도적 분만 비판 :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보다도 더 못하면 

되겠어요?”(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부재),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의료인과의 대화),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전혀 못 누리고, 권리를 빼앗겼죠.”(누리지 못하고 의료인에게 다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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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 “정상인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만을 하러 가는데도 환자 취급당하는 거잖

아요.”(임신이라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되다.), “아이는 둘이 가진 것인데.... 남

편의 참여는 곤란하다고...”(남편도 없이 버려지다.), “병원에서 하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어머니의 사랑으로 아기를 위할 수 없다.), “병원에서 자연분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분만이 아니더라.”(‘자연분만’이 ‘자연분만’이 아님을 알

다.)

2. 자기 주도적 출산 선택 : “어차피 할 출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

지.”(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다.), “산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내

가 찾는게 저런 방법이구나”(나를 위하는 출산 장소를 찾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주도하에 안정되게 아기를 낳고 싶어서...”(출산에서 기대하는 것을 

드러내다.)

B. 자기 주도적 맥락으로의 참여

3. 자기 주도적 출산 준비 : “뭘 알아야 출산을 하죠, 열심히 준비했어

요.”(스스로 자신을 준비시키다.), “신랑도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

니... 사람이 확 변했잖아요.”(함께 출산해야 할 남편을 이끌다.)

4. ‘자연적’ 출산의 체험 : “자연스러운거라 그러시더라구요. 그걸 내 눈으

로 직접 확인했구요.”(몸의 변화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다.), “온 몸이 다 휩쓸리

는 느낌인데... 혼자 견디는거지 뭐.”(진통의 고통과 공존하다.), “힘은 빼고 싶은데 

이게 막 저절로 나오려고 하는 느낌인데...”(불가항력적으로 분출하는 내 안의 힘

과 아기의 힘을 느끼다.)

5. 자기 주도적 출산 과정으로의 적극적 참여 : “남편이 잡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었어요.”(몸에 집중하다.), “정말 몸이 시키는대로 되더라구요.”(몸이 

원하는대로 반응하다.), “오만 것을 다 해 가지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온 

힘을 다해 몸을 이끌어가다.)

C. 공동체적 지원

6. 배우자의 새로운 역할 규정 : “고통을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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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을 같이 지켜줌으로 인해서...”(함께 있어 든든함을 느끼다.)

7. 주요 참여자로서 의료인(조산사/간호사) :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함

께 해 준다는 그런 느낌”(관심을 집중하여 모든 것을 함께 하다.), “다 믿는게 자

연분만이잖아요.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줘요.”(같은 마음으로 출산을 믿다.), “모든 

정성을 쏟아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내 몸 같이 정성으로 돌보다.), 

“엄청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힘을 실어주는 격려를 하다.)

D. 새로운 자아 탄생

8.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 모성 : “아~ 내가 낳았구나. 이제 시작이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아기의 생과 함께 시작하다.), “아기를 낳는 사람은 난데 

굳이 거기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난 이렇게 낳고 싶어요’ 이렇게 해

도 될거 같은데... 보통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잖아요.”(무지와 편견을 깨고 용기 있

게 실천하다.), “의지를 세워 출산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져야 하고...”(스스

로를 믿고 의지 세우다.), “내가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프라이드처럼...”

(엄마로서 힘을 느끼다.)

이상을 토대로 한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 구조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여성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고 실천한 경험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직시하여 비판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고, 출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자신의 것으

로 만들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출산을 선택하고, 자신의 요구를 가족과 의

료인에게 표현하여 마침내 출산에서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었다. 또

한 여성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지식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그리고 신체적 측면에

서 스스로 준비하여 보다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출산을 주도적으

로 준비하여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출산과 관련된 환경을 만들어냈

고 그 속으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 다. 출산하는 동안 여성은 주도적으로 출산 과

정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출산에 참여하 으며, 몸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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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 다.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는 동안 여성은 남편과 간호(조산사/간호사)로부터 공

동체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출산에서 또 다른 주체인 남편은 출산하는 여성과 함

께 하면서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 고, 출산 과정 주요 참여자로서 간호는 안정

감을 제공하면서 여성과 하나가 되어 함께 아기를 낳는 조력자 역할을 하 다.

이 모든 경험은 여성에게 무지와 편견을 깨고 용기 내어 실천하여 자신에 대

한 믿음과 의지를 세우는 자기 발전의 과정이 되었으며, 아기의 출생과 함께 생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머니로서 힘을 느끼는 경험이 되었고, 마침내 여성은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 다.

결론적으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과 자기 주도적 출산이 공존하는 현재의 건강

관리 파라다임 안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고 시행하는 경험을 통해 여성

은 성장발달상의 생물학적 사태로 출산을 종료하기 보다는, 보다 풍부한 출산 경

험을 통해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 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또한 여성들은 의료적 처치의 개입으로 인

해 몸과 의식이 분리된 상태로 아기를 낳기 보다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통해 온

전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출산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조절하면서 직접 체험

하여 출산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었으며, 남편이 참여하는 한 가족의 

경험으로 출산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은 정상 

출산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 측면과 심리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

의 요구를 보다 더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보다 확장된 출산 경험에 간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적 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중심적 정보(evidence-based data)를 제시하

고, 사회와 의료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와 자연분만율 증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출산 방법으로 자기 주도적 출산의 선택 가

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 다.

여성 개인과 가족 모두에서 보다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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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출산 과정이 성장 발달상 요구되는 과업 성취에 긍정적

으로 기여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와 사회 모두에서 출산방법과 환경에 대한 인식

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의료인들은 무지와 오

해, 편견 등으로 인해 자기 주도적 출산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대상자들을 

위해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완적인 출산 방법 중 

하나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주도적 

참여와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산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중심의 정상 출산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출산 관련 임상 현장에서 의료인은 만삭의 저위험 산부에서 정상 출산을 위해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 가

능한 출산 방법으로 제시하여 삶의 맥락 안에서 출산이 문화적으로 체험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간호는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하는 여성에게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전문

적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

여 보다 구체적인 지지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과 간호 

또는 조산 역에서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는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여성, 출산, 자기 주도적,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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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출산은 아기를 낳는 엄마 자신은 물론 아기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경험이다. 

여성에게 있어 출산은 생물학적인 과정(process)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복

잡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삶의 한 과정임과 동시에(Walker, 1992), 성숙하는 과정에서 직

면해야 하는 발달상의 위기이기도 하다. 또한 출산은 지속적으로 문화적으로 간섭을 받

아 왔기 때문에(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문화적 맥락 내의 가치와 신념이 '사회'

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통합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 내에

서 그 양식과 의미가 결정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다(김은실, 1996; 유은광, 1993, 2000). 

우리나라의 출산은 예로부터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면서 사회 문화적 현상

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50년대에 출산 장소가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인 주도적 분

만(Expert-Directed Delivery)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출산의 양식과 의미가 변화

되기 시작하 다. 현재 분만의 대다수는 병원 분만실에서 의료인의 개입 하에 이루어지

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으로, 1994년 의료기관 분만은 전체 분만의 98.8 % 로 보고 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0. 7. 10). 특히 제왕절개술(Cesarean section)에 의한 분만은 1999

년에 전체 분만의 43% 로 세계 1위이며, 2000년에 처음으로 3~4% 포인트 가량 감소하

여 2001년에 39.6%로 제시되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2a;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 조선일보, 2001. 5. 16). 특히 과거에 제왕절개술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분만에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전체 제왕절개술의 40.6%를 차

지하고 있다(박인화와 황나미, 1995).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은 수술하지 않고 분만하는 경우 모두에서 ‘자연분만’으로 불려지

면서 의료계와 일반인 모두에게서 ‘정상 분만’의 기준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의학적으

로 '자연스럽게 시작된 정상 질식 분만(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의 개

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의 특징은 의료적 처치가 제공된다는 점으로,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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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료인은 자연스럽게 출산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적 개입은 현대 의

학의 발전으로 산과학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즉 겸자(forcep)등 보조 기계를 사용하

는 분만, 인공양막파수술(amniotomy), 회음절개술(epigiotomy), 무통 마취시술 등이 

소개됨과 관련된다(박문일, 2000b, 2001b, 2002a). 결과적으로 출산은 의료화되어 ‘문

화’가 아닌 ‘의료’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의료 사회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상'인 건강한 여성은 '임신'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되므로(박문일, 2001b, 2002b), 최근까지 집에서 가

족과 함께 혼자 힘으로 아기를 낳아 왔던 여성은 이제 각자 고유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

재하기를 포기하고, 필요성을 제고하지 않고 제공되는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를 제공 받

으면서(Lavender, Walkinshaw 와 Walton, 1999)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

로 임신과 출산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통된 의학적 틀에 의해 관리 되는 질병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 던 출산은 분만실에서 여성 혼자 겪어내야 하는 

외로운 일로 변화되었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지배적으로 증가되면서 감염, 출혈 등 출산과 관련된 문제 

발생이 조기에 예방되거나 또는 발생 즉시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출

산하는 동안 산모가 경험하는 고통을 감소시켰으며,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던 임산부

들도 안전하게 출산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10만명 당 모성사망율은 1985년에 17.5명, 1990년에 14.0명(이경혜 

등, 1999)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96년에 20명(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7)으로 변화된 이후, 1998년에도 20.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급격

하게 증가하는 출산 의료화에 비해 출생 및 분만 관련 사망자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Kim, Yang 과 Go, 2000), 출산의 의료화만이 모성사망율 감소를 위

한 방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출산이 의료화 된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지역적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

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여성의 대부분은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의학적 

검사와 의사의 지시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출산 여성 자신의 가지는 인간적인 측면의 

내면적 욕구는 간과되어 왔다. 또한 의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의 몸을 임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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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나가며, 출산의 순간에도 여성은 출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박 숙과 이은희, 1997; 이종찬, 2000). 그리고 

절대 다수의 임산부들이 선택하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병원 분만실을 선택하게 되어, 독립적인 존재로 

자율성을 가지면서 혼자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의료인에게 위임하

게 되었고, 출산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편의는 무시되거나 극도로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

나게 되었으며, 산부와 아기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 분만은 점점 더 기계화 되

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정된 분만 자세가 획일적으로 적

용되고, 진통을 촉진하는 약물의 사용이 증가하 다. 또한 태아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임부라 하더라도 모두 적용하는 태아 전자 감시 장치는  산부의 자

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억압하게 되었다(김재희, 2001; 김금중과 한명선, 2001; 미셀 오

당 저, 장은주 역, 2001a, 2001b; Harper, 1994).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언제나 신비롭고 경외감을 느끼는 기쁜 일이었다. 그러므

로 분만 환경이 의료화 되어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억압하고 기계화되어 따뜻함보

다는 차가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가

지게 되고(Gibb, 1994), 각자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경

험을 기대하면서 병원 분만실로 들어가지만(Brucker 와 MacMullen, 1987), 모든 여성

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 진통을 하고 출산하면서 

기대와는 달리 고통과 공포감을 느끼고,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다시는 경험하고 싶

지 않다는 느낌, 격리에 대한 공포감, 소외감, 불안감과 무력감, 죽음에 가까운 고통 등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김현경, 1994; 박 숙과 이은희, 1997; 송미승, 1992; 조선 과 

고효정, 1999). 특히 의료인 편리 중심으로 의료인이 주도하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경

험하게 될 때, 여성은 개인의 비 과 프라이버시가 유지 되지 않고 침해 받았다고 느끼

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신체의 일부인 회음부를 ‘가위’로 자른 후 

분만대 위에서 다리를 벌리고 누워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수치스러움 속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느끼게 되어 자존감이 저하됨을 경험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임산부이거나 출산 직후의 산욕부인 여성을 중심으로 출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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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노랗게 되어야 아기가 나온다’, ‘죽는 줄로만 알면 된다’, ‘다시는 병원에서 아기

를 낳고 싶지 않다’, ‘정말 하기 싫지만 아기를 낳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는다’ 는 등의 

말로 회자되면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사회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결국 현대 의학으로 인해 분만은 의료인 편리 중심으로 의료인이 주도하는 환경

으로 변해왔으며,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를 제공받으면서 기계화된 분만실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는 여성들은 본인들이 ‘분만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분만을 당하

게’ 되었다. 또한 분만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던 의료인들은 점차 분만을 적극적

으로 ‘조절’하게 되었고(박문일, 2000c), 이러한 과정에서 출산을 하는 여성의 의식과 몸

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제왕절개율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의료계의 변화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 아기를 

낳는 여성을 돌보아 주었던 조산사와 정상 분만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조산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조산

사가 계속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538기관이었던 조산원은 1995년 183기관, 

2000년 127기관으로 감소되었고, 2001년에 87개로 급격하게 감소하 으며(국민건강보

험공단, 2002b), 이 중 실재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산원은 그 수가 더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조산원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정상 분만도 모두 병원으로 가서 분만해

야 하며, 가정에서의 분만이 거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 고 조산사들의 활동이 상대

적으로 위축되거나 활동 역이 조산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출산에서 여성의 소외는 출산율의 저하와 관련되어 다른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가 정책적 가족 계획 사업의 결과로 계속 

저하되어 가임 기간 동안 여성이 낳는 자녀수가 1995년 평균 1.65명으로 감소되었고, 

2001년에는 평균 1.3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조

선일보, 2002. 12. 26).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출산 건수가 수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산과 의사들의 의료 관리 대상의 초점은 출산 절차와 관리에서 태아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감시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산부인과 의료 대상이 여성 환자 혹은 생식기 

질환에서 태아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즉 태아가 산부인과의 여성 환자를 대신하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박 숙과 이은희, 1997). 이러한 변화는 산부인과 진료의 초점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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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양에서 의료의 질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산전 관리의 많은 부분이 임산부의 건강보

다는 태아의 건강에 중점을 두는 결과를 낳았으며, 따라서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검사

보다는 태아의 기형 유무, 안녕상태, 발달 상태 등의 검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임산부들은 태아를 건강하게 분만할 의무와 책임감으로 의사들이 권하는 모든 검

사와 감시에 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에 완전산전수진율을 달성하 으며, 산전 

관리를 위한 평균 초진 시기가 6,1주이며 산전수진 횟수도 평균 12.3회로 정부 권장 7회 

보다 적은 경우의 비율은 6.8% 일 뿐이었다(이삼식, 2001). 이러한 과정은 물론 태아의 

기형을 예방하고 태아의 건강을 감시한다는 좋은 목적도 있지만 불필요한 검사의 증가

와 그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라는 문제 또한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

의 몸과 정서적 느낌 보다는 태아에게로 초점이 옮겨가는 결과를 초래하 다. 즉 여성

의 몸과 느낌은 태아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고,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여성의 몸과 느낌은 쉽게 포기될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가치 

부여가 되어 여성의 몸과 느낌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에서 의료 소비자인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억압되는 분만 현장과 높은 

병원 분만율, 제왕절개 분만율 등은 사회와 여성에게 기존의 출산 방법의 문제점에 관

해 관심을 가지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고(시사저널, 2000; 한겨레신문, 1999. 12. 26), 

이와 함께 1997년 소프롤로지식 분만법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르봐이예(LeBoyer) 분

만법(르봐이예 저, 주정일 역, 1988), 수중분만법(서울방송, 2000), 인권분만법(미셀 오

당 저, 장은주 역, 2001b), 부드러운 출산(Gentle Birth) (박문일, 2001a, 2001b) 등이 국내

에 소개되어 출산 환경과 방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

가 되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대상자들은 '환자'가 아니라 '고객' 

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이경혜, 2000; Levy, 1999; Redwood, 1999), 

점차 건강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Brearley, 1990).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여성이 자신의 출산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이 지적되

었고(Brown 등, 1994; Green, Coupland 와 Kitsinger,  1988; Redwood, 1999), 여성 자

신과 가족이 느끼는 경험이 중심이 되는 출산이 중요하다는 점과 건강 증진 및 대중 건

강의 주요 향요인으로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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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zinger, 2001).

또한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자연분만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박문일, 2001a), 이 출산 방법은 자연분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개입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절되는 질 분만(Controlled Vaginal Delivery)으로 보는 것

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형성되면서(박문일, 2002b), 여성이 출산을 적극적으로 조절

하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들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김재희, 2001; 박문일, 2000a, 2000b; 2001b, 2002b).

이상의 요인들에 향을 받아 현재 우리나라 출산 문화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서 출산 방법과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면서 의료 소비자인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 계속 변화되고 있으며(김미하, 2002; 한원보, 2002),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산부인 여성

과 태아의 안전과 만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Lavender 등, 1999)과 의료인들이 보다 더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출산과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며, 남편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상 출산을 하고자 

한다. 이들은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의 제공을 거부하고 출산에서 자신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반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들의 증가로 인하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의 대안적 방법으로 조산원과 가정에서 여성이 원하는 방식대로 편

안하게 출산하고,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질식 분만법인 자기 주도

적 출산(Self-Directed Birth)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김재희, 2001; 수요기

획, 2002; 한겨레21, 2001), 출산에서 여성들의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함께 출산의 권리를 의료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어 여성 자신이 아기를 낳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김재희, 2001; 박문일, 

2000a, 2000b; 2001b, 2002b; 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 Harper, 1994)이 최근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만족하지 못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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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거부하고, 여성 자신이 출산의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출

산에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출산 방법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보고 된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경험

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존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 중심의 출산 맥락에 자기 주도

적 출산방법이 대안적 또는 보완적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없다. 이는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주류

를 형성하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비교할 때, 자기 주도적 출산은 매우 소수가 경험하

는 출산일 뿐만 아니라 병원 분만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료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소수이더라도 출산의 방법으로 자기 주

도적 출산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이 현상을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선

택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의료인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확보는 필요하

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병원에서 이루어지

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분만형태로 인정되어 왔으며, 문헌에서 

기존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여성의 수동적 역할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규범적 

역할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기본 가정 하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굳이 연구 대상자를 의료인 주도적 분만과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여성으로 구

분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송미승(1992)과 김현경(1994)은 초산모의 질 분만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출산 경험의 의미를 제시하 고, 조선 과 고효정(1999)은 분만 

유형별 초산모의 분만 경험 지각을 양적 연구 방법으로 측정하 지만, 이들의 연구 대

상자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여성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한 대상

자들이었다. 진통시 분만 통증과 그 의미(여정희, 1999a, 1999b; 이미라와 조성호, 1991; 

정은순과 여정희, 1998), 산전 불안(신인숙, 1988), 남편 및 보호자의 참여와 지지(홍명

자, 1990), 산전교육의 효과(여정희, 1987; 이인자, 1993; 정귀애, 1995; 최연순, 1983) 등

의 선행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경험한 여성

들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분만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함에서 근본적인 차이

가 있으므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의 출산 경험을 이해하는



- 8 -

데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의사에 의한 분만과 조산사에 의한 출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산에서 

여성에게 보다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이 허용되고, 병원  분만실뿐만 아니라 출산 센터

(birth center)와 가정 등 보다 다양한 출산 장소에서 다양한 자세와 물의 이용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출산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의료인 주도적 분만 외의 출산 경험에 

대한 연구가 조산사에 의한 자연 분만(natural birth) 중심으로 계속 보고 되고 있다

(Berg, Lundgern, Hermansson 와 Wahlberg, 1996; Bortin, Alzugaray, Dowd 와 

Kalman, 1994; Fleming, 1998; Hall 과 Holloway, 1998; Lavender 등, 1999; Morison, 

Hauck, Percival 와 McMurray, 1998; Walsh, 1999 ).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는 의사와 조

산사에 의해 기계화된 병원의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형

태의 출산을 많은 여성들이 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agner, 1994). 또한 여성들

이 출산에서 더 많은 조절과 통제력을 가지면서 의료적 개입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

을 선호한다는 것(Morison 등, 1998; Walker, Hall 과 Thomas, 1995)과, 여성 개인과 가

족의 심리 정서적 요구의 충족에 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ardozo, 

1993; Wagner, 1994). 이러한 결과들과  제왕절개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경

고가 배경이 되어 외국의 주요 병원들에서는 여성들에게 여성 중심의 돌봄과 조

산사에 의한 일대 일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어져 오

고 있다(Kitzinger, 2001). 그러나 출산은 아기를 낳는 여성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문화적 현상이므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 자기 주도적 출산을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출

산 방법에 대한 요구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자

기 주도적 출산이 실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출산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출산 경험은 분만 후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있어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가

시키고 어머니로서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지적

된 바이다(김은실, 2001; 조선 과 고효정, 1999).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일생에서 한 두번

의 출산만을 경험하게 될 여성들은 자신의 출산이 남과 다르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출

산 경험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 9 -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이기를 원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가 사회적인 요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므로, 간호는 출산 환경과 방법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

성들의 출산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 출산 

경험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과 자기 주도적 출산의 경험을 비

교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1. 3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1. 4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출산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다시 내리고자 한다. 

먼저 ‘출산’과 ‘분만’에 대한 정의를 보면, 최유덕(2001)은 성숙아 또는 만삭 태아

와 임신 산물이 모체로부터 만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만(delivery)’ 이라고 했으며, 현

재 산과 관련 임상 현장에서는 산부가 아기를 낳는 행위에 대해 ‘분만’이라는 용어를 지

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프랑스 산부인과 의사인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에 인용)은 여성

이 주체가 되는 경우를 ‘출산(birth)’이라고 보았고, 의학적 개입이 있거나 의료진에 의

해 주도되는 경우는 ‘분만’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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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과 신용철, 1989)에서 ‘출산’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나오

는 일이라고 하 으며, ‘분만’은 몸을 풀어 아이를 낳음이라고 하 다. 즉 출산은 아기 

입장에서, 분만은 아기를 낳는 모성의 입장에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하는 여성이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이므로 출생하는 아기보

다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의

료인 주도적 분만과 연구 현상인 자기 주도적 출산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위해 ‘출산’과 

‘분만’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1) 출산(birth) : 여성이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경우

2) 분만(delivery) :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의료적 처치에 의한 개입이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의료인에 의해 아기 낳는 것이 주도되는 경우

출산에 대해 자연 분만, 정상 분만, 질 분만 등의 명칭이 엄격한 개념의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박문일(2001a)은 아기를 낳는 과정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정

의하 는데, 먼저 능동적 출산(Active Birth)은 분만 환경에서 임산부 자신이 주인공으

로서 자신의 몸을 자신이 통제하는 출산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허용되는 

분만 환경이어야 하고, 임신한 여성이 자기 본능과 자기 몸의 생리학적 변화에 의하여 

출산을 행하는 것으로, 출산 동안 자기 몸에 지배 받아 스스로 움직여 출산을 하는 것이

라고 하 다. 또한 이러한 출산은 본능적인 것이며, 임부의 신념에서 나온 결과이며, 스

스로의 신체에서 솟아나는 자연적인 기능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 다. 

다른 형태로 제시한 ‘정상적인 자발적 질 분만(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은 인위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 여성의 자연적 변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질식(vaginal) 분만으로(박문일, 2002b), 이 형태가 ‘자연스러운 출산’ 이며 정상적인 분

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질식 분만을 대표하는 용어로 잘못 사용되고 있

다. 또한 박문일(2002b)은 자연 분만 또는 정상 분만으로 통용되어왔던 병원에서의 분

만을 ‘조절된 질식 분만(Controlled Vaginal Delivery)’ 이라고 재정의 하 는데, 이 형

태는 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 인위적인 의료적 처치가 개입되면서 의료인에 의해 통제

되는 분만으로, 금식, 정맥을 통한 수액 주입, 관장, 회음부 삭모, 절대 안정의 유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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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만 자세의 유지, 회음절개술, 합성 옥시토신(oxytocin) 사용에 의한 분만 촉진, 태

아 전자 감시 장치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

이상의 출산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기를 낳는 과정에 대

해 다음의 2가지 용어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1) 의료인 주도적 분만(Expert Directed Delivery, EDD) : 지금까지 병원에서 시

행되고 있는 기존의 분만 형태로,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출산하는 여성보다 의료

인의 의사결정이 우선적이며, 적극적인 의료적 처치의 제공을 통하여 의료인의 개입이 

있으며,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된 자궁 수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는 조절된 질 분만 또는 제왕절개분만이 포함된다. 

2) 자기 주도적 출산(Self-Directed Birth, SDB) : 자연스러운 출산(natural birth)

의 한 형태이며, 여성이 선택한 출산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participant)와 함

께 출산하며, 조산사 또는 의사 등 전문가가 출산 현장에 참여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진통에 의해 진행된다. 여성이 자신의 출산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출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몸을 조절하며, 의학적 처치 및 개입은 최소로 제

한되는 질(vagina)을 통한 정상 출산(normal birth)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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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적 배경

2. 1  전통적인 출산 문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출산에서 여성은 아기를 낳는 역할과 아기를 낳는 여성을 옆에

서 돕는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 다. 아기를 낳는 여성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가족

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아왔다.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

는 집에서, 또는 특별히 아기를 낳기 위해 준비된 공간에서 혼자 프라이버시를 유

지하면서 아기를 낳거나 또는 자신과 친숙한 가족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아기

를 낳았다. 여성은 출산 직후부터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기를 계속 돌보았다. 

이런 출산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조절하면서 아기를 낳았

으며, 이렇게 출산하는 여성을 돕기 위해 남편이나 어머니, 여자 형제, 또는 산파 

등 여성들이 옆에 있었다. 

이렇게 집에서 가족이나 산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출산하는 것은 

출산과 관련된 역사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으로, 출산하는 여성을 위한 

환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즉, 출산을 위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

해 노출보다는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이나 빛에 의한 방해보

다는 조용하고 자연적인 조명에 의해 밝기가 유지될 뿐 인위적으로 환하게 한 곳

은 아니며, 아기를 낳는 지지자들은 낯선 사람이기 보다는 여성이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친 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미셀 오당 저, 장

은주 역, 2001a, 2001b; 카트린 롤레, 마리 프랑스 모렐 저, 나은주 역, 2002). 

출산과 관련된 역사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관점은 출산하는 여성이 매우 

자유로운 자세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역사서와 그림, 조각 등

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은 누워있지 않고 앉거나 서 있다. 문자가 없었던 시대인 

BC 6500 ~5700 년 전 토우는 앉아서 아기를 낳는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멕시코

의 아즈텍(Aztec) 여신상 역시 쪼그리고 앉아서 출산하고 있는 모습니다. 고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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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인의 출산을 묘사한 이집트 콤옴보(Kom Ombo)의 세베크 신전 벽화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기를 낳는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산모와 산파를 묘사한 페

루 잉카 문명의 테라코타 물병에서는 앉아서 아기를 낳는 산모를 뒤에서 잡아주

는 산파를 볼 수 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오스티아의 조각에서도 앉아서 아기

를 낳는 산부와 뒤에서 이를 지지하는 산파가 함께 조각되어 있다(카트린 롤레, 

마리 프랑스 모렐 저, 나은주 역, 2002; Balaskas, 1992; England 와 Horowitz, 

1998). 이렇게 앉아서 아기를 낳는 자세는 역사적으로 출산 자세의 주류를 형성하

는 것이었으며, 산부가 중력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시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아기를 낳

는 산부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산 자세를 바꿀 수도 있었다. 콜럼버스가 발견하

기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산모들이 웅크린 자세

로 아기를 낳았으며, 캐나다의 일부 지방에서는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가로질러 

앉아서 아기를 낳았다.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방에서는 출산용으로 특별히 만든 

구멍 뚫린 의자를 사용하고, 에스키모 여자들은 다른 여자의 무릎 위에 앉거나 무

릎을 꿇고 앉아 출산한다. 집의 대들보나 기둥을 잡고 서서 아기를 낳는 곳도 있

으며, 고대 유럽사회와 대부분의 아프리카 부족들은 한 두 명이 산모를 붙잡고 산

파가 그 앞에 서서 아기를 받는 방식을 이용하 다. 고대 중국사회에서는 몇 사람

이 산모의 허리를 마사지해 주고, 산모는 출혈되는 피와 양수를 흡수하게끔 깔아 

놓은 종이 위에 서거나 반쯤 웅크린 자세로 아기를 낳았다(카트린 롤레, 마리 프

랑스 모렐 저, 나은주 역, 2002). 우리나라의 경우 분만시 삼줄을 천장에 매달아 

붙잡으면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자세로 힘을 주면서 아기를 낳았으며, 제주도의 

경우 둥그렇게 생긴 바구니 위에 엎드려 아기를 낳는 등 서거나, 앉거나, 쪼그리

는 자세를 통해 상체가 서 있는 출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박문일, 2000a; 서울방

송, 2000; 이경혜와 노춘희, 1989). 

이처럼 전통적인 출산 방법에서는 누워서 아기를 낳는 자세를 쉽게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를 통해 누워서 아기를 낳는 분만 자세는 인체의 신체 구조상 적

합한 자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Marcel Mauss(카트린 롤레, 마리 프랑스 모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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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은주 역, 2002에 인용)는 「신체의 기술」(1935)에서 눕는 자세가 다른 자세, 

즉 팔 다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에 비해 정상적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출

생 중인 아기를 도와 줄 수 있는 자세는 중력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는 자세이

어야 하고(Balaskas, 1992), 또한 아기를 출산 중인 산부가 힘주기를 잘 할 수 있는 

자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출산 자세들은 모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들로 개발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기, 

엎드려서 아기를 낳거나 서서 아기를 낳기, 의자를 이용하는 자세 등 모두 중력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산부와 아기 모두에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어왔으며, 이런 자세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아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출산 자세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기를 낳는 여성 자신이 출산 환경

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진다는 것이다(박문일, 2001b). 눕는 자세보다 앉거

나 서는 자세에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출산 과정을 조절해 나갈 수 있으

며, 출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시선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워서 분만하는 경우에서보다 무

력감을 덜 느끼게 되며, 외부 환경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진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 주인공은 출산하는 여성이었고, 여

성은 자신의 본능과 생리적인 몸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출산을 이끌었다. 아기를 

낳기 위해 여성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었고, 인

위적으로 몸에 가해지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 또한 가족과 분리되지 않고 남편이

나 다른 가족과 함께 아기를 낳았으며, 자신이 이미 익숙하여 친 감을 느끼는 장

소에서 산파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기를 낳았다. 

전통적인 출산에서 여성이 가진 역할 중 다른 하나는 출산하는 여성, 즉 산

부를 돕는 일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산파를 가리키는 명칭은 ‘도와주는 여자’ 라는 

뜻을 가진 용어와 ‘착한 엄마, 착한 여자’ 라는 뜻을 가진 용어에서 나왔다. 명칭

과는 관계없이 산파는 아이를 받아주고 산부를 도와주는 일을 하 는데, 이들은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나이 많은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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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파의 선정기준은 그 사회에서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부

분의 산파들은 맨손으로 아기를 받았으며, 산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산부로 하

여금 고통을 덜 느끼면서 빨리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산

파가 아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산부가 떨어뜨리는 아기를 거두거나 들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산파를 지칭하는 단어들, 즉 ‘들어올리는 

여자’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나, '들어올리다‘라는 뜻의 독일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

칭 등은 바로 이러한 역할에서 기원한 단어들이다(카트린 롤레, 마리 프랑스 모렐 

저, 나은주 역, 2002). 이를 통해서도 아기를 낳는 여성들이 출산에서 주체적인 역

할을 하면서 누워서 아기를 낳기 보다는 서거나 앉는 자세로 아기를 낳았으며, 산

파들이 이런 방식으로 출산하는 여성을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산파들이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보다는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유럽의 산파들은 의사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는데, 출산이나 분만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답습하는 처지에 머무르고 있

다는 것이 그 이유 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출산 기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강좌

가 개설되기 시작했고, 18세기 말에는 유럽에서 의사와 산파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졌는데, 정상적인 자연분만은 주로 산파가 맡았고, 아기의 위치가 잘못 놓

여 있거나 태반이 비정상적인 위치인 경우, 탯줄이 묶인 경우 등에는 겸자나 지렛

대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의사가 담당했다. 즉 이 도구들은 의사들의 절대적인 권

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극히 위험한 난산은 오직 의사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교회에 의해 통제가 되었는데 교회의 허락에 의해서만 의

사가 도구를 사용하여 산부를 수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런 통제는 출산이 산

파라는 여성의 일이 아니라 의사라는 남성의 일이 되는 기반으로 기여하 다(카트

린 롤레, 마리 프랑스 모렐 저, 나은주 역, 2002). 

2. 2  출산 의료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변화

이러한 전통적인 출산 문화가 변화된 것은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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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된다. 특히 출산에서 여성의 역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출산 자세가 지금

의 누워서 아기를 낳는 자세로 바뀐 것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접하게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반에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병원 제도가 

확립되면서 산과 분야의 의술이 빠르게 성장하 다. 이전까지 여성은 자신의 본

능, 신체적 능력, 어머니와 딸, 산파의 도움으로 아기를 낳아왔지만, 1588년 겸자

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의사의 등장으로 인해 병원이라는 시설에 가서 아기를 낳

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계보다는 경험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변

화에 맞추면서 출산을 도왔던 산파들은 제도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겸자를 사용

할 수 없게 제한되면서 어려운 출산의 경우에는 겸자를 사용할 의사에게 의존하

게 되었고, 이러한 산파들을 교회에서는 ‘마녀’ 라는 죄목으로 처형하기까지 했다. 

또한 19세기 미국 의료 교육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남성이 의

과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지만, 여성들, 특히 산파 역할을 하던 여성들은 정

규 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시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었던 과학 

기술들의 변화와 맞물려 사람들을 모두 병원으로 움직이게 했으며, 결국 출산은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낳아야 하는 ‘분만’으로 바뀌게 되었다(바바

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 Harper, 1994). 

20세기 중엽 의학의 급격한 발달은 산과와 관련된 의료적 처치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처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 과정에도 의사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은 병원이라는 제도 안에서 의사라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의료 행위의 대상

이 되었으며, 아기를 낳는 것은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의사는 물론 여

성들도 병원 내에서 의사의 통제 하에 분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출산하는 여성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에 대한 위험

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전통적인 출산에서 보이던 출산하는 여성

의 독립된 역할과 출산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감소시켰다(김문 , 2001; 바바라 하

퍼 저, 송미라 역, 2000)

병원에서 의사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절대대다수

의 분만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출산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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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세가 엎드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서있는 자세 등 중력을 이용할 수 있었

던 자세에서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진통을 한 후, 분만대라는 침대에 고정되어 

누워서 아기를 낳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누워서 진통을 하는 자세와 분

만대에서 취하게 되는 쇄석위(lithotomy position)는 의사가 내진을 하거나 분만을 

위해 흡인기계(vacuum extraction) 또는 겸자를 사용함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사실 

분만 1기 동안 정상 진통 중인 산부는 진통 초기에 침대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중인 산부를 침대에 눕혀 놓거나, 분만대 위에서 쇄

석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분만을 보다 더 쉽

게 빨리 종료하려는 목적을 위해 의료인이 내진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처치

를 보다 더 편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자세는 태아 전자 감시 장치, 

정맥 주사 등의 처치를 사용함과 맞물려 여성의 자세를 더욱 고정하는데 기여하

다(김문 , 2001; 박문일, 2000b, 2001b). 즉,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체위를 취하면

서 출산을 주도하 던 여성의 권리와 책임이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의료인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게 되었다. 

분만실 환경은 매우 의료적이고 기계화 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분만실 가

장 가운데 위치하는 분만대는 산부인 여성의 행동을 심각할 정도로 제한한다. 분

만대 또는 수술대 위에 등을 대고 눕는 자세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등을 대고 누워서 출산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며(미셀 오당 저, 장은

주 역, 2001b), 여성들이 아래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위에 의료진

들이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위계질서에 대

한 문화적 가치 기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부장제적인 의료인들의 지위와 출산에 

있어서 여성들의 구조적인 종속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분만

에서 흡입 기계 또는 겸자를 사용하거나 제왕 절개 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라는 

‘출산시키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의미는 여성이 위험하게 혼자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안전하

게 아기를 낳아 여성에게 선물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기를 낳자마

자 아기를 아주 잠깐 산모에게 보여주고 신생아실로 아기를 데리고 가 버리는 것

은 여성에게 아기를 가져다주거나 또는 아기를 데려갈 수 있는 권력이 의료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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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로비 E. 플로이드, 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에 인용; 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 이러한 의미들을 사회적으로 학습

하여 내재화한 여성들은 자기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참

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므로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

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미 병원에서 분만한 경험이 있는 여성에 의해 

다른 여성에게 학습되면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더 강한 믿음으로 굳어진

다.

또한 병원에 입원한 여성은 병원의 규정으로 정해진 지시들을 따라야 하며,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를 제공받게 된다. 그래서 분만실에 입원함과 동시에 금식을 

해야 하고, 혈관으로 정맥 수액을 맞아야하며, 태아 전자 감시 장치를 복부에 부

착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수축을 촉진하기 

위해 약물이 포함된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회음

부의 체모를 면도해야 하며, 집에서 얼마나 대변을 보고 왔는지와 상관없이 관장

을 해야 한다. 아기를 낳기 직전에는 회음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회

음절개를 해야 한다. 자궁 수축과 함께 발생하는 생리적인 통증을 줄이기 위해 여

러 가지 통증 억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궁 수축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양

막파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한 외과적 술기의 발달과 약물의 개발과 함께 출

산시 무통분만을 바라는 많은 임산부들의 요구에 따라 침습적인 경막외마취술을 

시술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박문일, 2001b). 이상과 같이 많은 침습적인 

의학적 처치(invasive medical intervention)들을 아기를 낳는 여성은 경험하게 된

다. 침습적인 처치가 아니더라도 여성은 몇 가지 의료적 처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중 회음부의 체모를 면도하는 것은 회음절개 부위의 감염을 예방한다는 의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여성의 하반신을 중성화하고 나아가 여성의 

하반신이 병원의 재량에 맡겨진 물건이라고 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로비 E. 플로

이드, 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에 인용).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의학적 처치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위적인 의료인들의 지위와 아기의 출산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처치들의 수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수용

하면서 수동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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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와 함께 현대 의학의 발달 이후 산파의 역할을 통해 출산하는 

여성들을 도와주었던 조산사(midwifery)의 역도 축소되게 되었다. 정규적인 교

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의해 조산사들은 자신들의 해야 할 일

인 출산하는 ‘여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었다. 

조산사의 쇠퇴는 미국 의학의 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별반 다르

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이전의 출산은 거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머

니, 할머니 등 여성의 도움을 받거나 산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출산하 고, 남자는 

거의 출산에 관여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 다. 일제시대 때 조산사 

교육이 시작된 이후 여성 조산사에 의한 출산이 각 가정이나 조산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대 의학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의사에 의한 출산이 시작되

었으며, 점차 의사의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미국 등 외국에서 산과를 전공한 의사

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경제적인 향상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맞물려 중소 병

원과 의원에서의 분만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조산사에 의한 출산

은 감소하게 되었다. 의료보험이 전체 국민으로 확대 실시된 후에는 분만 의료 수

가의 낮은 책정으로 분만이 의원보다는 중소 병원과 종합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

이 초래되었다(박 숙과 이은희, 1997).

이상과 같은 출산의 의료화는 의학적 처치들을 제공하여 출산하는 여성과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도 했지만, 분만 과정을 '돕던' 의료인들의 역할이 

점차 의료적 기술들을 이용해 분만을 '조절'하는 역할로 변화하는데도 기여하 다

(박문일, 2000b, 2001b).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고위험인 산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산부에게도 관례적으로 당연하게 적용되게 되었으며(박문일, 

2000b, 2001b; 이삼식, 2001; Righard, 2001), 이 과정에서 의학적 중재가 분만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형성되었고, 산부가 아기를 낳기 위

해 경험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의 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결국 가장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은 병원이며, 출산 진료는 의사들만이 해야 하

며, 태아 심음 장치가 아기들을 구할 것이며, 한번 제왕절개를 했으면 계속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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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를 해야 하며, 무균상태에서 출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통제는 아기에게 해

가 되지 않으며, 인위적인 회음절개가 자연적인 회음손상보다 회복이 더 빠르며,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돌보아야 하며, 35세가 넘으면 자연스러운 출산이 힘들어지

며, 남아의 경우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이 형성되게 되

었는데, Harper(1994)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의학적 행위에 대한 ‘미신’ 또는 ‘신화’

라고 하 다. 이와 같이 의학적 행위들은 여성의 자율성과 편의를 무시하여 출산

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김문 , 2001). 

또 하나의 변화는 출산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적인 일이 

아니라 의료적인 일이 된 것이다. 병원의 분만실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위해 

가족은 분만 대기실 밖으로 려나게 되었고, 출산에 참여하여 왔던 가족들은 분

만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가족 없이 혼자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여성

은 당연히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화’로 이

해하기 보다는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로 보는 시각 때문이

다(박문일, 2001b). 특히 이러한 견해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더 강하며, 미국 의료

의 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임신과 출

산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견해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출산과 관련된 

의료에 향을 주어 2000년 국내 산전수진율은 100%에 도달하 으며(이삼식, 

2001), 1975년에 57.2%이었던 병원 중심의 시설 분만율(박정은, 1994)이 1994년에 

98.8%로 증가하 으며(한겨레신문, 2000. 7. 10), 2000년에는 99.9%에 이르 다. 그

러나 조산원와 보건소에서 분만하는 경우는 2000년에 0.3%, 0.4%를 차지하 을 뿐

이다(이삼식, 2001). 

특히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비율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 이전에

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10% 미만이었으나, 1985년에 6% 에 불과하 던 제왕절

개분만이 1990년에  13.3%로 증가하 고(김 암, 1998), 1990년에 13.3%, 1995년에 

21.3%로 증가한 이후(한겨레신문, 2000. 7. 10), 1999년에 전체 분만의 43.6%로 세

계 1위이며, 2000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3~4% 포인트 가량 감소되는 추세로 되

고 있음(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2000; 조선일보, 2001. 5. 16; 한겨레신문,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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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왕절개술의 빈도가 16.1%에서 75.6%에 이르기

까지 병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안형식, 강여호, 김남순과 이신재, 

2000), 제왕절개로 분만한 여성 10명중 8명이 산부 본인의 의사(意思)보다는 의사

(醫師)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수술을 선택하고 있으며(동아일보, 2000. 7. 14), 제

왕절개의 주된 이유 중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이유가 1997년에 

3.4%이었지만 2000년에는 7.3%로 증가하 다(이삼식, 2001). 이상의 변화와 의사 

또한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쉽게 제왕절개술을 선택하고 있

는 실태(연합뉴스, 2002. 12. 3)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산과 관련 역들에서 양적인 

측변에서는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이삼식, 2001), 의료 소비자인 산부보다는 의료인과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출산과 아기를 낳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의학적 견해를 알 수 있다. 또한 비의학적 이유에 의한 제왕절개

율의 꾸준한 증가는 정상 분만에 비해 많은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모유 

수유 실천율을 감소시키는 등 모자 보건 증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이삼식, 

2001),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통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며(이삼식, 200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부정

적인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 분만에 대한 수가보다는 제왕절개술에 대한 수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문제와, 자연 분만보다는 수술을 더 

선호하는 의료인들과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박문일

(2001b)은 제왕절개술의 빈도가 15~25%인 미국과, 5~12%인 국 등 유럽과 우리

나라의 수술 빈도를 비교했을 때 빈도 차이가 현저한 원인은 제도적 차이에서 기

인하기도 하지만 분만 환경에서 원인이 더 많다고 했다. 즉 다양한 자연분만 방법

들을 임산부인 여성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유럽에서 자연분만율이 

높으므로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원인보다는 출산 환경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 높은 제왕절개술의 빈도를 낮추는 해결방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제왕 절개 분

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력이 있는 산부라도 정상 분

만을 먼저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임산부와 태아의 내과적 또는 외과적 합병



- 22 -

증이 있을 때도 정상 분만을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연합뉴스, 2002. 12. 

3), 의료인은 출산 처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산부에게 전달해 스스로 출산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수경, 신순애, 김기 과 김창엽, 2001). 또한 산

부인 여성들도 무조건적으로 의사에게 분만을 맡기기 보다는 스스로 출산을 주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동아일보, 2000. 7. 14), 제왕절개술을 

선택할 때 수술 선택의 적절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임상 지침 제정이 필요

하다는 지적도 있다(안형식 등, 2000; 이삼식, 2001).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산모가 태아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므로 제

왕절개 시술을 줄일 것을 권고하 으며, 해마다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전체 출산

의 10%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출산 과정에 의사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

다고 요구하 으며(WHO, 1990), Kitzinger(2001)는 모든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

은 수술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또한 의사가 많고 조산사가 적은 나라일수록 제왕절개 수술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을 통해서도 의료 제도적 측

면보다는 출산 환경에서 제왕절개술의 빈도를 낮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급증하는 제왕절개 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왕절개분만율을 

요양기관별로 발표하고 병원에서의 정상 분만 수가를 조정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고수경 등, 2001), 보다 구체적이거나 효율적인 출산 방법에서의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산과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의료적 처치들은 임

신과 출산 전체 과정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을 감소시켜(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 출산 과정 전체가 의사에게 속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될 여성은 의사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박 숙과 이은

희, 1997). 이러한 인식은 특히 산전관리를 받는 시점부터 여성의 프라이버시가 의

료인에 의해 무시되고(박 숙과 이은희, 1997), 병원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

면서 더 강화된다(박문일, 2000b). 그러므로 여성은 병원에서 의사가 지시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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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야 하고 다른 임신한 여성들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아

무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아기를 낳는 것은 부끄럽고, 피를 흘려야 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되어진다.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성이 스스로 아기를 낳는 것

은 없어져버렸고 자신이 출산하는 모습을 자신이 볼 수 있는 권리도 없어져 버렸

으며, 남은 것은 의료인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과 과다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소

비적 환경과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의 원인을 이종찬(2000)은 3가지로 지적했는

데, 먼저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적 존재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출산 문화를 만들

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의사에 비해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여성들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다 하더라도 수용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몸의 상품화가 진행되어 결국 여성

들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몸의 상품화, 몸으로부터의 소외, 높은 제왕절개술 빈도, 높은 의료비 지출 

등은 여성과 사회에게 출산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이루었으며 변

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도하는 움직임의 기초가 되었다. 

2. 3  출산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

이러한 출산 환경에 대해 변화가 생긴 것은 1960년대 소비자 운동과 여성

주의 운동의 향으로 의료 전달체계와 의료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환자로서 소비

자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이경혜, 2000). 전염병 중심의 급성 

질환이 만성 질환으로 변화해가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사회에서는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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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치유보다는 건강 유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비중을 두는 의료 요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의료 기관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와 제공

하는 의료 서비스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자신의 건강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인간중심의 의료 행위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직접적으로 산과 역에 향을 주기 시작하여(Redwood, 

1999), 병원 분만실에서 의료인 주도로 이루어지던 분만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했

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운동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궁극적으

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Harper, 1994), 1980

년대와 1990년대 동안 여성이 출산하는 방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특

히 증가하 고,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에는 출산을 생리적 생존과 손상의 부재라

는 측면에서 여성과 아기의 안전이 강조되기 보다는 ‘충만감(fulfillment)’의 의미로 

출산을 강조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근거하여 출산하는 동안 

보다 많은 선택(choice)과 조절(control)을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 다

(Redwood, 1999). 그 결과 여성들은 ‘언제’ 아기를 낳을 것인지 선택했을 뿐만 아

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을 것인지도 선택하기 시작했으며(Harper, 

1994), 의료인이 주도하는 분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출산하는 여성의 요구가 충족

될 수 있는 분만 환경으로 병원이 변화되기 시작하 고, 이에 따라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출산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에 발생한 가정 출산 실천 운동은 선택의 자유에 의해 추진력을 얻었고, 미국 전

역에 조산사의 재출현을 불러일으켰다(Harper, 1994). 이러한 변화들은 출산을 단

순히 아기를 낳는 경험으로 보기보다는 출산하는 여성 자신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경험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렇게 극적이고 경이로운 

출산을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산사들은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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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것을 도왔다. 정형화되고 기계화된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비하여 출산에서 보다 많은 자유와 선택을 여성에게 부여하면서, 

조산사들은 출산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충분히 자신의 경험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출산 진료에서 산전 진료와 교육, 출산 여성의 

자신감을 강조하는 조산사 모델을 기본 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다(Harper, 1994). 비

록 문헌적으로 조산사들의 출산 방법이 본격적으로 이론화되지 못했지만, 많은 조

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들은 출산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시

행해 오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출산과 관련된 이론 또는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대표

적인 예로 국의 산과 의사인 딕 리드(Dick Lead)는 ‘자연스러운 출산’을 처음 제

안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그는 정상적으로 고통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1930년대에 출간된「두려움 없는 출산 : 자연

스러운 출산의 원칙과 실재(Childbirth without Fear: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Natural Childbirth)」에서 두려움은 긴장을 낳고, 긴장은 통증을 낳으므로, 출

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두려움을 제거한다면 출산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출산 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신

의 출산에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출산에서 여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출산 담당자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 다(이경혜 등, 1999; Harper, 1994). 

이러한 딕 리드의 출산에 대한 지침들은 조산사들에 의해 활용되면서 자연스러운 

출산의 지침서로 사용되었고, 출산 준비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 다(Harper, 1994).

프랑스의 산과 의사 던 라마즈(Lamaze)는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 이론에 

근거하여 호흡, 연상, 이완을 함께 하는 라마즈법을 개발하 다. 프랑스에서 조산

사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던 라마즈법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출산을 

했던 한 미국 여성이 출판한「고마워요, 라마즈 박사님(Thank you, Dr. Lamaz

e)」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개 되었다. 그리고 많은 출산 준비 교육

에서 이 방법이 소개되면서 여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조산사와 간호사를 중심

으로 출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이경혜 등, 1999; Harper, 1994).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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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게 출산의 권리와 책임을 돌려주고자 하는 흐름이 생겼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출산에 대한 견해들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2. 3. 1  Frederick Levoyer 의 폭력 없는 탄생(Birth without Violence)

프랑스의 의사인 Levoyer는 「폭력 없는 탄생(Birth without Violence)」이라는 

저서를 통해 성공적으로 분만을 개조하여 만족스러워하는 의사와 분만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안도하는 산모와는 달리 출생 직후 신생아가 경험하는 것은 냉혹한 폭력이라고 

주장하 다. 그는 신생아가 감각은 물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예민하

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느낌을 지닌 완전한 존재라고 하 다. 그러므로 신생아는 자

신을 둘러싼 환경을 인지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신생아가 아무것도 못 느끼므로 고통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 다. 이러한 근거에서 Levoyer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가 경험하게 되는 출산 환경과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처치 또는 돌봄이 신생아에게는 매

우 견디기 힘든 폭력적인 것이라고 해석하 는데, 매우 밝은 불빛, 소음, 차가운 공기, 

의사가 아기를 거꾸로 잡고 드는 행위들,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 흡입을 하는 것, 아기

의 구부러진 등을 무시하고 바로 눕히는 것 등이 신생아가 원하지 않는 대표적인 폭력

적 환경 또는 행위들이라고 하 다(르봐이예 저, 주정일 역, 2001). 

이런 방식으로 탄생하는 아기에게 가해지는 지나친 의료적 간섭은 아기의 성격

에 향을 주어서 보다 폭력적이게 만들고 자기 파괴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미

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Pearce(Robbins, 2001에 인용)는 1982년 미국의 켈리포니

아주에서 시행된 범죄와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서 범죄와 폭력의 제 1

원인이 병원에서의 출산, 즉 아기들의 탄생과정에 대한 의료적 간섭으로 밝혀졌음을 지

적했다. 

Levoyer는 신생아가 출생하는 그 순간의 환경과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처치와 

돌봄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하 고, 조용하고 어둡고 따뜻

한 환경, 소음이 통제되어 신생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환경, 옷이

나 인위적인 것에 접촉하기 보다는 부모와 처음으로 피부접촉부터 하게 하는 것, 탯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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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박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탯줄을 자르기, 양수와 동일한 느낌을 위해 물

에 아기를 넣어 주는 것(Levoyer bath), 아기를 바로 눕히기 보다는 엎드려 눕혀 척추가 

똑바로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상태를 보존하여 아기의 척추 선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등이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김금중과 한명선, 2001; 

김미하, 2002; 르봐이예 저, 주정일 역, 2001; 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 이렇게 

하여 출생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아기를 도울 수 있고 탄생이라는 경험을 보다 즐거

운 경험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Levoyer는 아기를 엄마의 자궁 수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생존자라고 보았는

데, 엄마의 자궁 수축이 아기를 어내는 것에 대항하여 살아서 출생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비상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승리는 아기가 

출생 후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 완성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기가 엄마로

부터 분리되는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순간'이 아기의 출생이 완

성되는 시점이라고 하 다(르봐이예 저, 주정일 역, 2001). 이를 통해 단지 태아가 산도

를 완전히 빠져 나오는 것에서 출산의 종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가 출

생 후 눈을 언제 어떻게 뜨고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에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Levoyer에 의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순간’이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분만실에서 

의료인들은 신생아에게 의료적 처치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아기의 이러한 행위들

을 살펴 볼 여유와 관심이 거의 없었다.  

Levoyer의 폭력 없는 출산은 2000년 1월 임산부전용 출산문화관을 중심으로 국

내에 소개된 이후, 오늘날 우리나라 산과 의사들에게 하나의 출산방법으로 받아 들여져 

‘르봐이예 분만법’ 으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미하, 2002; 한원보, 2002).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르봐이예의 출산에 대

한 철학이 이처럼 ‘르봐이예 분만법’으로 중화되어 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이것은 

출산 방법이라기보다 출생하는 아기에 대한 출산 환경 측면에서의 철학이라고 보는 것

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에서 외국의 경우 조산사를 중심으로 병원 체제 밖

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근거로 Levoyer의 폭력 없는 출산을 사용하

고 있다(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

그러나 Levoyer의 출산 철학은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출산을 하는 엄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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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기에 대해 매우 두드러지는 효과를 보

이고, 출산 환경을 변화시키는 근간이 되는 견해라는 것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출산하

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제한된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3. 2  Michel Odent 의  부드러운 출산(Gentle Birth)

Odent은 프랑스의 외과 의사 지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피티비에(Pithiviers)

에서 조산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출산하는 여성과 이를 돕는 조산사들을 관찰한 결과와 

자신의 출산 개조 경험을 모아 ‘부드러운 출산(Gentle Birth)’으로 자신의 출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 다. Odent의 부드러운 출산에서는 출산을 의료 행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엄마와 아기의 삶에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한 부분으

로 보았다(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 

Odent은 자신들의 동료인 조산사들과 함께 아기를 낳는 많은 여성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방에서 본능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여성이 

아기를 낳도록 허용하 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출산과정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지켜보는 행위만을 하면서 ‘출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즉 

Odent의 출산에 대한 견해는 출산하는 주체로 여성을 인정하고 믿었으며, 최대한 여성

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여성을 배려하는 출산 방

법에 관한 것이다. 피티비에 병원에 여성이 입원할 때는 모든 여성이 출산 할 능력이 있

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산부에 대한 선택(screening)이 없으며(Balaskas, 1992), 그러므

로 근본적으로 출산을 위해 피티비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여성도 없다. 이러한 그

의 출산 방법은 오랜 동안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숙련된 조산사들이 출산하는 산부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정보와 출산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에 대한 정보

를 집대성한 것으로, 결국 조산사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이론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

다. 그의 출산에 대한 견해는 ‘출산이란 의료의 대상이 아니며, 덜 개입하면 덜 개입할

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그의 선언에서 잘 나타나있는데(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 Balaskas, 1992), 이는 기본적으로 조산술 모델의 기본적인 철학과도 일치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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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nt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출산하는 여성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면

서 출산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고 지

적하여 주변에 관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자신이 느끼는 욕구에 충실하면서 여성은 출산을 해야 하며 그녀가 출산하는 환

경은 집과 같이 여성이 편안해 하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익숙한 환경이어야 한다

는 것으로, 낯선 사람들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

통 중인 여성에게 의학적인 처치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약물의 사용도 극히 제한된

다.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 양막을 인위적으로 터뜨리지 않으며, 태아 전자 감시 장치도 

사용되지 않는다. 내진을 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 Balaskas, 1992). 

이러한 Odent의 주장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법

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출산하는 주체를 여성으로 인정하면서 출산에 대한 주도권을 

여성에게 넘겨주어야 함을 제시하는 견해이며, 또한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병원의 분만 환경을 집처럼 만들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출산 장소로 인정해

야 함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삶의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출산을 인정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의견과 욕구를 존

중하는 Odent의 출산에 대한 견해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출산을 스스로 주도하면

서 조절할 것을 원하면서 병원 중심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거부하 던 여성들에게 커

다란 향을 주게 되고, 현대 산부인과 역에서 출산 장소 또는 방법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Odent의 견해에 향을 받아 미국의 의사 Michael Rosenthal, 조산사 

Barbara Harper 등은 출산센터 중심의 또는 조산사 중심의 출산을 시행하여 보다 적극

적으로 여성을 출산에 참여시키면서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자유로운 체위로, 또는 수중

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접근을 확립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Odent의 견해가 1999년부터 소개되면서(김금중과 한명선, 2001) 부

드러운 출산에 대한 시도가 ‘인권분만’ 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 그러나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

태에서 분만 환경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출산하는 여성과 출

산 환경 모두에 맞추어져 있는 Odent의 견해가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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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3. 3  Janet Balaskas 의 능동적 출산(Active Birth)

조산사인 Janet Balaskas에 의해 처음 사용된 능동적 출산(Active Birth)은 ‘진통

의 적극적 관리(active management of labor)’  라는 의학적 용어의 반대어로 활용되었

다. 능동적 출산은 출생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되었으며, 정상적인 진통과 출산을 기술

하는 편리한 방법이며 또한 여성이 자신의 본능과 몸이 가지는 신체적인 논리에 따르는 

방법이다. 즉 여성이 무엇이 맞는 것인지 느끼는 대로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능동적 

출산은 본능적인 것이며,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성의 의지와 결정에 따

르며, 여성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또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하

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능동적 출산에서는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

세뿐만 아니라 출산 과정의 자연스러운 기능과 조절 불가능한 성향에 대한 믿음과 인정

도 포함된다(Balaskas, 1992).

능동적 출산에서는 진통이 여성 고유의 생리적 리듬과 반응을 따르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본다. 출산하는 여성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 자신의 출산을 도와줄 

사람과 적절한 출산 환경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여성과 배우자는 모든 임신과 출산 관

리에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통의 관리는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산술 모델에 

의존하며,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 한 의료적 처치의 개입 없이 정상적인 진행을 지켜본

다. 그리고 여성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출산 과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도록 하여 여성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경험(empowerment)을 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므로 능동적 출산에서는 여성 자신의 출산에 대한 신념과 의지, 자신의 몸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자유로움을 허용하므로 진통 중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출산 자세는 출산하는 여성이 원하는 어떤 형태이든 허용하게 되므

로 서서, 뒤에서 잡아 주는 사람에 의존하여 엉거주춤 서서,  앉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으로 기면서, 옆으로 누워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능동적 출산에서는 출산이라는 생리적 과정을 여성이 온 몸으로 체험하



- 31 -

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은 출산이 첫 번째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과, 생리

적으로 원활한 출산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을 전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Odent, Balaskas, 

1992에 인용).  이는 여성의 적극적인 뇌의 사용, 즉 의식을 사용을 위해 외부 자극을 차

단하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여 여성이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능동적 출산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Odent, 

Balaskas, 1992에 인용). 출산은 사회문화적으로 향을 받으므로 사회를 지배하는 권

력에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학적 제도권 안에서 출

산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능동적 출산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출산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능동적 출산에서는 출산하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환경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므로 일상생활의 맥락 안에서 출산을 체험하는 것을 증진하

고 있으며, 여성과 문화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출산 관련 철학 또는 이론과 차

이를 보인다.

능동적 출산은 1970년대 후반에 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 고(Balaskas, 1992), 미국과 유럽에서 가정에서의 출산, 

조산사 중심의 총체적 출산 모델(the Wholistic Model)의 기초를 이루며 대안적인 출산 

방법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능동적 출산’이라는 용어 또

는 모성본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 정도만 소개되어 있을 뿐이며(김금중과 한

명선, 2001; 박문일, 2002b), 구체적인 내용의 임상적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상의 3가지 견해들은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돌아보

고 반성하며,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출산 방법을 소개하는 계기

로 작용하 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자연분만’ 이라고 알려져 왔었던 의료인 주도

적 분만이 과연 자연(自然)스러운 출산 방법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즉 정

상 출산의 기준이며 자연스러운 분만이라고 인식되어 왔었던 병원에서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은 단지 ‘질 분만(vaginal delivery)’ 일 뿐이며,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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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분만이라기보다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처치에 의해 조절된 분만이라는 

것이다(박문일, 2000b, 2002b).  

세계보건기구의 The Perinatal Task Force Team 에 의해 정의된 정상 분만

(Normal Labor)은 임신 37주에서 42주 사이에 두정위의 태아가 자발적으로 시작

된 자궁수축에 의해 출생하는 것으로, 출산 장소에는 숙련된 간호 제공자(skilled 

caregiver)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제시되어있다. 또한 진통을 인위적으로 유발

시킨 여성과 선택적 제왕 절개술을 시행한 여성은 정상 분만에 대한 정의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 다(Chalmers 와 Porter, 2001). 

세계보건기구는 정상 분만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음의 5가

지를 제시하 다. 첫 번째는 출산 장소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여성이 원

하는 사람을 참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 기준은 출산에 대한 가족 중심

의 접근을 평가하는 것이며 출산에 대한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반 하는 것

이다. 두 번째 기준은 분만기록지(Partogram)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의료

인의 기술과 지식이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통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세 번째 기준은 진통의 촉진

(Augmentation)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제왕절개술을 선택하거나 겸자 또

는 흡입 분만을 선택하게 되면 정상 분만이 아니라고 보았다. 네 번째 기준은 분

만에서 앙아위(supine position) 또는 쇄석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눕는 자세가 아

닌 자세(non-supine position)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준은 출산 후 첫 1

시간 이내에 산부와 아기가 최소 30분 동안의 피부 접촉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접

촉은 결국 모유수유에 대한 조기 평가 기준으로도 기여한다. 이 중 자세와 피부접

촉은 근거 중심 실무(evidence-based practice)가 시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

된 것이며 또한 간호제공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Chalmers 와 

Porter, 2001). 

Righard(2001)는 자연스러운 출산이 의학적 중재가 없는 출산(a birth 

without medical intervention) 이라고  하면서, 출산을 삶의 한 부분인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normal physiological process)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출산이 규범으

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적 처치의 제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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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산(a birth without intervention)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Albers, Sedler 와 Greulich(1999)는 조산사들이 산부를 돌봄에서 기술적인 방법, 

즉 의료적 처치들을 보다 덜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여성에 

대한 조산사의 돌봄은 최소한 의사의 돌봄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 다. 또

한 이들은 출산과 관련된 매우 많은 실무가 근거 중심의 권고(evidence-based 

recommendations)와 왜 불일치하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역사적으로 조산사에 의한 출산에 대비하여 기준으로 인정받아 왔던 

의사에 의한 산과적 분만이 더 이상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조산사에 의한 

출산이 정상 출산의 기준으로 채택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정상적인 출산에 대한 정의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평가한다면 절대 다수의 경우에서 

정상 분만이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스러운 정상적 출산의 

정의에 대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의 개념적 정의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료적 처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도를 기점으로 출산이 임신한 여성의 권리이며 출

산에서 여성이 주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과 사회의 출산에 대한 요

구가 변화되면서 출산 문화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 다. 첫 번째는 출

산을 위해 산부가 경험하는 진통이 고통과 괴로움이기 전에 출산을 위해 꼭 필요

한 에너지이므로 산부가 진통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병원에서 시행되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의 환경을 다양하

게 변화시켜 분만실이 아닌 보다 편안한 환경으로 변화된 것이다. 

특히 분만 환경에 대한 변화는 1999년 부드러운 출산의 개념이 국내에 소

개되면서 분만의 기술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분만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논의로 

변화되었다(박문일, 2000b). 이러한 논의와 함께 가능한 한 적은 고통과 괴로움으

로 분만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임산부가 주도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르봐이

예 분만, 소프롤로지 분만, 라마즈 분만, 수중분만, 그네 분만, 공 분만 등이 새로



- 34 -

운 분만 방법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김금중과 한명선, 2001; 박문일, 2000b). 이러

한 다양한 분만법은 분만 1기 동안 분만실 침대에 누워 고정된 자세로 진통을 경

험해야 했던 여성에게 보다 많은 선택과 움직임의 자유를 허용하여 고통을 완화

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분만 2기 동안 분만대 위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적용되는 의료적 처치들, 즉 관장과 회음부 삭모, 금식의 시행, 정맥 수액의 주입, 

쇄석위로 분만대 위에 눕기, 피부 소독과 소독포를 덮어 소독 역을 확보하기, 

회음절개술의 시행 등을 제한하거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

하 다.

그리고 가족분만의 개념이 도입되어 전에는 제한되었던 남편이나 가족의 

참여가 가능해지기도 했다(동아일보, 2000. 2. 3; 박문일, 2000b; 이정노, 2001). 그

러나 가족이 분만에 참여하는 것은 분만 1기 동안 분만대기실에서 산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제한되거나, 분만 2기동안 분만실에 참여하는 것은 산전교육을 받은 

남편에게만 허용되며(동아일보, 2000, 7, 21), 이때 분만에 참여하는 남편은 소독된 

가운을 입고 모자를 착용한 후, 마스크를 쓴 상태로 아기를 낳고 있는 산부를 옆

에서 지켜볼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출산 중인 산부에게 보다 많은 움직임이 허용

되고 보다 많은 참여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변화된 분만 환경과 방법들은 출산에

서 여성과 가족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의료 소

비자들의 표면적인 기호를 충족시켜주면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출산 환경이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중심의 의

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하지 않고 조산원 또는 가정에서의 자기 주도적 출산을 

주변의 만류와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출산 방법과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원에서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출산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한 그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출산 경험과 요구를 이해하

고,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적절한 준비와 대

처를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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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3.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관심 현상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여성의 경험이다. 이러한 출산 

경험은 진통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통증이라는 강한 자극이 반복적으로 지속

되므로 출산하는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기 어

렵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의 몸의 기능과 몸의 감각을 통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출

산 행위의 성격이 정해진다(김은실, 20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관심현상을 경험하

고 정보를 제공할 참여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경험을 소유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자가 사전연구를 통해 도출한 출산 현상에 관한 개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설명

하는 이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이지 못하 으며, 자기 주도적 출산에 관하

여 이루어진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확인된 개념이나 범주가 거의 없으므로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이 본 연구에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

적이 자기 주도적 출산의 생생한 경험을 대상자의 견해로부터 그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므로(Cohen 과 Omery, 1994; Depoy 와 Gitlin, 1994) 질적 연구 방법 중 대상자의 

경험을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 생생한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현상학적 방법을 선택하 다.

3. 2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질적 연구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이해, 추측, 가정, 그리고 현존하

는 과학적 지식체들 때문에 현상학적인 질문의 의의를 파악하기 전에 현상의 본성을 해

석하고 있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자는 이러한 지식이나 믿음을 판단중지하

거나 ‘괄호치기’를 해야 한다(Ray, 1994). 즉 연구자는 연구자의 가정을 판단중지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할 경험을 반 하고, 연구 중인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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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들여다보거나 기술하여야 한다(Baker, Wuestet 와 Syernal, 1992; Cohen 과 

Omery, 1994).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자는 탐구중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Walters, 1995),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자신의 현상에 대한 

신념들과 연구자의 일시적인 집착들을 배제할 수 있으며(Beck, 1992), 결과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흥미보다는 객관적인 해석을 도모하고 객관성을 높이게 된다

(Koch, 1995).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잊거나 무시하기는 불가능하므

로(Oiler, 1982), 먼저 자신의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 등을 명백하게 할 필요

가 있다. 즉, 알고 있는 것을 잊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지식

을 스스로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밴 매넌 저, 신경림, 안규남 역, 1994). 이

렇게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 검증하게 되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믿음, 가정, 태도 및 예

감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Collaizzi, 1978).

이러한 필요에 의해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인간, 간호, 출산에 대한 연구자의 전제를 반성한 후 각 개념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1) 인간 : 연구자는 인간은 자유 의지(free will)를 가진 총체적인 존재(holistic 

being)로, 각 부분의 합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whole)라는 가정 하에 인간을 이해하고

자 한다.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현상학의 기본적인 철학일 뿐만 아니라 간호학

의 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와도 닿아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출산 하는 여성 

또한 자신만의 고유한 자유 의지가 있으며, 몸과 마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몸과 마

음이 하나인 총체적인 존재다. 따라서 연구자는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여성 자신의 고

유한 요구가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스스로 출산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출

산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2) 간호 : 연구자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는 여성이 선택한 출산 장소에서 출산 

중인 여성과 진정으로 함께 하면서(positive presence) 이들이 경험하는 출산을 지지하



- 37 -

고 옹호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여성의 출산 경험이 그

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증진하는 것이 간호라고 본다. 

3) 출산 : 연구자가 바라보는 출산은 신체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과정이

며,  여성의 삶에서 자신의 몸을 알아가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중요

한 성장 발달상의 체험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으며, 여

성을 둘러싸고 있는 내, 외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성 자신에게 

향을 주는 연속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향을 주기 위해 출산은 여성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느끼고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는 상

황에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들을 기초로 연구자는 Levoyer의 폭력 없는 출산(르봐이예 저, 주정

일 역, 1988)과 Odent의 부드러운 출산(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에 대한 견해와 

Barbara Harper의 능동적 출산(Harper, 1994)에 대한 견해에 동의함을 먼저 밝힌다. 이

러한 전제들과 견해에 대하여 연구자는 문헌에 나타난 출산에 대한 이론들과 산과병원 

또는 조산원의 실무 경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에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서 연구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견해를 보다 구체화시켜 나갔다.  또한 이러한 견해

들이 연구진행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 진행 동안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괄호치기 해 놓고, 판단 중지 해야 함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지시켰다. 

3. 3  연구 현장으로의 참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참여관찰과 면담을 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

자는 2001년 11월부터 경기지역 1개 조산원에서 현장관찰을 시작하 다. 이 조산원은 

출산에 대한 조산원의 철학적 배경으로 Levoyer와 Odent의 견해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산사에 의한 능동적 출산의 실천이 조산원 운  철학이다. 그러므로 체조교실과 출산

준비 부부교실을 통해 출산의 주인공이 아기를 낳는 여성과 그 아기임을 강조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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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장소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선택할 것을 임산부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출산

에 남편이 참여하여 가족 전체가 출산을 하는 것과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것이 기본 전

제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관심현상인 자기 주도적 출산을 시행하고 있

는 곳은 이 조산원 외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조산원을 방문하여 

책임자를 만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관찰과 면담에 대한 진행 동의를 구하 다.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부터 

조산원을 방문하기 참여관찰과 면담을 위한 연구자 훈련을 시작하 다. 

조산원에서 연구자는 체조교실과 출산 준비 부부교육, 그리고 출산을 지지하면

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는 여성과 그 가족을 참여관찰 하 으며,  출산한 산모들의 집

으로 산후 가정방문을 하면서 산부와 간단한 면담과 상담을 진행하여 관심 현상을 관찰

하고 동시에 면담 기술을 훈련하 다. 

3. 4  연구 참여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연구 주제에 적절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

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관련 문헌에 나타난 정상 출산 및 자기 주도적 출산의 특성, 사전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기 주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작성하 다.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은 먼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기 주도적 출산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이 출산 방법을 선택한 것이어야 하고, 진통의 시작이 인위적

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출산하는 동안 산부의 요구가 최대한 존중되면

서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출산하는 자세와 출산 

장소 등 출산 환경은 출산할 여성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인 주도적 분만

에서 시행되는 의료적 처치(금식, 관장, 회음부 삭모, 정맥수액 사용, 태아 감시 장치 적

용, 고정된 자세 유지 등)는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음절개술, 옥시토신 등 약물 주

입, 통증 조절을 위한 투약이 필요하다고 조산사가 판단한 경우, 산부가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여 동의한 후 시행된다. 남편 또는 산부가 원하는 사람이 출산 과정동안 산부

와 함께 있는 것이 허용되며, 출산 과정의 시작과 종료 동안 전문가-의사, 조산사,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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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산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다.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며,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후 3~7일이 경과된 20~40 세의 

초산모와 경산모를 연구대상자로 보았다. 산후 3~7일이 경과된 산모를 대상자로 선정

한 이유는, 출산 후 산모는 첫 1~2일은 수동적 의존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안녕과 건

강에 관심이 집중되는 소극기(taking in phase)로, 자신의 출산 경험을 내재화하는 시기

이기 때문에 면담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

지 않다고 보았으며, 산후 3~7일은 보다 독립적인 행위로 이동하는 적극기(taking hold 

phase)로 점차 산모의 에너지 수준도 향상되고 보다 독립적이 되어 자신의 관심이나 신

체 기능에 대한 표현이 많아지고 간호 교육에 대해 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며

(이경혜 외, 1998; 최연순 외, 1999), 아기를 낳은 여성에게서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산후 2~3일이 가장 적절하다는 Raphael-Leff(1991)의 

지적과, 출산 경험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들(Bluff 와 Holloway, 1994; Cheung, 2002; 

Hall 과 Holloway, 1998)에서 산후 2일이 지난 시점에서 면담이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시기가 출산 경험에 대한 면담을 하기 가장 적절하다고 연구자가 판단하 기 때문이

다. 

실제로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통해 면담을 진행하면서 산후 3~7일 이상 경과되

면,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산모들이 아기 돌보기와 모유 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 모든 관심이 아기 돌보기에 집중되어 있어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면담

이 진행되지 않아 출산 경험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모성 

역할 전환의 시기로 보는 산후 6~8주가 지나고 산후 100일이 되는 무렵에(김 희, 2000; 

Kitzinger, 1976) 두 명의 참여자들에게서 추가적인 면담을 더 진행하 지만, 이들에게

서도 육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한 의미들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표현되었으며, 연구자에게 계속 육아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면담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

았다. 이러한 문헌적 배경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산후 3~7일 무

렵에 진행하기로 결정하 다.

관심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출산준비 부부교실 또

는 체조교실에서 연구자와 만났거나, 출산 후 가정방문을 통해 연구자와 만나게 된 대

상자에게 먼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에 대한 요청을 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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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은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무슨 이야기 

거리가 되겠느냐’ 고 하면서 면담하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 하 지만, 대부분 면담의 취

지를 쉽게 납득하면서 면담에 대해 동의를 하 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면담의 시작과 종료는 참여자의 뜻에 달린 자발적인 것이

므로, 언제든지 참여자가 원하는 순간에 종료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면담 내용의 녹

음에 대해서도 먼저 동의를 구하 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관리되고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됨에 대해 설명하 다.

본 연구에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들은 모두 11명으로, 29세~35세 까지의 초산모

와 경산모이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 7명과 직장인 4명이었으며, 7명이 

출산 준비 교육을 이수하 고 4명이 산전 체조 교실을 다녔다. 출산 하는 동안 참여자들

은 모두 자유로운 체위를 취하면서 아기를 낳았으며, 출산을 위해 조산원에서 총 10명

의 참여자가 출산하 는데, 이 중 6명의 참여자는 물 속에서 아기를 낳았으며, 1명은 일

시적으로 물 속에서 진통을 하 다.  참여자 9는  자신의 집에서 출산하 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 41 -

표 1. 일반적 특성

†Water Birth, ‡Water Labor

*  Pitocin 사용(+)

**  Pitocin intra-muscular injection 또는 Intra-vascular infusion

회음손상(+) Natural perineal injury, 회음손상(++) Epigiotomy

번

호
연령 학력 직업 출산

출산

교육

체조

교실

출산

예정일
출산일 출산시간

1 34 전문대졸 회사원 초산 + - 2002. 2.23 2002. 2.23 22:12

2 29 대졸 주부 초산 + + 2002. 3.23 2002. 3.23 00:28

3 29 대졸 교사 경산 - - 2002. 4.11 2002. 4.18 22:34

4 29 전문대졸 주부 초산 - - 2002. 4.14 2002. 4.18 08:59

5 31 대졸 주부 경산 + + 2002. 1. 1 2002. 1.10 04:30

6 29 대학중퇴 주부 초산 + + 2001.12. 7 2001.12.19 17:56

7 35 대졸 주부 초산 + - 2002. 4. 8 2002. 4. 1 05:42

8 31 대졸 주부 경산 - - 2002. 4.12 2002. 4.13 13:54

9 34 대졸 주부 경산 - - 2002. 8.29 2002. 8.27 05:59

10 33 대졸 교사 초산 + + 2002.10. 3 2002. 9.27 15:25

11 32 대졸 회사원 초산 + - 2002.10.20 2002.10.11 05:38

번

호

아기

체중

아기

성별

출산

장소

출산

동반자

첫출산

방법

회음

손상

약물

사용**

모유

수유

1 3.50 여 조산원
남편, 

시어머니
+ +

2 3.15 여 조산원†
남편, 

어머니
+ +

3 3.45 여 조산원† 남편 유도* +

4 3.76 남 조산원 남편 ++ + +

5 3.49 남 조산원† 남편 무통* +

6 3.10 여 조산원† 남편 +

7 3.61 남 조산원† 남편 + +

8 3.54 여 조산원† 남편 질* +

9 3.54 남 집 남편 질* +

10 3.24 남 조산원‡ 남편 ++ + +

11 2.38 남 조산원 남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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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서울에 거주하는 34세의 초산모이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유아 교육 관련 회

사에서 태교 및 유아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직장 

동료가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경험담을 듣고 참여자에게 조산원 출산을 먼저 권하

기도 하 다. 

참여자는 임신 중 인터넷과 책, 직장 내 참고 문헌 등을 통해 아기의 태교

와 출산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다. 임신 중 체조는 임신 전에 배운 단

전호흡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등에서 검색한 체조 동작을 보면서 집에서 했다. 

산전교육은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서 보고 찾아가 들었으며, 산전 진찰을 받던 병

원에서도 산전교육을 받았다. 본인이 산전교육을 받은 것은 총 2곳에서 4회 으

며, 그 중 한 곳은 남편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 다. 조산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출

산 교육은 받지 않았다.

병원 분만에 대해 아기를 위해 좋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조산원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출산을 위해 조산원을 선택하 다. 조산원에서 출산할 

당시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했으며, 참여자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진통을 하

면서 침착하게 대처하 고, 자신이 임신 기간 동안 찾았던 정보나 교육받았던 내

용을 최대한 자신의 진통 과정에서 활용하여 본인의 진통과 불편감을 조절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궁금한 것이나 확인해야 할 상황은 정확하게 연

구자 또는 조산원의 의료인에게 질문하 다. 2002년 2월 23일 새벽 2시부터 참여

자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5분 간격에서 진통 간격이 줄지 않자 12시경에 조산원으

로 갔다. 조산원에서 진통한 후, 총 20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 예정일이었던 2월 

23일 밤 10시 50분에 3.5 kg 의 여아를 자유 체위 분만으로 출산하 다. 조산원에

서 조리하지 않고 산후 3일째 집으로 퇴원하 다가, 모유 수유 중 유방 울혈로 다

시 조산원에 입원하여 3일 관리를 받고 퇴원하 다. 

자궁 수축이 간격이 길고(2~3분) 수축 기간이 1분 이상인 양상을 보여 힘주

기와 힘빼기를 조절하려고 참여자가 노력하 음에도 불구하고 회음부 손상(2nd 

degree)이 발생하 다. 그러나 참여자는 연구자와 면담하는 동안 회음부 손상이나 

이로 인한 불편감은 상대적으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출산’



- 43 -

에 대해 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출산에 대하여 만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조산원

에서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 중이었으며 산관자는 시어머니 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체 면담 시간은 2시간이었고 전화와 메일로 추

가적인 면담을 진행하 다.

참여자 2.

서울에 거주하는 29세의 초산모이다. 1남 2녀 중 장녀이고, 기독교를 믿으

며 학력은 대졸이다. 회사원인 남편과 함께 조산원 출산준비 부부교육에 참여하면

서 연구자와 만나기 시작하 다. 직업은 없으며 키가 156cm, 임신 전 체중이 

43kg 이었고, 임신 동안 11 kg 정도 체중이 증가하 다.

아기를 가지기 위해 1년 정도 노력한 후 임신하 으며, 임신 기간 동안 개

인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다. 참여자의 어머니가 자신과 형제들을 출산할 때 

자연분만을 했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다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자신도 자

연분만을 하고 싶어 하 다. 그러나 산전 관리를 받던 병원 의사가 참여자의 체구

가 작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자연 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수술을 할 수

도 있다고 하 고, 남편과 함께 출산하는 것이 병원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되어 조산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게 되었다. 

처음 남편은 조산원 분만에 반대하 지만, 조산원에서 진행하는 출산준비 

부부교육을 4주간 이수한 후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것에 동의하 다. 참여자는 2개

월 동안 한 임산부 교육 문화 센타에서 산전 체조를 하 으며 인터넷과 임신/출

산 관련 책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 다. 

2002년 3월 22일 오전에 진통이 시작되었으며, 오전 10시경에 조산원에 도

착하 다. 진통 과정동안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참여자와 함께 지냈다. 오후 5시

경에 진통이 강하게 진행되었고, 오후 9시경에 자연 파막 되었다. 오후 10시경에 

수중 분만을 위해 욕조에 들어가 2시정도 경과한 3월 23일(출산 예정일) 새벽 0시 

28분에 3.15 kg 의 여아를 출산하 다. 참여자는 마지막에 힘빼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의하지 않아 회음부 손상을 입었다고 하 으며 이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자신의 출산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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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출산 교육을 통해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응답을 하는 것을 통해 매우 적극적인 인상

을 받았으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태도를 볼 수 있었

다. 참여자의 출산 과정 참여 관찰은 진행되지 못했으며, 첫 번째 면담은 산후 조

리 중인 친정집에서 1시간 40분 소요되었고, 전화 면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

하 다. 

참여자 3.

서울에 거주하는 29세의 경산부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경기지역에서 초등

학교 교사로 있다. 남편은 회사원이다. 첫아이는 1999년에 임신 40주 3일에 병원

에서 유도 분만하여 5시간 진통 후 3.1 kg 의 여자 아기를 질 분만하 다. 인공유

산 2회, 자연유산 1회의 산과력이 있다. 조산원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조

산원 체조교실을 다니면서 산전체조를 하 다. 

출산 예정일이 4월 11일이었는데 4월 17일 정도에 가진통이 조금씩 있었고, 

4월 18일 조산원에서 체조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던 오후 5시 30분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다. 집에서 진통을 더 한 후 조산원으로 출발한 시간이 밤 9시경이었다. 

9시 45분경에 조산원에 도착하 고 이미 힘주기가 시작되는 단계로 진통 간격은 

1분이었다. 곧바로 수중분만실로 들어가 단지 4번의 힘주기를 하고 2002년 4월 18

일에 3.76 kg 의 여자아기를 수중분만으로 출산하 다. 

첫 아기 때는 병원에서 유도 분만을 해서 자연스럽게 오는 진통이 어떤 것

인지 궁금하 고, 실제로 자연적인 진통은 본인이 경험하 던 유도 분만에서의 진

통보다 덜 아프면서 참을만한 것이었다고 했다. 참여자는 급격한 진행 때문에 진

통 오는 동안 교육 받은 방법으로 남편과 호흡을 하면서 진통을 견디는 과정을 

해보지 못했다면서 많이 아쉬워하 다. 

연구자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위해 가정 방문하여 참여자와 면담을 

하 으며, 산후조리 중인 친정에서 2시간 정도 1차 면담을 하 다. 그 후 전화로 

2차 면담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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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4.

참여자는 29세의 초산모로 서울에 거주하며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임신 5개월부터 휴직하고 쉬었다. 종교는 없으며 월수입은 150만원 정도이

다. 인터넷과 임신/출산 관련 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며, 모

유 수유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자주 방문하 다고 한다. 임부 체조는 하지 않았고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정도로 지냈다고 한다. 출산 교육은 어디에

서도 받지 않았다. 

개인 병원에서 계속 산전관리를 받았으며, 자신이 허리가 좋지 않아 가만히 

누워서 아기를 낳는 병원 분만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조산원 출산을 생각하

다고 한다. A 조산원을 알아 놓았다가 임신 35주에 남편과 함께 방문하여 남편으

로부터 조산원 출산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특히 조산원에서는 진찰 후 아

기 머리가 크고 자세가 좋지 않아 진통을 3일 이상 오래 할 것이며, 그러나 아이

가 알아서 돌아 나올 것이므로 염려 말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산전 진료를 받던 병원에 아기 머리 크기에 대한 질문을 하 을 

때 의사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 고, 결

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면서 아기 머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

고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계획을 더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 다.

참여자의 출산 예정일은 2002년 4월 14일이었지만, 진통은 4월 16일 새벽 4

시에 시작되었다. 이때 마침 A 조산원 원장의 부재로 인하여 B 조산원으로 왔고, 

이 조산원에서 회음절개가 필요할 만큼 아기 머리가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

다고 한다. 16일 아침과 저녁에 조산원에 방문하 지만 진행이 덜 되어 매번 집으

로 돌아 왔고 마지막에는 조산원 근처 참여자의 오빠 집에서 진통을 하 다. 조산

원에 입원한 것은 17일 저녁 7시경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진통을 하 다. 참여자

의 진통은 1분 간격이기는 했지만 기간이 15초 정도 밖에 안 되었다. 결국 18일 

아침 8시 경에 근육주사로 옥시토신 2.5U 을 사용하 고, 회음절개를 한 후 오전 

8시 59분에 3.76 kg 의 남자 아기를 자유체위로 출산하 다. 진통을 강화하기 위

해 약물을 사용하 고 회음절개를 하 지만 본인은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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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끝까지 진통을 하 으므로 자신의 출산은 자연스러운 출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 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출산 후 5일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위해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 으며, 첫 면담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

요한 정보는 추가적인 전화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을 위해 방문하 을 때 

참여자는 오로를 처리하기 위해 생리대 대신 작은 수건을 접어 회음부에 대고 있

을 정도로 인위적인 어떤 것이 본인의 몸에 답답하게 부착되는 것을 싫어하 다. 

이러한 부분들이 참여자가 나름대로 의식이 있으며 이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임

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산후 조리하는 동안 친정어머니와 많

이 의견충돌이 된다고 하 는데,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는 자녀들을 모두 혼

자 출산하 으며 딸이 이런 방법으로 출산하야 질이 늘어나 그 기능이 손상되었

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참여자 5.

31세의 경산모인 참여자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이번 임신을 한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키가 169 cm 이며 임신 전 몸무게는 60 kg 이었다. 남편은 회사원이

며, 이들은 인천에 거주한다. 1998년 임신 40주에 무통 분만을 통해 첫 번째 아들

을 병원에서 출산하 으며, 그때는 10시간 정도의 진통을 경험하 다고 한다. 

참여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 관련 책, 인터넷 사이트, 그리

고 임산부들의 체험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며, 조산원에서 진행하는 체조

교실에서 매일 체조를 하 고 출산준비 부부교실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조산

원 출산을 선택하게 된 것은 모유수유를 위한 것이 가장 큰 동기 고, 병원에서 

자연분만과 조산원에서의 ‘자연분만’ 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아기가 횡위인 관계로 자연적인 출산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병원에서 수

술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산원에서 양수의 양과 아기의 위

치를 고려하면서 아기의 위치를 바로 잡았고 자연적인 진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렸

다고 한다. 남편은 조산원 출산에 찬성하 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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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은 아니어도 참여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기다려 주면서 조산원 출산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고 한다.

참여자의 경우 출산 장면을 개인적으로 촬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는데, 첫 

아이 출산 후 출산 장면에 관한 사진이나 프로그램은 볼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

러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출산 장면을 직접 촬 한다 해도 

다시 보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촬 을 하지 않는다고 하 는데, 방송 전문 촬

기사들이 자신들의 출산 장면을 찍어 준다면 촬 에 응하겠다고 하여, 2001년 12

월 23일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촬 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출산 장면까지도 

모두 촬 되었다. 

예정일은 2002년 1월 1일이었지만 진통은 1월 9일 아침 8시쯤 양수가 약간 

흐르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진통은 1월 9일 밤 10시경부터 진행되어 2002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경에 조산원에 도착하 다. 새벽 4시경에 수중분만을 위해 

욕조에 들어가서 4시 37분에 3.61 kg 의 두 번째 남자아기를 출산하 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체조교실을 통해 계속 만나왔으며 면담은 조산원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평소 참여자는 임부들과 체조를 한 

후 이야기를 할 때 비교적 의식이 깨어 있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

지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큰아이를 집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자

연 주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다. 

참여자 6.

29세 초산모인 참여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로 남편은 회사원이다. 대학

을 다니다가 집안사정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 으며, 일시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역에서 강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키 168 cm 에 임신 전 체중은 63 kg 이었으

며 2000년 11월 25일에 결혼하 다.  

참여자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랜 기간 간병한 경험이 있으며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성장하 다고 하

다. 또한 매우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서 자신의 바람을 기도하여 구하기도 하

다. 임신 동안 100일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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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기도하 다고 하 고, 실재로 기도 덕에 자신의 출산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결혼하기 전 현재 남편과의 관계로 3회 유산의 산과력이 있으며, 평소 여자

라면 임신/출산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혼 후 계획 임

신이 되지 않아 임신을 좀 기다리면서 미리 임신/출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곤 했

었다고 한다. 임신 된 후 한 임산부 교육 문화 센타를 임신 7개월이 지나 알게 되

어 몇 차례 다녔고 분유 회사 등에서 시행하는 산전교실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

다고 한다. 병원이 좋다는 의견을 들으면 멀더라도 찾아가 직접 확인하는 편이었

다. 개인 병원에서 산전 관리를 받았으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출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신이 바라

는 자연적인 출산과 수중분만을 할 수 있는 조산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감사했다고 하 으며, 스스로 운동을 못하고 운동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산원 체조 교실에 등록하여 5개월 간 매일 체조를 하 다. 조산원에서 남편과 

함께 출산준비 부부교육을 받았다. 

참여자의 출산 예정일은 2001년 12월 7일이었으며, 그 날 점심 무렵에 이슬

이 보 다고 한다. 마침 그날은 참여자의 생일이었고, 조산원에서 체조를 한 후, 

저녁을 늦게 먹고 나서 밤 11시부터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다고 했다. 참여자의 

진통은 기간은 50초, 1분, 그 후 1분 이상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출산 직전까지 

계속 간격이 5분이었다. 12월 9일 낮 12시에 조산원에 와서 진통을 좀 더 하고 수

중분만을 위해 오후 4시에 욕조에 들어가 2001년 12월 9일 오후 5시 56분에 3.1 

kg 의 여자아기를 수중에서 출산하 다. 

참여자와 체조 교실에서부터 연구자는 만나왔으며, 첫 번째 면담은 산후조

리를 위해 조산원에서 머무는 동안 진행되었다. 2차 면담은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

어졌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육아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수 차례의 전

화 상담이 진행되었다.

참여자 7.

서울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35세의 초산부이고 자연유산을 1회 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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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서 진료 지원 부서에서 근무했었고 현재는 직업이 

없다. 종교는 기독교이고 남편은 회사원이다. 개인병원에서 선전관리를 8개월까지 

받았고, 조산원에서 2002년 4월 1일 오전 5시 42분에 수중분만으로 3.0kg 의 여자 

아기를 출산하 다. 참여자는 수중분만을 원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출산

을 해 줄 병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산원으로 왔다. 연구자와 출산준비 부부교실

에서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하 고, 조산원 체조교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출산 

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여 1시간 50분 정도의 면담을 시

행하 다. 추후 면담은 전화로 확인하 다. 

참여자 8.

참여자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졸의 주부이며, 6살인 딸이 있는 경산모이

다. 총 임신 횟수는 3회이고 1회의 유산을 경험하 다. 남편이 유통업을 하며 경

제적으로 중상층 이상이다. 첫 번째 딸은 1997년 12월 25일 37주 2일에 6시간 진

통을 한 후 병원에서 질 분만하 고, 그 때 양수가 미리 배출되어 촉진제를 사용

하 다고 한다. 출산예정일은 2002년 4월 12일이었고, 2002년 4월 13일 오후 1시 

54분에 3.54 kg 의 여자 아기를 수중 분만하 다. 조산원 출산준비교육과 체조교

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자는 처음부터 조산원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

러나 참여자의 동생이 조산원에서 첫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비디오를 촬 해 주기 

위해 대기하면서 본 후,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 으며, 참여

자의 남편과 먼저 출산한 동생이 조산원 출산을 권유하자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연구자는 출산준비 부부교실에 참여해서 연구자를 먼저 알고 있었던 동생의 소개

로 참여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

이 소요되었다. 

참여자 9.

서울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주부로 8살 된 아들이 있는 경산모이다. 대학을 

졸업하 고 남편은 회사원이다. 키 151 cm, 임신 전 몸무게는 51 kg 이었다. 첫 

아들은 95년 4월에 39주 2일에 10시간의 진통을 한 후, 병원에서 질 분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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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조산원을 알게 되어 

가정 분만을 의뢰하 으며, 출산예정일인 2002년 8월 29일보다 빠른 8월 27일 오

전 5시 59분에 3.75 kg 의 여자 아기를 집에서 자유체위분만으로 출산하 다. 참

여자는 첫아이도 병원에 굳이 안가도 될 아이 는데 괜히 병원에 가서 낳았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출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으며, ‘병원이 뭐가 좋으냐, 병

만 옮겨오고 지저분하지’ 라는 말로 일축하면서 병원 분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조산원 출산준비교육과 체조교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선

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위해 가정 방문하여 참여자와 관계를 형성한 후, 출산 경

험에 대한 면담을 1시간 동안 진행하 다. 

참여자 10.

인천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중학교 교사인 초산모이다. 남편은 고등학교 교

사이다. 키는 153 cm, 임신 전 몸무게는 44 kg 이었다. 조산원 체조교실과 출산준

비 교육을 위한 부부캠프에 참여하여 항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출산예

정일은 2002년 10월 3일이었고, 2002년 9월 27일 오후 3시 25분에 3.24 kg 의 남

자 아기를 자유체위로 출산하 다. 수중진통도 시행하 으며 아기의 머리가 비스

듬히 진입하면서 진행된 관계로 회음부 절개를 한 후 출산하 고, 오랜 시간의 진

통으로 인하여 옥시토신을 2 차례(근육주사 1회, 지속적 정맥주입 1회) 사용하

다. 참여자는 체조교실에서 간호사, 조산사, 그리고 먼저 출산한 산모들과 만남을 

통해 자신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

적인 것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 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한 출산은 자신의 인

생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가장 강한 체험이라고 생각하 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주요 정보 제공자로 많은 경험과 생각을 연구자에게 제공하 다. 

연구자와 조산원에서 체조를 하면서 만나왔고 출산 준비 부부캠프를 하면

서 출산 후 면담을 계획하게 되었다. 출산 후 5일째 되던 날 2시간 동안의 면담을 

진행하 고, 아기 메시지와 출산기, 출산 비디오 등의 추가적 자료를 받았다.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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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32세의 초산모이다. 대학 졸업 후, 전공과는 관

련이 없지만 의료 관련 회사에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다. 기독교인이고 명상과 기

수련에 대해 관심이 많아 스승을 두고 수련을 하며, 조산원 출산준비 부부교실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와 만나게 되었다. 2002년 10월 11일 밤 10시에 양수가 터져 5

시 30분 경에 조산원에서 2.23 kg의 남자아기를 자유체위로 출산하 다. 첫 면담

은 산후 2일에 이루어졌으며, 아기 메세지와 출산기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받았

다. 출산 경험과 육아에 대한 계속적 면담과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졌다.

3. 5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주된 자료수집 방

법은 개별적 심층면담이었다. 심층 면담은 출산 직후 출산의 기쁨이 다소 진정되고 현

실감이 생기는 시기인 출산 3~ 7일 이후에 1차적 면담을 진행하 고, 아기가 우는 등으

로 면담의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에서 참여

자들에게 출산을 어떻게 하 는지 먼저 질문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출산에 대해 자유

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처음에

는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연구자에게 했다. 사전연구에서도 면담

에서 산모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을 확인하 기 때문에 연구자는 면담을 위한 가이드가 될 질문들을 개발하여 준비하

다. 그러나 면담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러한 질문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최대한 참여자

가 자유롭게 출산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 으며, 이를 위해 대개의 경우 진

통이 시작되고 아기를 낳기까지의 경험을 처음에 질문하 고, 차차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험을 추가하도록 하 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

문을 더 하기도 하 다. 면담을 돕기 위해 준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이 출산 방법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2.아기를 낳는 동안 당신은 어떻게 참여하 고, 어떤 노력을 하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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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출산에 대하여 기대한 것은 무엇이며, 기대한 것을 이루었습니까?

4.이러한 방법으로 아기를 낳은 것은 당신에게 어떤 경험입니까?

5.출산 과정 동안 가족은 어떻게 참여하 습니까?

6.출산 과정 동안 의료인은 어떻게 참여하 습니까?

이와 같이 참여자들이 면담 진행에서 호소하는 표현의 어려움과 자신의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내세울 것이 못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통해 연구자는 여

성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은 참

여자들이 면담이 끝난 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더 명확해져서 홀가분하고 좋은 

느낌도 있었지만, 어려운 질문을 받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는 느낌도 표현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면담하는 동안 연구자의 사전지식과 선입관, 경험, 가치

부여는 모두 판단중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자는 중립적인 태도와 위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계속 격려하 다. 

면담한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은 분석을 위해 

모두 필사하 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면담 또는 출산기, 아기 메시지 자료에 대한 요

청에 대해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거나 

신경이 쓰인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런 참여자들에게는 처음에는 녹음기 없이 대화

를 진행하면서 면담 자체에 편안해지도록 유도하 으며 연구자가 대화 내용을 기록하

여 분석하 고, 다음 면담부터 녹음기에 대한 동의 하에 녹음기를 참여자의 눈에 잘 보

이지 않는 곳에 두어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 동안 

연구자는 이론적 노트를 통해 면담 동안의 느낀 점과 생각들, 참여자의 면담 중 표정이

나 행위들을 정리하여 분석시 활용하 다.

면담은 장소는 조산원의 참여자 입원해 있는 병실 또는 참여자의 집이었다. 조산

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참여자의 아기는 조산원의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돌보아 주어 면

담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 다. 가정에서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 아기가 자는 시간을 이

용하거나, 산후 조리를 돕던 산관자가 아기를 돌보았다. 

면담의 시작과 진행, 종료에서 대상자가 주도하며,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 면담

자의 역할을 숙지하여 대상자의 대화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참여자의 체험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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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기 위해 노력하 다. 또한 유도질문이나 해석적 질문을 자제하고 연구자의 가치에 

따른 판단이나 평가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 다. 연구자는 계속 개방적인 질문을 

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하 다. 참

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2 회의 면담이 40분 ~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녹음된 

내용에서도 잘 들리지 않아 불명확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 다.

면담 외 참여자의 출산 장면을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거나, 출산 장면을 촬 한 

비디오를 분석 대상에 추가하 다. 또한 참여자의 출산기와 아기에게 주는 메시지, 면

담을 한 참여자들은 아니지만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여성이 기록한 출산기 등을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있

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었으므로, 연

구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대상자가 동의하여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만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연구자는 면담 동안 참여자와 참여자 아기의 건강상태와 육아에 대한 상담을 같

이 진행 하 으며, 면담이 종료된 후에도 전화 또는 e-mail,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 등을 

통한 참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요청이나 상담의 요청에 계속 응하고 있다. 면담 종료

시 소정의 사례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하 다.

3. 6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는 참여자와 면담한 내용을 필사한 것, 참여관찰을 위해 기록한 현장 

노트, 이론적 노트, 출산기, 출산 비디오, 참여자들이 기록한 아기 메시지 등이었다. 이

러한 자료들은 분석을 위해 참여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분류하 고, 새로운 자

료가 추가될 때마다 분류를 계속 해 나갔다. 

자료의 최종적 분석은 면담이 모두 진행 된 후에 한번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면

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이론적 노트에 기록되는 아이디어와 면담하는 동안 확인되

는 개념 또는 추가적 질문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계속 질문을 추가하거나 방향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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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 면담에 반 하 다.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은 녹음된 면담 내용을 필사한 정보 다. 필사된 기술들

을 읽으면서 경험의 단위를 확인하고, 의미 단위를 찾았다. 그리고 기술된 내용에서 의

미 있는 진술에 밑줄을 그으면서 분리하 다. 필사된 면담 내용은 A4 용지로 총 108 매

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계속 이론적 노트에 새롭게 나타난 의미 있는 진

술 또는 주제를 정리하여 나가면서 다음 분석에 반 하 고, 대상자의 면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은 면담이 종료된 후 진행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1) 면담 내용을 필사한 기술을 숙고하고, 기술의 모호한 부분을 정교화하기 위

해 연구 대상자에게 돌아가기를 한다.

(2)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연구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 단위(natural meaning unit)를 규명하여 사고 단위를 확인하 다.

(3) 의미 있는 진술들을 찾아 낸 후, 진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 진술과 구성된 의미를 기술하 다.

(4) 대표적 진술과 구성된 의미들을 통합하여,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주제(theme)를 규명하 다.

(5) 찾아진 주제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류한 후,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

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연구자의 언어

로 규명하 다.

(6) 의미 단위에 따라서 대표적 진술(구성된 의미), 주제와 중심의미로 자기 주도

적 출산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 다.

일차 분석을 시행한 후  현상학적 연구를 하 던 간호학 전공자에게 연구자의 자

료 분석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간호학 교수 3명과 질적 방법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

는 간호학 교수 1명과 사회학 교수 1명에 의해 검증을 받아 수정하 다. 특히 주요정보

제공자 던 국문학을 전공하 던 참여자와 현재 국어교사인 참여자 등 두 명 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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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게 연구자의 자료 분석을 읽게 하여 자신들이 의미한 바를 올바르게 분석하

는지 확인하고 타당도를 확인하 다.

3. 7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6학점)을 수강하 다. 1999년부터 

질적 연구 워크샵과 관련 학회에 참석하여 왔으며, 신장이식 수혜자 부인들의 돌봄 경

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보고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대학에서 여성 건강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분만실과 산후 병동 실습 지도를 하고 있다.  

연구자는 2002년 5월 10일 ~6월 22일에 거쳐 출산 준비 교육자 교육을 수료하

다.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 지역 1개 조산원

에서 참여관찰을 하면서 산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준비 부부

교실에서 출산, 산후조리, 모유수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출산을 앞둔 대상자들과 

Rapport 형성을 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 안에서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동호회를 2개 운 하고 있으며 

이런 동호회 게시판과 조산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임신/출산/산후조리와 관

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간단한 칼럼을 쓰고 있다. 

3. 8  연구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출산한 산모가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해 적극적

으로 표현하는 산후 적극기 시기를 선택하여 면담을 진행하 다. 비록 연구자가 산후 

적극기에 들어선 연구 대상자에게 면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최소 2일에서 최대 1주일

까지의 시간을 준 후 면담을 시작했지만, 산후 3~7일은 산모가 출산 경험을 완전히 내

재화하여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또한 인간의 경험은 삶의 과정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으며, 특히 출산 경

험은 출산 후 육아와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향을 받아 그 의미가 변화되면서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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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면담시기는 보다 깊이 있고 충실하게 내면

화 된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된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서 제한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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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4. 1  주제와 의미들

수집된 자료들은 (1)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제대로 알고 난 후, 이 방법이 자신의 

출산방법이 아님을 알고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 (2) 자기 주도적 

출산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 (3) 자기 주도적 출산하기, (4) 출산 후 참여자들에게 남은 

출산의 의미 등 4가지 의미 단위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의미 단위에 따라 모든 참여자들

의 진술에서 추출된 중심의미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저항, 자기 주도적 맥락으

로의 참여, 공통체적 지원,  새로운 자아 탄생 등 4가지 으며, 8개의 주제와 27개의 대

표적 진술(구성된 의미)이 추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표 2> 에 제시하 으며, 먼저 추출된 주제와 대표적 진술(구성

된 의미)을 의미 있는 진술들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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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심의미, 주제와 대표적 진술(구성된 의미)

중심의미 주제 대표적 진술(구성된 의미)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저항

1. 의료인 주도적 

  분만 비판

 

1)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보다도 더 못하면 되겠어요?”(인

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부재)

2)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구

요.”(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의료인과의 대화)

3)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전혀 못 누리고, 권리를 빼앗겼

죠.”(누리지 못하고 의료인에게 다 맡기다.)

4) “정상인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만을 하러 가는데도 환

자 취급당하는 거잖아요.”(임신이라는 ‘질병’을 가진 ‘환

자’가 되다.)

5) “아이는 둘이 가진 것인데... 남편의 참여는 곤란하다

고...“(남편도 없이 버려지다.)

6) “병원에서 하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어머니

의 사랑으로 아기를 위할 수 없다.)

7) “병원에서 자연분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분만이 아

니더라.“(‘자연분만’이 ‘자연분만’이 아님을 알다.)

2. 자기 주도적

  출산 선택

1) “어차피 할 출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다.)

2) “산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내가 찾는게 저런 방

법이구나“(나를 위하는 출산 장소를 찾다.)

3)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주도하에 안정되게 아

기를 낳고 싶어서...“(출산에서 기대하는 것을 드러내다.)

자기 주도적

맥락으로의 

참여

3. 자기 주도적 

  출산 준비

1) “뭘 알아야 출산을 하죠, 열심히 준비했어요”(스스로 자

신을 준비시키다.)

2) “신랑도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니... 사람

이 확 변했잖아요.“(함께 출산해야 할 남편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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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미 주제 대표적 진술(구성된 의미)

자기 주도적

맥락으로의

참여

4. ‘자연적’ 

  출산의 체험

1) “자연스러운거라 그러시더라구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구요.”(몸의 변화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다.)

2) “온 몸이 다 휩쓸리는 느낌인데... 혼자 견디는거지 

뭐. ”(진통의 고통과 공존하다.)

3) “힘은 빼고 싶은데 이게 막 저절로 나올려고 하는 느

낌인데...”(불가항력적으로 분출하는 내 안의 힘과 아

기의 힘을 느끼다.)

5. 자기 주도적

  출산 과정으로의

  적극적 참여

1) “남편이 잡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었어요”(몸에 

집중하다.)

2) “정말 몸이 시키는대로 되더라구요.”(몸이 원하는대

로 반응하다.)

3) “오만 것을 다 해 가지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

데...”(온 힘을 다해 몸을 이끌어가다.)

공동체적 

지원

6. 배우자의 새로운 

  역할 규정

1) “고통을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의 현장을 같이 

지켜줌으로 인해서...”(함께 있어 든든함을 느끼다.)

7. 주요 참여자로서 

  의료인

  (조산사/간호사)

1)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해 준다는 그런 느낌”

(관심을 집중하여 모든 것을 함께 하다.)

2) “다 믿는게 자연분만이잖아요.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

줘요.”(같은 마음으로 출산을 믿다.)

3) “모든 정성을 쏟아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이 정말 고맙

고...”(내 몸 같이 정성으로 돌보다.)

4) “엄청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는 격려를 하다.)

새로운

자아 탄생

8.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 모성

1) “아~내가 낳았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다.”(아기의 생과 함께 시작하다.)

2) “아기를 낳는 사람은 난데 굳이 거기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난 이렇게 낳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보통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잖아

요.”(무지와 편견을 깨고 용기 있게 실천하다.)

3) “의지를 세워 출산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져야 

하고... ”(스스로를 믿고 의지 세우다.)

4) “내가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프라이드처

럼...”(엄마로서 힘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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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주제 1. 의료인 주도적 분만 비판

1.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보다도 더 못하면 되겠어요?”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부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임신을 한 후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다. 분만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출산 방법과 장소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을 인식한 참여자들은 산전관리를 받았던 병원 의료인과 출산 방법 및 장소에 대

해 상담을 하 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임신하기 전 또는 임신 기간 동안 다

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현재의 출산 환경을 비로소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 

시작한다.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와 주변의 경험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 주도적 분

만을 선택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출산은 축복받은 고귀한 생명을 

낳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출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은 출산을 하는 여성과 태아가 중심이 되기

보다는 병원과 의사의 편리 중심으로 시간의 통제 속에서 ‘분만 종결’ 이라는 결

과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을 지지하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 실태는, 산부가 출산하는 동안 

의료인이 옆에서 계속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음, 자연스럽게 출산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병원과 의료인의 편리 중심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산부의 경과를 

빠르게 진행하여 아기를 ‘꺼내기’ 바쁘며, 아기를 낳는 일이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보다는 ‘늘 있는 평범한 일’이 되어 마치 병원이 ‘아기를 생산하는 공장’ 같은 분

위기라는 것 등에서 지적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출산하는 동안 여성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으

며 아기를 낳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함께 출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병원 분만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은 

여성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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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분만을 할까 했는데 밤에 분만을 하면 그네 분만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네분만을 받게 되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고 keep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밤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에요. ... 그

러니까 옆에 있어주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분만할 때... 그러니까 역시 힘

들구나, 병원에서 분만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 병원에서 낳는 것도 

산모와 아이 중심이 아니라 병원의 편리 중심이잖아요. (case 1)

거기(병원)가 인권분만을 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건지도 모르고서 저는... 

사실은 간거거든요, 수중분만이니까... 갔는데 탯줄 자르기 전까지 얼마나 기

다려 주며, 조명을 어느 정도로 하고, 아기를 얼마나 배려해주냐...(웃으시며) 

물어봤댔어요. 물어 봤더니 간호사가 막 웃더라구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기다

려준다는 거죠. 당연히 못기다려주겠죠, (웃으시며)산모가 저만 있겠어요? 

(case 6)

산모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위주로 하잖아요. 언니가 병원에서 아이

를 낳았는데 병원 위주로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을 봤는데 비인간

적이었어요. ... 병원은 그런 것도 없고...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산모 

위주가 아니라 의사 병원 위주예요.(case 4)

병원 이야기 들어 보면 뭐 무슨 공장 같아요. 산모들 쭉 늘어 누어있고 빨리 

빨리 진행시키는데 꺼내기 바빠요. (중략) 출산이라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그 

자체가 경이로운 그런 경험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니

까, 산부인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

고... (case11)

병원은 아예 내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병원은 의료인 편의 위주인

데, 의사들이 빨리 받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하는 극단주의에 젖어 있는 곳

이니까, 왜 그런 곳에서 인권적으로 존중 안 되는 곳에서 아기를 낳을까 그곳

은 내 분야가 아니다 딱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case 10) 

그 얼마나 축복받은 고귀한 생명을 낳는 고귀한 과정으로 출산을 하는건데 

그게..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보다도 더 못하면 되겠어요? 개가 새끼를 낳더라

도 그 주인은 지켜보고 같이 하고 하잖아요. (중략)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 62 -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난 정말 출산을 개보다도 못하게 낳은 것 같다. 너

무나도 외로왔다.’ 이랬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구요.(case 

1)

2.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 (속 시원하

게 해결되지 않는 의료인과의 대화)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연분만, 회음절개 등 출산에서 

자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료인들이 관심이 없거나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임신 과정과 출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을 원했지만 언제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되지 않아 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산전관리에서 임신 상태를 평가할 때 참여자들의 느낌이나 

의견 등을 물어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하기 보다는 의학적 검사 결과에만 의

존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한다고 느꼈다.

병원에서는... 제가 다닌 병원은 출산 얘기를 안했어요. 거의... 제가 자연분만에 

해 물어봤더니 말도 안 해주고... (중략) 병원 진료는 (강조하며) 너~~무 진

찰 위주예요. 괜찮다, 산모 정상, 애기 정상. 커가는 그 개월 수마다 애기가 어

떻게 태어날 것인지.. 출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긴 관심 전혀 없고 그 주기에 

산모 괜찮고 애기 괜찮으면 그냥 오케이예요. (중략) 그냥 결과치로 정상이면 

다 정상처럼 보는 거 같아요. (case 4) 

그 의사가 너무 무뚝뚝한거야. 설명도 제 로 안해주고, 그러면 뭐하러 같이 

봐. 그림만 보러 가나, 그림도 잘 모르겠더만. 맨날 자기네들이야 보니깐 알

지. 그래가지고 설명도 안 해주고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맘에 안 든다고 신랑

도 막 이러더라구요.(case 7)

참여자 4 의 경우, 아기 머리가 크다는 정보 또는 아기가 전체적으로 크다

는 정보를 산전관리를 받던 병원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조산원을 알아

보기 위해 진료를 받던 중 전반적으로 아기가 크고 머리도 크다는 이야기를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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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결국 또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하 다. 그러나 오히려 처음 산전관리를 

받았던 병원의 의료인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는 반문을 제기했다. 참여자 7 

과 참여자 8 의 경우, 수중분만을 하고 싶어 의사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참여자들

의 기대와는 달리 여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음절개가 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고 하면서, 참여자가 원하는 수중분만은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등 매우 부정적으

로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으로 참여자들는 결국 병원에서의 분만을 포기했다. 참

여자 2 의 경우, 참여자의 체구가 작음을 지적하며 아기를 키우지 말라는 주의를 

의사가 계속 주었는데, 참여자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의사의 주의가 반복되자 출산시 자신의 체구를 이유로 의사가 쉽게 수술을 선

택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번도 안했거든요. 내가 39주인가 

거의 40주 정도까지 다녔거든요. ... 근데 **조산원에 갔더니 머리가 너무 크

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이도 너무 크고. ...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병원에 

자꾸 가도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 누가 머리 크다고 하냐, 아기 머리 정상

이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몸무게랑 머리 크기랑 재 달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해도... 그러면 

정상이다... 한 곳을 더 가봤거든요. ** 병원이라고, 옆에  개 유명한 곳이 

있어요. ... 처음 진료를 딱 받았는데, (기가 막힌다는 식으로 허탈하게 웃으면

서) 머리가 2주 크 요. 2주 정도 큰 아이고 머리가 개월 수에 비해서 엄청 

큰 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주에 이 병원에 갔는데 크

다고 안하더라구요. 정상이다, 어디서 그러더냐... (case 4) 

(아기가 하늘보고 있다는 말은) ****조산원에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 조산

원에서는 이거 보고 3일을 진통을 할 거다. 천천히 올거다, 남들이 하루를 끌

면 나는 3일을 진통을 할 거다 그 소리는 들었어요. 하늘 보고 있다는 소리

는... 그 소리가 그 소리였나 봐요. (중략) 그 분이 손가락 이런거 보고 내진

해보고 하면서 림을 뚫고 나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구요.(case 4)

근데 지금 산전관리 하는 그 곳에서 낳지 말아야겠다고 한거는 거의 한 8개

월 때인가 그때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 수중분만에 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막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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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여자(수중분만한 사례)가 한 것도 다 그 욕조...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

고 선전효과로 한거다, 그래서 회음부도 많이 찢어졌다고 하면서 세균 감염 

우려도 있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딴 의사도 회음부 절개를 안 하는 

거에 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을 위해서는 회음부 절개를 해야 된

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의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갔었거든요. 

둘 다 여자였는데... 여자를 위해서는 회음부 절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

으로... 수중분만을 위해서라면 딴 데도 있긴 한데 탐탁치가 않더라구요. 수중

분만을 하는데 회음부 절개를 한다던가, 모유수유에 관련된 거에 해서 중요

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구요. (case 7)

저는 큰애를 낳을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하고 낳아 가지고 병원에서 낳아

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 거기는 수중분만이 안되는 병원이니까... 한다

고 하니까 의사선생님이 반 를 좀 하시더라구요. 수중분만 자체를 반 를 하

고 남편이 참여하는 것 원하면 그런 병원을 추천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에 해서, 프랑스나 그런데는 몇 십 년 전부터 했던 것이긴한데, 자기는, 본인

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회음절개 같은 것도 꼭 찢지 않는게 좋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 를 좀 하더라구요. ** 병원 같은데 가족분만실 생

겼으니깐 추천해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앞에서는 ‘네’하고 나와서, 떼어달

라고 했거든요. ... 오랫동안 거기서 검사 받고 그랬던 병원이라, 가까이 있고.. 

또 수중분만도 되는 병원이더라구요. ... 갔더니 자기네 병원도 다 되는데, 왜 

**** 조산원에서 낳으려고 하느냐고... 왜 거기서 낳으려고 하느냐고 반 를 하

더라구요. ... 설득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더 많이... 왜냐면 자기네는 다 되니

까... 병원에서, 회음절개 같은 거... 조산원은 불법이니까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주사도 못 놓으니까 놓을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 

조산원에서 낳는 거에 해서... 반 를 하더라구요. (case 8)

7, 8개월 되었는데 의사가... 내가 체구가 작으니까 아이를 크게 키우면 안된

다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거에요. ... 그

렇지 않아도 아이 크게 낳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더 아플거라는 생각에 작게 

낳아야 하지 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 처음에는 3킬로 이야기 

하더니 나중에는 2.8킬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

고. ... 그리고 초음파 하면서 머리가 크면 안된다고. 머리가 주수보다 조금 컸

어요. 몸통이 큰 것은 괜찮은데, 다리는 길어도 상관 없지만 머리를 크게 만

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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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말고 김치나 야채를 먹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못 

낳는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case 2)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임신 상태에 대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적

절하거나 충분하지 않음에 불만스러워했으며,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들이 원하는 출산 방법에 대해 의료인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고 반대하

는 것을 경험했다. 또한 분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의료인으로부터 용기와 격려를 

받기 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손상 받음을 느꼈고, 자신이 출산에 대해 당연

한 요구를 하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을 느꼈다.

이상과 같은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의료인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이 

가진 출산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자신들의 의사결정 능력과 몸의 능력을 

무시하므로 의료인과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서 주변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을 느꼈으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손상됨을 느끼게 되었다.

... 이 병원 믿을 수가 없게 되버리더라구요...(case 4)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경험이 출산의 만족도를 훨씬 반감시키는 것에 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선뜻 병원이 아닌 다른 출산 방법에 해 용기가 없었

다. 예정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2주 정도) 병원 측에 분만 상담을 하고 나서 

그날 밤 고민을 많이 했다. 지극히 자연스런 섭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졌다. (출

산기 9)

그리고 조산원에서 옛날에 봤던 글들(머리 커도 낳은 사람들 이야기)이 생각

났으니까 이 사람이 또 신뢰가 안 생기는거에요. (중략) 저도 몸무게 많이 안 

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의사가 하도 겁을 주니까 얼마나 그랬

는데요. (case 2)

3.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전혀 못 누리고, 권리를 빼앗겼죠.” (누리지 못

하고 의료인에게 다 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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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부인 참여자의 경우 첫아이를 분만하는 동안 출산에 대해 나름대로 준

비를 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의료인과 함께 분만하는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

었으며 의료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지

시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거나 지시함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적 처치가 가해지는 것을 경험하 다. 이러한 경험에서 참여

자들은 분만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저도 나름 로는 출산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첫아이 

출산하러)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에게 다 맡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중략) 개인병원에서 낳았으니까요. 내가 간호사

에게 물었어요.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랬더니, 배 아플 때요? 어떻

게 하긴요, 참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에 너무 무방비 

상태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배는 아픈데... (case 5)

내가 애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 주세요 이렇

게 이야기해도... 무통분만 하니까 진통이 언제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까 의사가 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숨을 들이쉬어야 힘을 줄꺼잖

아요. 근데 숨 들이쉴 시간도 안주고 배를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애 아빠가 되

게 많이 놀랬거든요. 그 때... 그리고 병원 누우면 이렇게 막 내진하잖아요. 그

것도 너무너무 (많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 반론 하나 제시를 

못했는데, 이의를 제기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배를 누르고... (case 5)

아기를 낳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수동적 역할과 여성이 느끼는 무력감으로 

인해, 경산부인 참여자들은 첫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통과정과 분만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즉 경험 했음

에도 불구하고 ‘체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래서 자

연스럽게 시작되는 진통은 어떤 것인지, 진통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진통과 출

산 동안 진행되는 변화에서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것

인지 알지 못했다. 참여자 5 의 경우 무통 분만으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약물과 

회음절개 등의 처치로 인해 진통의 통증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자신이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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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에 아이가 나왔다고 하 다. 

이런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엉겁결에 아이를 낳았으며, 

자신이 누릴 수도 있었던 아이 낳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의료인에 의해 박탈되

었다고 하 다. 

예정일이 지나 그냥 확인하러 외래에 갔었는데, 갑자기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

구요. 그래서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갔는데 갑자기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게 

되고... 진통이 시작되니까 너무 많이 아프고, 보호자는 아무도 없고... 너무 무

섭고 겁나고...(case 3)

그날 아이 낳은 산모들 중에 제가 4번째 였고, 그 분, 5번째로 낳은 분이 제

가 체조하러 갔을 때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4번째 제가 5번째 그랬

는데, 진통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그랬었나봐요. 그분이 계속 걸어 다니고 있

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진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저기 진통이 어

떻게 와요? 하고 그분한테 물어 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하면서 뭐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요. 진통이 도 체 어떻게 오는지 너무나 궁금해 가

지고... (중략)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진통이 아예 없이 갔다가 촉진제를 맞

고 그때부터 한거라서 간격이나 또 진통의 강도가 처음에 어떻게 오는지 그런 

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올까... 물론 생리통처럼 뭐 이런 말

씀들은 많이 하셨는데 체험한 적이 없어서... (case 3)

첫 아이 날 때는 가만히 누워서 나았잖아요. 첫 아이 때에도 분비물이랑 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몰랐어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첫 아이 

때는 정말 뭘 모르고, 모르고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떻게 나

왔는지... 내가 애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 주

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통분만 하니까 진통이 언제 있는지 잘 모르잖아

요. (중략) 제 첫아기 때 무통분만 했잖아요. 한 일주일쯤 전에 무통분만 했는

데, 그러고 나서 정말 안 아팠거든요. 주사를 맞고 나서는... 그리고 분만실에 

들어가서도 회음절개하고 하니까, 힘주세요~ 이래서 힘을 딱 주니까 아기 그

냥 머리가 쑥 나왔구요. 안 아팠어요, 정말. 하나도 안아팠구요...(case 5)

너무도 웃기잖아요. 음... 나의 권리를 빼앗겼다라는 걸 느끼는 거 같아요.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전혀 못누리고, 엉겹결에 그냥 애가 출산을 해버리는...(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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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산모에서 보이는 이러한 인식은 첫 아이를 낳으면서 누리지 못한 출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 경산모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결국 여성들은 출산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

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인 주도적 분

만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4. “정상인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만을 하러 가는데도 환자 취급당하는 거

잖아요.” (임신이라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되다.)

면담에서 참여자들이 출산하는 동안의 경험 다음으로 가장 비중을 두고 이

야기한 내용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하는 경우 병원에서 분만하는 동안 경

험하게 될 의료적 처치들에 대한 것이었다. 의료적 처치에 대한 경험은 초산부의 

경우 직접 경험보다는 책, 경험자의 이야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의존한 것이었고, 경산부의 경우 자신의 첫 번째 분만에서 직접 경험한 처치들이 

추가되었다. 

참여자들이 지적한 구체적인 의료적 처치의 내용은 진통이 시작된 산부들

을 분만실에 모두 모아 놓고 보호자 없이 혼자 진통하게 하는 것, 자신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똑 바로 누워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복부에 기계를 부착하기, 수

시로 시행하는 내진, 금식을 하면서 링거액을 정맥으로 주사 맞기, 촉진제 등의 

약물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여 분만을 빨리 진행시키기, 관장하기, 회음

부의 체모를 삭모하기, 회음절개하기, 분만대 위에 올라가서 분만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 신생아와의 분리되어 지내기, 신생아에게 모유보다 분유를 먼저 먹이기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출산이 임박하거나 자궁 수

축이 진행되면 아기를 낳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적 처치에 대해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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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의료적 처

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으며, 이런 처치들은 여성을 인간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의료적 처치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며,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약

품의 힘으로 아기를 당겨 끌어내는 인위적인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라 보았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실을 따로 두어 가지고 얘들 따로 두는 것, 격리시키는 것

도 그렇고, 그래서 모유 수유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거의 혼자만 

고통을... 산모 혼자만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case 7)

저는... 체모를 깎는 것도 싫었어요. (중략) 저는 분만  위에 올라가는 것이 

싫었어요. (잠시 쉼.) 그래서 안 올라가고 싶어요. 그냥 거부감이 생기고 .. 거

기 올라가서 누워서 다리 벌리고 낳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case 1)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렇죠. 링겔 꽂고, 약 놓고.. 관장할 거 하고... 링겔 꽂는 

것도 싫고.... (case 9)

(큰 얘 병원에서 낳을 때)불편했던 건 저거죠, 뭐. 관장할 때.. 너무 급하게 가

서 관장을 하는데 화장실을 들어가면 애가 나올거 같고, 애 나오려고 하면 화

장실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분만  위에서 응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

하더라구요. ... 또 아이를 낳고 얼굴을 못 봤어요. 밑(회음부)에 꼬맨다고 마취

를 시켰어요. 잠깐... 그때 아이 얼굴도 못보고.. 밑에 꼬매고, 그리고 나서 병

실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도 걸어서,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예. 얼굴도 못보

고... 또, 일단 애가 분유를 먹잖아요, 거기서. 분유 먹고 그래서 애 얼굴보기가 

더 힘들었었어요. (case 9)

그리고 병원가면 누워서 있어야 하는데 나는 누워서 그런거 정말 싫은

데.(case 2)

자궁수축제는 맞는다 안 맞는다... 왜 맞는지는 생각도 안하고 주니깐 맞고... 

병원에서는 시키는 로 하니까.. 별로 의문을 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불편은 했는데, 제가 아는 엄마는 진통 올 때 막 걸어 다니고 싶고 움

직이고 싶은데... 병원에서 분만 했는데, 자연분만을 했는데 힘들게 낳았데요. 

계속 누워있으니까 그게 막 싫었다고 하더라구요. 막 움직이고 싶고 서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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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싫었다고 하더라구요. (큰아이 낳으

면서 누워 있는 것) 힘들었죠. 누워있는 것 자체가.. 근데 양수가 터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참았죠. 잠도 안 오고... (case 8)

*****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 그 부분에 가장 공감이 가는게, 아기를 낳을 때 

중력은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이 되는데 우리 자세가 다 누워서잖아요. 

그런데 가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앉아서 낳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장면들이 더 이상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너무 누워있는 거에만... 그

렇게 되어있잖아요. ... 병원에서 보면 다 누워있잖아요. 동물들도 다 서서 낳

잖아요, 아기를... 사람만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웃긴데... (case 7)

저는 ... 병원에서 링겔 꽂아 주고 태아 심장소리 듣는다고 여기(배를 가르키

며)에 뭐 붙이고 뭐 그런 거는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case 2)

저는 변이 안나왔어요. 그 전날 계속 화장실 가서 정말 속에 있는게 다 나오

더라구요. ... 변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는데, ... 그렇지만 병원가면 다 관장하

잖아요... (case 2)

병원에서는 (아기도) 떼어 놓잖아요. 떼어 놓고 분유 먼저 먹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싫죠. (case 2)

그 병원이 ... 아기를 바로 데려다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기

를 바로 데려다줘도, 산모가 뭐를 알아야지...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전혀 안가

르쳐줘요. 우유병 딱 씻어 가지고 먹인 것 같더라구요. 아니면 우유병도 왜 같

이 가져다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데려다줘요. 데려다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기 낳았으니까 몇 

분 안에 젖 한번 빨려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case 

5)

병원 같은 경우에는 ... 임부들을 쫘악 모아 놓고서 (늘어놓은 듯한 손짓을 하

면서)막 ... 그러면서 수시로 와서 내진이나 하고.. 아파죽겠는데.. 내진하니까 

진짜로 아프더라구요. 근데 (병원에서) 수시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찔러보면 

정말 아플거야...(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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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가기 참 싫었어요. 억지로 다리 벌리고 고정시키고... 깨끗하긴 하죠, 

처리하기가. 아기 딱 낳고 분비물 처리하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병원 침

가 딱딱하고 사람들 많아도 기계적이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case 9)

처음 내진을 했을 때가, 한 38주 이렇게 내진을 하잖아요. 내진이 뭔지 정확

하게 잘 몰랐었어요. (중략)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내진 할께요, 그러더니 갑

자기 손으로 막...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전 또 여의사 찾아간다고 갔

는데도... 그렇거든요. 어~ 내진이 이런 거였구나, 당하고 아는 거잖아요.(웃으

시며) (case 5)

아이도 바로 낳자마자 데리고 가 버리고.. 이렇게 다 걸리더라구요. (중략) 병

원가면 바로 수술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 끌면 애기에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너무 겁을 주고요.(case 4)

병원에서는 밑으로 낳으면 촉진제 쓰고, 그리고 그냥 다들 바로 처치로 들어

가버리잖아요. (case 4)  

유도분만 이런 거... 가서 당연히 주사를 꼽잖아요. (중략) 촉진제를... (case 

6)

인위적이라 하는 것은 ... 병원에 가면 일단 촉진제를 맞잖아요. 누가 가든지 

(중략) 그걸 맞으면 아이가 힘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촉진제 약품의 힘으로 당

기는 거잖아요. 그게 병원입장에서는 좋겠지요. 빨리 받아내고 빨리 낳고 하니

까... 그건 인위적인게 되는 거잖아요. (중략) 저도 처음에는 촉진제인지 몰랐

거든요. 링겔 다 꽂고 있잖아요, 가면은... 근데 그게 영양제인지 알았는데 촉

진제라고 하더라구요, 그걸 맞고 (중략)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것들이 다 

들어 간거잖아요. (case 1) 

첫 아이 때 기억해보면, 저도 몰랐고, 계속 촉진제 쓰고, 배에다가 기구 올려서 

계속 심장박동수하고, 또 간호사한테 계속 야단맞고... 좋게 얘기해주면 되는

데, 어머어머~ 아기 박동수 떨어져요, 숨 크게 쉬세요... 이런 말들이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는 너무 걷고 싶었는데, 꼼짝도 못하게, 그것도 옆으로도 못 

눞고 반듯하게 누워있으라고만 계속 지시 받고... (중략)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도 나한테는 설명 한마디 없이 배를 (강조하며)확~ 눌렀을 때...(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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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무의식 중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 하

고...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고.. 수술

자국이 남잖아요. (중략) 몸에 수술자국이 남는 것 그게 싫었고, (case 1) 

의료적 처치 중에서 참여자들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은 회음절개에 대한 

것이었다. 회음절개에 대한 정보는 면담 진행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거나 비

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제 다. 이러한 회음절개에 대한 문제는 경산부인 참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심한 불편감을 체험한 경우에서, 그리고 초산부인 경우 주변의 

경험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산모인 참여자의 경우, 회음절개를 한 후 의사에 의해 완전히 

치유가 되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픔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고, 초산

모들의 경우 주변의 경험자들로부터 회음절개의 불편함과 아픈 경험을 구체적으

로 들었다. 이러한 불편감과 통증은 초기 산욕기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치유가 완

전히 되었다고 의료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욕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여성

을 괴롭히는 문제 다. 이러한 정보들에 근거하여 참여자들은 회음절개가 매우 많

이 아프고 치유되기 힘들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렇게 힘든 회음절개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

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여성의 개인적인 특성 또는 상황적 특성

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시행되는 회음절개에 대해 참여자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 다. 이런 이유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 과정에서 회음절개를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회음절개를 하지 않는 출산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포기하고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기도 했다.

회음부를 절개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 병원에서 낳을 때 자연분만을 한다고 해

도... 그 뭐 고통을 못 느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싫었어요.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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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음부 절개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하고... (case 7)

또 회음부 꿰매놓으니깐 그것 때문에 거동하기 불편하고... (case 9)

병원에 가면 거기를 짜르고... 그거 자르면 회음부 힘들고 회복하려면 몇 주면 

된다고 하지만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나는 그런거는 싫고... (중략) 제 친구들

도 자연 분만은 했지만, 당연히 병원에서 하는 약 쓰고 회음절개를 하고 낳은 

거고... 나야 그런게 싫어서 그랬으니까... 친구가 자연 분만을 했는데, 그 회음

부 찟어진게 게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구요.  병원에서 회음 절개 한거요... 

한달이 지나면서 가면 의사가 깨끗하게 아물었네요 그랬다는데 , 깨끗하게 아

물었다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구.. 막 그랬거든요. ... 자연 분만해야 

돼 그랬더니.... 제왕절개가 괜찮은거 같아, 다음에 제왕절게 할 까봐 그러더라

구요. 그래서 자연분만이 얼마나 좋은데...자연분만이야 낳고 나면 고통이 싹 

없어지는데 제왕절개는 낳고 나면 그때부터 고통 시작이야 그랬더니... 야, 나

는 회음절개한게 아직까지도 아파, 그래서 제왕절개가 더 나은거 같아 그러는

거에요. 자기는 자연분만이 더 좋은거 모르겠다고 그러는거에요. ... 학 동창

인데,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지만 회음 절개를 했는데 이게 덧났는데 그래서 1

주일인가 2주일인가를 제왕절개를 한 사람처럼 더 있었 요. 자연분만했는데

도... 그 회음상처가 덧나면 정말 정말 고생한데요. 너무 아파서. 그 친구도 회

음절개가 .. 하여간 뭔가 잘못되어서. 그 회음부 꿰맨 것을 다시 풀고 뭔가 꺼

내고 다시 꿰매고 뭐 그렇 요.. 그리고 뭐 배를 눌러가지고 뭐 꺼내고. 친구

는 그 배를, 막 배를 막누르고 고생하고 그게 아이 낳는거 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출혈이 많아 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자연분만, 조산원에서 해야겠다, 싶었죠.(case 2)

그리고 (첫아이를 낳고 나서) 회음부도 많이 아팠고... 저는 한 보름까지 계속 

아팠던 것 같거든요. 아프고.... 오로도 아주 오랫동안 나오고...  6주 넘게까지 

막... 이런 모든 게 다 불편하잖아요. 다 불편하고...(중략) 정말 짜증스럽고 덥

고... 그런 상황인데...(case 5)

이러한 의료적 처치들에 대한 기억과 정보들은 분만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

적으로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분만이 겁이 나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고, 주변에서 출산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나칠 만큼 많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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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출산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며, 먼저 출산

을 한 여성에 의해 앞으로 출산할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이 재사

회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출산 과정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잡지에 출산하는 사진들을 찍어

놓은 게, 너무나도 많은 피와 수술용 가위 같은 거, 집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도 보기 싫었고 낳고 나서도 보기 싫었어

요.(case 5)

분만실은 같이 들어갔는데... (동생이) 아기 낳는 거 다 찍어줬잖아요. 그거 

보니깐 좀 무섭더라구요. 제가... ... 아기 머리가 막 나오지 못하고 들락날락 

계속 보니까..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case 8)

첫 애 낳기 전에 그 사진을 봤는데, 처음 딱 봤는데 못보고 막 넘겼어요. 그거

는 부분 출산에 한 공포. 저도 그런 것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되게 불안

하고 무섭고... 그런 얘기 꺼내긴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뭐... 수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출산 자체에 해서 너무

나 무섭고,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지나칠 만큼...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

기를 끊임없이 듣고... (case 5)

이와 같은 정보들에 근거하여 참여자들은 의료인이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

는 것을 통해 출산 과정에 개입하여 아기 낳는 과정을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것으

로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출산 환경은 지나치게 상업화되

고 기계화 되며 아기를 낳고 있는 여성에 대해 배려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런 출산 환경에서 참여자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 분만실로 가는 경

우, 자신이 정상인이고 자연스러운 분만을 하러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환자 취급하면서 출산을 병으로 다루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결과 으므로 이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환자로 취급되면서 의료인이 개입되는 

분만을 하기 것이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으로

서 존중과 배려를 받으면서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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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출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개인병원에서 낳았으니까요. 내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야되요? 그랬더니, 배 아플 때요? 어떻게 하긴요, 참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그리고 말 한마디도 산모를 배려하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의 

친정엄마가 막,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구 아이구~ 어떡하냐... 이러니까, 그분

이 그랬거든요. 어머니 아시죠? 많이 아파야 나오는 거. 아프면 아플수록 빨리 

나오는 거. 그런 모진 말을. ...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배려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구요.(case 5)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막 비명 지르면 아줌마만 아이 낳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다면서...  (case 2)

그 다음에 병원에서의 그런 어떤... 획일적인 출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들이 그냥 획일적으로, 정형화 된거잖아요.(case 7)

근데요, 병원에서도 똑같은거 같아요. 아니, 기존에도 병원에서 아이 낳고 잘

못된 경우도 많구요. 병원이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더 많고 병원도 똑같은 

사람들이... 병원이라는 곳이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거... (case 9)

임신은 병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 출산 방법이 너

무 상업화 되어 있고 기계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건강한 출산이 아니잖아

요. 출산이 건강한 출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case 11)

의료진이 개입하는... (중략)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상인이고 아주 자

연스러운 분만을 하러 가는데도 환자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case 5)

5. “아이는 둘이 가진 것인데... 남편의 참여는 곤란하다고...” (남편도 없이 

버려지다.)

참여자들은 진통을 하고 출산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일이며, 부부의 아이를 낳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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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당연히 남편과 함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출산 과정에 

남편이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출산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지금까지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분만 대기실 앞에서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아내의 

분만을 기다리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의료인으로부터 들으면서 아기 얼굴

을 한번 들여다 본 후 신생아실로 아기를 보내고, 곧 이어 분만실에서 나오는 아

내의 얼굴을 보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인사말을 하는 남편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다. 이들은 진통하는 과정과 출산하는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한 몫을 하는 남편을 

요구하고 있었다. 

만약에 병원에서처럼 기실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여자 혼자 아이를 낳고 그

러면 정말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나 혼자

서... 아이는 둘이 가진건데... 더군다가 10달 내내 나 혼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산마저 혼자 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분만을 한다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함께 출

산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 병원을 찾

을 때도 남편과 함께 출산하는 병원을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 남편은 밖에 

있고 나 혼자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지요, 남편이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이... (case 1)

그럼요. (남편이) 없음 서운하죠. 그런 장소에는 꼭 있어야 되지. 얼마나 아픈

데.. 자기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픈가 자기도 알아야되죠. ... 저희 아빠는 저

희 낳을 때 엄마랑 같이 계셨 요. 병원에서 낳았는데도. 우리 아빠가 게 자

상하고 그러신   아빠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야 한다고 그랬고.. 

(case 2)

(큰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같이 출산하는 거니깐. 우리 한꺼번의 애기잖아요. 

(case 4)

그래서 참여자들은 남편이 참여할 수 있는 출산 장소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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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분만실에서는 남편 참여가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더라도 제한적이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남편도 없이 낯선 병원 환경에서 혼자 진

통을 참아내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임신하고 나서도... 조산원은 생각을 안 하고 병원 다니면서도, ... 인간적으로 

해주는 병원, 아빠도 입회 하게 하고 아빠가(탯줄 자르는 동작을 하면서) 이

렇게 할 수 있고 진통할 때 분만실 기실까지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으려고 

했죠. 남편이 같이 있어야 하니까...남편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을 찾았지

요.(case 2)

기체조 교실 이런 곳을 통해 알아 봤지요. 수중분만 이런 거는 안되지만 남편

이 끝까지 들어 올수 있고 ... 그러니까 격리를 따로 진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하고 같이 진통을 하고 남편이 들어가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곳이요. 

(중략) 남편이 없으면 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데 기실에 있을 때.. 면회도 두 번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

기 있을 때 가족들이 왔다 가면 무기력해지고 서운하게 느껴지고 혼자 내버려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게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 느

끼기는 싫고 ..(case 2) 

지금 산전관리 하는 그 곳에서 낳지 말아야겠다고 한거는 거의 한 8개월 때

인가 그때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수중분만이라던가 그런거 안해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낳는다면 제가 원하는 남편이 참여하는 출산 그런 거를 해준

다고 했고... 그런데 (남편이 참여) 가능한가 했는데 남편은 좀 곤란하다고 그

러더라구요.(case 7)

6. “병원에서 하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

기를 위할 수 없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하는 경우, 병원 분만실의 환

경과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처치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폭력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은 폭력적인 요소들로 밝은 조명등, 기계들, 소음

들, 촉진제에 의해 아이가 인위적으로 꺼내어지거나 의료인에 의해 조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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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직후 아기를 거꾸로 들기 등을 진술하 다.

참여자들은 이런 처치들과 환경이 자신의 아기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희

망하 는데, 이런 처치들이 아기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출산의 주체이기도 한 

아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리 아기에게 충

격이 가지 않는 출산을 원한다하여도 의료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반 하여 적용해

주지 않는 이상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참여자들이 출생하는 아기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몸도 중요하지만, 아기에 대해 어머니로서 최선의 것을 배려하

고자하는 모성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적인 모성애를 참여자

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해도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제한되거나 수용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유아 학습지라든가, 조기교육이라든가 출산 이런 거에 한 것에 관심이 많아

서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알아요. 출산도, (중략) 밝은 조명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 뭐 출산 분위기 뭐 그런 것이 아이한테 주는 영향 그런 것 알고요. 

... 출산시에 영향에 한 것도 엄청 관심이 많고 또 정보도 많아서 출산 환경

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이 회자가 되고 있었지요. ... 그래서 병원에서 하

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배 안에서 어두운데 있다가 밝은 병원에서 

분만을 하면 아이가 충격적일 것이라는 생각...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그리

고 분만  위에 그 불이 확 켜지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구요... (case 1)

또 아이에게 인위적으로 꺼내진다는 것이 그게 아이한테 많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인위적으로 꺼내진다는 거... 그게 싫었어요.(case 

1)

솔직히 말해서 병원가면 전 편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렇게 힘들게 약물 써

서 나오고... 근데 딱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많이 받겠더라고요, 

형광등 불빛에... 엉덩이 때리고... 그리도 제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래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나오게 해달라고 해도 병원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아무소용 없잖아요.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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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병원의 수술실 분위기 이런거, 개인적으로 아파서 병원 

가 본적이 있고 친한 언니들이 아이 낳느라고 병원 가서 보면 아이한테 진짜 

충격적인 것이 많겠다는 느낌이 많아요. 선배 언니 하나는 ... 근처에 종합병원

에 갔는데, 뭐 힘이 막 들어가는데 아기 낳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의사가 기다

리라 했 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다가 (이마 부분을 가리키며) 머리 여기가 

딱 걸려가지고. ... 그 아이는 지금도 ... 6, 7살 되었는데 ...  옷 벗거나 뭐 그

런 순간들이 오면 굉장히 그냥, 아주아주 싫어 한다고 하더라구요. (case 

11)

출산에 한 책이나 이야기를 보면 출산이 매우 폭력적으로 나와 있어요. 수

술실의 장면, 기계들, 소리들, 그리고 아기를 거꾸로 들고 있거나, 때리거나 하

는 것들이 폭력적이라고 느꼈는데, 세상이 요즘 많이 폭력적인 것은 출산이 폭

력적이기 때문에, 출산 방법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분

유를 많이 먹이고 모유를 먹이지 않았는데 그것도 그런 폭력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닌가 싶고... (case 11)

7. “병원에서 자연분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분만이 아니더라.” (‘자연분

만’이 ‘자연분만’이 아님을 알다.)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직시한 후, ‘분만’ 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되어 아기를 낳을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기가 출

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출산 과정이 아이와 엄마가 주체가 안 되면 굉장히 ... 충격이 엄청 크겠구나,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case 11)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 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질 분만

일 뿐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정상 분만’이 아님을 알게 된다. 비로소 

참여자들은 자연분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려 졌던 병원에서의 의료인 주

도적 분만이 자연분만이 아니라고 비로소 재정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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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연 분만이 자연분만이 (힘을 주어)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서 낳는 것이 자연분만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는 TV 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

었다고 하더라구요. (중략) 제가 조산원에서 나을 것을 알고 있어서... TV 봤

냐고 하면서.. 후배가 자기가 나 때문에 그걸 봤다고 하면서... 언니 우리가 병

원에서 자연분만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분만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회자가 된

거에요.(case 1)

지금 것(현재 병원에서 하는 것)은  자연분만이 아니죠.(case 4)

그래서 큰애 때 체조도 열심히 하구요, 자연분만하기 위해서... 근데 병원에서 

자연분만해도 링겔을 꽂던데요? ... 병원에서 자연분만하고 그냥 자연분만하고 

그 의미가 다르죠. (case 9)

그것(첫 아이 낳은 방법)도 자연분만이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자연분만을 쉽

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걱정을 했던 게, 혹시 수축제를 사

용해서 빨리 낳고 쉽게 낳았나... 저는 (첫 아이 낳을 때) 그게 완전 자연분만

이 아닌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밑으로 나오면 다 자연분만이라고 생각한 거

예요. 완전한 자연분만이 아니더라구요. 몰랐어요. 이번에 체조하고 책 보고... 

그리고 알았어요. (case 8)

자연분만에 자연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낳으면... 부분 촉진제 

사용하고 약물 사용하고 인위적인게 많이 가미가 되어서 순수한 자연분만은 

퍼센트가 높지 않 요.(case 11)

그러나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선택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분위기이므로, 이에 역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거나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 질수도 있음을 알게 된

다. 또한 원하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도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결코 쉽

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

하면 싫어도 감수하고 참으면서 의료적 처치를 받으며 아기를 낳아야 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출산에서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출산하기를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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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첫 아이 낳을 때 면도하는 거, 관장하는 거, 회음절개하는 거) 다 했어요. 싫

긴 싫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싫어서 못하겠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관장하고 그러면 

불쾌하기도 하고 참기 힘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기도 하는데 창피도 하

고...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기 낳는게 더 아프니까 일단

은... 참을만 하더라구요. 못견디겠다 정도는 아니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올

케는 진통은 오래 안했는데, 4시간인데, 너무 싫어가지고 낳기 싫었다고 하더

라구요. 전 원래 의사선생님 말을 잘 따르기 때문에(웃으시며) 시키면  시키는 

로 다 했어요. 당연히 하는 건가보다 그러고.. 싫어도 해야 하는 거고, 어차피 

아기 낳는 게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건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case 8)

분위기가 그런 걸(내 나름 로의 것)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의사한테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혼날까봐, 이런 건 어때요? 막 이렇게 돌

려서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 주

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같아. 자기가 옵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

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들... 그게 너

무 정형화 되어있으니까 내가 한다는 게...비정상적으로 너무 그럴 수도 있고... 

(case 7)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경험이 출산의 만족도를 훨씬 반감시키는 것에 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선뜻 병원이 아닌 다른 출산 방법에 해 용기가 없었

다. 예정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2주 정도) 병원측에 분만 상담을 하고 나서 

그날 밤 고민을 많이 했다. 지극히 자연스런 섭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졌다. (출

산기 9)

사회적으로 지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직시한 후 참

여자들에게서 도출되어진 결론들은 참여자들이 출산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출산을 스스로 주도하는 것과 출산에서 어머니로서 책임과 역할을 아기에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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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서 제한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의료인들에게 

수용되지 못하므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존재해야 

하는 여성의 위치를 인식하 고, 출산에서 대상화되어 배재되어 의료적 처치의 대

상으로 존재하는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 다.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주체가 

될 수 없고 선택이 불가능한 분만을 인식한 참여자들은 결국 병원에서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



- 83 -

4. 1. 2  주제 2.  자기 주도적 출산 선택   

1. “어차피 할 출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

는 대로 하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참여자들은 병원 분만실이 

아닌 다른 장소와 다른 출산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

런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먼저 참여자들은 임신하기 전, 또는 임신동안 방송 프로그램과 책, 이미 이

런 방법으로 출산한 경험자들을 통해 수중분만, 가정분만, 조산원에서의 분만 등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출산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는 시

점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기 시작했다. 또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책, 관련 인터넷 사이

트, 방송매체 등을 찾아보았다. 

장소에 한 결정은 방송매체가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 나 ***(수중분만한 사

람들의 이름)가 수중분만하면서 분위기라든가 그런게 아주 충격이었어요. 아, 그

렇게도 하는구나. ...  저렇게 출산하면 아기에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 ... 그동안 알고 있었던 출산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부분 제왕절개

이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해도 참 잘했다고 하는 분위기 인데, 그런 병

원 분만만이 다가 아니구나,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낳기

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접었어요. (case 1)

*****인가 ***(방송사 이름)에서 그 방송이 나왔었고, 그때는 못 보고 재방송

할 때 보고 아 저게 참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이트 소개를 보니까 호감

이 가게 써 있더라구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병원과는 다르게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수중분만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아 이

거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때는 아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case 2)

나는 나중에 아기를 가지면 수중분만이나...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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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나온 그게 굉장히 생명이 있더라고요. 전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임

신)안했을 때...(보았지만...)(case 6)

임신하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임신하고 나서 수중분만 사실, 드라마... 

프로그램 2000년에 했던 것인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임신하

고 나니까 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가지고, 수중분만을 해볼까 딴 데서도 사

실 알아봤었어요.(case 7)

*** 책도 읽어 보고, (중략) 인터넷을 많이 봤는데, 산모방... **조산원, **조산

원 사이트, ... 모유수유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하여튼 모유가 좋다, 촉진제 

쓰면 안된다 뭐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봤고... 내 위주로 모유 수유 할 수 있

는 조건들 뭐 그런 것을 찾았고 그랬지요...(중략) TV 에서 요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명칭). ... ****(프로그램명칭) 그런 것 다 봤거든요. 

그때 그 프로에서 자연분만하고 그냥 제왕절개하고 이런 것, ... 정말 많이 나

왔더라구요. 수중분만...(case 4)

가정분만 하는 거 TV에서 한번 봤어요. **방송에서도 한번 하고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거 같은데요. 두 번 다 보고 집에서 낳는다는 거 보니까 가능하겠

다... 그리고 큰애를 원래, 쉽게 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째는... 그때(큰 애 

낳을 때)도 병원 안 갔어도 될 애를 내가 (병원에 가서)....(웃으심)... 그러니

깐 아이 낳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인디언들은 혼자서 낳는다고 그러고 우리

나라도 또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겠다, 아이 낳는 건데. 그리고 진짜 제가 난산

이거나 큰일이 생기면 병원가면 되니까, 응급실에 가면 되니까 별로 불안 한거

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 분들이 불안해하셨죠. (case 9)

이러한 정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이 꼭 병원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인 주도적 분만과는 다르게 자연스

럽게 아기를 낳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이 자유로운 

자세로 조산원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물을 이용한 수중

분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 

위주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출산 방법과 환경의 선택 가능성에 대해 공감을 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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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출산이 병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출산을 하든 자신의 진

통은 자신이 겪어 내야 할 것이므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저는 항상 기존에 있는 걸(출산방법) 그냥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예요. ... 

많이 찾아다녔죠... 왜냐면 저는 진통을 겪기는 하지만 여기서 겪나 병원에서 

겪나 진통을 같은 진통이잖아요. (case 6)

그래서... 출산이라는 게 병도 아니고 병원에서 굳이 낳을 필요도 없다, 뭐 이

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언젠가부터 다들 병원에만 의존했지, 옛날 엄마들은 다들 집에서 낳고 막 이랬

는데... 꼭 병원에서만 낳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 제가 수중분만에 해서 사

이트를 찾아보니까 쭉 나오더라구요. ...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것 보면서 읽으

니까 저한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거 같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할 출산, 

그런 거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굳이 뭐 옛날 저기 로 할 필요 없이, 아~ 어

떻게 하지? 하고 싶은 로하면 되지... (case 7)

그때도... 애 아빠는 처음처럼 하지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 어떻게 하지, 이

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제 맘이죠.(웃으심) (case 9)

마침내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출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참여자들은 출산

의 주체가 아기와 엄마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출산이 자신과 아기 모두에게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신이 건강하므로 당연히 자

연스럽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처음으로 참여자들은 출산에서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 고, 자신이 내린 판단을 스스로 신뢰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출산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분만 꼭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 나중에 아기한테 난 너를 이렇

게 해서 낳았고 ... 아이도 나중에 출산을 경험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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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지도 않고 수술했다고 하면 아이가 출산을 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해

서 낳았고 그리고 아이한테 그런 경험들을 리얼하게 생생하게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과... 아이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있지요. ... 그리고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

서는 더“아, 내가 자연분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어요. 내가 

수술했다면 아이가 출산을 할 때, 수술하든지 자연분만하든지 너 편한 로 하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아이가 커서 임신

하고 출산을 할 때 그 고통도 내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중략) 아이가 

커서 아이를 낳을 때 수술하든지 자연분만 하든지 너 편한 로 해라 그럴 수

는 없잖아요. 내가 자연분만한 것도 아닌데 아이한태는 자연분만해라 그럴 수

는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아이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 

출산했던거, 모유수유한거...이런 것을 어머님한테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한거 아

이한테 나중에 꼭 이야기 해 주셔야 한다고 했어요.(case 1)

(자연분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낳는 거겠죠. 옛날 방법 로. 지금 것은 (현재 

병원에서 하는 것은) 자연분만이 아니죠.(case 4)

자연 분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요. 왜냐면 수술하면 아무래도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고. 우리엄마가 그러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다른 사람 보다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

기가 고생을 안 하고 낳아서 그렇게 모성애가 떨어진다니까 더 자연분만 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 자연적인게 좋죠.(case 2)

어떻게 해야 잘 낳을 수 있을까. ... 자연분만 하겠다는 생각을 100% 했어요, 

저는. 애기한테 자연분만이 좋다 그러구. ... 그때 그 프로에서 자연분만하고 

그냥 제왕절개하고 이런 것 ... 정말 많이 나왔더라구요. 수중분만.. 그런 거 

보면서 자연분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case 4)

(혼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큰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

은데요? 병원에 다니면서도 일단 선생님들이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냥 

건강하니깐... 또, 그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쉽게 낳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플거 다 아팠지만 쉽게 낳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당연히 그

렇게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ca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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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주체는 엄마, 아빠와 아기임에 공감하고, ... 출산이 건강한 출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니까 출산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느님의 창조의 원리 로, 그렇게 좀 아기가 생겨서 태어나는 

과정들이 인위적인게 좀 덜 가고, 무위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고 봐요. ... 물론 이런 변화는 나 하나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해서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그래서 자

연스러운 출산 방법을 선택했어요. ... 내가 처음부터 이런 출산 방법으로 의지

를 결정했고 파장을 이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case 11)

또한 구체적인 출산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체험에 근

거하 다. 자기 주도적 출산의 구체적인 장소는 조산원과 가정이 가능하고, 모든 

장소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아기를 낳는다. 또한 진통과 출산에서 물을 사용한 수

중 분만이 장소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하다. 이 중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기를 낳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금기 또는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 한 

아기를 낳을 여성의 주관적인 판단과 선호도에 따른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출산 

장소와 방법 결정에서 산부인 여성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절

한 출산 방법을 여성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10의 경우 임신 중 목욕을 하러 갔을 때 물 속에서 느꼈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수중분만을 하기로 결정하 다. 다른 참여자들도 자신의 몸이 수

중분만을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 다고 했다. 이러한 체험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자

신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여 자신을 알아가는 경험으로 작용하 다. 

제 체질이 물을 별로 안좋아해서... 수중분만 한 거 자체도 몸이 그렇게 느꼈던 

거고 ... (case 5)

수중분만을 하고 싶어서, 그것도 선택하게 된게, 임신하고나서 냉온요법 이렇

게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그런거 못하는데 그 임신 책에 보면 7온8냉하라고 

해서 그렇게 꼭 했었어요. 물에 들어가면, 태담도 막, “**(아기 태명)아, 지

금 냉에 들어왔는데... ” 하면서,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물에만 들어가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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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무 너무 부드러워지는거에요. 일단 아기가 물을 좋아 하는 것 같아서 그

런 점과 수중분만하면 아이가 물에서 탁 나와서 쏙 올라오는 그런 거 생각하

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수중분만을 해야지 했는데, (case 10)

2. “산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거, 내가 찾는게 저런 방법이구나” (나를 위

하는 출산 장소를 찾다.)

참여자들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한다 하여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출

산 장소와 이를 지지해 줄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없다면 실천할 수가 없다. 참여

자들은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출산이 조산사가 중심이 되

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조산원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인터넷에서 막 찾아 봤어요. ... 그래서 체험기 그런 것을 많이 읽어 봤는데 **

조산원에 해서 개 잘 이야기해 준 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때 처음 알

았어요, 조산원에 해서는. ... 그래서 가 봤어요. (case 4)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병원에서 낳으려고 했는데, 수중분만에 관심이 많았다

가... 책이요. *********(책 이름)가 거기에서... 저자가 소개한 사이트가 있더

라구요. ***(웝 사이트 이름)라고... 거기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 조산원에서 

낳았다는데 추천 할 만한 조산원이 어디 있느냐 막 얘기를 써놨더라구요. 그

래서 제가 ... 조산원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조산원하고  **** 조산원이 

딱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조산원에서도 아기를 낳는구나... 그리고 또 방송

도 나왔는데 *****가.... 아닌데, 그거 말고 제목이 뭐였더라, 근데 하여튼 조

산원에서 그렇더라구. (case 7)

7월 인가... 그때는 아기가 없을땐데, ... 그냥 인테넷 들어가서 아기 관련 사이

트들, 모유수유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데를 구경하면서 다녔는데, ... (인터넷) 

싸이트 (주소)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산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

심도 가고 하니까 찾아 본거에요. ... (임신하고나서) 그런 사이트, 기체조 교

실인가... 뭐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 추천 병원 그런게 있는데 그런거 엄청 봤

지요.(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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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조산원에 대해 ‘산파 할머니가 아이를 받는 곳

이라 위험하다’, ‘하꼬방 같은 곳’ 등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출산 

장소로 조산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첫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조산원하면 옛날 같으면 할머니들, 산파 할머니들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니

까. (case 2)

인터넷 많이 보면서 병원을 자주 뒤졌는데, ... 조산원을 알게 되었는데 조산

원은 예전의 기억으로 할머니들이 애를 받는다는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서, 또 신랑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조산원에서 낳으면 어떨까 저는 무슨 소

리를 하느냐 나이도 있는데 조산원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 그래서 그

냥 묵살해 버렸어요. (case 1)

조산원이 ... 없는 줄 알았거든요. ... 막... 하꼬방처럼 할머니들이 받아주는 그

런덴 줄 알았어요. (case 6) 

이와 달리 일부 참여자들은 조산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출산이 가능함을 알

고 기뻐하면서 병원 산전 관리를 중단하고 조산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 다.

전 너무 반가웠어요, 조산원이 있다는 게. ... 그러니깐 그런 거(유도분만, 촉진

제 사용 등) 다 저는 아니까, 배웠으니까, 일부러 인권분만 한다는 개인병원

도 마다하고 그리고 (조산원으로) 왔는데... (case 6)

얼마 전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조산원

에서의 출산에 해 설명해 주면서 아주 만족해 하는 것이었다. 용기를 내어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조산원에서 출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출산기 9)

여기(산전관리 받던 병원)서는 조산원에서 낳을 거예요 하면은 당장 뜯어말

릴 분위기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되겠다, 도저히. 딱 거기서는 결심을 

했지요, 안하기로. 그래가지고 조산원에서 해야겠다. ... 딱 조산원에서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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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갈 때 그런 환경인지는 몰랐었지요. 그냥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된다

만 생각했어요. ... 그래 출산은 이래야 되는구나. 병원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

으로 바뀌어야 하는구나...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낳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 남편 동료 직장 동료에게 어디서 낳았냐 물었더니 ****조산원이라고... 거

기 괜찮다 하고 해서 그래서 더 여기서 낳아야지 했어요. (case 1)

그래서 저도 다시 같이 그럼 한번 가보자 ... 보니까 색다른 문화를 접한 것 

같고, 정말 저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든거에요. 여기 너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case 10)

9개월까지, 8개월 중간까진가 개인병원 다녔었는데... 딱 짤라버리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 안되겠더라구요. 조산원으로 마음을...(바꾸었어요.)(case 6)

막연하게 TV 같은 것에서 자유체위분만, 수중분만 이런 것들이 알려져 홍보

가 된 상태였고, 그렇지만 여기서 체조를 하면서도 확실히 낳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체조 하면서 ... 산모들의 경험담이나 축

복송 불러 주고, 경험담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과, 자기가 낳은 새로운 체험과 

... 자기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감동적이고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 들으니까 보면 볼수록 여기서 낳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거에요. 선배

가 한번 딱 갔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서 꼭 낳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 요. 이

런 것도 참 바래야 되잖아요. ... 그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나도 여

기서 낳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case 10)

또한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처음부터 선택하여 병원에서 산전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은 참여자도 있었다. 이 참여자는 선배언니가 조산사의 도움을 받으

면서 자신이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본 후, 자신도 집에서 아기를 낳아야겠

다고 생각했었다. 이 참여자는 자신의 출산 능력에 대해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았

다고 했으며, 어떤 경우도 병원에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할 정도로 출산

에 대한 자기 몸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출산이 자연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집에서 임신 진단 시약으로 임신을 

확인한 후, 산전 관리를 위해 병원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임신 34주 경 처

음으로 조산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았다. 조산원에서의 출산 가능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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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혈액 검사는 조산원의 의뢰에 의해 보건소에서 시행되었으며 참여자

는 보건소에 3회 방문한 것으로 산전관리를 마쳤다. 최종적으로 이 참여자는 산후

조리와 모유수유를 위해 조산원에서 출산을 한 후 산후조리와 모유수유를 시행하

면서 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참여자 9의 경우 집에서 출산하는 것을 선택하 는데, 방송을 통해 집에서 

아기를 낳는 사례를 두 차례 보고 나서 조산원으로 가능성을 문의하 다. 경산부

인 참여자는 큰 아이도 9시간 이상 집에서 진통을 한 후 병원에 가서 분만했는데 

비교적 쉽게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때도 집에서 아기를 낳아도 될 상황

인데 괜히 병원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일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선배가 집에서 아기 낳았고, 원장님이 집에 와서 아가 받아주었

는데, ... 그렇게 집에서 낳는 다는 것이 특이해 보이고 아, 내가 찾는 게 저런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다. 나중에 결혼하면 나도 집에서 아기를 낳아

야지... (중략) (여기를) 권해준 선배가 만약 없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찾

아서 여기를 왔을거에요. (case 11)

임신 사실을 처음에 소변검사로 확인하고 나서 처음부터 여기(조산원)를 왔어

요. 산부인과를 가 본 적이 없어요. 10달 동안 3번 딱 여기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은 가 본적이 없어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검사 때문에 중간에 보건소에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 병원 분만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하면서) 어

떠한 경우라도 병원을 간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case 11)

가정분만 하는 거 TV에서 한번 봤어요. **방송에서도 한번 하고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거 같은데요. 두 번 다 보고 집에서 낳는다는 거 보니까 가능하겠

다.. 그리고 큰애를 원래, 쉽게 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째는... 그때(큰 

애 낳을 때)도 병원 안 갔어도 될 애를 내가 (병원에 가서)....(웃으심)... 그러

니깐 아이 낳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인디언들은 혼자서 낳는다고 그러고 우

리나라도 또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겠다, 아이 낳는 건데. (ca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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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출산 방법과 장소 선택에 가장 향을 많이 준 것은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던 출산 체험담이었다. 조산원에서 또는 집에서 진행된 자

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생생한 체험담과, 주변에 이미 이런 방법으로 출산한 사람

들을 통해 직접 듣는 출산 체험담은 참여자들에게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의 정의를 확인하

게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감동스러운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주도하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출산 과정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것과, 아이가 나오는 과정을 모두 느끼면서 출산한다는 것, 남

편과 계속 함께 한다는 것, 아기를 낳은 후 아이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 등 자기 주도적 출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 

이러한 체험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마치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 같이 출산

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꼈다고 하 다. 참여자들은 다른 여성의 출산에 대해 진심

으로 공감하고 그 체험이 마치 자신의 체험인 것처럼 느끼면서, 출산 체험담을 이

야기해주거나 로 써준 여성을 믿었으며, 자신도 이런 출산을 경험해야 하고 자

신의 아기도 그런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사이트에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 질문하고 물어보고 ... 거기서 추천병

원을 보는데 병원이 20개가 나오는데 맨 끝에 ****조산원이 나오는 거예요. 

... 어떻게 조산원을 추천을 했을까 궁금해서 조산원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

요. ... 그 경험담을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중략) 

(잠시 호흡을 멈추었다가) 다--아 읽었어요. 전부다. ... 진짜 다, 전부 읽었고 

매일 들어갔었어요. 새로 올라온 것이 없나 하구요... 그리고 정말 감동스러웠

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감동스러울 수 있구나... (중략) 출산기 읽으면

서 감동 받은 것은 아이 나오는 과정들을 남편과 다 같이 한다는 것 ... 그 부

분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그 감동을 충분히 느

낀다는 것이지요. ... 낳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주고 그리고 바로 엄마 젖을 빨

려 주고. ... 이런 것을 경험해야 하고 경험하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출

산을 경험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경험담이 어떤 광고보다도 마음

에 와 닿았고 ...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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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올려 써서 놓은 출산기 그런 것을 .. 매번 

들어가서 봤을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기를 위해 최 한 자연스럽게 

무리 안 가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case 2)

(출산)체험기에서는 산모 위주로 다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병원에서는 병원 

원하는 로 하는데, 조산원에서는 산모가 원하는 로 다 하는 거에요. 산모

가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 하면 산모가 하자는 로 

하고.....(case 4)

컴퓨터로 알아보고 책도 봤는데 책은 그냥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그냥 그래요. 

같은 내용이고 비슷한 사진이고 그래서 비슷해요. ***(출산한 산부 이름) 하

고 주위에 선생님들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고 책은 별로 도움이 안 되었고, 

산모들의 경험담이 제일 중요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경험담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임산부가 아니면 그 경험담이 그냥 그랬구나 그랬을 텐데 동

변상련이라고, 임산부이니까 진짜 공감이 되고 너무 너무 감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고 매일 보고 있었어요. **** 도 그 경험담 보고 

하루라도 안보면 답답해지고 그랬어요. 동료들이 아이도 안 낳았는데 매일 그

거 보냐고 핀잔도 들으면서, 평소에 그런 개인적인 사이트 보고 있으면 비난

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매일 그 페이지 올려놓고 있었지

요.(case 10)

조산원 갈 때 그런 환경인지는 몰랐었지요. 그냥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된다

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경험담에 모든 상황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출산 

환경에 한 환경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 수중분만이라든가 뭐 결국 3가

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case 

1)

남편 동료가 조산원에서 낳았다고 해서 남편이 조산원 방문해 보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른 문화를 보았다고, 집안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낳는 방법을 

보았고, ... 큰 의미를 깨닿았나 봐요. 그분들이 많이 권장하고 그러는 것도 아

니었는데 ... 수중분만을 했는데, 조산원에서 낳은 것 어떠냐고 했을 때 그 분

들은 그냥 음 좋아, ... 뭐 괜찮아 그랬 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또 낳았

는데 ... 자유체위로 낳았는데, 출산 기록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하면서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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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한테 막 감동해서, ...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 벗고 있는데 그 

몸과 아기가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막 흘렸다 막 그랬는데, ...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을 많이 받은거에요. (중략) 체조 하면서 ... 산모들의 경

험담이나 축복송 불러 주고 경험담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과, 자기가 낳은 새

로운 체험과 ... 자기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감동적이고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 들으니까...(case 10)

3.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주도하에 안정되게 아기를 낳고 싶어

서...” (출산에서 기대하는 것을 드러내다.)

참여자들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출산하는 자신을 환자

로 보고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한 인간으로 출산

하는 자신과 아기가 모두 존중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의료인 주도

적 분만과는 달리 의료적 처치의 개입이 제한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장 걱정하 던 

인위적인 회음절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약물 사용이 최대한 

제한되는 점 등이 참여자들이 바라는 바와 일치했다. 또한 진통하는 동안 참여자

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로움이 허용된다는 것과 출산하는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남편의 참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보다 자

연스럽고 폭력적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출생 후 태어난 아기와 분리

되지 않은 상태로 모유수유가 처음부터 가능하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즉 어머니로

서 아기를 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수용되는 출산 방법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 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참여자들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는 이유임과 동시에 

이러한 출산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출

산을 단지 아기를 낳는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을 위해 무엇인가 의미를 남기고자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참

여자들이 출산에서 원하는 것이 의료적인 처치와 돌봄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남편이라는 가족과 함께 출산하도록 허용

해주면서 자유롭고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출산하여 어머니로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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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바르게 맞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참여자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출산 경험을 

자기 주도적 출산을 통해 성취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직접 누리고 이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를 통해 자기 주도적 출산이 의료인 주도적 분만과 대립되거나 대안으로서 선택

되는 출산 방법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선택 가능한 출산 방법 중의 하

나임을 알 수 있다.

저는 수중분만만이 (회음절개를) 안 해도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냥 분만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또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회음부 절개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안하는게 낫겠다. (case 7)

저는 허리가 많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그 출산하는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진

통하고 ... 낳고.. 너무 끔찍하더라구요. 고 자세로 고 로 한다는게.... 못할 것 

같더라구요. ... 난 거기 분만 에서 분만하면 아마 제왕절개를 할거다. ... 누

워서 뭘 잘 못해요. 누워서 힘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할거 같더라구

요. 병원에서는 분만시작하면, 아프다고 하면 침 에 누워있으라고 하고, 계속 

분만 시작하면 분만 에 올라가라 하고 뭐 이런거 같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못 할 것 같더라구요. ... 뭐 물론 한번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들

어보면 못할 것 같더라구요. ... 제 성격이 못 참거든요. 참는거 잘 못할 것 같

거든요.... 그쪽(조산원)에서는 오기 전까지 자기 원하는 체위 로 아프고 견디

다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견딜 수 있

을 것 같다 그렇게 남편한테 그랬어요. (case 4)

(조산원을 선택한 것은)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절개 안하고 싶었던 거...

배에 막... 심박동인가 뭐 듣는다고 다 달아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환자취

급하고 그런다는 것...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더라고요, 환자도 아닌데...(case 

6)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나 자신을 위한 거였죠. 아기를 낳는 도중에 내가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중략) 또 중요한 거, 또 하나요. 나를 

위한 거. 뭐냐면 근육이 이완이 되가지고 회음 절개 같은 경우 안 해도 된다, 



- 96 -

하는 그 부분도 그건 사실은 저만은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좀 괜

찮은 거 같고... (case 7)

나는 켈로이드 체질이라 회음절개 하는 것이 싫었고 혹시라도 하게 되면 어떻

게 하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수중분만을 할 생각도 했었지요. 그런데 여기 조

산원에서는 자연 분만을 해도 회음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또 아기

가 알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엄마의 몸을 준비시키면서 나오기 때문에 

회음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굳이 수중

분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니까 여기(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하기로 결

정했어요. (case 11)

회음부 상처 그거 나는거 저도 싫어서, 병원가면 절개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여기서 나는 (강조하면서) 잘해가지고 상처 하나도 안 나게 해

야지 그러면서 했던건데... ... 나는 몰라서 힘조절을 잘 못해서 회음에 상처가 

났지만... 암튼 그 공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강조를 막 해서 조산원에서 

낳자고 했지요. (case 2)

근데, 여기서(조산원) 내진을 했잖아요. 근데 원장님 그렇게 안하시거든요. 그

렇게 안하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요. 그런 게 차이가 많아요, 병원이랑. (case 5)

정말 병원에서 그렇게 낳은 것 보다는...  인간적인 접을 받으면서 낳고 싶

더라구요, 병원의 일률적 시스템에 의해서 환자 중에 하나처럼 취급 받는 것

이 싫고... (중략) 아, 안정되게 아기를 낳는구나. 병원에서처럼 병원의 시스템

에 떠 리듯이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도 하에 자신이 어떻게 아

기를 낳고 싶다 그런게 있으면 편안하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기를 낳는구

나. 그래서 그런거 맘에 들고 신뢰가 가더라구요. 확신이 갔어요. (case 2)

작년에 아이를 아프게 유산한 경험이 있었고 병원에서 끔찍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인간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아기를 맞고 싶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열심히 뒤지고 뒤져서 “****조산원”도 이미 알아보고 준

비했다. (출산기 3)

그래 출산은 이래야 되는구나. 병원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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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구나...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낳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병원가면 

수술하기 쉬운데 조산원으로 가면 자연분만을 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

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런 결심을 했어요. (case 1)

내가 조산원을 택하고 고집한 것은 ‘남들처럼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 수 없

냐’는 친구들의 농담과 ‘산모는 응급환자’라는 여러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기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강하게 원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특

별한 이상이 없다면 산모 마음의 편안함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출산기 1)

꼭 수중분만 아니래도 또 공감하는 게, 어두운 세상인데 갑자기 병원 같은데

서 낳으면 환한 불빛에 의해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얘기하신 로 등도 

이렇게 오그려져 있는데 인위적으로 펴는 거잖아요. 애는 그러고 싶지 않는

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기한테 많은 스트레스 일 것 같

더라구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점들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그런 출산 방법들

이 수중분만일 경우 괜찮을 거 같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막연히 제가 아~ 맞

어, 이런 점에 괜찮겠다. (case 7)

가장 또, 제가 원하는 거는 남편이 참여하는 출산 그런걸 원했거든요. ... 딴 

것 다 못해도 모유수유 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 참여할 수 있는 출산이었으

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산원 같은 경우가 거의 그게 다 맞아떨어진 것 같아

요. 수중분만에다가, 회음부 절개 안하고 모유수유 할 수 있는 환경이고. 

(case 7)

****조산원 분만이 좋은 점.

하나. 남편이 사랑스러워진다. 부부가 함께 출산을 한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다.

하나. 아이가 나오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

하나, 모유 수유 성공

하나.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나, 아이는 삶의 시작을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출산기 2)

모유 수유 하려고 자료를 다 찾아 봤는데 ... 첫째가 우유병을 빨리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근데 병원에서 낳으면 우유병이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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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겠더라구요. 근데 여기는 모유수유가 전제였고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주고 젖을 빨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 정말 좋겠구나 그렇게 느껴졌

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죠.(case 1)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여기에서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모유수유 

때문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했을 때랑 여기서 자연분만을 했을 때

랑 모유수유 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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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주제 3. 자기 주도적 출산 준비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기로 결정한 후,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한다. 이러한 준비에는 참여자 자신에 대한 부분과 남편과 가

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뭘 알아야 출산을 하죠, 열심히 준비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준비시키

다.)

1) 올바르게 알아가기: 지식적 준비

자신에 대한 준비에서 첫 번째로 참여자들은 출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식적인 측면에서 출산을 올바르게 알아간다. 참여자들은 출산 과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접하는 것과, 자신이 좋은 정보를 통해 뭔가를 알고 접하는 것은 다

른 것이며, 출산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출산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감소되어 출

산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체조 교실과 출산 준비 교육을 

통해, 그리고 책,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출산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한다. 

참여자 중 6명은 조산원에서 시행한 출산준비 부부교실을 이수하 고, 1명

은 조산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출산 교육을 받았다. 장소와 관계없이 일

정기간 체조교실에 참여하 던 참여자들은 모두 4명이었다. 

인터넷 정보를 많이 봤고 태교에 한 것을 많이 했는데 ***의 태교 책이 많

이 도움이 되었고... CD 듣고... 또 업무상 태교에 한 것 무지 많이 봤거든

요...출산에 한 것은 백과사전 그런 것을 봤었고요... (case 1)

병원에서 산모교실하면서 호흡법이라든가 산모가 필요한 것을 다 경험하게 해 

주더라구요. ... 수술  위에 올라가서 힘주는 것 까지 해 본 요. ... 실재로 

교육한 사람들이 애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 참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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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남편하고 같이 **** 산전교실에 한번 갔는데 한번 3시간 정도 하는데 

출산 비디오를 봤어요. ... 남편과 함께 호흡하는거 거기서 배우고 해보고... 그

리고 ** 산부인과에서 출산 교실 3회 가서 혼자서 교육을 받고 ... 그렇게 준

비를 하고 나서 여기서 낳았죠.(case 1)

인터넷 찾아 가지고 임신과 육아 찍어가지고... 거진, 임신 후기에 들어와 가지

고 다 알게 되었죠. 책도 관심이 많아서 ***(수중분만 여성)가 한 거, 그 남편

이 쓴 것도 읽어보고, 출산에 한 책 많이 읽었었어요. 다음에... ***(임산부 

교육 기관) 그쪽에서 들은 책 많은데..(case 6)

조산원 가서 교육 받자고 꼬셨지요. 자기는 뭐 출산에 해 아무것도 아는 것

이 없지 않냐, 나는 책이라도 봤지. ...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산전교육을 

가자... 그래서 그 4주 교육을... 하~~, 그것도 못 들을 뻔 했는데 겨우 들었

죠...  (case 2)

이상과 같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정보들과 출산 준비 교육

을 통해 참여자들은 출산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된다. 출산을 제대로 알게 되자 

참여자들은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부정적인 선입견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고 보다 긍정적으로 출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제가 그거(출산에 한 공포)를 깰 수 있었던 게, 그때가 ***씨 ***강의를 할 

때였거든요. 그거 보면서 엄마가 1의 고통을 가지면 아이는 10의 고통을 가

지고 나온다고... 그 말이 참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

고 접하는 거랑, 내가 뭔가를 알고 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접하는 거랑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구

요. 그 전엔 많이 불안해했었는데,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차피 낳

아야되는데 어떻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구요. (case 5)

저도 그렇게는(무지하게는)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뭘 알아야지... 진통도 알아

야지, 아~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면 덜 두렵잖아요.... 아

니요, 임신하기 전부터(임신과 출산에 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츰차츰... 보러 다녔죠. 그래서 그 병원도... 임신

하기 전에 팜플랫이 와서 갔다 놨었어요. 수중분만하고... 임신을 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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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있었지 해가지고 다닌 거지요. 이렇게 멀리... 한시간 거리... 남편은 이

해하지 못하더라구요. ...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뭘 알아야지 책을... 지피

지기면... 뭘 알아야지 출산을 할 꺼 아니예요. (case 6)

또한 출산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

한 자신의 결정이 올바른 것임과 자기 주도적 출산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

게 된다. 이러한 확신을 통해 참여자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출

산에서 주체가 자신임을 인정하게 된다.

아, 나는 거기(조산원)가 신뢰가 되더라구요. ... (조산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

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연분만하는거, 인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 약물 안쓰고 회음절개 안하고(case 2) 

그래서 그 때 바로 교육받고... 그게 2월초엔가 있잖아요. 교육받는 게 사실은 

그 확신에 한 결과인 거 같아요. 그 결과에 한 시작. (중략) 그(교육) 전

까지는 저도 말씀드린 확신은 없었지. 당연히 아~ 내가 저런 점들이 괜찮구

나, 낳아야 되겠구나 하는 하지만, 정말 내 생각이 맞구나 라는 건 없었죠. 근

데 거기서(조산원교육) 보고선 맞다, 저거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구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case 7)

*****이라고... 밤에 잠이 안와가지고 그냥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딱 그거를 

하는 거를 내가 본거예요. ... 그 시간에 참 보기 힘든 건데... 내가 아~ 나한

테, 내 주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나 보라고 어떻게 했나보다. 끝까지 보는데 

중간에 깨웠잖아, 신랑. 같이 좀 보자고 저거... 그래야지 더, 저한테 더 적극

적으로 후원을 할 거 같으니까. (중략) 저는 그거 보고서, 제가 그 전에 생각

했던 게 다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확신이 더 생기더라구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웃으시며) 어떻게 보면은... 

학술적으로 그런 거를 좀더 했던 사람이 다들 권하고 추진하는 거니까 나 혼자

만의 생각보다는 좀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ase 7)

예비 부모 강좌를 4주 동안 남편과 참석하게 되었다. 교육 받는 동안 출산에 

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좀 더 강해졌다. (case 7_출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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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교실에 ... (중략) 출산의 주체가 나와 아기, 남편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

해 더 명확해 진 것이지요...(case 11)

2) ‘나는 할 수 있다’ 고 믿기: 정신적 준비

자신이 선택한 자기 주도적 출산이 옳다는 판단을 한 후, 참여자들은 지식

적인 측면에서의 준비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다. 열심히 노력

하여 출산을 준비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꼭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자, 나는 

할 수 있다‘고 주지시키면서 마음을 다졌다. 

저는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너무 많이 알았고... 원래 성격이 막 준비하

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그래요. ... 이 정도 내가 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아이를 가진거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죠. (case 

1)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자료 찾아서 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하나를 하더

라도 많이 알아보고 찾아 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교육을 열심히 받고 남편

을 계몽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암튼 열심히 했어요.(case 2)

나는 꼭 자연분만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했지요... 자연 분만 해야 한다는 생각.. 무의식 중에 내 스스로에

게 자꾸 주입을 시키고 , 수술하지 말자, 자연분만하자, 할 수 있다 뭐 그런 메

시지들을, 나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주입 시켰고... (중략) 자연분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니까 틈틈이 집에서 운동을 하면

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거야. 해보자 한번... 자

연분만 하자.. 뭐 그런 생각으로 지냈지요... (case 1)

그래도 그때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자연분만이다. 

한 두 시간 걸려서 낳을 것이다. 나는 순풍 낳을꺼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래서 4개월 동안 체조하면서 너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좋았어요. (cas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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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자신의 출산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

질 수 있었으며,  자신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

워나갔다.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 산부가 자신의 출산에 대해 가지는 자신감과 확

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산부가 출산을 이끌면서 주도하므로 산부가 자신의 

출산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은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저는 전혀 걱정 안되었어요. 자신감 아니 확신 같은거 있었어요. 여기서 낳으

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꺼 같더라구요. 여기서 받아 줄 정도의 상태면 여기서 

낳을 수 있겠다... (case 2)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할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이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case 5)

저는 확신을 얻었고 (중략) 저한테는 확신을 줬어요. 할 수 있다도 그렇구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선택한 게 맞구나. 더 확실히 내가 해야되겠구나 하

는 생각...(case 7) 

저는 너무 당연하게 아이는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중략)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런 쪽으로 찾아 나선 상황이어서 그런지, 단호하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어서 그런지 제 어떤 의지나 파장에 의해 주변의 그런 것들이 같은 방향으

로 갔던 것 같아요. (case 12)

“**** 조산원”도 이미 알아보고 준비했다.(“준비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출산준비교육을 위한 부부교실을 들으며 조산원 분위기와 *** (조산사 이름) 

이하 여러 선생님들과 친해져서 심리적인 안정감 (+확신)을 얻었다는 의미이

다.) (출산기 3)

(아기를 잘 낳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믿었죠.... 기도하면서부터... 마

음의 평정을,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 사실은 안 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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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많이 됐던 것 같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case 6)

참여자들이 가지는 출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는 조산사와 간호사의 

향이 컸다. 특히 조산원에서 운 하는 체조 교실에서 일정기간 체조를 한 참여자

와, 조산원에서 시행한 출산준비 부부교육에 참석한 참여자의 경우, 임신 기간 중 

조산사 또는 간호사와 일정기간 만남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견해의 향을 받게 된다. 간호사 또는 조산사들은 체조를 하면서 또는 출산 

준비 부부교실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계속 자연스러운 출산이 어떤 것이어

야 하는지, 자기 주도적 출산이 무엇인지, 여성이 가진 출산 능력은 어떤 것인지

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결정과 현재 가

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계속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 다. 

또한 참여자들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들과 자신의 출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면서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고 실천가능하다는 지지를 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적으로 출산하는 것을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

서 참여자들은 출산에서 주체가 자신임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몸이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다. 자신

을 평가하는 눈이 변화됨을 통해 자신을 더 믿게 되고, 출산에 대한 신념과 의지

가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 다. 

이런 경험들의 기초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체조교실이나 출산 교육을 통

해 출산의 주체가 여성 자신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

고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시 평가하라고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간호 다. 이

러한 간호의 향과 임산부들 또는 출산한 여성들과 형성한 공감대의 향으로 

인해, 실제로 처음에는 자기 주도적 출산의 뜻이 없었던 참여자가 결국은 자기 주

도적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5, 10). 특히 자신을 다시 보면

서 재평가하는 경험은 체조 교실 또는 출산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개별

적이더라도 임신과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부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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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사례 3, 4, 8, 9)에게서는 확인되지 않은 경험이었다.

조산원에 와서 체조... 처음에는 여기서 낳을 거라는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니

고, 체조하면서 자연분만에 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중략) 근데 여기서 

하는 자연분만은 다르니까 ...(case 5)

방학과 함께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체조교실을 다니기 시작했다. 늘 가족

적인 분위기, 산모들간의 실질적인 의견 교환, 분만한 산모들과의 만남, ***(조

산사 이름) 과 조산사 선생님들의 친절함과 신념이 자연스럽게 어울어져 도리

어 출산을 기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출산기 8)

매일매일 체조 나오는 게, 그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체조를 해서 힘이 아

니라 늘 보고... 마음속으로... 여기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 조산사

는 항상... 아이를 믿고, 태아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람들 보면서 힘이 됐던 것 같아요.(case 5) 

그리고 체조하면서 체조 보다는 출산에 한 공포 두려움, ...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 그런 것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고 ‘나는 위 하다’라는 최면술 

있잖아요, 자기 최면이요. 나는 위 하다. 몸에 아기를 잉태한, 용종을 잉태한 

몸이니까 니 몸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라 하는 것. (중략) 임신하고 내 몸이 일

단 그러니까 예민해 져서 짜증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체조교실 다니면서부터 

그런게 없어졌어요. 스스로 최면 요법으로 정신력이 강해지니까 그런 짜증이 

없어지면서 나에게 최면술을 걸면서, 보통 사람은 그 고통에 얽매이지만 나는 

그 고통에 억매이지 않고 그걸 뛰어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선택하러 

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나에 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아기에게 하는 태교나 

태담을 하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창피하고 사소하고 무가치해보이

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가치 있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면서 시

야가 더 확장되고 외부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또렷해지고 

가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비쳐줘서 내가 아

주 특이해 보이고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해 보이고 아주 당당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구요. 보이기 위해 보이는게 아니라 은연중에 보인 요. 나한테 안 

무서워요 그렇게 물어도 나는 전혀 ... 나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 나 

자신이 신기하고 내 자신에 해서 색다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여 주고...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의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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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좀 틔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내가 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고...(case 10)

체조를 그렇게 내가 다니면서 ***(간호사 이름) 같은 경우 제게 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개혁, 명상, 정신 무장 뭐 그런 식으로 정신 쪽으로 많이 해 

주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체조, 즉 육체적인 면에서 많이 해 주었어요. 저녁

반 체조였는데 제 의식을 많이 개조했어요. 출산 문화만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

보는 시각, 그 전에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것이 정신적으로 많이 

개조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비판이 

덜 되게 되었고 나 자신도 많이 귀하게 여기게 되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그 전에는 뭐라하면 “그거 챙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나를 소중히 

여겨라, 자기 자신이 최고다. 그게 뭐가 부끄러우냐, 내가 최고지...  이랬는데, 

(중략) 체조 하고 집에 까지 걸어가면서, ... 이런 것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하

는 사람도 있구나, 많이 받아야겠구나, 체조 때 했던 것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고 ... 너무 많이 배워서 오는 구

나 느끼고 체조만이 아니라 의식개혁을 하고 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case 

10)

옆에 제왕절개로 첫아기 낳은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안 무서워요? 너무 특

이하다 하면, 뭐가 무서워? 다른 여자들도 다 낳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사람들인 너무 태연하다, 부러워 이렇게 말했

는데,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자기 최면을 잘 하고 있구나 뭐 그런거 느꼈어요. 또 체조 

다니면서 무섭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들었어요. 다들 하는데 나만 뭐 그런 생

각이었고, 그런게 ***(조산사 이름)이 주신 의식개혁 이런게 참 큰 것 같아요. 

자신감, 자아 존중감, 내 몸이 내 몸, 몸뚱아리로만으로 있는게 아니라 내 아기

가 태어날 몸뚱아리이므로 중요한 것이라는 뭐 그런 것을 체조 하는 동안에 

가졌던 것 같아요.(case 10)

참여자들이 모두 확신과 자신감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임신과 출산은 동전

의 양면과 같아서 지극히 정상적인 경과를 보이다가도 일순간 지극히 위험한 상

황으로 변하여 산부와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자신

이 출산하는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가 신속히 되지 않을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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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는 자신이 선택한 출산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 경

우 혹 출산 방법 자체로 인해 자신이나 아기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 다.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고자 했던 여성과 그 남편은 거의 모두 공

통적으로 이러한 불안을 느꼈다. 이런 불안감이 우세한 경우에서는 응급 상황 발

생과 산부와 아기의 생명에 위태로울 것을 우려하여 자기 주도적 출산 선택을 포

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가 일단 이 불안감을 스스로 조절하고 극복하게 되

면 보다 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산부인과가... 거기가 (수중분만을) 하시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거기를 갈

까 막 그랬었거든요. ... 중간에 갈등이 있었죠. 저는 하고 싶었고 신랑에게 얘

기를 하고, 중간에 산전관리는 병원 다니면서 했구요. 그리고 거의... 여기 교

육받기 전까지도요, 막 고민을 했어요. 어디서 낳을까... 지금 하는 병원에서 

낳을까 막 이러다가... (case 7)

TV를 제 친정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수중분만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 

누가 아기를 물에서 낳냐, 위험하다, 그리고 하던 방법 로 낳아야 된다, 절  

물에서 낳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쉬시

며)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하나... (case 5)

만약에 어른들이 우려하는 응급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중략)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산원을 찾아 오는데, 그 *** 병원이 조산

원 바로 앞에 딱 있잖아요. 어~ 여기 큰 병원 하나 있네, 여기(조산원)서 이

상 있으면 (저 병원으로)가면 되지요. 둘이서 똑같이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 그 다음에 시부모님 때문에 얘기 못하고 

그러는 거, 다 똑같더라구요. ... 저 같은 경우도, 불안해... ... 나만 예외인 그런 

법은 없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우려는 했

죠.(case 7)

분만예정일에서 최저 1일에서 최고 12일이 지나서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는 

참여자들이 5명 있었으나 예정일이 지난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은 중요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예정일이 지나면 산부와 태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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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 후 일반적으로 유도분만을 시도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

한 조산원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는 경우, 분만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

되지 않으면 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사정한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분만예정일로부터 14 일이 경과될 때까지 자연스러운 진통의 시작을 일단 기다린

다. 그 후, 다시 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후관리 방향을 상의한다. 분만 

예정일을 9일 넘긴 참여자 5의 경우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표현했는데, 예정일에 

맞추어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하는 것을 포기하고 특별한 의료적 처치 없

이 자연스러운 진통의 시작을 그냥 기다려도 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참

여자는 조산사의 지지,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과 친구의 경험 등을 가지고 일단 진

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 주도적 

출산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즉 참여자는 자신이 느낀 불안감을 스스로 잘 조절하

고 극복해냈다. 

(횡으로 있던 아기가 돌아가서) 일단은 기분이 참 좋았는데, 막, 혼돈스러웠어

요. 병원에 가야되는지, 기다리는지... 근데 어... 제가 그렇게 혼돈스러워하는데 

저의 아기 아빠가 너무 당연히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말을 하더

라구요. 그래서 이제... 음... 그 말이 상당히 그래도 되는... 가보다... 이런 생각

이 좀 들었고, (중략) 병원에 (수술하기로 했던거) 취소하고... 가는데 계속 불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기 아빠한테 수술 안하면 좋은 점이 뭐야? 몇 가지만 

봐...(하하 웃으심)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달랬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기가 

빨리 나왔으면 다행인데, 예정일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산 넘

어 산이구나, 왜 이렇게 자꾸 안개만 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러다가 출

산을 해도 또 안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거든

요. 그래서 많이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중략) 저도 인터넷 들어가 있었죠, 

계속... 그렇게 찾아보니까. 41주까지는 다 정상분만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태변 보는 문제가... 걱정이 됐었는데 그게 뭐 꼭... 40주가 넘어야 태변을 보

고 이런 게 아니더라구요. 그거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웃으시며)기

다렸던 것 같아요. (중략) 제 친구 중에 그렇게(예정일 넘겨) 기다려서 자연

분만 했거든요.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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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가꾸기: 신체적 준비

자기 주도적 출산은 임신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없어야 하고, 태아의 

위치와 상태 등 출산을 위한 요소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출

산하는 여성의 골반 상태도 정상임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출

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지극히 건강하고 출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

적으로 참여자들은 임신 36주를 전후로 조산원에 방문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으로 조산원 또는 가정에서 출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특히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산전 관리를 받았던 의료인에게서 아기를 너무 

크게 키울 경우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평가되었던 참여자 2 의 경우, 조

산원에서 내진을 한 후 자신의 골반이 출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자신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출산 할 수 있는 지극

히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의료인

에 의해 의심받았던 자신의 능력을 잠정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참여자 

11의 경우 임신 기간 동안 병원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 참여자는 당연히 아

이를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신기간을 지낸 후, 출산을 구체

적으로 준비하면서 임신 35주경에 조산원에 방문한 것이 처음 진료 다. 즉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신의 몸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믿음까지도 스스로 확보하고 있었다.

내진을 했는데, 제일 걱정 했잖아요. 골반이 좁아 가지고 안받아 주고 제왕 절

개하라고 그러면 어떻하나,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골반이 

좋다는 거에요. 골반이 좋아서 4킬로도 낳을 수 있을 골반이라나? (웃으며) 

그래서 안심을 딱 하고 ... 나 괜찮 , 골반 좋  막 그랬지요.(case 2)

맨 처음 조산원에 찾아와 조산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다는 뜻이었으니까... (출산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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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산모가 원한다고 해서 다 분만을 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 그런

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아이는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

어서 그런지 아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분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에서 무리가 없었어요. 아기 위치도 좋다고, 36주 내진하면서 진료 받을 때 

그랬었고 쉽게, 주변 분들의 이야기로는 쉽게 아기를 잘 낳았다고 그랬지

요...(case 11)

일단 조산사에 의해 자기 주도적 출산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출산을 보다 더 순조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더 준비시킬 필

요가 있다고 보고 체조교실에 참여하 다. 일부 참여자들은 일정시간 체조교실에 

참여하기에는 제한이 있어서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보고 집에서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하 다. 또는 집 주변을 산책하는 방법을 통해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 고, 아

기의 자세가 출산에 도움이 되는 자세로 변화되도록 집에서 엎드려서 일을 하며 

지내는 시간을 늘리거나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는 등 나름

대로 신체적인 준비를 하 다. 또는 식사를 조절하면서 체중이 많이 늘지 않도록 

노력하여 출산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는 비만을 예방하 다. 

그러나 이들의 신체적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기보다는 진통의 고

통을 줄이고 출산 과정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신체적 준비는 많이 강조

되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따로 질문을 하면 비로소 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 다. 

힘든 것은 몰랐어요, 막달에도. 저 체중이 별로 많이 안 늘었거든요. 11킬로

인가... 저 체중 늘을까봐 얼마나 그랬는데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 저도 몸무

게 많이 안 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의사가 하도 겁을 주니까 

얼마나 그랬는데요.(case 2)

제가 나이가 있어서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하나 싶어서 운동을 

했어요. ... **** 사이트에 보니까 운동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다 출력해

서 보면서 집에서 했어요. ... 임신 전에 단전호흡 했던 것이 많이 도움 되었

고.. 그게 비슷하거든요... 사이트에 나온 방법들, 그림들 다 출력해서 보면서 

운동을 집에서 하고 ... 자연분만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고... 



- 111 -

직장을 다니니까 틈틈이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case 1)

*****(임부교육기관)는 막판에 2개월 갔어요. 체조를 해야 한다는데, ... 하두 

운동을 안하니까 운동도 좀 하고 그럴려고 갔지요. (case 2)

체조 호흡법 같은 것은 안했고, 걷기... 산책을 했었어요. *** 공원으로 아침 

저녁으로 다녔어요. ... 체중이 안 늘었으면 하고 바래서... 원래 뚱뚱한 체질이

라 엄청 잘 늘거든요. 아무것도 안하면... (case 4)

그래서 *****(임부교육기관)도 그때 다니고... 근데 솔직히 *****보다 조산원

이 더 좋았어요. ... 체조교실도 여기(조산원) 다니고, 하루도 안 빼먹고 다 왔

어요. (case 6)

7개월 한 말쯤... 그때부터 봐가지고 체조를 했어요. 집에서... (중략) 그게 (아

기가) 하늘보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엎드리면서 걸레질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 (집에) 오자마자 맨날 계속 걸레질... 아기 낳기 한 

3주전인가 ... 그 때부터 와가지고 계속 걸레질만 했고, 걸어다니고... 많이... 

했어요. ... 많이 걷고 서고, 엎드려 청소하고... (case 7)

알고 보니까 주변의 동료들 중 ***(직장에서의 관련)운동하는 동료들은 부

분 여기서 아기를 낳은거에요. 그리고 여기를 체조하느라 이미 다니고 있었고 

나만 몰랐더라구요. 나도 6개월이 되면 여기서 체조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

고 있었고, 나는 나만 알고 있겠지 했는데 알게 모르게 다들 알고 체조를 하

고 있더라구요. ... 그래서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배워야겠다 싶어서 체조를 하

게 되었어요. (case 10)

2. “신랑도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니... 사람이 확 변했잖아

요.” (함께 출산해야 할 남편을 이끌다.)

참여자들 중에는 조산원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라고 남편이 권한 경우

(참여자 1, 10)도 있었고, 참여자가 조산원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을 때 쉽게 공감하면서 동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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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조산원에서 낳으면 어떨까 하고요. 신랑 직원 

중에 조산원에서 낳았는데... 조산원에 신랑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낳겠다고 하

니까 그러라고... (case 1)

남편이 끌고 가서 권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남편 잘 만나서 체조도 하는 

줄 알아라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의식이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저에게 

권해주는 것, 어찌 보면 너무 앞서가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부분의 남편들

이 조산원을 반 하고 이런 문화가 수용이 안 되지만, 남편은 그런 출산 문화

를 권장하고 이런 문화다, 학교 문화가 바뀌듯이 교육 문화가 달라지듯이 출

산 문화도 변화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그 변화에 보탬은 못 되어도 우리가 함

께 참여자는 되어야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출산을 권장하였어요. (case 10)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싶고 해서 남편에게 그런 저런 이야기를 했

는데 워낙 쉽게 공감을 하더라구요. ... 그런데 워낙 결혼 전부터 너무 그런 것

을 제가 당연시해서 그런지 남편도 뭐 아이는 이렇게 낳아야 돼 뭐 그러면 그

러가 보다 하고요. (case 11)

그러나 다수의 참여자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첫 반응은 ‘응급 상황이면 위험하다, 유별나다, 극성맞다, 황당하다‘ 등 부

정적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조산원을 함께 방문하거나, 출산준비 부

부교육을 함께 이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 고, 결국 남편들은 참여자들이 선택한 조산원 또는 가정에서의 자

기 주도적 출산에 동의하게 된다. 

조산원에서 그렇게 낳아야 하는데 얼핏 그랬더니... 남편한테 조산원 이야기를 

꺼내니까 펄쩍 뛰죠. 거기 응급상황 닥치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럼 잘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100% 잘 낳는다는 보

장도 없는데 .. (작게 중얼거리면서) 아 당연히 잘못되면 옮겨주겠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남편이 말하듯이 하면서) 옮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그

렇잖아요. (중략) 남편은 제가 극성맞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극성이냐고 더 

극성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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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가정분만 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도... 애 아빠는 처음(병원에서 낳은 것)

처럼 하지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case 9)

남편이 조산원을 찬성을 안했어요. 인터넷 사이트 찾아서 보여주고 이렇게 조

산원이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해도 잘 믿지 못하고 찬성을 안 해

서 같이 가서 들어보고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첫날 보고 나

서 찬성을 했는데...(case 4)

내가 원하면 가자고. 신랑은 저 위주로 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공감을 했어도 

신랑이 만약에 굳이 왜 그런걸 해야되냐 반 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경험

을 안해봤으니까 그거에 한 좋은 점을 확실히는 모르는 거 아니예요. 당연

히 막연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제가 원하는 거라면 들어주겠다, 교육 같은 경우도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떤 나름 로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같아요.(case 7)

특히 출산준비 부부교육을 부부가 함께 이수한 경우 남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출산하는 아내를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 던 남편들은 출산 교육을 아내와 함께 이수하면

서 출산이 자신이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며 자신도 출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

성원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출산에서 남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남편은 참여자에게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데, 이러한 변화 또한 참여자들이 남편을 자극하고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결과이다. 

수중분만 저 혼자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나...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물어봤더

니, 신랑도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구요. 나중에는 조산원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더 황당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 제가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막연히 느꼈던 부분을 신랑한테 얘기했는데 신랑은 좀 공감을 안하긴 

하더라구요. ... 사실은 신랑이 조산원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혹시 낳지 말라

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좀 그렇지 않냐, 막 그러더라구요. ... 한편으로는 또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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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신랑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싶었는지 얘기를 하길래 ... 하여튼 처음에 

인상이 신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좋았나봐요. ... 신랑도 처음에는, 교육받기 

전까지는 왜 유별나게 하느냐고 한참 그러더니, ... 구정 끼면서 사실은 말 못 

꺼내고 있다가 3월 달 딱 돼서야 얘기 꺼내고 교육받자고 그랬더니... 좀 달갑

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자니까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낳고 낳을 때, 40주 동안 

사람이 확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거의 뭐, 그 날 아기 

낳을때도요. ...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럴 때마다 많이 변하더라구요, 바뀌었

어요. ... 개념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표현은 안됐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잘 된 거 같애. 그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옆에 있어줘

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아기 낳으면 남편은 밖에서 담배피

고 있다가 아기 낳았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그런 장면들만 있었잖아요... 자기

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거지.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도 출산의 한 부분

에 차지를 해야,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안 거 같아요. 자기

도 해야 되겠다, 참여해야되겠다 라는 걸로 바뀐거 같아요. 그러면서 임신 말

기, 얼마 안남은 그 기간 중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구요. 제 변화를, 몸의 

변화라던가 그런 거에...(case 7) 

조산원 출산 교육 받고 나서 ... 남편은 특별히 반 를 안 하고 그냥 따라 온 

것인데 나의 생각을 더 많이 이해하고 많이 동감해 주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출산의 주체가 되고 가족 구성원으로 확장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case 11)

이상과 같은 남편들의 변화는 진통 과정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산후

조리기간과 육아에 대한 참여에서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연결된다. 참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남편의 변화는 남편을 또 다른 출산

의 주체가 되도록 변화시켰으며, 가족이 확장되고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남편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의 기초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출산은 의례히 구 처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참여자의 남편)는 병

원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다 꽃 한다발과 함께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전하는 

전형적인 드라마의 남자 배우이고자 했다. -미안 넷. 이런 나의 생각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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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이제 임신과 출산은 

끝이 났다. 하지만 나에겐 새로운 임신과 출산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출산해야 할 일이다. (출산기 5)

***(간호사 이름)이 그러셨잖아요. 일주일동안 (산후조리하는 동안 조리원에) 

있으면서 3명이 유 관계가 긴 하게 이어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막 그런 얘길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구요. 확실히... 처음에는 아기 어

디를 만질까 했었는데, 깨질 것 같잖아요, 아기가... 근데 있으면서 셋이서... 

그게 나타났나봐요. 나중에는 기저귀도 가는 거 당연히 막 하고... 거기서 만약 

있지 않았으면은 신랑 여기(집) 와서도 안했을 거 같애. 근데 거기서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진거 같더라구요. ... 그(출산) 다음에 조산원에서 한 5일 

있었잖아요. 5일 동안, 있는 동안에도 신랑이 또 애에 해서도 육아에 해서 

좀 더 관심도 많고 책임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로서... 조산원에서 

있으면서... 아기 돌보는 과정을 직접 막 해봤잖아요. ... 그런 데에서 아기에 

한 애정도 더 생긴 거 같아요. 신랑은 더더욱 그렇고...(case 7)

가부장제 중심의 혈연 중심 사회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임신과 출산은 결코 

여성 혼자만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임신과 출산을 통해 자신의 대

를 이어 나간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가족 제도 안에서 임신과 출산이 가족 전체의 

행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출산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남

편 외에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의 의사가 크게 반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출산과 

관련된 임상 현장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산하는 경

우 시부모가 좋은 날짜와 시간을 받아오면서 출산 일자를 정해주는 경우와 산부

가 진통에 힘겨워 당장 수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남편이 의료인에게 시부모

가 정해진 시간에 출산을 해야 하므로 그 시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산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그런 예이다. 조산원에서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도 예외

적이지 않아서 임부 또는 부부가 모두 조산원에서 출산하기를 원하더라도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의 반대로 결국 병원으로 출산 장소를 결정하거나, 심한 경우 조산

원에 도착하여 진통을 하는 산부를 시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경우

도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임부들과 다른 형태로 부모 또는 시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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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친정이나 시댁의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출산 방법

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도 하지만, 심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구

체적인 출산 방법과 장소를 전혀 알리지 않고 부부 중심으로 출산을 진행하는 경

우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출산 방법을 알리고 의견을 구

하는 의논의 대상이 되지만, 시어머니가 안계시고 시아버지만 계신 경우 출산 방

법에 대해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도 했다. 즉 임신한 여성의 주도하에 부부중심으

로 출산 방법과 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부모 또는 시부모의 의사결정 권한

이 크게 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한테도 안 알렸어요. 조산원에서 낳는 다는 것을. 반  할 테니까. 병원에

서 자연 분만 한다고 했더니 몸도 약해가지고 자연분만은 무슨 자연분만이냐

고 그냥 수술하라고 했거든요. ...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테니... (case 1)

부모님에게 한번도 의논을 안 드렸는데... (case 10)

친정엄마한테는 수중분만으로 조산원에서 낳을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시 에는 

... 수중분만 이러면 어~~ 막 이렇게 놀래면서 수중분만 막 그럴까봐 말 안했

고. ... 나중에 낳고 나서 수중분만으로 낳았어요 그랬죠. 왜냐면 반 할까

바.(case 2)

시부모님께 조산원에서 애 낳는다는 말을 안했는데요. ... 어르신들 별로 안 좋

아하시잖아요. 차라리 큰 병원이 다 낫지. 제왕절개 하라 그래요. ... 거기 넓어

진데요. 이러시더라구요... 남자들 안 좋아한다구요...(중략) 친정엄마도 우리를 

다 집에서 낳았는데도 (친정 엄마가 있는 곳을 곁눈질하면서) 보세요, 싫어하

시잖아요. (case 4)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말하기 그렇더라구요. 다들 걱정하실까봐. 저의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다들 집에서 아기 낳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사실은 조산원에

서 낳으면 그것보다는 더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잘 이해를 못

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렸어요. 엄마한테만 살짝 말했었는데...(case 7)

설득할 사람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니깐 그렇게 하라고... (ca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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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시 이나 어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 있었으면 많이 

충돌도 생기고 은근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님이 안

계시니깐...(case 6)

제가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자연분만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시어머니하고 친정 

덕택이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지지를 해 주신 건 아니구요, 그냥... 기다려주셨

어요. 저보다 더... 여유롭게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수술에 해서는... 두 분 

다 되게 부정적이셨구요... 조산원 원장님이 뭐라 하시데... 그렇게 물어보셨어

요. 아직도 안나오니까 병원에 가봐야되는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고 ...

(중략) 시어머니는 1월 1날 통화를 하고는 이제 전화 안할게, 좋은 소식 있

으면 니가 전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일체 연락을 안하셨구요. ... (친

정어머니는) 제가 안쓰러워웠나봐요, 그래도 애는 다... 때되면 나온다.. 뭐...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case 5)

내가 처음부터 이런 출산 방법으로 의지를 결정했고 파장을 이 방향으로 진

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이쪽으로 모아 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나중에 조산원에서 낳겠다고 결정했으면 남

편이나, 시어머니, 친정아빠 등 가족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중략) 어른들이 병원에 가야지, 종합병원에 가서 만약에 발생하는 

위험에 비하고 하려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조산원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서 결사 반 를 하고 그랬으면 의지가 있더라도 그런 장애로 인

해서 못 했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결혼 전부터 너무 

그런 것을 제가 당연시해서 그런지... 뭐 아이는 이렇게 낳아야 돼 뭐 그러면 

...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뭐? 하시면서 좀 놀래시더니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하겠지 하시면서, 또 매달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간다거나 매달 진료를 받으러 

간다던지 하는 것을 안 하니까 좀 의아해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큰 반 를 

하시거나 못하게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원만하게 제가 

선택한 방법을 할 수 있었어요. (중략) 처음부터 제가 에너지를 그쪽으로 쫘악 

그렇게 보내서 그런지 가까운 어른들이나 남편의 반 는 없었어요.(case 11)

시어머님께 조산원에서 낳는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조산원이 어디야? 따지고 

이러시진 않는데, 그래도 병원이 낫지 않니? 딱 그러시다가 니가 하고 싶은 

로해라, 근데 아버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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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남편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 중 시부모와 친정부모 외의 가족은 참여자들의 

출산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드물게 출산하는 산부의 가족 중 시어머니나 친정어머

니, 시동생이나 시누, 친동생(남자 또는 여자) 등이 출산에 참여하여 정말 많은 가

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산을 하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편

과 함께 또는 간혹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를 동반하고 조산원으로 와서 출산을 

한다. 특히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가 자신이 선택한 자기 주도적 출산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면서 병원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 진통이 

시작되더라도 부모 또는 시부모에게 조차도 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산원으로 

와서 출산을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의 출산 문

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며, 출산하는 여성 자신이 매우 적극적으로 의사결

정을 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되어 부부 중심으로 출산과 관련된 의

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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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4  주제 4. ‘자연적’ 출산의 체험 

1. “자연스러운거라 그러시더라구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구요.” (몸

의 변화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다.)

출산에 대해 지식적,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준비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연

스럽게 자궁수축이 발생하여 진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진통이 시작된 참여자도 있었지만, 예정일에서 10일이 경과된 후 시작된 참여자들

도 있었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산부와 태아의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가 동

반되지 않는 한 출산예정일에서 2주가 경과될 때까지 진통의 시작을 기다릴 수 

있다. 그 후에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거나, 산부 또는 태아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

다면 더 이른 시기에 유도 분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예정일이 지난 경우에서도 유도분만보다는 진통이 자연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참여자들에게 진통은 다양한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불규칙하게 자궁수축이 

발생하거나 생리통 같은 통증을 느끼거나 이슬이 보이는 형태가 제시되었다. 참여

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진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확신이 가지 

않지만, 점차 진통 간격이 줄어들거나 보다 규칙적으로 변화되면서 진통의 강도가 

세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거나, 양수가 터지면서 배출되는 경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규칙적인 진진통이 시작됨을 알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되어도 참여자들은 집에서 본인이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참으

면서 본인이 원하는 자세로 가족과 함께 진통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진통이 심해지면 조산원으로 오거나 집에서 머무르면서 아기를 낳았

다. 조산원에 도착하 을 때 자궁 경부의 개대 정도는 참여자에 따라 다양한데, 

이것은 내진으로 자궁 경부 개대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존

하여 산부를 출산 장소로 이동시키기 보다는, 산부들이 지각하는 통증 정도에 따

르면서 산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분만 1기 동안, 즉 본격적인 힘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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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하기, 자세 변경 등으로 진통을 조절하고자 노력하 고, 낯선 환경에서는 진

통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진통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서 진통하는 

것을 권유받고 있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진통으로 또는 규칙적이

기는 하지만 진통 간격이나 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자신의 집에서 2박 3일간 진통

을 경험한 참여자(참여자 4, 6, 10)도 있었다. 

조산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참여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걸으면서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부터 들었고, 이미 출산 교육을 통해 이러한 행위

가 필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했다.

또한 양수가 터지지 않은 산부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인위적인 파막은 시

행되지 않았으며, 자연적으로 파막이 되어 양수가 나오는 때를 기다렸다. 참여자

들은 자신의 몸에서 양수가 터질 때의 느낌을 지각하며 이를 ‘퍽 하더니 츄욱 하

면서’ 또는 ‘부욱 하고 지퍼가 터지는 듯한’ 등의 독특한 형용사로 표현했다. 이렇

게 파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분만 과정의 빠른 진

행을 위해 인위적으로 양막을 터뜨리는 처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주

도적 출산에서는 인위적 파막보다는 자연적인 파막을 기다리므로 경우에 따라서

는 양막을 쓴 상태로 아기 머리가 나오기도 한다(참여자 8). 이런 경우 양막은 아

기의 어깨가 나오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파막 된다. 

자궁 수축이 시작되어 진통이 느껴지고 그 과정이 진행되면 참여자들은 자

궁수축의 간격이 10분, 5분, 2∼3분 등 변해가는 과정을 모두 느끼면서, 동시에 다

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하고,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진통이 진행됨

을 경험한다. 한 참여자의 경우(참여자 10) 방송국에서 출산과정을 촬 하기로 약

속이 되어 있었는데, 양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수차례 중단되면서 잘 

진행되지 않자 촬 이라는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진통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자 12는 집에서 밤 12시경에 양수가 터지면

서 매우 강한 진통이 바로 시작되어 새벽 5시 38분에 아기를 낳았을 정도로 급격

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진통과 분만 진행이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방법으로, 또는 임신/

출산 관련 책들에 제시되어 있는 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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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참여자는 몸이 알아서 진행하는 자신만의 

진통 과정과 함께 하면서 자신만의 체험으로 진통의 진행을 경험하 다.

예정일이 (2월) 23일인데 그날 낳은 거구요... 23일 새벽 2시부터 진통오고 

... 아침 8시에 5분 간격이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더 참았다가 오라는 거에요. 

참았는데 더 이상 못참을 때 오라고 해서 또 참았는데 ... 근데 간격이 더 이

상 줄어들지를 않는거에요. 12시 되었나.. 갔으면 좋겠다구... 그래서 오라구 

하더라구요... 근데 아이가 하늘을 보고 있다고 엎드려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걷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조산원을 1시간 넘게  돌아

다녔어요. 줄더라구요. 2분 되었다가 3분 되었다가... (case 1)

*** 이 가진통이라고 했어요. 5분 6분 그랬는데 남편도 회사 가고 그래서 3

분, 4분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10분 막 이렇게 쭈~~욱 늘어나는 거에

요. 조산원 와서 더 걱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환경이 좀 달라져서 그랬

나봐요. ... (조산원에) 한 10시쯤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자궁경부가) 2.5 밖

에 안 열렸다고 가서 운동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갔

어요. ... 그때 엄마랑 있었는데, 시계도 안보고 가진통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세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지하 식품부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아프면 또 숙이고 

있다가 .... 그러다보니 챙피해서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 나와서 그냥 조산원가서 있다가 체조하길래 체조도 

하고 ... 오후 5시.. 6시 되니까 진통이 강하게 오니까 수축이 잘되고 있다

고.... 이 상태 로 가면 충분히 밤 안에 낳겠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도 양수 

안터지고 그래서 내진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억지로 양수는 터뜨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있었지요. 근데 밤에 8시쯤인가 9시가.. 시간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쯤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퍽 하더니 츄욱하고 터지더라구

요. ... 한 10시 가까이 되어서 (물에) 들어갔을 꺼에요. (case 2) 

예정일이 (4월) 11일 이었는데 18일까지도 진통이 없었는데... 아 전날 17일 

인가 가진통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아, 이게 진통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배가 약간 아프고, 생리통 정도요...  간격은 한 5분 정도.. 10분 인가... 그래

서 신기하다. 근데 기다려지잖아요. 한 일주일 계속 없으니까 기다려지더라구

요. 근데 그러다 말더라구요, 한 10분 정도... 말아서 아쉬웠고... 그래서 가까

운 산에 올라 다녔어요. 등산로는 아니고 산책로 정도 되는데 한 30분 걸리는

데를 왔다 갔다 하고, 한 1주일 정도를 걸어 다녔던 것 갔아요. 한번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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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가 왔다가 그랬죠... 18일날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왔다가 조산원에 체조 

교실 시간에 맞춰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체조를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하

고.. 그 날 분만이 세분이나 있었고... 그래서 세분 분만 하시는거 기다렸다가 

내진도 받고 말씀도 좀 드릴려고 ... 내진도 받고 애는 걱정 없겠다, 언제쯤 

낳고 싶냐 하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요 그랬죠. 진통 

때문에 약을 이분의 일쪽 주시는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받아서만 왔지요. 9

시나 10시까지 진통이 없으면 먹어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걸 받아 가지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느라고 가는데 그게 5시 30분 이었거

든요. 근데 그때부터 배가 약간씩 아프더라구요. 그래 이게 간격이 어떻게 되

는거야... 싶기도 하고 어제 아픈거 하고는 좀 다른 거 같다는 느낌도 들고... 

엄마 집에 왔는데 그게 5시 40분쯤 되었는데 ... 또 5분 간격으로 아픈거에요. 

그게 이게 내진을 하고 그래서 자극도 되고 피도 비치고 그럴수도 있다고 했

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어제 가진통하고 다르게 아프니까... 5분 간격

으로 계속 한 1시간 넘게 아프더라구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좀 다르

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아프더라구요. 좀 지나니까 3분 간격

이라고 해야 되나 빨라지더라구요. ... 저녁을 먹었어요, 식구들이랑. 그때도 

저녁먹으면서 5분이 아니라  길어지는 느낌,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어머 오

늘도 아닌가바(웃음)... 그래서 집에 가야 될꺼 같아서 저녁 먹고 집에 갔는데 

도착한 시간이 8시쯤이었나.. 근데 주차를 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배가 막 아

파지는데 간격이 막 5분 막 이러는거에요, 전혀 안아프다가...집에 거의 기어서 

들어가서 ... 간격이 빨라지고 못 견디겠다 싶더라구요... 왔다가 없어지면 좀 

참을만 하다가 진통이 오면 아주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산원 연락을 해서 

가야 겠다 싶어서...  근데 뭐  못견디면 오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어서 

출발한다고 전화 할때는, 정말 못 견뎌서 가야 겠다... 그래서 둘이 목욕을 하

고 출발을 한게 9시 쯤이었나... (case 3)

16일 새벽 4시에 진통이 왔어요. 화장실 가고 싶더라구요. ... 배가 아파서 화

장실 가서 힘을 주는데... 그랬더니 피가 나오더군요. ... 이슬이라고 생각을 하

고 ... 16일 아침에 (조산원) 가서 보고 오고... 갔더니 원장님이 내진을 해 보

고 하나도 안 열렸다고, 하나도 아이가 안 내려 왔다고, ... 가진통이라고 하면

서 일주일도 끄떡 없겠다고 하면서... 아이 진짜... 정말 얼마나 실망이 되던

지... 아니 게 아팠거든요, 계속... 규칙적으로, 거의 ... 집에 가서 돌아다니면 

없어 질거래요, 진통이... 그래서 엄청 돌아 다녔어요. 기저귀가 없는거 같아서 

아기 기저귀 사러 저기 먼데까지 갔다 오고, 그날 만들어 먹는 것도 엄청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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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들어 먹고... 근 도 끝까지 5분 진통 비슷한 간격의 진통이더라구요. 저

녁에 6시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구요,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니까. 그걸 

적었는데 5분이었다가 7분이었다가, 누워 있으면 좀 길어지고 서있으면 5분 

진통이고...  (16일)저녁에.. 또 갔어요, 갔더니만 3센티 열렸 요. 못 걸을 정

도가 되면 오라고 하더라구요. 진통 때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진통과 진통 사이

에 못 걸어 다닐 정도가 되면 오라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 근처 오빠 집

으로. 거기서 (17일) 낮 동안 내 진통을 하는데 ... (중략) 도저히 아파서 못 

참겠더라구요. 그래서 (17일) 7시쯤인가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5센티 열

렸 요. 저는 다 열렸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통 간격이 전혀 좁아

지지를 않았어요. 서있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2분, 3분 그러는데 누우면 5분 

간격이고... (case 4)

진통... 규칙적으로 온건요, 저녁 10시 반. 수요일 날. 아침에 8시쯤에 양수

가... 약간 흐르면서 계속 양수가 흘렀거든요. 진통이 간헐적으로... 한 시간에 

4번 오다가 한 시간은 없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통 왔었고... 이제 시간이 

주기가 된 건 저녁 10시경부터... 10시 반부터, 정확하게... 주기가... 10시가 

넘으니까 진통의 강도가 세져 가지고(웃으심) 잠을 잘 못잤고... 1시 반쯤에 

여기 왔거든요. 한 7㎝열렸네요, 이렇게 했음 좋겠다 그러고 왔는데, 막상 오

니까 4.5㎝(하하 웃으심)(case 5) 

근데 이슬이 점심때 나왔어요. ... 아이가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 근데 안

나올꺼 같았어요. 이슬 나오고 한 일주일도 간다 그러니까요. 기 도 안하고 

그냥 있는데...(중략) 일부러 송내역에서... 막 밑이... 어떻게... 빠지는 것 같더

라고요. 되게... 그때 좀 힘들었어요. 힘든데, 버스 타고 3정거장 와 가지고, 

(저녁반) 체조를 혼자 했어요. 저하고 신랑 둘이.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집

에 가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 11시부터 5분 간격으로 오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거짓말하는 줄 알겠는데, 5분 간격으로... 처음에는 50

초... 왔어요. 그 다음에 1분씩 오더라구요, 그 다음 화요일 새벽까지요. 그 다

음... 화요일 밤까지도 계속 똑같구요... 수요일 밤부터 1분이 넘더라구요, 진통

이... 1분 30초가 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진통이... 그리고 수요일 날 여기 

점심 때 와서는... 한 1분 30초... 근데 그 간격이 너무 똑같으니깐요. 남들은 

쉬는 시간이 있다는데... 없으니까 되게 힘들고... 화요일날 그렇게 해서... 수요

일 날... 여기 12시에 와서 물에는 4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5시 57분인가... 

그때 낳았는데...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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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날. 새벽부터 꿈도 막... 진통하는 꿈을 꿨어요. 몸도 이상하게 무거

운 느낌이 들고... 그러더니 진통 시작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15

분 일 때도 있고... 어머~ 15분 인가봐. 30분 일 때도 있고... 도 체 긴가민

가 한거예요. ... 그래가지고 밤에는 안되겠다. 오늘 넘기면 식사도 못하고 우

리 안된다. 저녁에 나가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 정도로 몸이 멀쩡

했어요. 근데도 진통이... 몇 분 간격인 거 같은데 시간을 보면 규칙적인 게 아

닌 거야.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아픈 것 같은데 몇 분이야, 이러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조산원한테. ... 내가 한 15분 간격인 거 같은데 그랬더니, 참을 

만큼 참은 다음에 오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혹시 몰

라서 걸으면 빨리 진통이 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신랑한테 오면서 

다시 오면서, 학교 있거든요. 한바퀴 돌았어요. ... 근데 딱 걷는 도 15분은 

또 아니야. 아퍼요, 진짜. 걷지 못할 정도로... 진통 올때는... 땡기는 게 틀리더

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진통한다고 

다 얘기해놓고서 아기 낳는 거 아닌가(웃으시며) 그럴 정도로 불확실한 거였

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계속 걷고 집에 왔어요. 괜찮다가... 12시 딱 넘으니

까 어~ 아픔이 틀린거예요. 조금 더 강도가 있는 거 같애.(웃으시며) 아~ 진통

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규칙적으로 되는 것 같애. 그 때 

보니까 15분 간격이었던 것 같애. ... 한참 하다보니까 불안해서 가자고... 제

가, 불안하니까 가서 아픈 게 낫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참을 만큼 참은 다음

에 오라며...(웃으며) 안된다고 더 있다 가자고. 괜히 그러면 쫓겨난다고... 저

는 제가 실수 한 줄 알았어요. 설사...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힘이 항문으

로 들어가니까 힘주면서 뽕~ 그러니까... 보시더니 양수 맞다구... (case 7)

진통 시간은 꽤 길었어요. 불규칙적으로 아픈 거는 밤 12시부터, 며칠 전부터 

가진통으로... 아팠어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은 안 재봤는데, 규칙적으로 

아프더라구요. 아프더니... 5시쯤 넘어서 ...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아기 아빠한

테) 얘기했고... 볼 일 보고 와서 7시쯤 넘어서 조산원에 갔더니 진통 시간은 

4～5분 간격인데, 진통이 아프진 않는거야. 심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더 있다

가 오라고. 집에서 11시 넘도록 왔다갔다, 밥도 좀 먹고.. 참을만 했어요, 그

때까진 진짜... 12시 다 되서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프진 않았는데, 지루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을까, 쇼핑센터에 가서 있을까... 그래도 조산원에 

가야 될 것 같고, 돌아다니기엔 좀 힘들 것 같고...네. 규칙적으로... 갔더니 자

궁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열렸다고... 특별히 노력한 건 없구요, 그냥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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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편안한데로 있었어요. 갑자기 아기가 빨리 내려

온다고... 옆으로도 누워있고 똑바로도 누워있고...  쪼그리고는 안앉았어요.  호

흡은 안했는데요.  예. 그 조산원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진행이 빨리 

되서 아주 아프게 진통을 했던 건 한 30분? 그리고 분만실 들어가도 되겠다

고... 들어가서 30분 안되게 있어서 낳았어요.  (case 8)

양수가 먼저 터졌는데 그래서 바로 촬영할 사람이 온 거에요. 수요일 밤에 양

수가 터졌고 밑에서 사람이 기다리니까 진통이 안와요. 초조하니까. 차라리 그

냥 편하게 있으면 진통이 올 텐데 양수가 터졌느데 왜 안오나 하면서 조바심

도 있고, 나도 초조해서 진통이 안 오고 목요일 아침 되니까 진통이 가 버렸어

요. 그래서 그냥 활동을 했죠. 집안일 하고 목욕하고 할 거 다하고... 저녁에 7

시쯤 다시 진통 오는데, 10시에 다시 그 사람이 와서 진통 견디는 것을 찍으

니까 자연스럽게 진통을 해야 하는데 그 촬영 때문에 진통도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진통이 또 안 되는거에요. 그래서 진통이 꽤 될 꺼다 해서 조산원에 와

서 보니까 3센티 열렸고 경부가 좀 딱딱하다고 하는거에요. 진통을 더 해라, 

그리고 내진하니까 아기 위치도 좋고 자리도 잘 잡았고 뭐 다 좋다, 그렇게 

해서 촬영하는 상으로 추천도 된 건데... (중략) 그래서 물에 들어갔는데 참 

좋더라구요. 이완되고 배도 힘이 빠지고 좋았는데 진통이 딱 30분 지나니까 

딱 멈추는거에요. 촬영도 있고 하니까 안되요. 새벽 3, 4시에 물에 들어가서 

진통이 멈추었는데 밤 9시 10시까지 진통이 안와요. 그래서 *** 이 딱 한번만 

조금만 약을 좀 쓰자고 해서 썼는데 그 진통이 막 계속 오는데 ... 딱 30분을 

그랬어요. ... 또 진통하는 동안 구토도 다 했고 구토란 구토는 다 했어요. 체력

도 다 떨어지고 ... 벌써 10시가 된거에요. 그래서 그냥 물에서 나오라고 했어

요. 안된다고. (case 10)

저는 왜 진통이 이론 로 안오더라구요. 10월 11일 밤 12시에 양수가 나왔어

요. 조산원에 전화해서 양수가 나왔지만 진통은 없다고 하니까 패드로 양수를 

받으면서 진통이 시작될 때까지 있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양수는 패드로 받

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새벽 1시 30분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첫 

진통이 너~무나도 심한 진통이었어요. 처음에는 3분 간격이었지만 금방 1~2

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통이 계속 

해서 오는데, 남들은 1분 아프면 4~5분은 쉬었다 오는 진통이지만 저는 진통

이 10초도 쉬지 않고 계속 오더라구요. 처음 진통이 단계별로 오는 것이 아니

라 이론과 달리 바로 막판의 강한 진통으로 오더라구요. 차안에서도 계속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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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면서 힘들었는데, 조산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걸

을 때 걸을 수없을 정도였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조산원 입구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어요. 조산원에서 화장실에 가 소변을 보라고 했지만 소변을 볼 

수 없었고, 변기 위에 앉으니 힘이 막 들어갔어요. 그렇게 진통하는 동안 많이 

토해서 전부다 올렸어요. 한 여섯 차례 했나봐요. 또 오한이 나서 온 몸이 

덜덜 떨렸는데, 다리를 너무 떨어서 조산원 선생님들이 잡아 주면서 아기를 

낳았어요.(case 11)

병원에서 첫 아이를 낳은 참여자들의 경우 출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해 자궁수축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몸에

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다. 즉 몸은 몸대로 진통을 경험하고 있

었지만 여성의 의식은 그 몸과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이 경험한 진통을 인식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출산을 통해 이들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어 진행되

는 출산의 과정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정상적으

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놀라워했고, 적극적으로 그러

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즐기는 것 같이 관찰되었다.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는 초산

모들의 진행과 달리, 경산모들의 경우 진행이 빨라 상대적으로 분만 1기가 짧아져 

진통을 경험하는 동안 남편과 호흡을 하면서 견디어 낼 시간이 없기도 했는데, 참

여자 3은 빠른 진행 때문에 출산준비교육을 받으면서 미리 준비하 던 호흡법 등

을 남편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바로 아기를 낳았다면서 아쉬워하기도 했다. 

근데... 내가 직접 화장실에 가서 계속 보면... 그... 자궁문이 열리는 거에 따라

서 색깔도 짙어지고 양도 많아지잖아요. 특히나 배에 힘을 주니까 더 많아지

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혹시나 내가 출혈하고 있는 건

지 ***(조산사 이름) 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막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거라 그

러시더라구요. 그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구요.(case 5)

첫째 때는 아기고 뭐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상황 종료되었음 좋겠다는 생

각을 했는데, 애는... 남편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진통을 겪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들었었고...벌써 힘주기

에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었고.(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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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에서 시작되는 출산을 향한 

변화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변화들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었다. 참여자들은 몸

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몸을 생생하게 경험하 으며, 다른 누구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이 가진 독특하고 고유한 근본적인 능력을 출산 과정을 통해 생생

하게 체험하기 시작했다.

2. “온 몸이 다 휩쓸리는 느낌인데... 혼자 견디는거지 뭐.” (진통의 고통과 

공존하다.)

분만 1기의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를 거쳐 자궁 경부가 10 cm 까지 완전히 

개대되는 동안, 산부는 진통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 잠재기 동안의 진통은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하면서 견딜 수 있는 진통이지만, 활동기와 이행기 동안의 

진통은 혼자 견디어내기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자궁수축을 통해 유발되는 통증에 대해 참여자들은 

만만히 볼 것이 아니며, 지금 당장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병원에서 

만약 혼자 진통을 하면서 그 고통을 느꼈다면 견디지 못하고 수술을 선택할 정도

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 달라고 요

구하는 여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경

험하 던 참여자는 진통 자체는 견딜만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동안의 진행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경산부 던 참여자들의 경우 병원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하는 경우보

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회음절개를 하지 않아 회음부의 통증을 온전히 다 느

끼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즉 무통 분만을 하거나 

촉진제를 사용하고 회음절개를 한 후 시행되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어떤 측면

에서는 오히려 덜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래 진통 못 했을꺼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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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진통을 하다가 몇 시간 지나다가 

불안해서 수술 했어 그런 경우, 그리고 몇 시간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못 참

겠으니까 수술시켜주세요 이러는 경우... 근데 그러겠더라구요.(case 1)

9시가 넘어서니 진통이 시작된다. 배가 아파야 하는데... 허리의 통증이 심해

진다. 간격이 짧아질수록 신음소리는 자주 강하게 나온다. 난 수술하는 엄마들

의 심정을 오늘에야 이해할 수 있었다. (출산기 6)

아플 때는 책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구요. ... 책을 보면 시간 때우기 좋잖아요. 

근데 활자가,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구요... ...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무

조건 아프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그러는데  교육받

은 사람들은 두 번 힘주고 낳았다.. 또 뭐 간지 몇 분.. 몇 시간.. 뭐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아이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힘들게 낳고 많이 

아프고 그런 사람은 엄살이 심한 사람이구나, 엄살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웃으면서) 좀 아프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유 정

말 둘째까지 낳을 생각이 영...(중략) 남편은 호흡을 도와줬는데, 처음에는 호

흡을 잘 따라 했는데 나중에는 아프니까 호흡이고 뭐고 절 로(손을 내 저으

며 안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며)..... 생각이 안 나는게 아니라 들리기는 하는데 

따라해 지지가 않아요. ... 그래서 만만하게 봤었는데 만만한게 아니었고...정말 

생각보다 많이 아팠어요. ... 나중에 잊어버린다면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들 수

도 있을테지만 지금은 안 낳고 싶어요. 지금은 무서워서 또 낳으라하면 못낳

을 것 같아요. 거 또 둘째 낳고 싶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프로인가봐.(case 

2) 

그날 밤에는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 낮 동안 내 진통을 하는데 더 아프더

라구요, 여기 허리로 진통이 와버리니까 거의 악몽이었어요. ... 도저히 아파서 

못 참겠더라구요. 그래서 (17일) 7시쯤인가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5센티 

열렸 요. 저는 다 열렸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 저녁 내내 아팠어요. ... 근

데 허리는 너무 아프고 ... 진통이 항문쪽으로 내려오더라구요, 그게 너무너무 

아팠어요. ... 다리에 쥐나고 그랬는데 ... (중략) 나는 정말 죽겠는데 10센티가 

아니라 6센티라고 하니,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 정말 죽을거 같았고... 진짜 

병원 있음 수술하자고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센티인데, 진짜 6센티인데 

엄~~청  아팠어요. 그 동안 말은 안해도... (한숨쉬듯) 아... 마지막 8시 넘었

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했으면하는) 생각 나더라구요.(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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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이 2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오는 순간부터... (한탄하듯)아... 진통이 한번

만... 딱 10분 간격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웃으시며) 

10분만 쉬면 좋겠다...(하하 웃으심) ... 예. 근데..... 37분이니까 낳았을꺼다 ... 

많이 지치고... 물론 37분만에 못 낳았어도 계속 힘주면 낳았겠지만, 낳고 나

서도 생각 드는 게 아... 이거 보통 체력으로 애 못낳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case 5)

진통을 왔을 때 당황하잖아요... 그... 편안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했는데, 막

상 5분 간격으로 오니깐 그 인내보단요, (한숨쉬듯)어... 막... 어떻게 원망... 

원망도 아니고요... 아무생각 없는... 절망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견뎠어

요, 둘째 날부터는... 어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진통이 멎었으면 좋겠는거예

요. 너무 괴로우니깐. ... 저는... 반, 막... 30초 하니까... 야... 솔직히 병원 가고 

싶더라고요, 막판에는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옆에 신랑이 위로도 해주고, 이

완도 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직장 나간 관계로 안되죠, 집은 더 작아 보이

고, 더 막... 갇힌 느낌 들고요...(중략) 아무리 아파도 그냥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한숨쉬며)아...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했지만, 진통 올 때는 많이 힘들

었어요. 혼자요. (중략) 진통에 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혼자의 싸

움 이런 것도요, 괜히... 허울좋은 말뿐이예요. 그냥... 짐승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거 있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

요. ... (진통하면서) 그냥 차라리... 다만 30분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텐데... 그걸 3일 동안 하니깐 한계가 오더라구요. 여기 와서도...  사실은... 물 

속에 들어와서도 아기 머리가 왔다 갔다할 때도 반갑기도 하면서 빨리 나왔

으면 좋겠는거예요, 사실은요... 빨리 이게 멈췄으면... 그러면서... 뭐,, 저는 꾸

준히 왔었으니까, 인내력 테스트... 인내력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중

략)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내가... 저의 진통시간이 그런 식으로 오니까 

아기에게 말을 해주고 마음을 기울여 줄...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게 미안하

더라구요.  제가 아프니까... 그럴 겨를이 없더라구요...(case 6)

(이번에 둘째 낳을 때는)그냥... 그냥 본격적으로 아프기 전에는 생리통 앓듯

이... 생리통이 심하구나, 아랫배가... 그 정도기 때문에... (중략) 진통 자체는 

안 힘든데, 나오는 거... 아기 나오기 두 시간 전부터...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그 

느낌 있죠, 이래서 수술들을 하는구나... (웃으심) 이래서 분만할 때 애 안 낳고 

수술하는구나. ... 근데 그게 말로 표현이 될까? 전부 다 벌어지는 느낌이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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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벌어지고... 다 벌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래쪽이 막 깨지는 것 같고... 

(case 9)

(큰애 병원에서 낳을 때는) 집에서 9시간 이상 아프고 갔어요. 병원가면 구박

한다고 그래가지고...(웃으심) 뭐, 엄마만 애 낳아요?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아프고, 양수 터지면 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아파서 가긴 갔

는데, 아마 애 아빠랑 30분도 안 기다렸을 거예요. 내진하고 뭐하고... 그거 

다 지나고... 밤 12시부터 아파서 다음날 아침 8시 45분에 집에서 나와서 10

시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촉진제라는 거 안 맞으려고 일부러 집에서 버

텼어요. 예. (병원가서도 촉진제) 안 썼어요. 그리고 회음부 절개하니까, 나올 

때 힘든 거 모르겠어요. ...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큰애가 10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근데 얘(둘째)는 이슬 비추고 그 다음날 24시간 후에 낳

았어요. 그때 계속 아팠고, 회음부 절개 안한 경우,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case 9)

정신없이 허둥 는데 남편이 옆에서 호흡을 해 보라고 해서 1초 들이쉬고 1

초 내쉬는 호흡을 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히히후 호흡을 해도 소용

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게 몰려 와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엎드릴 수도, 기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중략) 

너무 아팠기 때문에 지금은 둘째는 생각도 없어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천천히 조금

씩 시작되는  진통이 아니라 갑자기 최고의 고통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

이 두려웠고...(중략) 조산사가 이렇게만 아기를 낳는다면 해마다 하나씩 낳겠

다고 하면서 나의 순산을 축하했지만 나는 단번에 둘째는 No 라고 이야기했

어요.(case 11)

비록 자연스러운 진통이 극도의 고통을 동반하기는 했지만, 어느 참여자들

도 진통제 등 약물에 의한 진통 조절을 요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참여관찰 하 던 많은 여성들도 출산 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완

화시킬 약물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통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약물을 요구보다 ‘언

제 정도면 끝이 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런 질문은 출산이 임박한 산

부가 현재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아픔으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자주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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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1기 동안에는 거의 모든 산부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잘 견디어 내며, 이행

기 이상으로 진행되거나 출산이 임박하여 분만 2기에 들어간 경우에서, 보통 고통

으로 끙끙대는 낮은 소리나 아픔을 호소하는 신음소리 정도가 호흡과 함께 간간

히 들리는데, 이러한 신음소리는 성행위를 할 때의 소리와 매우 유사하다. 생리적

으로 출산은 결국 성행위이므로, 그런 맥락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내는 소리의 

특성은 성행위에서의 소리와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출산동안 체험할 진통을 ‘어차피 혼자 아파야 할 것’ 이라고 생

각할 정도로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출산에 임하 으며, 고통 

끝에는 어차피 행복한 결과가 올 것이므로 자신이 이겨내고 감내해야 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조절하여 극복하는 방법

을 선택하고 있었다. 

하늘이 노래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구요.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갑

자기 막... 진통이 막 심하게 오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시간만 그렇지

만 않았으면 해볼 만 한 거다... 좀 더 기쁘게 진통을 맞을 수는 있었는데... 

(case 6)

***(조산사이름) 말씀처럼 죽을 병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행복한 아픔... (출산기 6)

(남편은) 집에서 잘 것 다자고... 아이 낳기 한 시간 전에 깨웠거든요. 아니, 

근데 어차피 혼자 아파야 되요. 혼자 견디는 거지 뭐. 그리고 ** (조산사) 선

생님도 주무시라 그러고... (case 9)

그것(첫 아이 낳은 방법)도 자연분만이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자연분만을 쉽

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걱정을 했던 게, 혹시 (첫아이 낳을 

때) 수축제를 사용해서 빨리 낳고 쉽게 낳았나...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낳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진통 시간도 조금 더 길고 나올 때 고통도 짧긴 했지만 조

금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뭐, 보통 경산부들 경우 쉽게 낳는 사람들은 2시간

만에 낳기도 하잖아요. 그러진 않더라구요. 근데 뭐, 진통이 워낙 강하게 온 

게 아니라 참을만하게 길게 오니까... (ca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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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진통이 나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온다면 견딜 수가 있는데 ... (case 

10)

자연적으로 오는 진통은, (한참 생각을 하고 나서) 촉진제 보다는 훨씬 덜 아

픈 느낌이었어요. (중략) 근데 이번은 참을만했어요. 워낙 빨리 진행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참을만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시간 정도는 힘들었지만 그

래도 참을만 했어요. 몸이... 온몸이 다 진통에 휩쓸리는 느낌이었는데, 큰애 

때는 계속 아프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진통이 왔다가 사라졌다 하면 그 중간

에는 참을만한 느낌이었어요.(case 3)

저랑 아기아빠랑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 진통하다가 아파서 죽은 사

람은 못봤다, 그리고 어... 조산원 시계는 돌아간다. 하여튼... 오늘밤만 넘기면 

애는 나온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잡은 게, 5시안에 낳는다... 5시까지만 참

자...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case 5)

자연적인 진통에 비해 촉진제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진통은 극도로 고

통스러워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었다고 참여자들은 말했다. 경산부 던 참여자 3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촉진제를 사용하 는데, 그 때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

다고 진술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진통을 체험한 이번 출산에서는 오히려 

견디어 낼만하다고 했다. 

초산부 던 참여자 4 와 참여자 10의 경우, 2박 3일의 오랜 진통으로 인해 

참여자가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조산사가 옥시토신 사

용을 권유하 다. 참여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한 참여자에게는 옥시토신 

2.5 U 이 근육 주사 되었고, 다른 참여자에게는 처음에는 2.5 U 을 근육주사로 사

용하고, 다음에는 5% 포도당 수액 500 cc 에 옥시토신 5 U 을 혼합하여 계속 정

맥으로 주입하 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진통과 신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주입된 

옥시토신에 의해 유발된 진통을 모두 체험하 는데, 후자에 의해 유발된 진통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진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렇게 추

가적으로 촉진제를 쓴 경우 진통은 자연적인 진통에 비해 쉬지 않고 계속 오는 

양상으로 참여자들에게 체험되었고, 본인이 지각하기도 전에 진통이 이미 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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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느낌이었다고 하 다. 즉 여성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하기보다는 

몸과 분리되면서 몸은 몸대로 자궁수축을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여성은 여성 

스스로 그 변화와 조화되지 못한 상태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촉진제는 견디기가 힘들었고, 계속 아프다는 느낌이었고... 힘들었고, 5시간 내

내 힘들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5시간 반 정도 그랬나... (case 3)

시간가는 줄 잘 몰랐는데 8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 근데 아이가 힘이 없어서 

안 나온 요, 나올 것 같으면서도.... 8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자고는 했지만 

촉진제 맞기 싫더라구요. 근데 ***(조산사 이름)이 괜찮다, 조금만, 쪼금만 맞

으면 된다고 해서,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엉덩이 주사로요. 그렇게 한번 

(주사를) 맞고 그러고 나니까 진통 간격이 정말 빨라 진 것 같았어요. 진통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 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만 주면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촉진제가.(case 4)

***(조산사 이름) 이 딱 한번만 조금만 약을 좀 쓰자고 해서 썼는데, 그 진통

이 막 계속 오는데 죽겠고 딱 동물 된 기분이었어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수

중분만용) 욕조를 막 엉금엉금 기어 다니면서도 내가 동물하고 다른게 뭔가 그

런 기분이고, 그런 와중에 카메라 돌아가니까 정말 이게 뭐야, 진짜 촉진제가 

이런거구나 하면서 딱 30분을 그랬어요. 그때 촉진제로 하는 동안 너무 힘들

었고 공포가 생겼어요. (중략) 그리고 자연 진통이 나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

로 온다면 견딜 수가 있는데 촉진제로 오는 진통은 너무 너무 견딜 수가 없었

어요. 뭐 물론 마지막에 자유체위(분만) 할 때도 잘 안되서 촉진제를 좀 쓰기

는 했지만, 그때 제가 기겁을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결국은 썼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쉼 없이 오는 계속적인 진통, 보통 1분은 쉬는데 그런 거 없

이 오는 진통, 정말 인위적인 거는... 병원 같았으면 정말 사람 잡았겠구나 싶

었어요. (case 10)

3. “힘은 빼고 싶은데 이게 막 저절로 나올려고 하는 느낌인데...” (불가항력

적으로 분출하는 내 안의 힘과 아기의 힘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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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가 완전하게 개대되고 몸에서 저절로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참

여자들은 몸과 함께 힘주기를 했다. 힘주기는 심호흡을 먼저 한 후, 숨을 들이마

신 상태에서 6초간 숨을 참으면서 힘주기를 하고, 다시 호흡을 한 후, 같은 방식

으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때 참여자들은 몸에서 시작되는 힘주기와 

조화를 이루어 함께 힘을 주는 동안 진통으로 인한 통증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느껴져 힘주기를 하는 6초가 ‘내 생애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참여자들마다 진행시간은 천차만별이어서 3~4회 힘주

기를 하고 출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최대 5시간동안 힘주기를 한 참여자도 있었

다. 즉 교과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초산모와 경산모의 분만 진행 시간은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었다.

힘주기를 하는 동안 산부인 여성이 직접 시간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대

부분의 경우 함께 출산하는 남편이 시간을 세어 주면서 산부를 이끌어준다. 고통

에 휩싸인 산부는 남편에 의지하여 힘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편이 

세는 숫자의 시간이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힘주

기를 하는 동안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안타깝고도 다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6시쯤 되었나 힘주기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그 때 느낌... 힘이 갈 때 힘을 주

었어요. (중략) 힘이 들어가더라구요. 힘주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통올 때도 

힘들었는데 ... 소리를 지르면 아기한테 산소가 안간다. 안좋다. ... 그래서 진

짜 소리를 한번도 지르지 않았고 그냥 호흡했던거 있잖아요 그걸 죽어라고 

하고. ... 근데 힘주기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낼 때요... 그 등 고 누

워서 숨을 (짧게) 들이쉬고 계속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연습을 

많이 안 했었고 조금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 답답

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숨이 차다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 (목소리가 커지면서)총 20시간을 했더라구요 제가. (case 1)

(초산이지만) 진행이 좀 빨리 되었잖아요. 힘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힘을 막 

팍팍 줬어요. 아기를 빨리 낳고 싶어서... 빨리 낳아야 고통이 빨리 끝날꺼 아

니에요.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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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진통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쁘게 된다는 느낌이 들고 좀 힘들었어요. 

아 정말 아이가 나오려나보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산원에 9시 45분 

정도인가 도착을 했고... 걸어가서 도착을 했어요. 차 안에서 막 힘주기가 되는

거에요. 이러면 안된다고 막, 막, 게 ...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된다 이러면서 

1-2분 간격이었다가 많이 진정을 시키면 4분 간격이었다가 다시 1-2분 간

격이었다가 막 그런 식이에요. 막 힘이 들어가는데 빨리 좀 가자고... (중략) 

조산원 들어가서 도착해서 도착한 자세가 엎드리는 자세였어요. 간격이 어떠

냐고 ***(조산사)이 물어 봐서 그래서 1분 간격이라고... 힘주기는 어떠냐, 저

절로 힘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급하게 옷 갈아입고 수중분만실로 들어갔죠. 물

이 아직 안 차 있는데도 들어가라 해서 물 받으면서 같이 들어가서 한... ***

(조산사 이름) 말씀으로는 4번이었지 아마?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4번 힘주

고 낳았어요. (case 3)

그러다가 진통 강도가 확~ 세지는 순간부터 배에 힘을 안줄 수가 없고... 저절

로 힘이 가고, 힘이 가야만 덜아프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힘을 줬고...(중략) (물속에 들

어가서) 원장님이 내진하고 나서 금방 10㎝가 열렸는데, 힘 줘보라고 그러시

더라구요. 그래서... 힘을 딱 줬는데, 아기가 위쪽에 있었는데, 힘주니까 쑥 내

려왔다구... 힘 잘준다구...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 4시 정도에 들어갔거든

요. ... 땀이 계속 나고... 그래서 힘이 주고... (case 5)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진통도 1시가 되면서 나의 힘주기에 의해 사그러들어야 

했다. 허리 통증은 이제 참을만한 기쁨으로 바뀌어있었다. (출산기 6)

진통이 항문쪽으로 내려오더라구요. ... 제가 힘을 주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제 로 힘을 주지를 못한다고 하면서 ... 새벽에 한번 보자구... 내진하였는데 

근데 6센티 열렸데요. ... **님(조산사)이 5시에 내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 

봤는데, 그때 힘 한번 줘보래요. 그래서 힘을 줬더니 ... 그때 좀 열린다는 식

으로 했었어요. ... 양수가 나왔다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해보자하면서 힘주기 

하니까 자궁이 좀 벌어진다 하면서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구요. (중략) 그 때 

힘주고 계속 혼자 힘 줬어요. ... 새벽 되고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그러니까 

진통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니까 진통이 새벽에 올 때보다 그때가 더 

안 왔어요. 아프긴 한데, 누워있으니까 진통도 약해지고 간격도 벌어지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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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원래 힘주기 할 때 제일 아프다고 하잖아요, 1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아

프다고 하는데 저는 딱 그 진통이 15초 ... 그 정도 밖에 안 왔던거 같아요.  

배에 힘주는거 한 6번 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두 번밖에 못 했던거 같아

요. 세 번도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딱 하는거에요. 그러고 나면 진통이 가요. 

너무 짧다면서 진통이 빨리 안오고..(중략) 계속 시간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 

8시까지. ...  시간가는 줄 잘 몰랐는데 8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case 4)

막상 진통이 몰려오니까 아~ 그게 막 안되요. 몰려오는 거에만 막 집중이 되면

서... 또 온다...(웃으시며) 신랑한테 온다, 온다...(웃으심) ... 머리 나온다 그러

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힘주면 되겠구나, 조금만 주면 되겠구나 하는데... 

(case 7) 

그래서 10시부터 5시간 동안 계속 힘주기를 했는데, 여러 자세 많이 했지만 

저는 그냥 누워서 하는 그 자세가, 차라리 그게 나아요. 5시간동안 다리 이렇

게 벌려서 힘주기를 했는데, ... 다른 사람들은 2시간 이지만 나는 5시간을 하

니까 아무 생각이 안나고 무념 무상이에요. ... 카메라 때문에 안되는 것 같다

고 하면서. 다 내부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진전이 되는거에요. 내

려오는 느낌이 들면서, 아기 머리가 보이는 거에요. (중략) 도와준 것은 허리

가 안 아프고 힘만 주면 되니까 난 참을만 했고, 힘빼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것도 얼마 안 걸렸어요. 나는 회음절개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냈고, 오히

려 힘주기야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구요.(case 10)

힘주기가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진

통이 올 때마다 남편을 의지해서 힘주기를 반복했다. 내 생애에서 6초라는 시

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내 머릿속은 아미 6초가 훨씬 지났는데 

남편은 아직 그 6초를 세고 있지 않은가? 사지가 떨리고 결코 포기할 수도 그

만둘 수도 없는 고통이었지만... (중략) 얼마나 더 지나야 하는 걸까. 95% 이

상 진행되었다는 **님(조산사 이름)의 말씀이 남은 5%가 나에게 95% 같았던 

시간이었다. 힘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힘이 들어가던 찰라였다. (출산

기 7)

힘주기와 함께 아기 머리가 산도에서 배림(appearing) 되면서 오르내리는 

과정동안 참여자들은 아기 머리가 산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들어가는 과정, 

아기 머리가 좌골극에서 걸리면서 회전을 하는 느낌, 아기 머리가 발로(cro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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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회음부에서 걸리는 느낌, 아기 머리가 나온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회전하면

서 나오는 과정 등 출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고 노골적으로 경험하

다. 이런 경험을 참여자들은 ‘쑥 내려왔다가 샥 들어가는’ 느낌, ‘안에서 발버둥

치고 배가 꿈틀꿈틀 하는’ 느낌, ‘샤악 뭐가 수그러드는 것 같이 바다의 말미잘 같

은’ 느낌, ‘찟어지듯이 꼭 끼는 기분’ 이라고 했다. 이러한 체험들에 대해 참여자들

은 매우 신기해하면서도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아기

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감동 받았다. 

벌써 힘주기에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었고, 그리고 내려오는... 힘을 줘

서 머리가 좀 나왔을 때 만져봤었는데, 근데... 힘주기를 할 때는 나오는 것 

같다가 (힘을 빼면)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거에요. 그래서 ‘어

머 애 다시 들어가요(웃으면서) 어떻해요’ 막 그러면 당연하다고 그거는 거라

고 그러시고... 다시 힘주기 딱 하면 나왔다가 힘주기 끝나면 다시 들어가고. 

... 회음부 늘려 놓느라고 그러는거라구(case 3)

이게... 뭐라 그러지... 쑥 내려왔다가 진통이 끝났을 때 다시 싹~ 들어가는 느

낌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내려오면 멈추잖아요. 걸리는데... 걸려있으니

까 아프더라구요. 그때도... (중략) 근데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기가)보인데

요. 이만큼 나왔데요. 근데, 난... 저게 아기 머린지...  아니면 내 음분지... 구별

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 머리가 나왔는데 신기하더라구

요. 다 보이잖아요. ... 애가... 그 다음 진통을 기다리는데 애가 이렇게 돌잖아

요. 돌면서, 안에서 발버둥... 몸을 움직이니까... 배가 꿈틀꿈틀 하면서, 배가 막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딱 돌고. ... 그래서 어깨 나오는데도... 진통이 와서 그

냥 힘을 좀 줬어요. 힘을 좀 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쑥 나왔던 거죠.  ... 

37분만에...(낳았어요)(웃으심)(case 5)

머리만 나오면 그 다음은 몸은 거저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든데. 머리 

나오고 나서 딱 끼어 있다가 몸 나올 때 그때도 찟어지는 듯이 이러면서, 찟어

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힘이..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힘이 들어가더라구

요. (case 2)

머리가 빠져나오는 느낌을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가, 근데 더 기억나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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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들어가는 느낌... 어떤... 샤~악 뭐가 수그러드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 바

다의 말미잘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더 인상 깊었어요. 느낌이... 나오는 

것 보다. ...(case 6)  

참여자들은 몸 안에 있는 힘에 대한 보다 강한 체험을 아기 머리가 나오기 

직전에 느꼈다. 아기 머리의 발로 후에 자궁수축과 함께 산부가 힘주기를 하게 되

면 갑자기 회음부에 많은 압력이 주어지면서 회음부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

므로 산부는 회음부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당기는 느낌이나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

이 오는 순간부터는, 자궁수축이 발생하면서 힘주기가 저절로 되더라도 산부는 호

흡을 통해 힘을 빼면서 이완하여야만 회음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전적

으로 산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남편, 조산사, 간호사는 산부가 힘을 빼는 과정을 

이끌고 지지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다른 도움은 전혀 제공할 수가 없다. 

참여자들은 태아의 선진부인 아기 머리가 산부의 회음부를 늘리는 동안 회

음부에서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나 불이 나듯 화끈거리는 감각을 느꼈다. 참여자

들은 자신의 몸과 태아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후끈후끈하거나 불이 난다는 느낌, 

시원한 느낌, 찟어진다는 느낌, 뜯어진다는 느낌, 팽팽해진다는 느낌 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체험들은 초산모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

만으로 회음절개를 시행한 후 첫 아기를 분만한 경산모의 경우 첫 출산에서는 체

험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몸에 대한 적극적인 경험이 되었다. 

(머리가) 나올 때는 후끈후끈 해가지구요, 후끈후끈한 감만 있었고,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신기도 했는데, 아주 시원했어요. (중략) 머리가 들어가니깐...(웃

으시며) 보고 싶은데... 3번이나 들어가니까, 2번만 하지 왜 또 들어가...덕분에, 

그래서...(회음부가) 안 찢어진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case 6)

그 전까지는 힘줄 때 여기가(회음부에) 막... 불난다는 그런 느낌이, 화끈거리

는 그런 느낌은 안들었는데, 들어와서부터는 그게 본격적인 진통으로 돼서 그

런가봐요. 처음에는 막 화끈거리길래 그 때 벌써 찟어졌나 그랬는데 그때는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화끈거리길래 또 나오나보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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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구... 좀 지나니까... 머리 보인다고 그러면서... 찢어진다는 느낌... 뜯어진다

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case 7)

내진 위해 방으로 가서 누웠는데 벌써 아기 머리가 이만큼 보였어요. 호흡이고 

뭐고 그냥  바로 출산이 시작되었고 ***(조산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힘주

기를 했는데, 아래가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고...(case 12)

뭐, 아래가 꽉 찬 느낌이죠. 어느 순간에 얼굴이 쏙 나오는데, 그리고 아기가 

양막을 쓰고 나왔는데... 아프죠. 아프구.. 머리가 나오고 꼬리뼈 있는 데가 움

직이는데 아프더라구요. (case 8)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궁수축과 함께 힘주기를 할 때와 달리 힘빼기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음을 느꼈다. 힘을 빼려고 하여도 힘이 빠지지 않거

나, 또는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아기를 어내는 힘

을 느꼈고, 또 아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는 것을 체험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내 몸이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알지 못 했던 불가

항력적으로 분출되는 몸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출산에서 아기 스스로 가지

고 있는 힘도 한 몫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즉 출산에서 주체는 아기를 낳는 

여성임과 동시에 아기이기도 했다.

(힘빼기를) 하느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려나오는 

느낌이 있었고 ...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도 애가 막 나와 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더라구요. ... 나는 막 힘 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뺀다고 뺐는데 아

이는 그냥 나와 버리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case 1)

힘빼기 하는게 정말 어렵더라구요. 그 느낌이라는게. ... 찢어지듯이 꼭 끼는 그

런 기분인데, 힘은 빼고 싶은데 이게 막 저절로 막 나올려고 하는 느낌인데, 내 

스스로 밑에서. 힘을 빼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되고. (중략) 여기서 나는 잘~~

해가지고 상처 하나도 안나게 해야지 그러면서 했던건데... 아유 진짜 그게 안

되더라구요. ... (아기 머리가) 이정도, 요정도 나올 때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

는데 안나오지, 그렇다고 힘을 주자니 찟어진다고 그러지, 힘을 빼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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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안 빼지지, 또 거의 다 되었는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힘

들었어요. (case 2) 

아! 그리고 힘이 안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진 힘을 잘 뺐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힘을 빼고 싶어도 잘 안빠지는... 아! 그러니까 힘을 주다가는 힘을 뺄 

수 있는데 처음부터 힘을 빼지는 못하겠더라구요... (중략) 제가 왜 그래야 하

죠, 힘 주면 안될까요? 막...(웃으심) 근데 진통이 왔는데, 힘이 안빠졌어요. 안

빠지고... 그래서 최 한 빼려고 하면서도, 힘을... 그냥 좀 주고... 그래서 머리

가 나왔어요. (case 5)

그 때 힘을 빼라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 막판에 힘을 빼

라고 막 그러시는데 힘이 안빠졌나봐요. ... 애가 쑥~ 나오고 나서 물 때문에 

그런지 막 나중에 쓰리더라구요. 그때는 쓰린 느낌이 들더라구요, 아기가 나

오고 나니까. (case 7)

전 큰애 때보다 더 아픈거 같더라구요. 잊어버려서 그런지... 회음절개, 파열이 

안됐는데, 참으라고 그러는데, 참아지지가 않아 가지고... 애가 막 고 나오는

데... 참아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찢어지든지 말던지 낳아야되겠다... 못 참

겠어요. 그래도 다행이지, 파열이 안돼서... 그래서 낳았어요. (case 8)

얘는 회음부 절개 안한 상태에서 ***(조산사 이름)이 힘주지 말라고, 찢어진

다고... 그러니까 힘주지 말라고... 그게 되게 고통스러웠었어요. 애는 나와야 

되는데 힘은 못주고... 계속 아프고... 태반 나오는 순간까지 힘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허리도 아프고... 근데 낳는 순간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얘는... 

(회음절개를 했었던) 큰 애는 낳는 순간에 아픈 거 몰랐구요. 그 차이가 심했

던 것 같아요. (case 9)

힘빼기 하라고 그래서 ***(조산사 이름)의 지시에 따라 힘빼기를 하였지만, 

희안하게도 저는 아기가, 머리가 나올 때 두 손에 탯줄을 둘둘 감고 머리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회음부가 피부 정도까지 찟어졌어요. 힘빼기 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case 11)

또한 참여자들은 힘을 빼고 이완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도에 끼어 있는 아기가 나오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는 욕구, 또는 자신의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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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되더라도 힘을 주어 이번에 아기를 어내고 출산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기도 했다. 이런 욕구로 인해 힘빼기를 포기하고 진통과 함께 

힘을 주어 회음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

간 진통을 하 던 참여자의 경우(참여자 10)에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욕구는 느껴

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런 욕구 또한 개인차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힘이 막 주어지고 힘도 조절도 안 되는데다가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허용하는거에요, 회음부가 나가는걸... 그래서 힘을 팍 주

고 (손을 앞으로 쭉 내 면서) 쫘~~악~~~...(case 2)

그 다음 진통 때, 제가... 어깨 나올 때 힘 안줘야되죠 그랬더니, 하고 싶은 데

로 하래요.(웃으심) 근데 막 도와주고 싶었어요. 막 도와주고 싶고... 예, 아기

도 도와주고 싶고, 나도 빨리 끝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어쨌든... 낳는 

순간까지 빨리 해치우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구

요, 애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누가 좀 안도와주

나...(하하 웃으심) 그런 생각 들구요. (case 5)

(아기 머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빼고 싶단 느낌이 좀 들더라구요. 나오

게 하고 싶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 (case 9)

머리 딱 걸렸는데 남들은 빼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기약이 없

는 싸움이 되니까, ... 이것도 남들같이 두 시간이 되면 끝나지 뭐 그런 희망

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희망 없는 싸움이 되니까, 희망이 없다는 그게 더 힘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은 안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하

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오는거 말고는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고, 빼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구요. 이 순간도 

곧 지나갈 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낳아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막 갔

어요. (case 10)

참여자가 느끼는 이러한 욕구를 더 존중하여 자궁수축과 함께 힘을 주거나, 

힘빼기 호흡을 통해 힘주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아기 머리가 큰 경우, 또는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회음손상이 발생하기도 하 다. 참여자 1의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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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수축이 발생하는 간격이 거의 3분에 가까웠으며 일단 자궁수축이 되기 시작하

면 매우 강한 강도로 1분 이상을 지속되었다. 이런 양상의 자궁 수축에서는 산부

가 힘빼기를 잘 하더라도 강한 자궁수축으로 아기가 려나오면서 회음 손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데, 이 참여자도 그런 이유에서 회음손상이 발생하 다. 참

여자 12의 경우 아기가 손에 탯줄을 감은 상태로 어깨와 함께 손까지 나오는 상

황으로 인해 회음손상이 발생했으며, 참여자 2와 7에서도 회음부가 약간 손상되었

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회음손상에 대한 반응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시행되는 

회음절개에 비해 부정적이지 않으며, 손상이 생겨 아쉬움은 남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회음부가) 많이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지나면 좋아

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회음절개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게 나은 것이라고 생각해요.(case 1)

저야 회음손상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아픈 것은 아니고 따끔따끔하고 ... 걸

을 때 좀 엉기적 엉기적 거리고 그러는거지, 찟어지게 아프고 뭐 그런거는 없

었어요. 그리고 앉을 때 불편해서 그렇죠. 회음방석 이렇게 하고 앉고 하면 

괜찮고 ... 그리고 첨엔 좀 얼얼하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처럼 아프고 그런거

는 아니었어요. ... 그래도 저는 병원에 가면 이건 꿈도 못꾸는 것이니까 이정

도 한 것도 정말 만족해요. ... 근데 아쉬운게 뭐냐면 그 힘조절하는거 못한거, 

그게 아유, 정말 아쉬워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구요, 그게. (case 2)

제가 그 마지막에... 회음부... 파열될 때,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3㎝ 아니, 3바

늘인가 꼬맸다고 하시더라구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됐다고... 아~ 그게 안타

깝더라구요. 딴 거는 잘 한 것 같은데... 배운 로, 나름 로 열심히 잘 했는

데... 그걸 못해가지고 완벽하게 잘 못했다... (중략) 그것만 완벽하게 했으면 

완전히 100점 짜리 인데, 95점이야... (case 7)

비록 아기가 손에 탯줄을 감고 머리와 함께 나와 회음부가 손상이 되었지만 

인위적으로 회음 절개를 해서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

며...(cas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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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출산에서는 자연스러운 출산 진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인위적

인 회음절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음 절개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

느냐는 질문을 참여자들은 끝없이 하지만, 출산이 시작되어 회음부가 태아의 선진

부 하강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몸이 가진 자연적인 적응력에 

매우 놀라워한다. 시간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회음부의 이완을 기다리면서 출산을 

진행하면, 이런 적응 과정을 통해 회음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아기들

이 태어난다. 그러나 산부가 힘빼기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자궁 수축과 함께 힘을 

주는 경우, 회음부에 부종이 있는 경우, 산부의 피부가 가진 특성, 또는 기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회음손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항상 

항문이 있는 방향으로 손상이 발생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군데의 열상

(jagged tear)이 발생한 사례는 참여자들은 물론 지금까지 조산원에서 출산한 사례

들에서 없었다. 

태아 머리가 크거나 태아가 전체적으로 큰 경우, 그리고 태아 선진부의 위

치가 좋지 않은 경우 인위적인 회음절개를 하지 않고 출산을 진행하게 되면, 인위

적 회음절개보다 더 심한 자연적인 회음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조산사는 인위적 회음절개의 필요성을 참여자에게 알리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회음절개를 시행한다. 자신과 아기를 위해 시행되는 회음절개이므로 비교적 수

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던 참여자 10

의 경우 회음절개에 대해 모든 것이 망가지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 다.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 회음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해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 중에서 참여자 2 에서도 아기 머리가 커서 회음절개가 인

위적으로 시행되었다. 

회음절개는 (아기)머리가 너무 커서 했는데... ***(조산사 이름)이 회음절개 

해야겠다고 하면서... 물어 봤었는데 안하면 안 되겠다고, 회음 절개 해야겠다

고 그러시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은 아니고, 아기가 힘들다는데... 그

래서 마취하고 절개하고... 하나도 불편감 없고, 그리고 밑에서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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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이더라구요. ... 보이는데 아픈 줄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case 4)

회음절개를 했는데, 남편은 아기 나올 때 보다 회음부를 찟을 때 정말 자기 

가슴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 요. (중략) 안나온다 하는 그런거 보다, 아기 머

리 다친다 그런거 보다 차라리 아이를 안 낳는다 머 그런 기분, 엄마를 이렇

게 까지 다 망가지는구나 생각했 요. (case 10)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보다 근원적 

힘을 확인하 고  자신이 아닌 아기가 자신의 몸 안에서 발휘하는 힘을 느꼈다. 

이러한 힘들이 표현되는 출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 

힘주기를 하면서 몸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힘과 조화를 이루어 일치되고자 노력

하 다. 

이러한 힘주기 과정은 마침내 아기의 출생으로 종료되었다. 참여자들은 아

기의 몸이 모두 나올 때 무엇인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고, ‘거칠게 넘

실대던 호수에서 둑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이러한 느낌들은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이면서 매우 생생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고통스러웠던 과정

들이 종료되었으므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몸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쑥.... 처음에 머리가 쑥 나왔을때는... 쑥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 하나도 

안 아프더라구요, 허리고 다리고... 끝나고 나니까.. 정말,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몸이 좋더라구요. 다리고 허리고 다 낮게 해 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 그 정도로 좋았어요. (case 4)

그 아기가 막 쑥~ 빠져 나오는 느낌이... 아~ 막 별로예요. 하여튼 몸에서 뭔

가 물고기... 그런 게 하나가 쑥 빠지는데 뭐라 설명을 못하겠네. 좋아... 아니, 

이게 뭐 즐거운 느낌 그런 건 아닌데 썩 나쁜 느낌은 아니면서, 이거 느낄 수 

없는 느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요...너무나 생생해요... 어~ 쑥~ (case 7)

거칠게 넘실 는 호수에 둑이 터지는 듯한 순간에 생명의 꿈틀거림은 소리로 

내게 들려왔다.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다. 내 배 위에 올려진 녀석을 보자 참았

던 눈물이 절루 흐르다. (출산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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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5  주제 5. 자기 주도적 출산 과정으로의 적극적 참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이 가진 내적

인 힘을 알게 되고 이러한 힘과 변화들에 맞추어 자신을 조절하고자 노력한다. 내

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역행하기 보다는 그 리듬을 함께 타면서 합일하여 하

나가 되고, 이를 통해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아기를 출

산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도적 조절과 조화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포함되었

다.

1. “남편이 잡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었어요.” (몸에 집중하다.)

분만 1기에서 이행기 이상으로 진행되면 참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느꼈고, 남편이 참여자의 안위를 증진하고 출산을 돕

기 위해 만지거나 지지해주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면서 거절을 표시하기도 하 다. 

참여관찰을 통해 참여자들이 출산하는 동안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눈을 감고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자세이든지 이런 

순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쉽게 방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적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출산 직전의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산부들은 마치 다른 세

상에 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산부들은 남편이나 조산사 또는 간호사

가 말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일부 산부들은 이런 순간에는 남편이 

마사지를 하거나 몸을 잡아 주는 것조차도 거부하며, 때로는 몸을 만지지 말라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요구하는 산부의 모습을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출산 중인 여성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빠져들기 위해서

는 대뇌를 자극하여 이성을 사용하게 하는 자극이 없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이 출산하는 동안 남편과 조산사 또는 간호사 등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필요한 말은 소곤거리면서 

작게 이야기하여 소음을 최소로 제한하여 참여자들이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행복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출산하는 산부의 호흡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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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내 뱉는 신음소리, 그리고 산부를 지지하는 남편의 소곤거리는 소리 등이

다.

진통이 심해지니까 아빠는 자기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나는 내 허리 두드리

는 것도... 울리니까 더 아픈 거 같고... 그 순간은 그냥... 같이...(밤을) 세워만

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case 5)

솔직히 남편은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중략) 왜냐햐면... 잡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었어요.(case 6)

남편이 막 안쓰러워서 다리를 막 만져주고 그러는 그 자체도 싫은 거에요, 거

추장스러워서, 그리고 남편이 안쓰러워하는 것도 싫고... (case 10)

2. “정말 몸이 시키는대로 되더라구요.” (몸이 원하는대로 반응하다.)

참여자들은 진통이 진행되면서 몸의 지시를 알아듣고 이에 따라 자신의 진

통과정을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중분만의 경우 물에 들어가는 시기 결정

하기, 출산을 위한 자세를 만들거나 변경하기, 힘주는 시기를 결정하기 등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진통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변화를 주도하는데, 조산사 또는 간호사들은 그러한 참여자들을 지켜보고 있거나 

상태를 확인하면서 보조할 뿐이다.

1) 물에 들어가는 시기 결정하기

참여자들 중 수중분만을 선택했던 경우 모두 물 속에서 아기를 완전히 배

출시키는 수중분만을 시행하 으며, 참여자 10 은 본인의 희망으로 수중진통을 한 

후 밖으로 나와 조산원의 병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입수시기를 

스스로 결정하 는데, 진통 과정 중에서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느낌이나 욕

구, 물에 들어가야 안 아플 것 같다는 느낌, 물에 들어가야 아기를 안전하게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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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생각 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욕조 속의 물에 서둘러 들어갔다.

제 체질이 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지 몰라도, 나라도 2시간 정도 있으면 

못 낳았을 거예요. ... (수중분만을 위해)간이용 튜브에 바람을 넣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물 채워서 들어가라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 8

㎝정도 내진을 했는데... 벗잖아요, 벗고 내진을 하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

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물에 막... 너무 

들어가고 싶고... 제가 원래 물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중목욕탕 

절  안가고 그런 한증... 이런 거 싫어하고... 근데도 그 순간 너무 물에 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안 아플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략) (조

산사가 물에) 들어와라 그랬는데... 여기(조산원) 거실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서 난방 단추 다 풀었었어요. 그러면서 남편 준비되기 전에 저 혼자 풍덩 들

어가 가지고...(case 5)

느낌에는 진통이 빨라지니까 금방 날 거 같더라구요. 좀 있다가 물 받았다니

까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애. ... 너무 급해가지고는 빨리 들어가야 될 

거 같애... 탕 속에... (중략) 물에 들어가야지 막... 제가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더라구요. 그냥 밖에서는 낳으면 안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물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해가지고요... 거기 층계에 올라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층계도 안 올라가고 그냥 막...(넘어갔어요.) (case 7) 

자신이 원하던 대로 물에 들어갔을 때, 참여자들은 몸이 풀리면서 이완되는 

느낌과 편안함을 느꼈다. 물 속에서 몸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감소하는 것과 정서

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물의 부력에 의해 자세를 변경하기 편안하 다는 것 

등 수중 분만의 장점이 다수의 참여자들에게서 경험되었지만, 일부 참여자는 통증

의 급격한 감소는 없었고 단지 편안하 다고 말하여 이러한 경험 역시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다.

물에 들어가면 안 아프다고 해서 그 기 감에 물에 들어 간 것이고, 특별히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 ...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그

렇게 뚜--렸한 어떤 감소는 못 느끼겠더라구요. (중략) 편안하다 따뜻하다 그

런 느낌이 있었고 진통올 때 자세를 마음 로 할 수 있는 것이 좋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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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먼저 출산한 산모이름)가 그러는데, 그 엄마가 훨씬 일찍 낳았었는

데, 물에 들어가면 안 아프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훨씬 안 아파요 

그래서. ... 근데 ** 엄마처럼 정말 안 아파요 뭐 그런 정도의 뚜렷한 그런거

는 아니었어요. ... 편안하다 따뜻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진통올 때 자세를 

마음 로 할 수 있는 것이 좋더라구요. 이쪽 저쪽 돌릴 수 있어서 좋았고 오

래 앉으면 엉덩이가 아팠는데 물 속이 부력이 있어서 엉덩이가 안 아파서 좋

았구요.(case 2)

물에 들어가니까 진통이 좀 완화가 되고... 거의 ... 반 정도... 완화되는거 같았

고... (case 3)

딱 들어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따뜻한 물에 

들어와서... (중략) (물 속에) 딱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그 (진통사이의) 간

격이 생기더라구요. 마음의 여유를 많이 찾았던 것 같고... (case 5)

물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다... 아니, 되려 물 속에 있을 때는 ... 몸이 

풀리니까, 되려 편했구요. 막상 진통은 다 해서 없는 것 같더라구요. 힘주기만 

했던 생각나고...(case 6)

(물에 들어가서) 약간 몸도 유연하게 되는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다 유연 되

면서 편안하면서... 힘줄 때 덜 힘든 것 같아요. 몸이 부력에 의해서 약간 뜨잖

아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물에 

들어가니까 막 편안 느낌이 들고, 아기도 편하게 낳을 거 같고 막 그런 생각

이 들더라구요. 제가 처음부터 수중분만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런지 막 물에 들어가면 만사가 다 해결될 거 같은 느낌 있죠. ... 힘주기는 했

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빼야되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힘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몸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 같았거든요. 근데 (물)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 몸은 별로 

안 힘든 거 같더라구요. 몸이 이렇게... 그리고 자세가 틀리면 부력 때문에 약

간 떠서 그런지 가벼운 느낌이 들었었어요. (case 7)

2) 몸이 만들어내는 자세로 따르기

진통과 출산동안 자세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참여자가 조절하는데, 



- 149 -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몸의 변화와 함께 찾도록 한다. 진통하

는 동안의 자세는 진통을 조절하기 위해 변화되므로 진통 조절에서 설명하 다. 

분만 2기에서 출산하는 자세도 일방적인 자세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지시하기 

보다는 참여자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스스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다리는데, 산부

들은 스스로 자세를 만들어 보라는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당황해했다. 특히 병원

의 분만대 위에 누워 다리를 고정시킨 쇄석위 자세에 익숙하거나 그 자세가 출산

시의 자세로 강하게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있어서, 그 외의 자세를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요구에 대해 임부들과 남편들은 난색을 표하곤 했다. 그 정도로 분만대 위

에서의 자세가 고정관념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 시도한 후 산부들은 나름대로 편안한 자신만의 자세를 만들어내는

데, 대부분의 산부들에서 출산시 자세는 누워서 남편의 지지를 뒤에서 받는 자세

이다. 그러나 엎드려서 아기를 낳거나 옆으로 누워서 아기를 낳기도 한다. 수중분

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자세들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세들은 자궁수

축이 있을 때마다 힘주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정되어져 아기를 낳는 참여자들에게 

보다 더 편한 모양을 갖추어갔다. 즉, 참여자들은 스스로 아기를 출산하기 좋은 

자세들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자세는 몸과 엉덩이 부분이 부드럽게 구부

러지면서 C 자 형태로 되는 자세인데, 실제로 태아가 진행하는 방향이 자궁 수축 

방향과 일치하여 태아가 가장 나오기 쉬운 각도를 만들게 되어 분만시간을 단축

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런 자세는 조산사나 간호사가 만들어보라고 요구한다

하여도 억지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출산 자세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어서 참여자 스스로에게는 잘 인식되지 않아 면담에서도 잘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부들이 분만 2기 동안 힘주기를 하면서 아기를 낳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어떤 자세로 출산을 하더라도 산도가 C 자 형으로 만들어지도

록 스스로 몸을 구부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 속에서는 거의 저희 신랑 말로는 거의 누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참 

편했어요. 너무 누워 있어서 귀에 물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다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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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저는 편했어요. 앉는거 보다 더 .... (case 3)

정말 몸이 시키는 로 되더라구요. (중략) (욕조 안에서 아기 낳을 때) 그때도 허

리가 살짝 들리면서... 다리는 땅에 붙이고 허리를 들면서 힘이 주어지고... 생각해 

보면 허리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자세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더 힘주기 

힘들었을 꺼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자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힘을 빼잖아요. 힘을 뺐을 때, 내가 이렇게 자꾸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남편

이 느끼니까, 나를 자꾸 땡기려고 하는데 내가 땡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냥 두라

고... 그리고 그게... 나는 아기가 산도에 이렇게 머리가 걸쳐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땡겨서 앉으면 오히려 더 들어갈 꺼 같고, 그게 더 편하고 아기도 편하고 나도 편

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계속 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이 자세로 두라고... 그런 

거... 그리고 힘주면서도 계속 허리를 약간 튼다거나... 근데 이런 게... 글쎄요, 그

게 바람직한 자세일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힘이 더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중략) 몸이 시키는 로 했어요. (case 5)

3) 몸 안의 힘과 조화이루기

힘주기도 역시 몸이 알아서한다. 저절로 몸에 힘이 들어가서 힘이 주어지고 

이것이 말로만 전해 들었던 힘주기라는 것을 참여자들은 알게 된다. 참여자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역행하지 않으면서 그 신호에 따라 몸과 함께 힘주기를 하면 

극도로 힘들었던 진통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진통 강도가 확~ 세지는 순간부터 배에 힘을 안줄 수가 없고... 저절로 힘이 

가고, ... 힘이 자꾸 들어가고... 그리고 힘을 막 줬어요. ...  그래서 힘주고... 그

러니까 진통도 좀 덜하고... (case 5) 

몸에서 저절로 힘이 막 들어가는 느낌이 왔는데, 그런 어떤 몸의 변화에 함께 

힘을 주고 .. 자궁수축이 있어서 저절로 힘주기가 되면 그 때 맞춰서 힘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고... (case 3)

(힘주기 신호는) 와요. 임신했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힘주기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힘주기구나... 변도 나올 때 지긋이 내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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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힘 있죠... 이게 힘주기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안당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변을 눈다는데 뭘 눠야하나... 그런 거... 힘주기는 자

연스럽게 주어지더라구요. (case 6)

남편이 뒤에서 있잖아요. 다리를.. 이쪽으로.. 애기 아빠 발 위에 올리고 있는

데, 자기 다리가 2cm 길어진 것 같다고... 너무 많이 힘을 줘가지고... 힘을 막 

주니까. ... 힘이 막 들어가요. (case 8)

힘주기는 내가 느껴지고 오히려 진통보다 힘주기가 더 나아요. 같이 힘을 주니

까. ... 도와준 것은 허리가 안 아프고 힘만 주면 되니까 난 참을만 했고, 힘빼

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걸렸어요. 나는 회음절개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냈고, 오히려 힘주기야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구요.(case 

10)

3. “오만 것을 다 해 가지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온 힘을 다해 

몸을 이끌어가다.)

1) 배운 것을 일깨우기

출산 과정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

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출산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정

보들을 활용하거나,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를 수용하고 이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 출산의 진행을 도모하고 자신의 진통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자 노력하는 모

습을 보인다.

나중에 호흡 가르쳐 준 로 하는데... 아~ 좋더라구요. 나름 로 졸리운 눈을 

하고 하긴 하지만 좋더라구요. 확실히... 교육받은 효과잖아요. 그런 게 막 나

타나더라구요. 아기 낳을 때까지도 그렇고... 호흡 배운 로요. 호흡법 이라든

가, 이완하고... 그런 거는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모르는 게 아니라 배

운거니까... 배운 것에 해서는 성실하게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 배운 

것들이 사실적으로 짚어지는 것 같아요. ... 나는 배울 때는 막연했는데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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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때는 아~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낳고 나니

까... 다음 번에 하면 잘 할 거 같다... 그 정도로도 생생했어요. 그 하나는 충

실하려고 했었죠.... 배운 로, 나름 로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나름 로 충실

하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하나에 제가 세심히 신경을 쓴 거 같아요, 진통 중에

도... 진통하는 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더라구요. ...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는 눈을 뜰 수 없었는데, 막 힘이 없는데도 ***(조산사 이름)이 또 말씀하시

는 거 그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또 그런 자질이 생기더라구요.(case 7)

2) 호흡을 느끼고 조절하기

진통의 변화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참여자 본인이 느끼는 것에 따

른다. 참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며, 자궁 경부 개

대 정도나 진통 강도의 변화, 시간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나 이전에 하던 호흡으로 자궁수축에 따르는 통증이 완화되

지 않을 때 참여자가 알아서 호흡 방법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통증을 조절하게 된

다. 즉 호흡법의 첫 번째 원칙은 틀에 박힌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호흡을 하

는 산부가 편안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시를 출산 준비 교실에서 교육받거나 

또는 조산원에 도착한 즉시 참여자들에게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간략히 정보를 

주고 자신이 주도해야 함을 인식시키며, 또한 계속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해야 함을 일깨워주어 참여자의 적극적 조절을 유도하게 되는데, 실제로 참여

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호흡을 자신이 조절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냥 단전호흡을 하고 그게 도움이 되었고...야,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건지 

못하고 있는거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잘 모르겠지만...그

래도 그냥 일단 되는 로 막 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case 1)

그래서 좀 덜 아플 때는 히히후후 되는데 나중에는 진짜 거 뭐 ... 내 맘 로 

히히 후후 진짜 내 맘 로 숨쉬었어요. (case 2)

정말 진통이 오면 호흡이 그냥 저절로 되더라구요.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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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 평상시 호흡보다는 조금 짧게 하는 거, 그걸로 안되는 거예요. 진통 

오는 동안에 견뎌내지 못하니까... 히히히후~ 인가 그거 가지고 해야될 거 같

아요. 느낌에... 저절로 제가 느낄 때 그 호흡을 해야지 참을만한 거 같애

요.(case 7)

(진통이 강하게 오면) 호흡 계속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 호흡 자체가... 

물론 도움이 됐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진통이 올 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case 5)

3) 주도적으로 진통 다스리기

참여자들은 최대한 노력하여 자신에게 적절하거나 보다 편안한 방법을 찾

아 자궁수축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기본적으로 자궁수축시 발생하는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참여자 스스로 

조절하는 호흡과 이완이 포함된다. 그 외에 산부의 자세를 조절하여 진통을 완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한 자세만으로 오랜 시간의 진통을 견디어낼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진통을 조절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진통조절 방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참여자 개인마

다 차이를 보이는 고유한 진통조절 방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 따라 한 자세

로 있기도 하지만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거나,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기도 한다.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자세의 

변경과 자유로운 움직임 등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대부분 제한되거나 부분

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조산사와 간호사들은 참여자들에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통증 조절을 하도록 

격려하 고, 이런 방법을 통해 약물 등의 도움 없이 산부에 의해 자궁수축으로 인

한 통증이 조절되고 극복되었다. 

진통할 때 나는 누워 있으니까 더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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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같은데 기 서 앉는 다든지... 저는 그냥 앉아서... 소파 같은데 앉아 있

고... 이것도 그리 큰 도움이 안 되었던거 같아요. ... 그리고 진통 완화하는 동

작으로 걷기나 이렇게 업드린 자세 있잖아요. 뭐 책상이나 공 같은데 업드려

서 기댄다든지 하는 그런 자세가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 누워있

고 이완 자세로 들어가고 누워서 이완하고 남편이 주물러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절  못 누웠어요. (case 2) 

조산원에 도착했을 때 업드린 자세로 있었는데 그 때 진통이 있었거든요. 그

게 편했어요. 집에서 있을 때도 진통 오면 엎드려 있었고 뭐 챙기다가도 진통 

오면 엎드리고... 목욕 할 때 진통 오면 등과 허리에 더운물이 닿게 하면서 있

기도 하고... 차 안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참고.. 이쪽으로 이렇게 손잡이 잡

고...(case 3) 

중간 중간에 욕조 옆으로 이-렇--게 기 서, 욕조 옆에 기 서 (비스듬히 드

러눕듯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고 쉬고 했어요. 진통 올 때,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그게 좋아서, 아마 그 자세가 편했었나봐요. 

진통 올 때 그 자세로 하고 그랬어요. 막판에는 거의 그 자세로 그랬어요. ... 

욕조 옆에 겨드랑이에 끼고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는 자세가 골반이 더 

잘 벌어지고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럼 더 도움이 될까 쭈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 그렇게 기 서 의지하니까 도움이 되고 편하더라구

요. (case 2)

진통 오면 저는 3가지했는데, 낮이니까 좀 자 보려고 한 30분 정도는 누워 

있고, 근데 누어 있으면 진통이 더 심해요. 누워 있어 힘들면 걸어다니고 걸으

면서 진통을 하다가 그것도 못 참겠으면 그러다가 엎드리고, 그러다가 서있고 

거의 이런 것을 30분간씩 했어요. 누워서 30분, 걸어서 30분, 그리고 화장실

에서 30분... 화장실에서 참을만하더라구요, 앉아서 진통하는게. (중략) 내진하

였는데 근데 6센티 열렸데요. ... 계속 돌아다니고 한숨도 안자고요... 엎드리고 

그랬어요. 두 바퀴 돌고 쓰러지고.. 두 바퀴 돌고 공에 쓰러지고 그런 식으로 

했지요. 화장실 가서 좀 아프고 오고... (case 4)

공에도 올라가봤다가 흔들거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뭐... 오만 것 다 해가지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흔들리면서 막 더 아픈거예요. 공도 안편하고... 

그냥... 진통이 세질수록 편한 게 없어지구...(웃으심) 그래서 그냥 애 아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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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앉아있고, 화장실가면 좀 편하구요. 변기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변기 자

체가 약간 따뜻하잖아요. 그게 좋았고... ...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진통 두 번도 

하고(하하 웃으심) 나왔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서) 바지 벗고 있는 게... 편했어요. 예, 옷 벗고 있는 게 편하고... (case 5)

나중에는 허리가 좀 아팠을걸요... 그래서 막 허리를 뒤틀었어요. 처음에 좀 

덜아팠을 때는 서서 허리돌리고 운동 좀 하구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막 허리

가 아프니까... 허리를 이렇게... 막... 돌려 제치고, 비틀고... 그랬었고, (case 

5)

아니요, 못걸었어요. 되려 더 걸으면 아프구요. 집에서... 진통 오면...첫 날은 

꼬부려 있었어요. ... 둘째 날은 꼬부려 있어도 안되더라구요. ***(조산사)이 

평상시 로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가진통 있는 사람이나 되

는 말 같고, 저처럼 진통이 막 올 때는... 진진통처럼... 다른 사람의 느낌은 모

르겠지만... 평상시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근데 안되더라구요. 근데 서있으니

까... 서 있다가 약간, 숙이니까 좀 낫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자세는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아플 때는, 좀... 몸을... 이완을 시켰어요. 이완을 시키고... 막 

아플 때는 어쩔 수 없더라구요. 몸이 꼬부려지더라구요. 집에서는 그런 식으

로 했구요. (중략) (조산원에 와서) 아기가 많이 열렸는데 아직 안내려왔다

고... 빨리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걸으라고 하시는데, 잘 안 걸

어지더라구요. 의자 같은 거 잡고, 제자리걸음만 조금 하구요,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었어요, 진통 오면요. 참고...(case 6)

걸어도 다니고 과일도 사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

게 했죠. ... 근데 자세를 바꿔도 똑같이 아프던데...(웃으시며) 그리고 뭐... 호

흡법 같은 건 안 해 봤는데... 너무 아플 때 호흡을 해보니깐 덜 아픈 느낌이 

드는 거 같긴 하더라구요. ... (case 9)

힘주기 할 때 자세는 누워서 했고... 이렇게 다리 벌리고.. 힘들면 다리 폈다가, 

서다가 옆으로 누워서 힘주기 하다가 또 이쪽 옆으로 누워서 하다가 ... 엎드려

서도 하다가... 계속 자세를 바꾸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때문에 못 

할 것 같아서 알아서 계속 자세를 바꿔가면서 힘주기를 했어요.(case 4)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 체조에서 하는 힘주기가 더 나았어요. 누워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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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려서 하는 것, 다리 벌리고 고개 들어서 항문 바라보고 하는 자세요, 이게 

제일 나았어요. *** 이 급할 때는 그냥 응가하듯이 그냥 봐라, 힘 주라고 했

지만, 다른 자세들 모두 해 보았는데 모두 다 되지 않았고, 옆으로 편안히 누

워서 해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자세로 하는게 나았어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한 자세로 했는데...(case 10)

4) 온 몸으로 엄청나게 힘주기

출산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힘주기 동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아

기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과 현 상태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은 힘주기를 잘 해서 출산을 종료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의식적으로 힘주기에 최선을 다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주기를 했어요. ... 아기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 진짜 엄청나게 힘을 주었어요. (case 1)

너무 힘드는데, 내가 도망갈데가 없잖아요, 거기 상황에서... 내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잘 해야 겠다는 생각있지요? 내가 최선을 다 해야지 하는 생각,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 해서 힘을 줬던 거 같아

요.(case 1)

남편도 그렇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냐고 막 그러던데 ...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줬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을 줬어요. 진짜로... 

의식적으로 힘을 줬어요. 아, 나중에 힘을 주라고 할 때는 더 힘을 줬구

요.(case 2)

진통 겪으면서, 힘주면서... 솔직히 힘줄 때도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힘빼고 

있는 것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구나...(중

략) 아~ 힘은 최 한도로 줬어요. 예. 그 때 ***(조산사 이름) 선생님이 저보

고 밥 먹고 왔으면 큰 일 날 뻔 했다고 애기가... 더 빨리 나올 뻔 했다고... 

힘을 안 먹고도 이렇게 주는데...(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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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주기하면서) 뭐 남들은 힘들다, 엄마, 머 그런 생각, 부분 다른 사람들은 

친정엄마 생각하고 엄마 어떻게 해 뭐 그런 우는 소리 한다지만 나는 생각도 

안나고 그냥 어떻게 하든 살아야겠다. 아기를 배출하고 살아야한다 라는 생각

밖에 안 났어요. (case 10)

나는 왜, 내가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내가 감례를 했을까... 아직도 그 사실은 

궁금해요. 예. 왜 진통을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case 6)

굉장히 집중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한 것이 없지요. 이렇게 까

지는 집중하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이것는 생과 사를 오가는 아주 중요한 순

간들이고 부여잡고 싶다는 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선택을 할 없는 것이잖아요. 맘에 안든다고 이거 안 할래 뭐 그럴 수 있는 것

이 아니니까, 선택이 아니라 도 아니면 모이니까. (case 10)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과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지시에 따르면서 생생하게 출산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런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자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평소와 달

리 능력 밖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

지고 있었던 또 다른 측면을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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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6  주제 6. 배우자의 새로운 역할 규정

1. “고통을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의 현장을 같이 지켜줌으로 인해

서...” (함께 있어 든든함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출산하는 동안 남편은 꼭 있어야 하며, 남편과 함께 출산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 다. 남편이 호흡을 함께 해주고, 몸을 주

물러 주는 등 신체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함께 진통을 느끼면서 출산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참여자들은 심리적인 지

지와 위안을 더 크게 받았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출산 경험을 이야기 할 때 처음부터 남편에 대하여 진

술한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출산에서 함께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자가 질

문하지 않는 한 남편의 도움이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측면들은 남편

의 존재가 어떤 실재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함께 하면서 동참해야 할 존

재이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존재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의 출처중 하나이기 때문이

다.

남편이 잡아주고 그런거는(웃으면서) 당연한 거고... 그냥 당연히 있어야지 어

디가 이 사람이 ... 만약에 병원에서처럼 기실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여자 혼

자 아이를 낳고 그러면 정말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나 혼자서... 아이는 둘이 가진건데... 더군다가 10달 내내 나 혼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산마저 혼자 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요. (중략)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분만을 한다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함께 출산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 병원을 찾을 때도 남편과 함께 출산하는 병원을 선택한다고 했거

든요. ... 남편은 밖에 있고 나 혼자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

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남편이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이...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진통하는 동안에 아이 낳는 동안에 든든했지요. 계속 옆에 있어 주고... 

잡고 다니고 옆에 있고 뒤에서 잡아주고 그러는 것이 당연히 많이 도움이 되

었고...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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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남편이) 없음 서운하죠. 그런 장소에는 꼭 있어야 되지. 얼마나 아픈

데.. 자기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픈가 자기도 알아야되죠. ... 없으면 게 

많이 서운할 거 같아요. ... 남편은 호흡을 도와 줬는데...(case 2)

우리 신랑은... 제가 호흡이 빨라지고, 진통 오면 호흡법 해야 되니까 막 이러

면 중기냐? 막 이러면서 같이 운전  잡고 (호흡하는 소리를 내면서) 흐윽흑 

막 호흡을 하고.... (case 3)  

(큰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같이 출산하는 거니깐. 우리 한꺼번의 애기잖아요. 

그러니깐 내가 아픈 거 모든 걸 다 남편에게 다 하게끔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남편이 다리 주물러 주게끔... 확실하게. 이런 거 동참하게끔 했어

요.(case 4)

진짜 신랑은 몰라요. 그래도 (다른 가족) 여러 사람 있는 것 보다 남편 혼자 

있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 혼

자 안아프구... 혼자 되게 아팠을 때... 없어도 실은 잘 겪었을 거 같긴 한데 

(남편이) 있었으니깐 훨씬 더 (좋았어요). ... 신랑 잠도 못자고 계속 마사지 

해주고 다리 주무르고... 저녁 내내 그러면서... (case 4)

나름 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 저는 계속 (남편이) 있어 가지고... 

의지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온다 막 이럴 때, 만약에 이 사람

이 없었으면은 막 몰려오는 느낌, 고통이 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두려

웠는데, 그걸 같이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

았던 것 같은데... 온다 했을 때, 와~ 그러면서 자기도 긴장해서 이렇게 있잖

아요. 그래서 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더 좋았는데... (중략) 같이 그 고통을... 

옆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의 현장을 같이 지

켜줌으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위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

도... 막 ***(조산사이름) 이나 딴 분들이 계셨어도 남편만큼 위안은 안됐어

요. ... 정신적인 도움은 남편이었지만...(case 7)

사지가 떨리고 결코 포기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시간에 

남편이 없었다면 아마 난 견디지 못했을꺼란 생각이 든다. 남편을 붙잡고 진통

과 함께 힘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호흡과 시간은 내가 숨쉬고 시계가 



- 160 -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편에 의해 흐르고 있었다. (출산기 7)

남편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없었다면 뭐가 문제라고 딱 집지

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있어야 할 존재라고 봐요.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

터도 항상 같이 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꼭 뭐를 해 주어서라기 보다는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고 지지가 되고, 육체적 힘을 써서 꼭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밥상을 차려줘서 좋아 그런게 아니라 엄마의 존재가 있

음 만으로 위안이 되듯이 남편도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인 것 같아요. .... 남

편은 같이 출산을 하는거니까 동반자, 함께 가는 사람이니까 짜잘하게 도움을 

받았어 뭐 이런거 보다는, 꼭 있어야 되는 동반자고 함께 가는 사람이니까, 

뭐 때문에 못해 뭐 그런거는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없어도 돼 뭐그런거는 생

각도 안 했어요.(cas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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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7  주제 7. 주요 참여자로서 의료인(조산사/간호사)

1.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해 준다는 그런 느낌” (관심을 집중하여 

모든 것을 함께 하다.)

참여자가 느낀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참여자의 출산을 진심으로 함께 하면

서 참여자에게 관심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신체적 그리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참여자들은 이들 의료인이 단지 함께 있

다는 사실 자체에 많은 위안을 받았으며, 자신에게 의료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지와 축복의 분위기 안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던 돌

봄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진술들은 의료인에 대한 산부의 요구에서 첫 번째가 출

산하는 산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혼자가 아니라 의료인과 함께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며 아기를 낳기를 강

하게 원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체험들은 참여자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하 다. 

아이를 받아 준 분들도 고맙고 도움이 많이 되었고... 참 좋았던 것이 뭐냐

면...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친절... 친절이라기 보다는 그 부분을, 애 낳고 그 

과정을... 지지하고 .. 또 함께 해준다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너무 많이 힘이 되

었어요. 그냥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 그때 ***(간호사 이름)도 저랑 같이 

호흡하고 막 그랬잖아요? ...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마웠더랬더요. ... 나에게 

많은 분들이 집중이 되니까 그게 좋더라구요. 마치 제품을 생산하듯이 ... 산부

인과에서는.. 쭉 있고 한사람씩 때 되면 나오고 그러는게 아니라 한 두 사람

씩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주고 지원하고 정말 축복하는 분위기 있죠. (case 

1)

***(조산사 이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9시 반쯤인가, 8시 반쯤인가, 저녁

을 먹고 있는데,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어떠냐고... 그래서 진통은 오는데 규칙적

이지 않고... 이렇게 온다고 그랬더니, 아~ 오늘 저녁에 오겠네(웃으시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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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면서... 나중에 아프면 오라고... 전화를 끊고...(case 5)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좀 더 

안심이 되는 거, 그런 것은 남편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있

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쪽면, 뭐라 그러지... 전문가의 어떤 도움 쪽으로는 

안심이 됐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내가 어떻게 되도 그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case 7)

낳을 때도 그렇고 낳고 나서도 그렇고 나는 존중을 받은 거 같고 ... 관심을 나

를 위해서 주고, 관심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은 것 같고.(case 2)

2. “다 믿는게 자연분만이잖아요.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줘요.” (같은 마음으

로 출산을 믿다.)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믿

음이 매우 확고함을 느낀다. 또한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들이 참여자의 자기 

주도적 출산을 확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 참여자들도 자

신의 출산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조산사와 간호사의 믿음에 동조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조산사

와 간호사들이 자신의 출산을 함께 한다고 느꼈다.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잘 받아 

보겠다는 마음, 진심으로 산부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려는 태도, 그 상황에 푹 

빠져 무조건 베풀고자하는 태도에서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가 ‘엄마’와 다름

이 없으며, ‘나와 함께 내 아이를 낳는다’ 라고 표현했다. 

***(조산사 이름)이 항상... 아이를 믿고, 태아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조산사 이름)이 그러시더라구요, 몸이 시키는 로 하라

고... (case 5) 

예정일 지난 것도 문제였는데, ... ***(조산사 이름)은 42주까지 무조건 기다

리자고 하셨고...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아기가 안돌면 수술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기(조산원) 와서 그렇게 결론을 내



- 163 -

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구요. 그전에는 수술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

웠으니까...(case 5)

저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구요, ***(조산사 이름)이 ... 모유수유에 한 부분이

라든가... 너무나 확고하시고 출산에 한 부분도 너무나 확고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가더라구요. 그 모습을 보는 나도 안심이 되는... *** (조산사 이름)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도 전달이 

되고... (case 1)

아... 거기(조산원)는 다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모든 여자들이 낳는 거

니깐. (나도 여자이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랬죠. (중략) 조산원은 (수

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조산원 선생님들이 다 믿는 게 자연분만이잖

아요. 그렇게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믿게끔 만들어줘요. 아무리 진통이 어

렵더라도 나올 때 되면 나온다,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깐... 참자, 이 생각

이... 아무리 길어도. ... 그게(자연적인 출산이) 가능했던 이유가 내 의지 보다

는 조산원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거기(병원) 갔으면 

180°달라지지 않았을까... (case 4)

조산원 쪽은 ... 애기 낳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상태로 가면 마지막엔 어

떨꺼 같다... 이렇게 다 말해줄 것 같아요. (중략) 조산원은 산모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할 것이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심

해져서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다시 바꾸면 나한테 더 좋게 출산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case 4)

내 마음과 똑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받아 주시는 분들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

음으로 아이를 받아 준다는 것을 느꼈고 그 마음만으로도 뭐 더 이상의 마사

지나, 다른 뭘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 다 똑같다는 마음 있지요. 정상적으로 아이가 잘 나오기를 바라

고... 산모도 건강하게 잘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하는 마음 있지요.. 그게 내 

마음과 똑 같다는 마음이 들고, 거기 계시는 분들 모두다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을 내서 하게 되고 편안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중략) 그래서.. 전화하게 

되고.. 백일 되면 찾아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고...(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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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 푹 빠져드는 것, 어떻게 하든 이 산모를 배려하고 도와야지 하는 

그런 태도인데 ... 조산사들이 도움보다는 그 상황에서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느낌이고, 도움의 어떤 것 보다는 나와 함께 내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기분이

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뭐하면서 나보다 위에 있다는 위치가 딱 

정해져서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하나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그냥 불안한 거에요. 남편이 나가는 건 불안 안했

는데, 누가 한사람 나가면 불안하고 쳇바퀴가 막 안 돌아 가는 그런 느낌. 손

님 왔어요 뭐 이러면 불안하고, 식사하고 하자 뭐 그러면, 뭐 밥을 먹고 해 

그냥 하지 뭐 그런 기분들이요... 남편, 산모, 선생님들, 아기 모두 다 상황에 

몰입하고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은 안되는 거에요. 다들 한 마음 한 몸으로 가는 

것이지요.(case 10)

제가 낳을 때 (조산사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3분이 있었는데... 양수가 

터졌을 때 ***(조산사 이름) 선생님은 다 그걸 뒤집어 썼는데도 ... 너무 좋아 

하는 분위기 있지요. ... 막 감사하더라구요. 그런 것에서... 어떻게든 잘 받아 

보겠다는 그런 마음, 분위기가 많이 힘이 되었고...(case 1)

3. “모든 정성을 쏟아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 (내 몸 같이 

정성으로 돌보다.)

이처럼 자기 주도적 출산을 위해 참여자들과 남편, 조산사/간호사 등 출산

에 참여하 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한 가지 믿음으로 그 상황

에 푹 빠져서 출산을 기다리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하는 여성은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을 통해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있

으며, 이들이 자신과 ‘함께’ 아기를 낳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느낌들은 산

부가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심리적으로 안심하도

록 이끌어 주었다. 

그 때 *** 선생님(조산사)이 왜 친정 엄마처럼 기억에 남는지요? 그 때 너무

너무 가슴깊이 감사해가지고요.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안아주시고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막 가슴이 저리도록 고맙고.. 그랬었어요.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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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조산사) 손을 잡는거에요. 막 실오라기 잡는 기분으로 ***(조산사)

이 구세주라고 밖에 안 느껴지고.... 막 선생님들이 진짜 딸같이 해 주었어요. 

막 이마 딲아주고 불어 주고 얼음으로 문질러주고 진짜 엄마가 따로 없다. 이

런 생각이 들고... 남편도 그런 생각이 났 요. ...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엄청... 여기는 직업적인 냄새가 안나요. 상 가 이만큼 되면 이만큼 

느껴지는데 여기는 전혀 안느껴지고. 그리고 그 전에 산모들이 ***(조산사)께 

감사드려요 뭐 그러면 뭐 그렇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어요. 물론 도

와주면 고맙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정말 부모도 이

렇게는 안 해 줄 것 같아요. 뭐 닦아 주고 이런 것도 후후 하면서 불어 주고 

얼음까지 다 주고, 진짜 정말 모든 정성을 쏟아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 밑바탕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 푹 빠져서 무조건적으로 배풀어 주

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측은지심이 아니라면 못 해 줄 것이라고 

봐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내게 돌봄을 준다고 해 보세요. 그 상황에 빠지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산원 식구들을 못 잊고, 친정엄마보

다 더 감사하다고 했나 봐요. 간호사 선생님이 물 가져다주고, 뭐 그런 나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다 엄마 아니면 못해요. (case 10)

4. “엄청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 많이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는 격려

를 하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가 옆에서 자신의 진행 상태에 

대해 계속 알려주면서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것에 의해 더욱 더 자신이 고무되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격려를 받으면 자신감이 더 생기면서 더 열심히 출산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정

보가 참여자들에게는 위안이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이 되어주었다. 이상의 경험들로 인해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가 좋은 안내자

이고 조력자라고 말했다.

양막이 두갠데 한 개만 터진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꼭 나와야 되는 것

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조산사 이름)께서 그러셨어요. 



- 166 -

자궁문이 벌어지면서 태반이 떨어지면, 출혈이 있으면 그때 병원에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어보자... 2㎝정도 벌어졌을 때 내진해 보면 

태반이 만져지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다려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자하고... 워낙 잘한다, 칭찬 계속 

해 주시잖아요. (case 5)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요, 주변에서. ... (아기) 머리가 

나왔어요 하는 뭐 그런 이야기, ... 중간 중간 해 주는 이야기들이 아 나오는구

나, 낳을 수 있구나, 그런게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중략) (아기) 머리카락 길다고 (아기머리 많이 보일 때) 머리카락 세워주고 

... 그래서 (고개 움직여서) 그걸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다 나오나보다. 이제 됐나보다...(case  1)

남편은 무작정 그냥 잘 모르면서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 주는 것이지만, ***

(조산사 이름)이, 뭔가 아시는 분이 잘 한다, 잘 한다 하면 괜히 잘되고 있나

봐, 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심이 되더라구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수축이 

더 잘되는 거 같고... 아, 잘 되고 있네 그러면 더 잘 되는거 같고... (중략) 막 

그런 격려를 받으니까... 참 좋더라구요. 그게 더 격려가 되면서 더 잘 힘을 주

게 되더라구요. 자심감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략) 근데 여기서... 

(병원에서는) 격려는 커녕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조산원)는 ... 의료인

이, 뭔가를 아는 듯한 의료인이 와서 격려를 해 주니까 더. 여기(병원)서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 그냥 잘하라고 해주는 소리겠지 하면

서 뭔가 아쉽겠지만 여기서(조산원)는 아니잖아요...(중략) 계속 나를 봐주시

잖아요. 계속 격려 해 주고... 이때 힘주세요, 지금 힘주세요. 힘 줄때 하나 둘 

셋 , 뭐 남편도 같이 해 주기는 했지만 같이 세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좋았고. ... 조산원에서 한 것이 다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case 2)

그 조산원에서 (진통하는 동안 밤을)새니깐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거

기 조산원 *** (조산사)이랑 간호사 분이랑 엄청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게 너무 컸어요. 병원에선 그런 일 없었을텐데... 옆에서 와

서 잘한다고 계속 다독거려주고 허리 주물러주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신랑보다 더 좋더라구요. (중략) (조산원에서) 같이 하고... 잘한다 그러고... 

맨날... 보인다 그러는데... 한번만 더 (힘을) 주면 보인다 그러고..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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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주기 해도 더 좋다 그러구... 막...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case 4)

신랑은 배웠어도 어떻게 힘줘 잘 못하잖아요, 당연히. *** 같은 경우에는 ... 

어떤 때 호흡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 해주시니까... 그건 구체적인 도움이

예요. ...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구요. ... 아기 낳을 때...지켜봐 주는 것도 

그렇고 ... 호흡법 그런 걸 얘기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라하라 했던 것, 지식을 

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는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는 도움이니

까... 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그런 면에서...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나

오는 여러 가지... 그 때 힘을 빼라고 막 그러셨는데... 설명을 또 다시 해주시

더라구요. 어느 때 호흡을 이렇게 하라...(case 7)

힘주기를 할 때 잘하면 잘 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 해 주었고... 힘빼기를 하

면 또 잘한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요. 너무나도 고맙고 힘이 되었어요. ... 

이런 경험을 통해 조산사가 “좋은 안내자” 이고 “조력자” 라는 느낌을 받

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이 출산을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조산사가 도움을 주었고, 이론

하고 실재적으로 내게서 진행되는 출산은 너무 달라서, 정말 불안하였는데 

***(조산사)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불안이 완화되고 마음에 위안을 받았

어요.(case 11)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로부터 받은 지지와 도움에 대해 자신의 인생

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가치를 부여하 다. 

주인공은 나와 아기와 남편일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만 나오는 영화나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속의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조산원과 ***(조산사 이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시라는 생각이 든

다. 이 후에 녀석이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어’ 하고 묻는다면 네가 그 큰

머리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마취된 사이 칼로 배 째서 낳았어가 아닌 엄마가 

배 아파할 때 네가 나올 수 있도록 **** 조산원 선생님들이 도와 주셔서 네가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알아듣지 못해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해 줄 

꺼다. (출산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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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8  주제 8.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 모성 

1. “아~ 내가 낳았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의 생

과 함께 시작하다.)

아기와 첫 만남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와 다르게 진행된다. 힘든 산고를 이겨

내고 자신을 조절하면서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아기를 출산한 산부는 가장 먼저 아기

와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아기맞이의 원칙은 르봐이예가 권유한 출산 환경을 

유지하면서 엄마와 아기의 피부 접촉을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산원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는 산부와 아기에게 자극이 최소한으

로 제한된 출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최대한 제거한다. 인

위적으로 아기를 울리거나 자극을 주지 않는다. 또한 엄마와 아기의 직접적인 피부접촉

을 위해 탯줄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 직후의 아기를 엄마 가슴 위에 올려놓아 엄

마의 심장소리를 듣게 한다. 탯줄의 절단은 탯줄에서 느껴지는 맥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기의 아버지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신의 맨 가슴에 아기를 안은 참여자와 그 남편은 아기에게 엄마와 아빠의 목소

리로 환 의 인사와 아기에 대한 기도 등을 들려주면서 아기와의 만남을 즐기게 된다. 

이 때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겨 엄마의 심장소리와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출

생 직후이지만 울음을 거의 멈추고 안정을 찾으면서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는 반응을 

보 다. 

아기와의 첫 만남에서 참여자들은 먼저 아기가 잘 나와 준 것에 대해 기특함을 

느꼈고, 생명의 신비함과 함께 아기의 모습에 감동하 다. 특히 아기가 울음을 멈추면

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는 반응에 대해 신기해하 고, 이러한 아기와의 눈맞춤에서 

대다수의 여성과 그 남편은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데, 참여자 6은 이 순간에 아기와 마음

이 통하는 교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처음엔 안았을 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아기 태명)아 그렇게 말해 주었

어요. 사랑한다 뭐 그런이야기... (중략) 아기가 10배 더 엄마보다 힘들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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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 좁은 길을 나왔으니, 얼마나 기특해요... 정말 기특해요. (case 1)

신기하죠. 근데 저는 얼떨떨해서 잘 못 봤어요, 아기 나오는 장면을...  근데 

엄마랑 신랑이 봤는데 쏙 나왔는데 물 속에서.. 눈을 이렇게 딱 뜨고 .. 손을 

헤비적 헤비적 하면서 있었 요. 근데 물 속에서 혼자 그렇게 놀면서 있는게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널부러져 있느라고...  

그걸 제 로 못 봤거든요. ...  아기 가슴에 안았을 때 노래 불러주고.. 먼저 아

빠가 기도해 주고,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그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 왜 태교 시간에 아기한테 주는 메시지 신 저희가 준비 했던 

거, ... 원래 저희가 불러준다고 했던 노래 그거 불러주고... 처음에는 아이가 

울지 않았는데 노래 중반 정도 되니까 (아기 우는 소리 흉내 내면서)앙~앙~ 

이러면서 찡얼 었어요. ...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 노래만 잘 불러주고... 

(case 2)

애가 딱 건지자마자 울지도 않고 눈을 빠끔히 뜨면서 주위를 살피는 거야. 그

래가지고 어~ 빨리 젖 물려야 될 거 같더라구요. ... 그래서 나중에 젖을 물렸

는데 애가 막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데요. (case 7)

아이한테도 좋구요, 우리 살던 곳에서 니가 나왔다.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 아이가 거의 스트레스 없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처음 받아봤잖아요. 저

는... 아기를 딱 낳고, 울고 있는데, ** 선생님께서 제 가슴에 올리셨거든요. 아

기한테 말을 시키니까 그쳐요. 그리고 쳐다보고... 그런 게,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case 9)

아기는 나온 직 후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 품에 안았을 때는 울음을 그치고 

쌔근쌔근 숨을 쉬면서 한 눈만 뜨고 쳐다보더라구요. (case 11)

저는 ...굉장히 아기하고 통하는... 영적인 거라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있었어

요. 아기 딱 태어나서... 교류도 있었던 것 같구요. 아기랑 눈 마주쳐서 제 노래

를... 두 번 들을 때, 두 번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기 계속 눈을 보니깐 뭔

가... 엄마 나한테 얘기를 더 해주세요... 이러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래도 두 번 부른 것이거든요. 아기를 안았을 때... 그리고 태어나자 마자도 

별로 안울었어요. ...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아기가 어떻게 우릴 부를까... 궁금

했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더... 환상적으로 봐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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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감사드려요. ... 뭐라 그럴까... 두렵기까지 하고... 잘해야겠다, 앞으로... 신비

해요... 아기한테 감사하고... 아기한테 그런 의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죠. ... 아기가 눈망울 총총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때 저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구나...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고... 글쎄요... 저

에 해서 별로 생각을 안했어요. (case 6)

아기와 처음 만나는 이 순간은 아기를 낳은 산부에게 복잡하고도 많은 생각과 느

낌이 교차하는 시간이며, 임신 10개월과 진통이 시작된 이후 아기를 낳는 순간까지의 

경험을 모두 되새기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임신 기간 동안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은 참여자들이 

출산 교육을 받으면서 참여하 던 아기 메시지 전달시간에도 있었다. 출산 교육 중 아

기 메시지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임산부들은 종종 울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아마도 

임신과 관련된 많은 심리 정서적 경험들이 내재화되면서 감정을 정화시키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이와 비슷하게 참여자들은 임신 동안에 자신이 아기를 낳는 상황을 상상

하면서 생각하거나, 다른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경

험을 하 다고 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아기를 낳자마자 가슴에 안았을 때 자신과 아기 외에는 아무

것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울기도 했다. 그 오랜 진통 과정과 고통을 이겨내

고 만난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연구자

가 참여 관찰하는 동안 갓 태어나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눈물

을 흘리면서 아기를 보는 산모는 단지 여성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진 어머니로서 완

성된 모습으로 보 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울음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면서 의식

이 뚜렷해짐을 느꼈다고 했다. 

출산 직후 아기와의 첫 만남은 모아애착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기의 모습을 확인

하고 피부접촉을 한 후, 모유를 빨리는 행위들은 모아애착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러한 모습들은 참여자들이 모유수유를 시행하고 산후조리보다는 아기 돌보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아기와 함께 하는 모습들에서 관찰되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 낳는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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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낳는 장면 거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 내가 아기 낳는

거 본다고 했지만 ... 눈물나고 막 그래서 못 볼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

어요, 근데 아기 낳으니까 좋기는 한데 왜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오는거야. 좋

기는 한데 눈물이 의외로 안 나오는 거에요. 조산원에서 교육할 때 다른 사람 

비디오 보여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울었었어요.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우

리 아기 낳을 때도 울거야...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나왔었어요. (case 2) 

아이가 탁 터져 나오는데 그 싸늘했던 감정이 막 오만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엉

엉 울었어요. 애기처럼... 모두 다 막 우는데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서 우는, 너

무 철딱서니 없이 우는 누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으허허헉 하면서 그냥 

내 감정을 최 한 드러내면서 실컷 우는 그런 울음을 울었어요. 남편도 울고, 

선생님들도 모두 울고... 아주 편안하게 내 감정을 모처럼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다시 정신이 들고... 정말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났을 

때 울었던 울음으로, 정말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울은 것은 정말 이때가 처

음이었어요. 뭔가 울어도 분해서 울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우는 것은 처음이

에요. (case 10)

(출산 교육 시간에) 아기 메시지를 줄 때 눈물이 많이 나고 감정이 벅차서 실

제로 아기를 낳으면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면

서 또렷해지고, 눈물이 안 났어요.(case 11)

아기가... 아기 낳은 지 30분도 안되서 젖 빨고 그러는거 보니까.. 첫애 때는 

빨린다는 생각도 못하고 젖병 물려주고, 옆에 있긴 했지만... 첫애 때도 계속 

같이 있었지만, 첫애 보다 훨씬 더 접한 느낌도 들고, 애기 한번 낳아봐서 

그런 진 몰라도 더 귀엽다는 느낌도 들고 또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예쁘

고.. 딸이어서 서운한 감은 하나도 안 들고 애기 아빠도 되게 좋아하구.. 

(case 8)

비록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아기와의 첫 만남을 통해 참여

자들은 아기를 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출산이 순조롭게 종료된 것에 대해 감사하거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하 다.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좀 더 잘하지 못한 것을 아

쉬워하거나, 임신 동안의 많은 고비들을 넘기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자신이 노력하여서 ‘내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하고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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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자신의 가슴에 안긴 아기는 최선을 다했던 참여자 자신의 고통과 노력의 댓

가 다. 이렇게 출산하기 위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을 참여자들은 

내면화시켰고 이로 인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 보다는 ‘가슴 벅찬 

감동이라는 감정’이 절대적인 이 상황에서의 느낌과 감정을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단어

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 고 결국 진술하지 못했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오래도록 자신에게 남을 것이라고 했

다. 참여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주도적으로 출산을 하 듯이, 앞으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자신감으로 남게 된 것이다.

태어나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구요. ... 어떻게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을

까... 손가락 발가락 꼬물꼬물하고 신기하고..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고...  어떻

게 저런 생명체가 내 배 안에 있었을까...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만나고 그게 

자라고 .. 어떻게 이렇게 될까...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신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좀더 잘할 걸 싶더라구요. 뱃 속에 있을 때 좀더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잘할껄...(case 1)

(아기에게) 노래하면서 감사하다. 무사히 잘 나왔구나 우리 아이가, 자 이제는 

끝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case 2)

아이 낳고 나서 살았다 생각나고 이제 낳았다, 성공했다 뭐 그런 맘이 아기 

안고 들었고 몇 마디 해 주고 살았다 뭐 그런거 ... 그런데 마지막 고생하고 

나서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아기 보면서 다른 것은 정신없고 그냥 아기 메

시지 드문드문 생각나는 로 이야기 해 주고...(case 10)

처음에 아기 딱 낳고 안는 순간 기분이 막... 너무 뭉클하더라구요. 아~ 내가 

낳았구나. ... 그때 아기 딱 낳고 나니까 더 정신도 들더라구요. 어~ 이렇게 해

야지, 그래서 말씀드린 로 건져야지, ... 건져 가지고 품에 안는데 감동의 물

결이... (중략) 이 아이를 볼려고... 기분 정말 좋았지요. ... 생각이 없고 그냥 

가슴이 벅차 오르는 느낌... ... 이상해. 딴 때는 남의 아기 낳을 때에는 울었거

든요, 둘 다... 근데 신랑도 안운거예요. 신랑이 울음이 되게 많거든요. ...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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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막 이랬거든요. 눈물도 많은데... 너무 막 가슴이 벅차 오르는데 눈물은 안

나더라구요. 그게 이상하더라구요. 둘 다 눈물은 안흘리고... 처음에 아기 딱 

낳고 안는 순간 기분이 막... 너무 뭉클하더라구요. 아~ 내가 낳았구나. (중략)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결과구만. 이 아이를 볼려고... 기분 정말 

좋았지요.(case 7)

애 아빠가 뒤에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웃으심) 안아가지고, 약간 미끈덕

거리잖아요. 안아가지고... 그 순간, 오래 기억에 남을 꺼 같아요. ... 연상을, 상

상을 할 때, 애를 낳아서 내가 안을 때 난 울꺼라고... 참 많은, 나름 로 고비

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임신 초에도, 한 16주 때도 출혈이 있고 그랬었거

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과정에서도 초음파에서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 가

지고 정  초음파까지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애를 안으면 울꺼라고 

생각을... 실제 부부 교실 할 때, 그 인형을 안았을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

라구요. 그래서 울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물에서 꺼내서 안았을 때) 

눈물이 안나는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나도 최선을 다했다. 

너도 힘들었지만, 엄마도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정말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만

난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은 안나고, 되게... 되게... 성취감과 이런 자신

감과... 막 이런 게 뿌듯하게 막 려왔었어요. (case 5)

그렇게 힘들고 지쳤던 정신이 한 순간에 맑아지는 듯 했다. 옆에서 곤히 누워

자는 아기를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출산기 7)

2. “아기를 낳는 사람은 난데 굳이 거기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난 이

렇게 낳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보통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잖아요.” (무

지와 편견을 깨고 용기 있게 실천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임산부들의 출산 문

화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을 위해 자신에게 어

떻게 출산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

위기를 무조건적인 병원 선호라고 보았다. 자신이 아기를 낳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거나, 아무 의심 없이 병원을 신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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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에서의 출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병원으로 가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거나, 어느 병원에서 출산하 는지가 마치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 

같이 특정 병원을 선호하는 등 오늘날 출산 실태를 참여자들은 ‘문화가 없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표현하 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무조건적 병원 선호는 출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사결정 

없이 출산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병원에 맡기는 것이므로 결국 ‘삶의 주체이기를 포기하

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본

인의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출산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며, 

삶의 주체가 자신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애(참여자의 아기)를 키울 때, 처녀 때 옆에서 키운 아기엄마 생각이 자꾸 나

는 거예요. 애(참여자의 아기)는 이렇게 또릿또릿한데, 애(참여자의 아기)는 

이렇게 지금 3개월 때 뭘 하는데 그 아기는 안했어요. 제가 걔를 거진 이렇게 

봐주다시피 했는데, 목욕도 같이 해주고 맨날... 분유 먹였는데... 젖몸살이고 

뭐고... 두 엄마가 있었는데... 분유 먹이고, 전혀 아기 교육도 신경도 안 쓴거 

같고, 출산이나 그거에 해서... 그냥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냥 낳은 거 같아요. 그리고 병원도 그냥 가까운데서 낳은 것 같고, 아무런 계획

도 없는 것 같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줄 알고... 

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 했어요, 수술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수술 맞춰가

지고 아기 낳으러 가더라구요. (case 6)

병원이니깐 의료진도 있고, 옆에서 바로바로 봐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하는 거 

같아요. ... 부분 그냥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병원을. ... 그냥 믿을 수 있게

끔 만드나봐요, 사람들을... 그래도 병원이니깐. (case 4)

왜... 뭘 주사를 맞는지도 모르고 병원 가서... 무조건 병원이면 선호하는 거 있

잖아요. 그냥 막 믿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아무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 시누

이가 전화 해가지고 왜 병원안가냐고...(웃으심) 아까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괜찮으셨어요, 의식이 있으시다는 분이 와서도 왜 병원안가냐고...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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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여성전문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가 **시에 있는... 다 거기서 

낳으려고 그런다네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서 낳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런

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한거예요. ... 거기(여성전문병원)서 낳

아야 되는게 무슨 지위상승세 라니... 엄마들이 그렇게 안다네요? 또 그런 생

각을 한다네요? 난 그 말이 더 웃겼어요. 지위상승을 느끼려고 한다느

니...(case 6) 

자기가 낳는 건데 병원에서 자기를 환자 취급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병원 의사가 시키는 로 하잖아요. 엄마들이... 정말, 한번이라도 아기를 낳으려

고 한다면 젖이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텐데... 젖에 

해서도 사람들이 미리 알아보고 한 것도 없는거 같아요... 아직 안 된다는거

죠. 출산이라는 것에 해서 이게 당연한 것에 한 의문이 아예 없고, 병원에 

꼭 가야한다는 동기가 있어서 가는게 아니라 그냥... 늘상 가던거니까 간다 그

런 의미인거잖아요. 자기 출산에 해서 생각을 안 해 본다...(case 6)

지금 사람들은 출산 할 때 병원을 너무 의례히, 당연하게 선택하고 병원에 가

면 필요 이상의 약물이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꼭 저렇게 까지 해

야 되나 생각하였어요. ...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너무 쉽게 , 당연히 병원이 더 

좋다, 좋은 병원 일수록 좋은 거 아니냐, ... 지금의 병원 분만이 물론 선택해

서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부분의 사람들은 분위기상 가는 것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 선택이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

니까 삶의 주체이기를 포기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어

찌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case 11)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면서 여성의 출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었는

지를 알게 된다.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출산에 대한 고정관념만을 이야

기할 뿐, 출산에 대해 올바르게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자신의 출

산을 재대로 준비하지 않는 여성들을 통해 무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

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출산을 자신의 문제로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무지와 고정관념’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자신을 깨우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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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좀만 더 알아보고 좀 만 더 공부하면 아기에게 

배려 할 자연 분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어요. 제 동료 교사 중에 여기

(조산원)에 내진 받는 진료를 안 받아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회음부가 

덧나고 해서 고생을 했나봐요. 산욕열 걸리고, (중략)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만 

더 부지런을 떨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했을까 싶고...(case 10)

아기가 나오는 거는 병원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나오긴 나오는 건데 어떻

게 나오는 건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출산에 해서는... 그리고 그냥... 부

분... 고무신 거꾸로 보고... 머... 들어간다... 그런 얘기만 듣지, 한번도 없었어

요. 다른 사람 얘기도 보면... 병원 가서... 다 험한 무지예요. 주변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나, 이번 제가 조산원 간다고 하면서 더 느낀 것은 정말 

무지하다는 것. (case 6) 

(병원에) 가서 당연히 주사를 꼽잖아요. 그러니깐... 사람들이 가서 뭔지도 모

르고 맞는다고요, 촉진제를... 경험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저보다 모르시더

라구요.(웃으심) 저보고 왜 촉진제 맞으라고 하셨냐고... 그리고 그 분, 가서 

저 이렇게 진통하는데 촉진제 맞으라고... 사모님도 그러셨데요. 제 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틀린 것 같애.  (case 6)

인권분만, 행복한 출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미리 우리가 알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전

파력이 크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메스컴에서 바르게 보도가 되어야 하

는데, 이것이 한때의 몰아치는 유행이 아니라 바른 보도로 정보를 바르게 주

어서 선택의 폭을 넓게 해야 하고, 선택의 폭은 넓은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런 선입견에 빠져있는 거에요. 그런 것에 일조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체조

하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 말하길 남편이 세뇌 받지마라 이렇게 까지 한 요. 

체조교실에서 체험담 듣고 가서 이야기 하면 “야야, 세뇌를 당해서... ” 막 

그랬고, 그래서 부부교실만 좀 듣자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체조 교실에서 사

람들이 다 오니까 한번만 참석하자 하고 왔더니 “나만 바보구나, 내가 몰라

서 바보가 되었구나” 하면서 “역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나를 바보로 만드

는구나” 하면서 모르는게 가장 문제라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하면서, 자기

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모르는 것을 고집하고 그걸 진리인양 하

는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어리석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산모보다 남편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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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출산을 찬성하게 되었지요. ... 이것도 깨닳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요. (case10)

그런 것도 아기를 낳는 사람은 난데 막 굳이 거기 맞춰서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맞출 필요 없이 난 이렇게 낳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니죠. 분위기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그게 아니야. 그게 깨어져야 될 

거 같아요. (case 7)

참여자들이 출산에 대한 무지와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출산 

방법을 나름대로 선택한 것이 자기 주도적 출산이었다. 이 방법으로 출산한 참여

자들은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경험하고 있고 출산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산을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병원에서 별 다른 얘기 없으면 집에서 낳아도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

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데요. 임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 낳을 때 병원 

가는 분도 계시데요. (case 9)

다들 그러시잖아요. 의료.. 병이다... 임신, 출산을 병으로 생각을 하셔서 병원

으로 옮겨간다. 물론 아기의 상황이 안 좋다거나, 힘들다거나, 어렵게 아기

를... 의료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굳이 병원을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중략) 굳이 병원을 열심히 다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의료진들이 저를 어떤, 걱정이나... 저를 기본으로 해서 배려를 

해 준다거나 지지를 해 준다거나 믿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의료행

위 하나로 봐 주고 다음에 언제 오세요, 그게 다예요. (case 3)

 

무지와 편견을 깨었다는 생각은 참여자들이 조산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출산하 음을 가족과 친척, 주변인들에게 알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더 강

해졌다. 즉 참여자들은 주변에서 보이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가진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되며, 자신의 출산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출산에 대한 사

회적 고정관념을 다시 보도록 메시지를 주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지대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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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맞는 출

산 방법을 찾아 자연스럽게 출산하도록 권유하게 된다. 결국 참여자들은 사회적으

로 주변사람들에게 출산 방법을 달리 생각하라고 정보를 주는 정보제공자가 되었

고, 변화를 유도하는 변화 촉진자가 되었으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는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즉 출산과 관련된 문화를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병원어디니? 조산원이야. 그럼 다들 놀래. 단하다. 그러더라구요. 위험한 상

황 없냐구 그러더라구요.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순산하던데 뭐. ... 

조산원에서... 사람들한테 제가 아기 낳다고 하니깐 문병 온다고 하는데, 어디

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조산원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구요.

(웃으심) 실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았어? 친구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 내가 수중분만을 하고, 회음부 절개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문제

가 아니라 조산원에 가서 낳았다는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case 7) 

(제가 출산)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 용감하다고, 독하다고... 어떻게 

그런데 가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였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

을 보면 이런 생각을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사람들, 임신한 사

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여기서 낳았는데 이러이러한 면에서 참 좋더

라.(case 1)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전화 왔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낳았냐고.. 하여간 특이하

다고. (우리가 특이한 것은)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 병원에서 낳지 않는다

고 하니까. 회사에선 그런 예가 없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특이하게 제왕

절개율이 높아요. (case 9)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특이하게 보지만 차츰 내 출산에 이것 저것, 여기 위

치가 어디고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하였고, 내 출산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중략) 출산은 겪어내는 과정이며 약물이나 회음 절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지금(임신 중에)은 집에서나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지만 정말은 그렇게 못 할거다라든지, 진짜 그렇게 낳나 한번 보

자 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는 과정이 된 것이지요.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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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가 남한테 권유한다는 것도 기본... 보통의 고정적인 관념을 깨는 거 잖아요. 

(중략) 깨야되는데, 내가 그냥 해보지도 않고 남을 그냥 깬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뭐... 해봐... 이런 얘기도 안했었는데, 내가 딱 낳고 나니깐, 거

의 성공했다고 봐야되죠. 그러니까... 막 권하고 싶은 거 있죠. 사람들한테... 적

극적으로 하여튼 권하고 싶어요. (case 7)

어떻게 알고 왔냐고, **(지역이름)까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구요. 내가 

일부러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원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러이러해

서 좋다, 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더라구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만약에 아기 

낳게 되면 여기서 낳아라 막 그랬거든요. 동생도 왔는데도 내가 막 적극적으

로 권했어요. 아기 낳으면 좋다고... (case 7)

남편이 끌고 가서 권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남편 잘 만나서 체조도 하는 

줄 알아라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의식이 앞서가는 사람이라서 저에게 

권해주는 것, 어찌 보면 너무 앞서가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부분의 남편들

이 조산원을 반 하고 이런 문화가 수용이 안 되지만 남편은 그런 출산 문화

를 권장하고, 이런 문화다, 학교 문화가 바뀌듯이 교육 문화가 달라지듯이 출

산 문화도 변화되어야하니까 우리가 그 변화에 보탬은 못 되어도 우리가 함께 

참여자는 되어야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출산을 권장하였어요. (중략)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다, 이것도 문화다, 출산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 문화개혁

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고...(case 10)

3. “의지를 세워 출산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져야 하고...” (스스로를 

믿고 의지 세우다.)

보다 근원적인 출산의 의미는 자신을 다시 보면서 삶의 주체로 자신을 믿

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자

신을 먼저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출산

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세울 수 없으며 자신의 출산에 대해 자신감도 가

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고 경험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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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스스로 의지를 세워 출산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

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 참여자들은 주변의 여성들이 의지가 약하거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 다. 결국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자신을 믿으며 스스로 의지를 

세워 강인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선택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었다.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 특히 체조를 다니면서도 선택 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못 벗어났고, 자기 최면을 못해서, ...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었고 ...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요. 본인이 여기서 경험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선택을 못 한 것은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요. 자신감이 없

는 것이지요. ... 차라리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무지 때문이지만, 자기 고정관

념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요. ... 그러니까 체조를 하고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믿어서 그

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자신도 못 믿고 자기가 본 세계도 못 믿는 것이고... 

(case 10)

내가 몸이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주체이므로 내가 선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 한 가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

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

나, 내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 물론 책임이 따르기는 하지요. 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책임은 져야지요. 저는 항

상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case 11)

첫 번째 하고 했던 걸(자신이 출산한 방법) 권해보려고 하다가... 아~ 이게 아

니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또 내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다...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 안하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안되겠구

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기를 그렇게 낳고자 하는 열망이나 열정도 없는 사

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줘봤자... 그리고 아기를 그런 식으로 낳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병원에는 시설 다 갖춰있고... 그리

고 아기를 어떻게 낳아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병원에 가서 아기

를 낳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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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제가 여기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 모유수유 그런거 당연히 하려구 

해 뭐 그런 이야기 하면, (한숨을 내쉬며) 하... 정말 개 이상하게 보고요, 

모유 수유 같은 경우는 아유, 말처럼 되나 보자 뭐 그러면서... 부분 너무나

도 쉽게 포기를 하니까... ... 의지들이 좀 약한거 같아요. 현 인들이 의지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것에서요. 육아방법도 그렇고 ... 의지를 

단호하게 딱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세

를 봐서, 분위기를 따라가서 다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해요. 종이 기저귀 쓰고 

그런 것도 ... 자기가 딱 이렇게 선택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아이

를 낳을 때도 자기가 선택하는게 아니라는 거에요. 선택이 아니라 의례히, 당

연히,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한번도 의지를 가

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case 11)

그래도 병원 갈 생각은 전혀, 절  안했어요. 저도 그랬고 ***(조산사 이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진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고 꼭 자연분만 해야겠다 

했고, 누군가에게 약속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지킬 수 있는 나 자신과

의 어떤 약속이고, 이걸 못하면 뭐도 나중에 어떤 것도 절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신 무장을 그렇게 안 했었다면 절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체조 같은 것은 정말 충 충 했지만, ... 정신적으로는 정말 철저

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병원 간다는 말은 서로에게 찬물 붓는 격이었고 그래

서 '꼭 자연 분만 한다' 뭐 그런거, 남편은 내가 그렇게 독할지 몰랐다 뭐 그

런 이야기 나중에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 (case 10)

나중에 둘째 낳아도 꼭 자연분만 해야지 수술이나 그런거 생각 안해요. 제왕절

개같은 거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물

론 그런 것도 오만한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의지를 세워 출산을 해야지 

병원은 아니라고 해요.(case 10)

이건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난 

잘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 자신감보다

는... 하여튼 두렵기는 하지만은 남들 다 해내고 예전 엄마들도 다 그렇게 했는

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그 다음에 ... 자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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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해서... 자신감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하여튼 자신감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case 7)

아이는.. 자기의 어떤 존재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엄마도 의지만 있으면 출산

이나 모유 수유 그런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의지가 80%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중략)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case 11)

출산은 아기와 엄마가 둘이 함께 하는 것 이라고 봐요. 처음에는 아기가 10배 

힘들다고 하지만 엄마도 그 만큼 정신적으로 단단해 져야 하고 애가 받쳐주지 

않으면, 심박동에 이상이 오거나 태변을 먹거나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니까 

호흡을 같이 해야 제가 아무리 깡으로 견디어 내도 아이가 심장이 이상하다

든지 태변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니까. 안그러면 

애기는 건강해도 산모가 정신적으로 그러면 안되는 것이니까 둘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봐요. 아기 스스로 돌고 나온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와 아기가 함

께 출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호흡이 안 맞으면 포기하고 병원에 가

야 되니까 둘이 함께 하는 것이 출산이고, 아기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단단하

고 강인해야 한다고 봐요.(case 10)

4. “내가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프라이드처럼...” (엄마로서 힘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출산과 관련된 자신의 무지를 해결하 고, 출산과 관련된 사회

적 고정관념에서 놓여나 의지를 세워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출산을 하 다. 참

여자들은 이렇게 자신에 의해 선택되고 시행된 출산을 통해 개인적으로 자신과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다. 자신도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

성임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출산을 경험하면서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던 몸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2박 3일이나 되는 긴 진통을 견디었고, 한계

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방법으로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한 자신에 대해 강인하고 대단하다는 자신과 타인의 평가를 부여하 고, 그것

이 자신에게는 ‘프라이드’가 됨을 체험하 다. 의사결정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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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선택이 올바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서 참여자들은 내 안에 

있던 나를 아직 모르다가 마침내 나를 찾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하여 여성은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을 재

발견하 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운 출산 방법일 뿐이었다. 즉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누구나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출산이라는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순산하던데 뭐. ... 저보고 **(조산사)선생님이 아기 잘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선수라 그러더니... 다음날 그 날 낳은 사람 한 명하고 

다음날 낳은 사람 두 명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선수더라구요. 진짜로... 그

래서 내가 나만 선수인 줄 알았더니 다 선수구만. (case 7)

그걸(출산비디오) 보면서 가끔 제가 이렇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전... 아기 태어나는 그 신비함은 아직도 막 눈

물이 날 정도로 경이롭구요. 제가 체험을 했음에도... 안했을 때도 좋았는데 했

을 때는, 하니까 더 미치겠더라구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싫었잖아

요, 끔찍하고... 그 순간이 아주 그냥... 아주 애 안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럴 정

도였는데... 가끔가다 저의 거기를 보면서 (감탄하듯)야~ 신랑하구두, 어떻게 

여기서 애가 나왔냐?(웃으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병원은 그런 경이로움

을 느끼지 못하는데다, 아무리 개인병원이래도... (case 6)

의료진의 개입 전혀 없이 아빠랑 나랑 둘이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출산했다

는 것은 뿌듯함과 자신감과... 이런 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생각은 지

금도 계속 들고요. ... 분만이 자연스럽고 참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

구요. (case 5)

조산원에서의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생각할수록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

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 주었으며... 우리 아기에게 주는 가장 큰 첫 선물을 

병원이 아닌 이곳에서의 출산으로 준다. (출산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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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기 낳는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데로 했던 거잖아요. 전에는, 다른 

곳에서는,  글쎄요...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 하여튼 뭔가 빠지는데 내가 노

력은 했잖아요. 걔를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좋

은 결과의 느낌 있잖아요. 몸 안에서 빠지는 느낌이... 막 너무 좋았고, 즐거운 

느낌은 아닌데, 하여튼 나쁜 느낌은 아니고, 좋아요. 좋은 쪽... 긍정적인 느낌, 

그런 거... (case 7)

마지막 촉진제쓰구... 그래서 좀 그렇긴한데... (자신있게) 예. 그렇죠(나도 자

연분만 한 것이지요.). 왜냐면 그렇게 진통을 오래 했는데도 계속 애기가 내려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랬었으니깐.(case 4)

스스로가... 견한 생각이 들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하다는 생

각, 내 스스로가... 남들이 인정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가 참 기

특하다. 어떤 프라이드처럼... (case 1)

이제는 ... 내가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선택이 너무 잘한 선

택이었고 결정이라고 생각되어요. 저나 아기가 경험하는 출산은 좀 특별했으

면 좋겠고 감동으로 다가 왔으면 하였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출산이 너무 선

택을 잘 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런 출산을 선택한 것은 의사결정을 

내가 하는, 내 삶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보여 주는 어떤 방법이 된 것 같아

요.(case 11)

애 아빠가 뒤에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웃으심) 안아가지고, 약간 미끈적 

거리잖아요. 안아가지고... 그 순간, 오래 기억에 남을 꺼 같아요. 어... 그러니깐

은... 되게 벅찼구요. 내가 해냈다... (중략)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나도 최선을 다했다. 너도 힘들었지만, 엄마도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정말 노

력을 해서 우리가 만난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은 안나고, 되게... 되게... 

성취감과 이런 자신감과... 막 이런 게 뿌듯하게 막 려왔었어요.(case 5) 

(내가 자연적인 출산을) 해냈단 생각이 정말 컸죠. 아... 나도 해냈구나... 이렇

게 아픔을 딛고...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정말 컸어요. 아무도 못하는거

야... 이러면서... 3일 동안... (웃으심) 제가 (조산원에) 물어봤어요. 되게 힘드

셨죠, 저 같은 케이스 별로 없죠... (조산원에서) 그렇다면서... 잘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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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case 4) 

아기를 낳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라고 느껴지고, 단순히 병원 신 선택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 출산에 한 불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싫

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모르다

가 나는 찾는 어떤 의미이고, 단순히 병원 신 방향만 돌리는 어떤 선택은 아

니라고 봐요. 남편이 그랬어요. 평생 니가 나를 이겼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도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랬어요. 평소에도 요구할 때 보통 아내라면 그런 

요구를 안 하는데, 너이기 때문에 요구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 일도 지켜

보면서 니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엄마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위 한지 몰랐다. 

특히 엄마 중에서도 포기 하지 않는 네가 정말 단하다 그랬어요. 저도 제가 

위 해 보여요. 엄살이 평소에 심한데 엄살 한번도 하지 않았고 그런 찡얼거

리는 소리 한 번도 내지 않고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제 스스로도 왠 일이야, 

정말 엄마가 되니까 그런가 싶기도 해요. (case10)

그렇지도(남다른 출산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조산원에 온 사람들

은 저하고 다 비슷한 생각들이잖아요. 아니요, 남다르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나 나름 로의 출산을 했다 그런 정도네요.(case 6)

4. 2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구조 

먼저 주제에 따라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을 총체적으로 기술한 후, 자기 주

도적 출산의 구조를 기술하고자 한다.

4. 2. 1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총체적 기술

의료인 주도적 분만 비판 : 아기를 낳을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출산 환경

을 직시하여 자신이 선택하려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자연분만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출산하는 여성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며, 

의료인과의 대화에서는 주변인으로 머물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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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으며, 의료인과의 대화에서 초점이 맞지 않

음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의료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자신

의 의지와 준비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에서의 권리를 의료인에게 모두 맡기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무력하게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

과 출산을 같이 하고 싶어도 남편은 출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엄마’로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출산 환경을 조절하고

자 하여도 의료인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은 여성

이 원하고 기대하는 출산 방법인 ‘자연분만’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이를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자기 주도적 출산 선택 : 아기 낳은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출산 관련 정보를 찾아 자기 주도적 출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출산에 대

한 고정관념과 주변으로부터의 반대를 경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

택한다. 자기 주도적 출산을 통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위주로 출산을 할 수 있으므로 나를 위하는 출산이 가능함을 알게 되며, 의료

적 처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남편과 함께 출산하고, 출산 후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것 등 출산에서 기대했던 것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를 선

택한다.

자기 주도적 출산 준비 : 아기를 낳기 위해 자신을 지식적, 정신적, 신체적

으로 준비시키는데, 출산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나는 자연 분만 할 

수 있다’ 는 의지를 세우고 자신을 믿었으며, 출산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하기 위

해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어 준비하 다. 또한 출산에 함께 참여할 남편을 설득

하여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 출산준비 교육에 참여시키

는 등 남편을 준비시킨다. 시부모와 친정 부모 등 대가족제도 안에서 부부 중심으

로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후, 반대가 우려되는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출산에 

대해 알리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이를 실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출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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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을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갔다. 

‘자연적’ 출산의 체험 : 자연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자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

는 변화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면서 그 변화들을 확인해 나갔으며, 극도의 고통

을 안겨 주는 진통과 함께 공존하면서 출산 과정을 진행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

는 사이에 몸에서 주어지는 힘주기와 산도를 오르내리는 태아의 움직임을 통해 

의식적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몸의 힘과 아기의 힘이 불가항력적으로 분출되는 것

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기를 낳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생하

게 느낄 수 있었고, 아기 낳는 경험은 비로소 여성 자신의 것이 되었다. 

자기 주도적 출산 과정으로의 적극적 참여 : 출산이 진행될수록 몸의 느

낌에 따라 자신을 이끌어 나갔는데, 내면에서 느껴지는 몸의 요구들에 집중하여 

빠져들었고, 몸이 원하는 것을 느껴 이에 맞추기 위해 몸이 원하는 시기, 즉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때 물에 들어갔으며, 몸이 원하는 대로 자세를 조금

씩 만들어 아기가 보다 편안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갔으며, 몸이 힘을 주기 시

작하면 그 리듬에 맞추어 함께 힘을 주면서 몸과 조화를 이루어 출산을 진행시켰

다. 즉 출산을 위해 여성은 자궁 수축으로 표현되는 몸을 하나씩 알아 갔으며, 몸

의 요구를 알아들었으며, 몸과 일치되어 하나가 되었다. 여성은 몸을 이끌기 위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의식을 일깨워 배운 지식을 활용하 으며, 몸이 원하는 방

법으로 호흡을 하고 자세를 바꾸면서 진통을 조절하 으며, 온 몸의 힘을 모아 최

선을 다해 힘주기를 하여 마침내 아기를 출산하 다. 

배우자의 새로운 역할 규정 : 출산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동안 남편은 언제

나 곁에 함께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지지와 격려,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었다. 

주요 참여자로서 의료인(조산사/간호사) : 출산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종

료할 때까지 간호는 옆에서 머무르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여성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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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능력과 내면의 힘을 믿어 주었으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시

하 다. 또한 모든 요구를 존중해 자신의 몸과 같이 정성으로 돌보아주었다.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지와 적극적인 격려를 제공하여 힘을 실어 주었으며, 출

산하는 동안 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아기를 같이 낳았다.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 모성  : 아기를 낳으면서 어머니로서 힘을 느

꼈으며 아기와 함께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됨을 알았다. 또한 자기 주도적 출산

을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알게 되었고 출산에 대

한 무지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자신을 믿고 의지를 세웠으며 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은 출산을 통해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으며 자신에 대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4. 2. 2  자기 주도적 출산의 구조

여성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고 실천한 경험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직시하여 비판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고, 출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자신의 것으

로 만들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출산을 선택하고, 자신의 요구를 가족과 의

료인에게 표현하여 마침내 출산에서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여성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지식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그리고 신체적 측면

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보다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을 둘러

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출산을 주도

적으로 준비하여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출산과 관련된 환경을 만들

어냈고 그 속으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 다. 출산하는 동안 여성은 주도적으로 출

산 과정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출산에 참여하 으며, 몸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

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

다.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는 동안 여성은 남편과 간호(조산사/간호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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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출산에서 또 다른 주체인 남편은 출산하는 여성과 

함께 하면서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 고, 출산 과정 주요 참여자로서 간호는 안

정감을 제공하면서 여성과 하나가 되어 함께 아기를 낳는 조력자 역할을 하 다.

이 모든 경험은 여성에게 무지와 편견을 깨고 용기 내어 실천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세우는 자기 발전의 과정이 되었으며, 아기의 출생과 함께 생

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머니로서 힘을 느끼는 경험이 되었고, 마침내 여성은 새로

운 자아로 탄생하 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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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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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에 대한 본 연구의 중심의미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

을 직시한 후 이에 대해 저항하고, 스스로 만들어 낸 자기 주도적 맥락 속에서 남

편,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부터 공동체적 지원을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출산하여 새

로운 자아로 탄생하는 것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중심의미에 맞추어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5. 1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저항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의료인 주도적 분만보다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여 

준비한 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남이 대신해 주는 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아기를 낳으면서 출산 과정을 주도하고자 

하는 점이었다. 즉 출산에서 권리와 책임을 여성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적극적

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저항

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정형화되고 기계화된 의료적 처치

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여성들이 가진 출산의 권리를 빼앗아 의료인이 출산을 주

도하게 하고, 여성이 무력함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아기를 낳게 만든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물론 참여자들도 처음부터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고 의료인과 상담을 하면서 출산을 둘러싼 환경을 직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판

단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출산이지만, 의료인 주도적 분만

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의료인 주도적 분

만에 대한 참여자들의 직ㆍ간접적 경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도 정상성 여부와 관

계없이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의료화 된 출산(Coyle, Hauck, 

Percival 과 Kristjanson, 2001; Lavender 등, 1999)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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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여성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보 수집, 의사결정, 선택, 그리고 

출산에 대한 준비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 등은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행

위들로, 출산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들은 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냥 아기를 낳는 것이 아

니라 인간적인 존중을 받으면서, 회음절개 등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으면서, 남편

과 함께 출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출산 직후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

는 출산을 원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여 이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출산하는 동안에도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을 남편 또는 의료인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하 으며, 자신의 출산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의료인 역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 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

하는 것을 Morison 등(1998)는 자기주장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하 다. 

이상과 같이 자신의 출산을 위해 기존의 의료적 관행을 비판하면서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준비하며 실천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여준 자기 주도적 행동은 자신의 출산을 스스로 조절 또는 통제하고자 하는 요

구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런 경우 여성은 임신 또는 출산과 관계가 없는 

문제에서라도 의료인과의 과거 관계에서 조절 또는 통제 범위가 손상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Morison 등,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의료인과 출산 방법

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출산 방법이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 의해 

거부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험을 했다. 또한 자신의 몸이 가진 출산 능력

에 대해 의심을 받기도 했으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구, 즉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요구나 회음절개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험도 있었다. 참여자 5는, 첫 출산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하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는 의료인

에 대해 언급했었다. 다른 참여자들도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의료인의 태도로서, 설명을 잘 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을 의료인 위주로 하여 

여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의료적 처치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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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참여자가 가지고자 하던 자신의 출산에 대한 조절과 통제

의 요구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으며, 참여자들이 주변인으로 존재하기보다 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출산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의 의사결정 과

정에서 참여가 제한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즉 힘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면서 출산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료인을 원했지만, 병원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이것

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출산을 도와줄 

의료인을 찾게 되면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선택을 위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하여 정말로 자신이 원하

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 맘이지’ 와 

같은 진술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의사결정 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출산 장소를 선택할 때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출산 방법과 원하는 장소에서 출산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성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측면이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관련된 준비와 진행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자들이 조산원이나 집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주장함으로써 ‘내 출산’에 대한 조절을 

‘내가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 의

료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삶의 주체가 자신 스스로임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 11은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의

사결정과 선택을 통해 삶의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었다.

참여자들이 출산을 주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 소비자인 

여성 사이에서 자기주장과 조절 또는 통제 범위에 대한 충돌이 있음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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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의료인이 생각하는 아기를 낳는 것과 의료소비자인 여성이 생각하는 아기를 

낳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었는데, 특히 조산원에서의 자기 주도적 출산을 알게 

되면서 의료인 사이에서도 출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

이다. 참여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자연분만’은 조산원에

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의 ‘자연분만’과 달랐다. Coyle 등(2001)은 첫 

아이를 병원에서 분만한 후, 두 번째 아기는 출산 센터에서 출산한 1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병원과 출산 센터에서의 출산 경험을 비교하여 조산사가 여성들의 출산

에 대한 믿음, 즉 출산은 질병이 아니라 정상 과정이라는 신념을 수용해 주었으

며, 조산사 역시 임신과 출산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병

원 의료인들은 출산을 질병 과정으로 다루는 견해가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출산에 대한 견해가 의료인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 다. Morison 등

(1998)은 여성이 의사 또는 조산사와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건강 신

념 체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 는데, 의사와의 관계에서 여성은 객체화된 의

료의 대상으로서 의료인의 요구에 따르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으며, 

이것은 의학 모델에서 임신을 ‘질병’ 과정으로 보고 임신한 여성을 ‘환자’로 보기 

때문이다(박문일, 2001b; O'Connor, 1995). 그러므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의료

인은 여성에게 힘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의료인이 내려야한다고 생각하여, 출산하려는 여성의 의사를 반 하려

고 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권이 의료인에게 있게 된다. 그러나 조산사 중심의 출

산에 대한 견해에서는 참여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

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며(Fleming, 1998; Levy, 1999), 출산이 정상 과정이라는 신

념에 근거하며, 그러므로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은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

고 믿게 되도록 참여자들을 지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 Harper, 1994). Cunningham(1993)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모델’(Natural 

Model)이라고 하 고, Harper(1994)는 이것을 '조산술 모델‘(Midwifery Model)이

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산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가지

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즉 건강에 대한 책임은 개인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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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들은 개인의 건강과 건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도 적용되는데, Morison 등(1998)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요구들을 좀 더 많이 주장

할 것이라고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고 시행하는 경험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건강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

음을 인식하고 이를 주장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소비자 운

동과 여성주의 운동으로 병원에서 출산 방법이 보다 가족 중심적이고 여성중심적

인 건강관리로 변할 것을 요구하며(이경혜, 2000), 출산에서 보다 많은 선택과 주

도권 행사를 요구하는(Redwood, 1999)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과 일치되는 경향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비판하여 전에는 인식하지 

못하 던 출산을 보는 서로 다른 견해를 알게 되었으며, 주도적인 정보 탐색과 자

신을 보다 존중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나치게 기계화되고 정형화된 의료인 

주도적 분만보다는 스스로 조절과 통제가 가능하고 남편과 함께 출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 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지배

적인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저항하 으며 출산에 대한 권

리와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5. 2  자기 주도적 맥락으로의 참여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출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과 연결되었으며, 자신을 준비시키면서 

이루어지는 심리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에서의 자기 발전을 통해 자신의 가

치를 재발견하고 스스로를 믿어 가는 과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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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산을 위한 맥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준비 단계와 출산을 직접 체험하

는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준비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위해 올바른 지식을 얻

어 출산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준비하고,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준비를 했다. 그리

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나는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다’ 라는 의지를 세우고 이를 

자신에게 주입시켰다. 참여자들이 지식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측면에서 출산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 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책

임을 인식하 기 때문이다. 즉 출산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책임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들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출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출산 준비 

교육을 이수하면서 지식적 준비를 하는 행위와, 자신이 선택한 출산 방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지를 세우고 자신감을 가지는 행위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건강

하게 유지하거나 출산을 위해 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출산을 위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창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Cunningham(1993), Abel 과 Kearns(1991)는 집에서 조산사와 함께 출산한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 많

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연구 결과들에서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여성이 진통과 출산동안 이를 극복하는 자신의 능력 대해 자신

감을 가지는 정도에 향을 줄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으므로(Walker 와 Erdman, 

1984; Hiller 와 Slade, 1989; Mackey, 1990; Drummond 와 Rickwood, 1997),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적극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 출산과 관련된 불안과 공포를 극

복하고 자신감을 성취하 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런 학습에 대한 동기들이 참

여자들의 책임감과 연결되므로(Morison 등, 1998),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정

보를 습득하고 출산교육을 받으면서 정신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에서 준비를 하

던 참여자들의 행위들을 통해 참여자들이 출산에서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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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습득되는 정보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데, 간호사와 조산

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한 양질의 설명과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

해 산부들을 지지할 수 있다(Waldenstrom, Borg I-M 과 Olsson, 1995; Berg 등, 

1996; Too, 1996; Hall 과 Holloway,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책이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습득했지만,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제공한 출산 교육을 이수했을 때 출산에 대한 확신을 

더 얻었다고 했다. 특히 조산사 또는 간호사와 체조교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만난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참여자들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출산에 대한 믿음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 으며, 자신의 출산을 더 많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려는 경향

을 보 었다. 이를 통해 출산하기 전 조산사와 간호사가 여성에게 제공하는 정보

와 지지가 여성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출산에 대한 책임

감과 자신감 형성에 중요한 향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은 출산 과정 중에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진

통이 시작되고 출산이 진행되는 동안 명료한 의식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이

용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정보가 의료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을 경험하 다. 이

런 정보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출산 과정의 진행

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자신이 출

산을 주도하여 조절과 통제를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Gibbins 와 Thomson, 

2001). 특히 고통스러운 진통을 하는 동안 얻은 정보와 선택 가능성은 참여자들에

게 주도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이 출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느끼게 

했는데, 의사결정을 통해 여성이 조절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지적한 

Green(1999)의 주장과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느낌들은 참여

자들이 자신의 출산을 스스로 조절했다고 느끼도록 하여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인식하고 보다 높은 만족감을 성취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VandeVusse, 1999). 

여성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진통하는 전 과정동안 발생할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많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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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ill, 1995; Fleissing, 1993; Gibbins 와 Thomson, 2001; Green, Kitsinger 와 

Coupland, 1990a; Green, Coupland 와 Kitsinger, 1990b; McKay 와 Yager Smith, 

1993). 이런 측면은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것에

도 기여한다(Fleissing, 1993; Green 등. 1990b). 이상을 통해 여성들이 출산과 관련

된 의사결정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신의 출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긍정적인 출산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출산하는 여성들을 간호할 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진통 동안 그러한 여성의 요구와 느

낌들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는 진통하는 산부와 가장 많

은 시간을 함께 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므로 조산사와 간호사는 진통중이거나 출산

을 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

해 정확한 정보를 자주 알려주어 이들이 적절한 선택을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

도록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출산에 대한 조절과 통제에 대한 요구는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것으로도 

표현되었다. 먼저 병원 분만실보다는 조산원이나 자신의 집을 출산 장소로 선택하

는 것을 통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Morison 등(1998)

은 병원 분만실이 아닌 다른 장소를 출산 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되어진 것으로, 출산 환경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면서 여

성과 그 남편은 적절한 출산 환경을 찾거나 만들어내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한

다고 했다.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출산 장소와 환경을 결정하기 위

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실제로 장소를 방문하여 확인하

며, 계획을 세워 남편과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출산 방법을 수용하고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의료

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과 자신의 출산을 지지해 줄 가족 구성원을 선택

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출산 방법을 반대할 가족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환경을 조절하거나 통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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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분만이 아닌 다른 방법의 출산에서 출산에 참여하는 지지자로 여성의 형

제, 자녀, 부모들이 선택되며,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여성은 지지를 제공할 사람들

의 성격과 이들이 출산에 어떻게 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한 후, 자신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선택하게 되는데(Morison 등,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들

도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가족으로 남편과 부모들을 선택했으며, 만약 지지를 받

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족에게는 자신의 출산 계획을 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여성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조절 또는 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두 번째로 출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주도적으로 출산 과정을 이끌면서 ‘자

연적’인 출산을 체험하여 몸이 가진 출산 능력을 확인하 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출산 과정은 말 그대로 생생하고 놀라운 감동의 경험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연스럽

게 자궁수축이 시작되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동안 명료한 의식 상태를 유지

하여 출산과 관련된 변화들이 진행되는 몸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변화들을 

상세히 느끼고 관찰하 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출산 과정

을 모두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명료한 의식상태가 유지되고 스스로 몸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의식적 조절과 통제가 가능했는데, 참여자들

은 자궁 수축이 강해지면서 느껴지는 극도의 고통은 호흡과 자세 바꾸기, 움직이

기 등 스스로 찾아낸 방법으로 완화시키면서 극복했고, 주변에서 남편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지지와 격려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출산 진행 과정 전체에서 참여자들은 아기가 산도를 통해 내려오는 동안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들을 생생하게 체험하 는데, 아기 머리가 산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과, 아기 머리가 회음부에 압력을 가해 회음 조직을 이완시키면서 발생

하는 화끈거리거나 팽팽하게 당기는 것 등을 느꼈다. 이러한 느낌들은 처음으로 

느끼는 자신의 몸에 대한 느낌이었으며, 이미 병원에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으로 

첫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산부들의 경우 첫 출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

각이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



- 200 -

적으로 출산 과정을 이끌어냈으며,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산이 완전히 종료

될 때까지 명료한 의식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모

두 인식하 다. 이는 여성이 출산하는 동안 주도적으로 출산 과정에 참여하고 조

절하는 것을 통해 몸과 마음, 즉 의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준 출산 경험은 다양성과 차이를 주요 

개념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몸의 체험이었다(정화열 저, 박현모 옮김, 

1999). 참여자들에게 몸은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몸에서 일어나는 출산이라는 변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통, 슬픔, 기쁨 등 혼의 내면을 바라 볼 수 있었으며, 

출산에 참여하 던 남편, 의료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힘의 소유로 이루어지

는 지배와 억압의 관계보다는 보다 평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인 ‘상호 

존재(interbeing)’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들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이 

다른 여성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 다양한 출산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견해를 허용하여 다른 사람과 동일한 출산이 아니

라 자신만의 독특한 출산을 추구하도록 하 으며, 이를 토대로 타인의 경험과 비

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출산 진행을 지켜볼 수 있었으며, 자신의 몸에 적극적으

로 몰입하여 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몸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

다. 이와 같이 몸을 치유와 자기 존재의 발견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은 몸을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신뢰할 수 없는 물리적 존재로 보기 보다

는 몸의 자연치유력을 인정하는 생태론적 존재(크리스티안 노스럽 저, 김현주 역, 

2000)로 받아들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평가와 발견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출산을 스스로 책임지므로써 ‘책임지는 자아’가 되었으

며,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인 자아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체험한 몸에 대한 체험은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이 ‘소유’

의 객관적 방식이 아니라 ‘존재’의 주체적 방식으로 인정되었으며(유홍림, 1999),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은 몸에 대한 ‘지각’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출산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출산에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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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산부의 지각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의 이루

어진 국내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출산하는 여성을 접근할 수 없

는 제한점이 있음도 생각할 있지만, 여성 중심의 출산 경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는 분만 통증이나 배우자 지지 등 여성 주변의 분만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연

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몸이 가

지는 경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과 여성의 몸에 대한 

여러 차원의 소외와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의 몸 경험은 결국 여성의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에도 향을 주게 되므로 여성의 몸을 통한 출산 경험 자체

가 먼저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몸에 대한 경험을 

출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의의를 가지며, 여성의 출산 경험을 둘러싼 주

변의 주제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출산 경험 자체가 우선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

다.

참여자들이 출산의 맥락으로 몰입하는 경험은 자신의 몸에 대한 느낌에 충

실하면서 몸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런 경험들은 

자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몸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려는 노

력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다. 즉 몸과 마음이 

합일되어서 참여자들은 하나의 완성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결국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경험이 되었다. 자신에 대한 재발견은 자신에 대한 인

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이는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이루

어지는데, Morison 등(1998)은 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보다 집에서 출산하는 여성

이 자신에 대한 탐구와 자기표현에 대한 자유를 더 많이 가진다고 하 다. 본 연

구에서도 참여관찰과 출산 비디오를 통해 자궁수축이 강하게 오는 동안 여성들이 

눈을 감거나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자신에게 몰두하여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차단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은 몸과 의식이 분리되지 않

은 상태로 의식을 깨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지시를 

들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출산하는 동안 산부들

이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내면으로 빠져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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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내적 욕구의 표현이며, 동시에 

의식을 깨우는 대뇌 피질 활동을 억제하는 변화로 볼 수 있는데, 대뇌 신피질을 

자극하거나 특별히 이성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출산 과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식을 일깨우지 않음으로써 출산동안 경험할 극도의 통증에 다소 무감각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부가 고통을 보다 덜 느끼도록 하는 몸의 방어기전이

라고 할 수 있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2001b).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 소음이 없는 어두운 환경을 중시하고, 남편 그리고 

산부와 친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산사들이 출산에 참여하면서 낯선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출산하는 여성이 보다 더 많이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 England 와 Horowitz, 

1998; Harper, 1994). 이러한 결과는 분만실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환한 조명아래에

서 노출된 상태로, 자신의 산전 관리를 수행했던 의료인이 아니라 분만실에 온 시

점에서 갑자기 만나게 되는 ‘당직자’인 의료인과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하는 것에서 상당한 제한을 경

험할 것이라는 추정을 이끌어 낸다. 즉 출산 경험을 여성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

주고, 출산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으로 끝나기 보다는 여성 자신을 돌아보아 자

신을 알아 가는 보다 풍부한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만실이라는 출산 환

경이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출산하는 여성이 자신을 느끼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기존의 실무에서와는 다른 접근전략을 사용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절과 통제력이 변화됨을 

느꼈는데, 자궁 수축이 시작되어 진통을 하는 초기에는 자세 변경이나 운동, 호흡 

등에 의해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진통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점차 자

신을 조절할 수 없음을 느끼는 상황들을 체험하 다. 이러한 상황들은 주로 태아

의 머리가 발로된 후 회음부를 보호하기 위해 힘빼기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아기가 자궁수축의 힘에 의해서만 려나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아기를 어 내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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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내적 조절 속에서 상황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고 

느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체험들은 집에서 출산한 여성들을 연구한 결과에

서도 확인되었다(Morison 등, 1998). 참여자들이 경험한 이러한 힘은 인위적인 개

입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출산에서 관찰되는 아기를 배출하려는 태아방출

반사(fetus ejection reflex)(Newton, 1987; Odent, 1987)라고 볼 수 있는데, Odent

(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은 이 반사가 병원의 분만실에서 이루어지는 의

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상으로, 전체 출산 과정에서 아무

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될 때 산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출산 직전의 수축

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특히 이 반사는 산부가 집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 산부를 코치(couch)나 가이드(guide)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관찰을 하는 

경우에는 억제된다고 하 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반사가 나타난 것은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출산을 하고 있다고 느꼈음

을 의미하며, 참여자들을 지지하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자신을 코치 또는 가이

드 하거나, 도움을 주려 하거나 관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태아 방출 반사를 확인하는 의의뿐만 

아니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하는 산부를 간호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는지,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

이 여성 자신에 의해 주도된 몸에 대한 적극적 체험은 여성의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을 재발견하는 경험, 그리고 모성 역할 전환에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었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로부터

의 인위적인 간섭이나 개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출산을 위

해 그리고 출산하는 동안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시행되는 일상적인 의료적 처

치를 거의 제공받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금식과 정맥으로 수액을 주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계속 물을 마시면서 아기를 낳았으며, 진통이 시작되는 무렵에 자연스럽

게 묽은 변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관장(enema)도 하지 않았으며 회음부의 체모도 

면도로 제거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태아 전자 감시 장치를 부착하고 있지 않았



- 204 -

으며 간헐적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하면서 출산의 진행을 지켜보았다. 자연스

럽게 양막이 파수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양막을 터뜨리지 않았는데, 이로 인

해 참여자 8의 경우 아기가 손상되지 않은 양막을 쓰고 태어나는 경험(Caul 

Delivery)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의 거의 관찰

하기 어렵다. 또한 내진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형화되고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와 산과적 규정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하게 출산을 종료하 는데, 이러한 진행은 참여

자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보다 더 많이 내면화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본적인 처치로 산부들에게 제공되어져 왔던 의료적 중재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거 중

심 실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참여자들이 의료적 처치에서 높은 관심을 보 던 것은 인위적인 회음

절개술의 제공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인위적인 회음절개술을 원하지 않고 있었

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주도적 출산을 통해 2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참여자들은 회음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출산을 하 는데, 물론 여러 향 요인에 

의해 자연적인 회음손상이 발생한 참여자들(4명)도 있었지만 전혀 회음 손상이 없

는 참여자들(5명)도 있었다. 

회음절개술은 분만을 용이하게 하고 회음부의 열상을 예방하기 위해 분만 

2기 말에 회음에 가해지는 수술적 절개를 말하는 것으로, 회음부의 정중앙, 측면 

또는 정중측방의 위치에 2~4cm 정도의 깨끗한 절개를 함으로써 여러 군데의 열상

(jagged tear)을 예방하고, 보다 더 쉽게 회음부가 회복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도 질이나 골반 이완을 예방하여 긴장성 실금이나 질 하수를 예방하

고, 분만 2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겸자 분만의 경우와 둔위 분만의 경우 질을 확

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은광과 김진희, 2001). 이러한 회음절개술의 사용

은 마취를 통해 여성들이 출산하는 동안 의식을 잃은 것, 겸자 등 기계를 사용하

는 것, 누워서 아기를 낳는 것, 진통제 또는 마취술에 의해 감각이 변화되는 것 

등과 관련되며, 1930년대에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분만에서 일상적인 절차가 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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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의료적 처치이다(Griffin, 1995).

인위적인 회음절개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현대 산과 역에서 계속 제

기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회음절개술을 반대하며 대안 방법을 통해 회음

을 보호하기를 권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회음절개술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회음절개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Graham 과 Graham, 1997; Maduma-Butshe, Dyall 과 

Garner, 1998). 미국의 경우 산과 의사와 부인과 의사는 회음절개술의 일반적인 사

용이 현재 표준 실무로 추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첫 출산을 하는 여

성의 90% 정도가 회음절개술을 한다고 추정하고 있고, 가정이나 조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산에서도 회음절개술이 약 10~15% 시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iffin, 1995). 회음절개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를 시행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약 30%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40~50%에서 

30%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이 나와 있어(Lede, Belan 과 Carroli, 1996) 점차적으로 

회음절개술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 주도적 분만

을 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회음절개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하 던 조산원으로 진

료를 왔던 경산부의 경우 첫 출산에서 모두 회음절개를 시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유은광과 김진희(2001)는 산후 2~4일이 경과된 산모들을 대상으로 회음절

개술의 시행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102명의 대상자 중 99%가 회음절개를 시행

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습관적으로 회음절개술이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불필요한 회음절개술에 

대한 폭넓은 논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회음절개술의 적용에서 문제점은 회음절개술의 장단점에 대해 여성들이 잘 

알지 못해서 지식 부족이 있다는 것, 선택적으로 회음절개술을 시행할 수도 있음

을 시행하기 전에 알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지식 부족, 회음 절개와 관련된 여러 

합병증 발생 위험에 대한 지식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이 회음절개술을 시행하

기 전에 먼저 산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술

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이다(Garner, 199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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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1996)은 회음절개술을 기본적으로 시행 받은 여성은 선택적으로 사용된 

회음절개술 시술 대상 산모와 비교하여 오히려 성기능 장애, 골반 근력 약화, 비

뇨기계 불편감이 많은 반면, 자연적인 열상이 생긴 여성의 경우 회음절개술을 받

은 여성보다 성생활을 보다 빨리 회복하 고 통증이 적었으며, 보다 성적으로 만

족한다고 했다. 회음절개술로 인한 합병증은 회음절개술 그 자체로 회음부에 극심

한 3~4도의 열상을 초래한다는 것(Labrecque 과 Baillargeon, 1997; Raj, Bansal, 

Tan, Ecker, Bishop 과 Kilpatrick, 1996)과, 자연적인 회음손상과 비교했을 때 인위

적인 회음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산욕기 동안 더 심한 통증이 유발되며(유은광

과 김진희, 2000; Griffin, 1995), 출산 후 성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며(Griffin, 

1995; Roberto, Jose 과 Guillermo, 1996), 질식 분만을 하는 여성에서 회음절개술

이 모성과 아기를 위해 유익함을 증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통증과 정신

적 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Steen, 1998).  Griffin(1995)은 회음절개가 신체적 위

험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험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문화인류학적 측면

에서 볼 때 회음절개술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회음절개술을 문화적인 ‘의식불

구’의 일종으로 본다고 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 가위로 자신의 가장 중요

한 신체 부위를 자르는 행위인 회음절개술에 대해 강한 두려움과 거부를 표현했

으며, 자신의 출산에서만은 이를 시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회

음절개술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했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출산하는 동안 진통의 진행과 함께 자유로운 움

직임을 허용하여 진통을 하는 동안 태아의 선진부에 의해 회음부 조직이 균등하

게 압력을 받아 이완되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본 결과, 인위적인 회음 절개

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동반되지 않고 출산을 종료할 수 있었다. 

인위적 회음절개의 단점이 장점보다 현저하지 않음이 연구(Griffin, 1995; 

Roberto 등, 1996)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Henderson(2000)은 회음절개를 하지 

않은 여성이 혈액 손실도 적고, 감염 위험도 낮으며, 분만 후 회음부 통증도 적다

고 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이 분만 2기가 길고 회음부가 긴장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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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b)은 자연스럽게 웅크리고 앉는 자세들을 취할 경우 회음부에 자연스러운 손

상이 생길 뿐 심각한 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손상이 회음절개술보다 회

복이 더 빠르고 장점이 더 많으므로 출산에서 자유로움이 허용된다면 회음절개술

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 

회음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회음부에서 일어나

는 신체적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의 느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반응함에서 자율적인 참여와 조절의 책임을 

산부인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출산 과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회음부 손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성취감

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회음절개술을 받지 않은 여성이 회음절개술을 받은 경우

보다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한다는 Klein, Kaczorowski, Robbins, Gauthier, 

Jorgensen 과 Joshi(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회음절개를 인위적

으로 하지 않음을 통해 산부는 더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은 여성의 의지를 존중하고, 여성이 보다 출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중요한 중재로써 인위적인 회음절개술을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회음절개술의 단점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에서 확

인된 회음절개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고려하

고, 또한 인위적인 회음절개술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 하여 이

제는 의료인들이 회음절개술을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음절개술을 선택적인 의료적 처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

성들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출산과 회음

절개술의 선택적 시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인위적인 회음부절개의 필요성을 제

고하 고, 자연적인 회음손상을 허용하더라도 인위적 회음절개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출산 전에 하 는데, 이와 같이 여성 스스로 회음절개술에 대한 인식과 판

단이 필요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출산을 지켜보고 있는 간호사 또

는 조산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유은광과 김진희(2001)는 간호에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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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음절개술로부터 야기되는 회음부 외상을 피하기 위해 환자 교육과 변호, 그리고 

직접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 시술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 시술 과정에서 참여 및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간호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회음절개술에 대한 정보와 

선택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어 지식을 제공하고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출산하는 여성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출산을 경험하고 조절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산부를 침대에 눕혀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과 분만하는 동안 쇄석위를 취하게 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주장

되는 불편함이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는 분만 1기에 진통하는 동안 자

유롭게 움직이는 것과 함께 자유로운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출산시

의 자세도 본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일반적으로 분만 자세라고 알려진 

쇄석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분만 1기 동안 산부를 똑바로 눕혀 놓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임을 

허용하는 것이 진통을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산과 교과서에서도 제시

되는 내용이다(대한산부인과학회, 1987; 최연순 등, 1999; Reeder, Martin 과 

Koniak-Griffin, 1997). 그러나 많은 산부들이 진통이 시작되면 병원 분만실로 향하

게 되고 결국은 침대에 누워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는 출산의 진행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잦은 내진과 약물

의 사용, 태아 전자 감시 장치의 부착을 위한 편리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면서, 출

산에서 여성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Righard, 2001). 

그러나 자유롭게 걷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허용

하는 것은 여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통과 출산 과정을 조절하도록 허

용하는 것이 되며, 이는 결국 출산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출산

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여성의 

자존감을 증진하는 것과 연결된다(Righar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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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서 걷기의 효과를 검증하 던 선행연구들을 보면, Albers, Anderson, 

Cragin, Daniels, Hunter, Sedler 과 Teaf(1997)은 조산사와 함께 출산한 1700명의 

여성들 중 겸자 등의 분만 보조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선택하는 경우

가 계속 걸었던 여성에서는 3% 지만,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한 여성에서는 

6%로 나타났으며, 비록 진통 시간은 짧아지지 않았지만 조산사들은 진행을 보다 

천천히 하기 위해 걷는 것을 여성들에게 권하 다고 했다. Read, Miller 과 

Paul(1981)은 분만의 진행이 느린 경우에서 걷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4명의 

여성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은 계속 걸어 다니게 하 고 나머지 한 집은 

옥시토신을 사용하여 분만을 촉진시켰다. 한 시간이 지난 후 걸어 다녔던 여성에

서는 8명 모두 자궁 경부 개대가 진행되었고 태아의 선진부도 하강했다. 그러나 

옥시토신으로 촉진하는 여성에서는 6명 중 3명에서만 분만이 진행되었다. 2시간 

후, 걸어 다녔던 여성에서는 1명이 이미 출산을 하 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출산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옥시토신을 이용해 촉진을 하던 여성들에서는 단지 4

명의 여성에서 분만의 진행이 좀 더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또한 Hemminki, 

Lenck, Saarikoski 과 Henriksson(1985)은 57명의 여성에서 걸었던 여성의 60% 가 

옥시토신을 사용함 없이 출산했다고 보고하 다. 이를 통해 걷는 것은 출산의 진

행에 매우 유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토신(Pitocin)에 의한 분만 촉진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서도 걷는 것은 매우 친숙

한 동작이었다. 출산 전부터 그리고 진통이 시작됨과 동시에 안정을 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걸으면서 움직일 것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부터 권유 받았는데, 이런 

지시가 아니더라도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속 걸으면서 움직여서 진통으로 인

한 통증을 조절하고 동시에 출산의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분만 1기 동안 움직이는 것을 격려하는 것은 산부에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산부의 움직임을 허용함과 동시에 산부를 지지하고 움직임에 동참할 

간호사 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Goer, 1999). 그러나 실재로 매우 바쁘고 

복잡한 산과 분만실에서는 이러한 보충 인력을 확보하거나 보호자의 참여를 적극

적으로 격려할 여유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 측면에서도 없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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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에 대한 투약이 시행되는 경우 의료인의 편리를 위해 산부의 움직임은 허용

되기 보다는 침대 안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에게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걷는 것이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에게 진통 진행을 조절

하는데 도움이 되고,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태아의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 산부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요통을 조절할 수 있

는 효과가 있으며, 걷기가 오히려 아픈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었으므로(Goer, 

1999), 간호는 분만 1기의 산부에게 걷거나 움직이기를 격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한 간호 중재를 계획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산과 분만실에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산부의 동선을 

확보하는 것과 분만 1기 동안 남편이 산부를 지지하여 함께 움직이는 것을 산과 

간호중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산과 간호사와 병원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만 2기에서 취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에 따라 아기가 산도를 빠져나

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쪼그리고 앉는 자세(squatting position)는 출

산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자세에서는 골반의 출구 직경(outlet 

diameter)과 중간 직경, 특히 좌골극간 간격(interspinous diameter)이 넓어지기 때

문에 자연히 태아 아두의 가장 넓은 부분인 대횡경선 부위가 골반을 쉽게 통과하

게 된다(박문일, 2000b). 또한 상체를 세우고 앉거나 서서 분만하는 자세는 태아 

진행방향이 자궁 수축 방향과 일치하므로 C 자 커브로 분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누워서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의 진행 방향과 자궁 수축 방향이 

어긋나므로 S 가 커브로 힘들게 아기가 나오게 된다. 또한 누워서 분만하는 경우 

천골(sacrum)이 후방이동을 저지하여 분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김문 , 2001; 최

유덕, 2001). 결과적으로 상체를 세워 출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산도가 넓어지

고 태아의 방향이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이며, 회음부의 손상도 

예방되면서 산부의 통증도 감소되어 자궁수축의 효율성도 증가하게 되므로 자연

스러운 출산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분만 2기 동안 본인이 원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힘주기를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와 같이 출산 자세에서 

허용되는 자유로움으로 참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자신의 모습을 가치 있게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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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쇄석위를 취하는 경우 산부가 느끼

는 수치스러움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산도를 확장시키는데 긍

정적인 기여하여 회음손상을 예방하고, 최고 3.76kg 의 아기를 합병증 없이 출산

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출산에서 자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과 눕는 자세, 즉 쇄석위를 포기하는 것이 가진 가치를 본 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옥시토신 호르몬인 피토신은 분만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약물로(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2001b), 이를 투여하여 진통의 진행

을 빨리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료적 처치이다. 이러한 

피토신의 사용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되는 것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출산을 의료인이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Righard, 2001), 이 약물이 주입되는 동안 여성은 고정된 자세로 누워있어야만 하

며, 복부에는 태아 전자 모니터 기계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토신에 

의해 유발된 강한 자궁수축이 통증을 발생시키므로 이번에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국소적 마취술을 시술받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스스로 

언제 힘을 주어야 하는지 느낄 수 없게 되므로 산부에게 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

사가 힘주기를 해야 하는 시점을 말해주게 되므로, 이는 결국 산부가 아니라 의료

인이 출산을 주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두 참여자(참여자 4와 10)에서 피토신에 의한 출산의 촉진이 

시도되었는데, 사용된 약물의 양이 평균적인 임상적 사용량에 비해 소량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진통에 비해 극도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온다

고 표현했으며, 참여자 10은 그러한 진통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이 ‘동물

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몸 안에서 분비된 옥시

토신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발된 진통을 상대적으로 참을 수 있는 진통이라고 했

으며, 피토신을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참여자들도 자연스럽게 유발된 진통은 고통

스럽기는 하지만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표현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연스러운 옥시토신 호르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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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도모한다면 출산 중인 여성의 몸 안에서 보다 균형 잡힌 호르몬 상태를 유

지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토신의 주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 옥시토신 호르몬은 밤에 더 많이 분비되며, 성적인 자극이나 오르가즘에도 작

용한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이런 특성을 반 하여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서 자연스러운 옥시토신 호르몬의 배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남편이 출

산에 참여하 으며, 참여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인 집에서 더 많은 시간동안 진

통을 경험하도록 권유되었다. 또한 밝은 조명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연 채광이나 

촛불 등을 사용하여 은은한 조명을 유지하 고 소음을 감소시키고 최대한 부부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진통을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방해를 하지 않

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참여자 11명 중 9명의 출산 시간이 저녁 6시경부터 새벽 

6시 이전의 밤이나 새벽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통해서도 낮에는 옥시토신 호르

몬 분비가 약해지고 밤에는 더 강해지므로 밤에 자궁수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

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부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만약 최대한 환경을 조

절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한다면 출산을 위해 산부에게 피토신

을 사용하는 빈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진통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참여자들이 없었

으며,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마사지하기, 물을 사용하거나, 호흡과 

이완 등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안위 증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통증을 조절하거나 극복하 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관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

인되었다. 자궁수축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도 아프다는 차원 이상으로 각자에게 고

유한 경험으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자세로 통

증을 다스리면서 진통과 함께 공존하 다. 

물론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신의 기대와 달리 극도의 고통을 유발하는 

진통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병원에서 수술로 아기를 낳는 여성의 마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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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도 약물에 의존하여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며, 통증 조절과 극복에서 참여자들이 보여준 특성은 진

통을 견디어 낼 마음을 먹고 출산에 임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시간

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행복한 아픔’, ‘어차피 혼자 아파야 되고 혼자 견디어 

내는 것’ 이라든지 ‘딱 오늘밤만 넘기자’ 등의 표현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처럼 진통을 극복할 수 있음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출산 경험에 매우 중

요한 예측요인으로(Lowe, 1991; Shearer, 1995), 이러한 극도의 고통을 극복해내고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강한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

가 평가를 가질 수 있었다. 여정희(2002)는 분만 통증의 구조가 분만 통증에 대한 

자가 조절의 의지 정도와 분만 통증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로 확인되었으며, 간

호 요구의 구조는 산부의 자신감 정도와 분만 통증의 인위적 조절의 요구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분만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분만 통증에 대한 자

가 조절 의지를 조장시키고, 분만 통증을 이해하고 통증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부

여하여 수용하도록 하며, 분만 통증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

며, 가능한 인위적인 조절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참여자들의 진통 극복에 대한 의지와 통증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조절

의 의지 등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통증을 이겨낼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진통의 고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격려하

면서 스스로 진통을 조절하게 하여 산부가 진통에 끌려가기보다 진통을 주도하는 

것은 진통으로 인한 통증에 적절한 간호 중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만 통증에 대한 선행 연구 대부분에서 피토신 사용 여부

가 통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분만 통증의 특성 또는 조절에 대한 연구에서

는 피토신 사용 여부가 통제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은 조절이나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

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는 자궁 수축을 유

발하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극도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자궁 수축과 

태반의 배출을 자극하고 모유분출반사(milk ejection reflex)를 자극하므로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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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에 필수적인 호르몬이라고 했다. 특히 남녀가 성 행위를 하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을 할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이 호르몬을 ‘사랑의 호르

몬’이라고 하며(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Gutkowaka, Antunes-Rodrigues 

와 MaCann, 1997), 특히 출산 직후 1시간 내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때 

이루어지는 모아 애착 과정은 모성 행동을 강화시켜(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수요기획, 2002)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애착 

형성은 결과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며, 긍

정적인 모성역할전환에 기여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직후부터 아기에 대한 강한 유대를 보여주면서 

아기 돌보기와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 는데, 이러한 결과들

은 진통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

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의 사용이나 마취 기

술의 적용 등을 첫 번째로 선택하기 보다는 진통이 가진 출산에서의 긍정적 의미

와 모성애적 측면에서의 기여에 대해 교육을 하고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진

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산부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의료인이 최대

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산부들에게 교육하면서 적절히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간호는 자궁수축으로 인한 진통

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약물을 사용하여 조절 가능함을 알리기보다는, 자

연스럽게 발생하는 진통은 여러 가지 안위 증진 방법을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하

며, 이러한 진통을 통해 신체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의 충분한 배출을 유도하여 출

산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과 모유 수유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며, 모성애를 형성

하는데 기여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산부들이 적극적으로 진통에 대응하고 극복

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도 조절되지 않

거나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약물이나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순서라고 본다.

물은 진통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진통이 오는 동안 몸을 이완시키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안위감을 



- 215 -

증진하고 출산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해 왔다(Burns 와 Greenish, 1993; 

Harper, 1994; Mackey, 2001). 수중분만에 대한 문헌적 기록은 러시아의 남자 조

산사 던 Tjakovsky 에 의해 1960년대에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며, 현대 수중분만

에 대한 이론은 프랑스의 Odent에 의해 완성되었다(김문 , 2001; Harper, 1994; 

Mackey, 2001; Redwood, 1999). 

수중분만은 정상 출산이며, 요구되는 의료인의 역할은 다른 정상적인 출산

에서와 다름없이 동일하다(Daniels, 1989; Jackson, Cosaro, Niles, Stange 와 

Haber, 1989). 전 세계적으로 물 속에서 진통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50,000 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

국이 경우 많은 수중분만이 집,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서 조산사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Mackey, 2001). 국내에서는 1999년 1개 대학병원에서 수중분만을 시행한 

이후(박문일 등, 2000), 수중진통과 분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중진통 또는 분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2명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넓

은 욕조와 32.2∼38.3℃의 따뜻한 물, 물 속에서 사용 가능한 도플러 기계 등이며, 

물은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데워서 사용하며 반드시 소독된 물이 아니어도 된다(김

금중과 한명선, 2001; 김문 , 2001; Harper, 1994; Mackey, 2001).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 던 조산원에서는 수돗물을 데워 사용하고 있으며, 산부가 입수한 후 2시

간이 지나면 물을 완전히 교환하고 있다. 

수중분만의 경우 산부에게 장점이 되는 것은 물 속에서 신체가 이완되므로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욕조 안에서 산부의 자세가 상체를 세

우는 자세가 되며 물의 부력에 의해 자세 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서 자궁 

수축의 진행이 보다 잘 되어 진통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회음부에 균일한 압

력을 주면서 조직이 잘 이완될 수 있어서 회음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인위적인 

회음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다. 정서적으로 산부는 편안함이 증가하고 

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된다.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양수와 같은 특성을 가진 

물 속에서 출생하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며, 빛과 소리 자극

도 완화시켜준다. 또한 엄마와의 피부 접촉이 증진되어 모아애착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물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출생 환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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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생하는 것이다(김금중과 한명선, 2001; 김문 , 2001; 박문일, 2001b; 

Mackey, 2001). 회음부 손상을 예방하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수중 분만의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문헌에서 일

치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Burke 과 Kilfoyle, 1995; Garland 과 Jones, 1994; 

Rush, Burlock, Lambert, Loosley-Millman, Hutchison 과 Enkin, 1996). 수중진통

과 분만에서 가장 우려하는 위험은 태아 및 모성 감염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감염의 빈도는 매우 낮으며(박문일, 2001b; Mackey, 2001), 출산하는 산부와 아기

에게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Alderdice, Renfrew, Marchant, Ashurst, 

Hughes, Berridge 과 Garcia, 1995; Gardert, Hertel, Lenstrup, Bach, Christensen 

과 Roseno, 1987; Lenstrup, Schantz, Berger, Feder, Roseno 와 Hertel, 1987; 

Marchant, Alderdice, Ashurst, Hughes, Berridge,  Renfrew 와 Garcia, 1996). 

수중분만은 자기 주도적 출산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임신 상태를 유지하

고 질 분만에서 불가능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된 산과적 위험도가 낮은 산부의 

경우라면 선택할 수 있다. 즉 수중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37주 이상의 임부이며, 

양막이 파열된 경우라면 양수가 깨끗한 상태이어야 하고, 산부에서 금기가 되는 

상태가 없어야 한다(Mackey, 2001). 수중분만을 할 수 없는 금기가 되는 상태는 

산부에게 감염이 있거나 감염을 의미하는 발열 등의 증상 및 증후가 있는 경우, 

임신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과다한 질 출

혈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태아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경

우 등이다(김문 , 2001; Mackey, 2001). 

물에 입수하는 시기는 자궁 경부의 개대 정도와 진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중진통의 경우 자궁 경부가 5 cm 이상 개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Harper, 

1994). 이에 비해 수중분만의 경우에는 자궁경부가 5cm 이상 개대되고 강하고 규

칙적인 자궁수축이 유지될 때 입수하도록 하는데(Harper, 1994; Mackey, 2001), 너

무 일찍 입수하면 진통이 약해지면서 진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입수 시기는 대부분 산부가 결정하며, 미국의 조산사들은 산부가 원

하는 시점이 물에 들어갈 것을 권한다(Harper, 1994). 입수한 후 2시간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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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를 욕조 밖으로 나오게 하여 움직이도록 권유하는 것이 자궁 수축을 효과적

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Mackey, 2001).

우리나라의 산과 병원에서는 물 속에서 아기를 낳는 수중분만과 물 속에서 

진통을 하다가 아기를 낳을 시점에서는 분만대로 옮기는 수중 진통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분만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김문 , 

2001; 박문일, 2000b) 수중진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적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수

중진통’과 ‘수중분만’의 실시여부를 의사와 병원의 의학적 판단에 맡긴다는 의견을 

제시하여(박문일, 2000c), 분만에서 물의 의학적 사용을 인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참여자들이 물 속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들은 물이 주

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면서 물 속에서 완전히 아기를 낳은 후 물 밖으로 나

왔으며, 참여자 10의 경우 진통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물을 사용하 지만 출

산은 물 밖에서 이루어졌다. 아직 수중분만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국내에

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자들 중 많은 경우에서 수중분만이 선택되고 있는 것

은 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다.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은 

진통을 하거나 출산 중인 여성이 샤워나 목욕을 하고 싶어 하며, 물에 매우 끌린

다는 것을 깨달은 후 수중분만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반드시 물에 몸을 담그지 않

더라도 물소리를 들려주거나 푸른 바다에서 돌고래가 노는 그림을 걸어 놓는 것

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러한 물의 사용이 특히 산부의 

몸을 이완시키는데 매우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출산을 지각하려

고 노력하기 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출산을 받아들여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출산

의 진행을 돕는다고 보았다. 출산하는 여성들이 보여주는 물에 대한 선호는 본 연

구 참여자들에게서도 수중분만과 수중진통뿐만 아니라 집에서 진통하는 동안 종

종 더운물로 샤워를 하거나 더운 물을 담은 탕에 들어가 있는 행위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수중분만을 위해 물이 담긴 욕조로 서둘러 가서 몸을 담그는 참여자들

의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는데 물이 효과적임에 대한 자

료를 본 연구에서 확보할 수 있었으며, 물의 사용은 독자적인 간호 중재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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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이므로 산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는 물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존

중하고 진통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거나 이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히 물을 사

용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중분만에서 적절한 구체

적 간호 중재를 표준화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기가 출생한 직후 참여자들은 아직 탯줄이 연결된 아기를 자신의 맨 가

슴에 안을 수 있었으며, 탯줄을 절단하는 것은 탯줄의 박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 아기의 아빠에 의해 절단되었다. 또한 인위적으로 태반을 제거하기 보

다는 태반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과정들도 역시 출산

한 여성과 아기에게 출산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의

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에 의한 탯줄 절단과 태반 배출에 대한 

조절(Righard, 2001)도 결국 여성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이 진통을 하는 분만 1기와 아기를 낳는 분만 2기, 그리고 태반이 

배출되는 분만 3기 동안 소요된 시간은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에서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시간의 흐름

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제시되는 각 분만 단계별 소요 시간에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 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는 분만 1기의 경우 초산부에서 8시

간 또는 평균 12~14시간, 경산부에서 5시간 또는 평균 7~8시간이 소요되고, 분만 

2기는 초산부의 경우 약 50분, 경산부의 경우 약 20분 소요되며, 만약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지연분만으로 판단하여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김 자, 2001; 최연

순 등, 1999; 최유덕, 2001).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의된 분만 단계들은 의료인 주도

적 분만에서 이 시간의 범위 안에 분만이 종료되어야 정상적이라는 판단을 내리

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범위에서 이탈되는 경우 비정상적 진행으로 판단하여 

유도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 등이 선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참여자 10의 경우 분만 2기가 5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참여자 6의 

경우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분만 1기가 진행되는 경험을 했다. 참여자 10은 

초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산 시간이 5시간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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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분만에서 제시된 분만 시간의 틀 속에 포함되는 출산들도 많은 수가 관찰

되었지만,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출산들도 연구자는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위적인 의료적 처치 또는 약물의 개입이 없을 때, 출산은 개

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면서 고유한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

을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결코 의료인 주도적 분만

에서 적용하는 시간적 틀을 가지고 정상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출산이 나름대로의 흐름을 가진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임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의료인은 어떤 정해진 틀을 가지고 출산 진행의 정상 또는 비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으로서 순리대로 흐르

는 고유의 흐름을 가진 출산을 인정하면서 시간적 측면에서 보다 융통성과 여유

로움을 가지고 출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모든 경험에 의한 의미들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의 출산 환경과 

출산방법,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의 필요성을 완전히 새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현재 출산과 관련된 산과 실무에서 많은 측면들이 왜 출산을 위한 근거 중심 

권고와 불일치하는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어왔지만(Albers 등, 

1999), 지금까지 시행되어져 온 의료적 처치와 분만실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실재

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 만삭 산모로 임신과 동반된 합병증으로 분만 외 기타 

다른 내과적 및 외과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상 산모의 자연분만을 위해 

개발된 표준 진료 지침서(박용원 등, 2000)에도 관장, 삭모, 태아 전자 감시 장치, 

정맥 수액 공급과 피토신 약물의 사용, 금식 등 의료적 처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의료적 처치는 기본적인 분만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출산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분만실 중심의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출산 환경이 다소 변화되고 가족의 참여도 이전보다는 자

유롭게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적 처치에 대한 제고는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변

화된 출산 환경이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는데는 기여했지만, 

궁극적으로 분만 2기는 기존의 방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문헌적인 보고

는 없지만 임상 실무에서 산부에게 제공되는 실재적인 도움과 효과 측면에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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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비 상승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Righard(2001)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산부에게 수행되고 있는 산과 

역의 의료적 처치에 대해 교육적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변

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출산 환경과 의료적 처치

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산과 역에서 

근거 중심 실무를 위한 정보들이 출산 경험을 통해 제시되었으므로 간호와 의료

인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처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여 변화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적 처치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출산과정의 생리

(physiology)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가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외적

인 개입에 의한 간섭 없이 출산 과정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에 의해 진행될 

때 출산 환경, 산부의 호르몬 변화, 산부의 자세, 태아의 움직임을 통한 진행, 자

궁 수축과 이로 인한 통증, 남편 등 가족의 지지 제공 등 모두가 하나로 맞물려 

연결되면서 출산 진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요소도 누락되거나 

조정될 수 없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출산에 대한 확신과 주도권

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출산 전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

을 때, 저위험군의 정상 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을 종료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산부 관리에 대한 의료적 접근에서 보다 많은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위적인 의료적 처치의 일상적 적용이 산부에 대한 심리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

라, 의료비용 및 의료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그 효율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상 질식 분만과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 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로 변화되었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02c),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이삼식, 2001), 높은 빈도를 보이

는 제왕절개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써 정부에서는 각 요양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을 2000년부터 공개하여(고수경 등, 2001) 수술보다는 자연스러운 



- 221 -

출산을 권장하는 오늘날의 국내 의료 환경에서, 침해적인 의료적 처치를 보다 적

게 사용하고 효율적인 의료 인력의 투입을 통해 출산하는 여성을 지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윤미와 고수경(2002)은 산부인과 의사의 개별적 

의료 관행을 수정하기 위해서 분만에 관한 근거 중심 의료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들은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의 진행을 존중하면

서 여성의 풍부한 출산 경험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제왕절개분만율과 높은 

시설분만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출산 방법으로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출산 관리에서 조

산사 또는 간호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비용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서도 일상화된 의료적 처치의 필요성을 제고한 후, 본 연구에서 시도한 여러 접근

들을 활용하고자 시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

면 모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출산 맥락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 맥락 안에서 출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이 가진 출산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참여자들

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민감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변화

를 조절 또는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주도적으로 출산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즉 참여

자들은 진통이라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을 

성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출

산 과정을 준비한 후, 적극적으로 참여하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5. 3  공동체적 지원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동안 남편과 의료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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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와 간호사)으로부터 공동체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공동체적 지원을 두 

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5. 3. 1  배우자의 새로운 역할 규정

출산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있고 출산을 지지하는 것은 한 가족

임을 느끼는 것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이다(김예진, 1999). 참여자들은 모두 남편

과 함께 출산하 는데, 남편이 출산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출산하는 동안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더 

이상 출산이 여성 혼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 아기를 낳는 자신의 옆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준비가 잘 된 남편의 경우 아기를 낳는 동안 아내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

기도 하는데, 호흡을 격려하면서 코치하거나, 잘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힘을 불

어 넣어 주며 칭찬하는 것, 몸에 마사지를 해 주면서 신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거나, 물을 떠다 주는 등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그런 도움들 보다 함께 하면서 출산을 같이 지켜주는 것을 강하게 요

구하 다. 

선행연구들에서 남편 등 출산시 동반자는 지지와 격려, 안심을 제공하고, 

산부가 조절감을 느끼고 유지하도록 옹호해 주는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

는데(Beaton 과 Gupton, 1990; Bluff 와 Holloway, 1994; Chapman, 1991; 

Lavender 등, 1999; Moran-Ellis, 1989; Munns 와 Galworthy, 1995; Niven, 1985; 

Somers-Smith, 1999; Stolte, 1987), 이러한 도움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출산시 배우자의 참석은 출산하는 여성이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박공례, 1990). 특히 산모에게 가장 큰 

지지를 제공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신기수, 1996)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지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높게 나타

난 본 연구 결과는 남편에 대한 출산하는 여성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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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의 출산에 참여하는 남편은 직접 진통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산을 보다 덜 느낄 수도 있는데, 만약 출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면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체험을 할 가능성은 낮아진다(Brown, 1982). 그러므로 남편이 출산

하는 아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출산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편에게도 출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김예진, 1999). 

이상과 같은 남편 참여에 대한 참여자들의 요구는 의료에서 남편에 대한 교육과 

간호를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남편을 관찰자 또는 방관자로 보면서 간호의 대

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간호 제공의 대상자로 간주하고 출

산 전 임신시기부터 올바른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출산에서 남편의 역할은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이었다. 출산에서 완

전히 배제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거나 아기의 탯줄을 자르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는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편의 참여를 

허용하는 가족 분만이라는 개념으로 임상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다(박윤희, 2002; 

장명재와 박경숙, 2002; 한원보, 2002).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들이 소독

가운과 마스크, 모자로 온 몸을 가리고 진통 중인 아내 옆에 서서 분만 과정을 지

켜보다가 때가 되면 탯줄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참여자들

은 남편이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체 출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출산의 한 구성요소로 기여하기를 요

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요구는 남편 또는 가족구성

원이 참여하는 가족 분만의 개념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산부와 가족이 함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또는 가족도 출산 준비 과정, 그리고 진통

과 출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병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 감독 위주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보다는 가족 

중심의 분만 관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형성되고 있으며(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조 숙과 이혜우, 1992), 가족 분만실에서 가족 분만을 경험한 초

산모의 경우 분만까지의 진통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긍정적으로 분만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장명재와 박경숙, 2002), 가족 분만은 완전한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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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보장하면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중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임상

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 분만의 개념은 보다 적극적인 가족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3. 2  주요 참여자로서 의료인(조산사/간호사)

자기 주도적 출산에서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에게서 정말 가치 있는 

돌봄을 받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양상은 의료적 처치를 통해 전문

적 기술의 제공이 주가 되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의 돌봄과 달랐다. 먼저 참여

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로부터 안정감과 믿음의 공유를 느꼈다. 조산사와 간호사

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출산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참여자들 또한 여성이

므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 믿음은 서로 공

유되었으며, 이런 믿음은 더 나아가 참여자들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다. Coyle 등(2001)은 

출산센터의 조산사들이 병원의 의료인 보다 출산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출산에 대한 신념을 지지할 수 있으며, 침해

적인 중재를 보다 덜 사용하며, 이러한 믿음들은 여성들에게도 느껴지는 것이라고 

했다. Walker 등(1995)은 출산하는 동안 조산사와 여성은 조절과 지지를 상호 교

환하는 관계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조산사는 여성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제공한다

고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와 오랜 기간 만나면서 출산에 대

한 철학과 믿음에 동화된 참여자들일수록 조산사 또는 간호사에 대한 믿음이 강

하게 나타났으며, 단지 출산만을 위해 조산사와 간호사와 만난 참여자들의 경우에

서는 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산전 교육에서 

조산사와 간호사들이 임산부들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가 무엇인지와 의료인이 대

상자와 형성해야 할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은 출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받는 것도 원했지만, 자연스러운 정상 출산에 대한 믿음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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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자신들이 출산할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인정되는 것도 요구하고 있었으며, 출

산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정감을 얻고

자 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한 인간으로써 존중되고 신뢰받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

은 의미 다.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은 안정감이 출산 과정을 결정하는 

의식 수준을 바꾸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여성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믿을만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조산사라면 출산하는 여성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러한 안정감은 결국 출산하는 여성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아 여성을 대상

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함께 하면서 아기를 같이 낳는다는 의미로 본 연

구 참여자들에게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안정감, 신뢰와 존중 받음은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인 간호 철학의 기본 바탕이다. 결국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간호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 철학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간호의 본질적인 측면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산에 대해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데, 출산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는 출산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의료인에

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출산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산 준비 교육

을 받은 임산부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 받고 출산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무지를 바

로 잡아 정신적으로 진통을 극복하는데 준비되어 출산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며,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아이를 신뢰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의료적인 동의와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출

산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알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뭘 알아야 출산을 하는 것이

지 않느냐’ 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요구는 결국 간호에 대한 요구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간호는 출산 준비 교육을 통해 출산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할 뿐

만 아니라 여성이 자기 자신과 출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할 필요

가 있다. 출산에 대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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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조합하여 인식하고, 진통에 대해 가능한 조절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

면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 조절과 통제력을 느끼는 것이다(Gibbins 와 

Thomson, 2001). 이를 통해 여성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간호사와 조산사가 제공하는 출산 준비 교육인 것이다. 이러

한 결과들은 현재 운 되고 있는 출산 교육에서 그 목표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른 방향, 즉 자신의 몸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출산에 대한 믿음과 의

지, 그리고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설정되어

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산에서 통증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며

(Beaton 과 Grupton, 1990), 분만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진통은 분만에 대한 불

안, 공포,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으로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확인되어 왔다(김혜

숙, 최연순, 장순복, 전은미와 정재원, 1993; 여정희, 1999a, 1999b). 또한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에 대한 조절과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하거나 자

신이나 아기에게 손상을 주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Green, 1993; Lowe, 1996; 

Sjogren, 1997). 병원에서 분만실에 누워있는 여성은 출산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와 

같은 극도의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데, 제왕절개의 주된 이유 중 ‘자연분만

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적 이유가 1997년에 3.4%이었지만 2000년에는 7.3%로 증가

한 것(이삼식, 2001)은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

구 참여자들에게서는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불안이 강조되어 표현되지 않았다. 

출산에 대한 기대에 따라 어떻게 진통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느낌들을 개발시

키기 때문에(Gibbins 와 Thomson, 2001), 자신이 스스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출산을 했던 참여자들은 진통을 스스로 조절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다. 진통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통증 조절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출산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데 중요한 요소이다(여정희, 1999a, 1999b). 

참여자들이 불안과 진통을 극복하는데 가장 많은 향을 준 것은 조산사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지지와 격려 다. 참여자들은 조산사와 간호사가 자신에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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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아기를 낳는다’ 고 표현했으며 

‘엄마’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즉 참여자들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

라 먼저 자신을 인간으로 존중해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기를 원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돌봄에 대한 요구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수용해 주는 의료인이

기를 원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요구가 출산 경험을 통해 충족되었다. 산부에게 도

움이 되는 간호지지 행위는 개별적으로 돌보아 준다는 느낌을 받거나, 칭찬 등 격

려를 해 줄 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존중해 주는 등(Bryanton, Fraser-Davey 과 

Sullivan, 1993) 무형의 것들이 더 많은데, 본 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지지와 격려, 믿으면서 함께 하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산사 또는 간호사들이 출산하는 여성에게 돌봄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문헌을 통해 제시되었다. Simkin(1991)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에 대한 요구, 

힘을 주고 칭찬하는 말들, 그리고 출산하는 동안 여성의 바람과 요구를 고려하는 

것을 강조했다. Flint(1991)는 조산사가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여성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 여성이 엄마로서 자신에 대해 가지는 느낌들,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

한 자아개념에 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Taylor 와 Copstick(1985)은 조산사의 

정신적 지지에 의해 여성의 진통과 출산 경험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주장하 다. 

그들은 어떻게 조산사들이 여성이 출산 경험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윤곽을 제시하면서, 여성이 진통과 출산 동안 자신의 돌봄에 만족하는 것은 의료

인과의 상호 작용의 질에 의존한다고 했다. 더군다나 Taylor(1991)는 조산사들이 

진통과 출산 동안 신체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여성들에게 제공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일부 조산사들이 자신을 정서적 접촉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좀더 이용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원은 이러한 것을 

격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상은 출산하는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Coyle 등(2001)은 병원에서 보다 출산

센터에서 여성들은 조산사들과 보다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역할들은 의료인이 더 중심이 

되고 의료인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여성에게 수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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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분만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Walsh(1999)는 출산 센터에서 조산사

와 함께 출산한 여성들의 경험이 조산사와의 관계에 많은 향을 받으며, 조산사

를 ‘친구’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Fleming(1998)은 참여와 함께하기, 보충해주고 보

완해주기, 반 과 반응성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상호의존적 모형을 제시하여 조산

사와 출산하는 여성의 역동적 관계를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출산

하는 여성이 요구하는 의료인과의 관계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처럼 상하가 구

분되는 관계가 아니며, 보다 평등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상호보완적이고 공동체

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부터 

느꼈던 관계는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조산사 또는 간호 행정가는 정서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돌봄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마음속에 두면서, 산과 간호에서 또는 조산 서비스

에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고려해야만 한다. Flint(1993)는 이러한 여성의 요

구를 여성의 전체 삶 중에서 가장 친 한 시간인 한 시점에서 여성이 자신이 알

고 있고 믿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

신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Flint(1993)가 주장한 것처럼 일반

적으로 출산하는 동안 여성이 불안정하고 손상받기 쉬운 상태일 것이라는 염려와 

달리, 여성은 아기의 출산을 둘러싼 중대한 경험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은 경험이 많고, 보다 많은 지지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간호사와 조산사들

이 여성의 이러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Lehrman(1988)은 이러한 

참여를 ‘진정한 함께하기’(positive presence)라고 하 으며, 이 요인이 진통과 출산

에 대해 여성이 만족감을 느끼는데서 가장 큰 직접적 효과를 가지며, 이 요소가 

여성의 자아 개념 증진에 대해 5%를 설명력을 가진다고 했다. 즉 간호사 또는 조

산사는 진통중이거나 출산 중인 여성과 보다 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감을 

나누는 진정한 함께하기를 제공하여 돌봄의 질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출산을 준비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동안 특별한 간호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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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이, 신체적인 측면과 전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간호보다는 심리 정서

적 측면에서 간호가 훨씬 더 우세했다. 이러한 간호에 대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받

은 간호에 대해 높은 만족을 표현하 는데, 이런 만족의 중심요소는 자신에게 돌

봄을 제공하는 간호제공자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이었고, 이들과 감정적 교류를 통

한 라퍼(Rapport)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출산에 대한 조절과 통제의 권한을 공유했

기 때문이다. Cunningham(1993)과 Hodnett(1989)은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자의 지

속성으로 인해 라퍼와 조절감을 공유하는 것이 촉진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산사

와 출산하는 여성은 병원에서 분만한 여성보다 조산사의 돌봄에 대해 높은 만족

을 느낀다고 했다. 이처럼 조산사 또는 간호사와 같이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

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을 받을 때 산부는 진통에 대해 더 잘 준비하고 자신의 출

산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며 (Green, 1999; 

McCourt, 1998; Walker 등, 1995),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산부에게 정보를 제공하

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줄수록(Green 등, 1990a, 1990b; Hodnett, 1996; 

Walker 등, 1995) 자신감을 느끼고 출산에 대한 만족감도 더 증가한다(Gibbins 와 

Thomson, 2001; Hodnett, 199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확인되었

다. 그러므로 간호는 산전 관리 또는 출산 준비 교육을 통해 출산할 여성과 지속

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라퍼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조절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전문가로서 제공하는 조절 또는 지지 사이에서 균

형을 유지하면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여성의 조절에 개입하여 고도로 지지적인 

행위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Walker 등, 1995), 이러한 관계를 출산과 산후 관리

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여성에게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긍

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모성 역할 전환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편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하는 산부에게 제공하는 공

동체적 지원은 보호받고 있으므로 두렵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즉 안정

감이었다. 안정감은 출산하는 여성이 가장 희망하는 정서이자 가장 중요한 정서이

며(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2001b), 이러한 안정감은 끊임없이 제공되는 

출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일관적인 간호 제공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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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이러한 정보와 지지적인 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고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충분히 배치될 필요가 있

다(Fleissing, 1993). 참여자 10 은 오랜 진통과 출산을 경험하는 동안 자신을 지지

해주던 조산사와 간호사들을 ‘엄마’ 같이 느껴졌다고 표현했다.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은 출산에서 ‘엄마’ 라는 존재는 안정감을 주면서도 판단하지 

않으며 관찰하지 않는 사람의 원형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출산하는 여성의 

첫 번째 조건이라면 이러한 안정감을 제공해 줄 사람, 즉 조산사가 엄마의 존재와 

같은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역할을 조산사의 진정한 역

할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역할은 출산을 돕는 사람, 즉 남편이나 조산사가 아닌 

다른 출산 보조 인원은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 다. 

이상과 같이 안정감을 여성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산사가 출산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면서 지지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McKay 와 Yager Smith(1993)는 정보

의 흐름이 자유로울 때, 여성들은 힘을 얻게 되며 선택에 보다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통증을 보다 덜 경험할 수 있으며 보다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주

장하 다. 이러한 주장은 Kirkham(1992)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보고 되었다. 

McKay 와 Yager Smith(1993)는 진통 동안 무엇이 기대되는지 여성에게 계속 정

보를 제공하는 것과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느낌들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진통의 

진행을 설명하는 것은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중요하며, 어떻게 여성이 자신의 출

산 경험을 인식하는지에 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강하

게 지지 되었는데, 여성들은 그들의 출산 경험 동안 남편과 의료인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명확하게 요구하 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격려, 힘 북돋우기, 그리고 자

신이 선택한 출산 과정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안심에 대한 요구도 명확히 

드러내었다. Kintz(1987)와 Green 등(1990b)에 의해 기술되었던 정서적 지지에 대

한 요구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을 지지하 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이 남편과 의료인(조산사/간호사)으로부터 제공받은 

공동체적 지원은 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공되는 안정감이며, 이는 남

편이 수행할 출산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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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간호의 내용과 대상자와의 관계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5. 4  새로운 자아 탄생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출

산에 대한 부정적 고정 관념과 여성들의 무지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가

지고 있었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무지를 깰 수 있었다. 출산에서 

‘고통’과 ‘두려움’ 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출산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출산 관련 서적 또는 대중 매체

를 통해 제시되는 어렵게 아기를 낳는 모습들, 수술하는 사진 등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여성들이 이를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주변의 이야기와 자신의 첫 출산 경험을 통해 출산에 대

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참여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

하 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함께 출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다른 

여성들 또는 다음 세대의 딸들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더 강화시켜 결국 출산에 대

한 부정적인 정서를 재사회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출산 교육과 자기 

주도적 출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재사회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

었으며, 출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주체가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일 수도 있

는 출산의 가능성을 다른 여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여성들이 무조건 병원을 선호하는 분위기와 제왕절개술을 쉽게 

선택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삶의 주체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보았었

다. 높은 의료인 중심의 시설 분만율과 제왕절개술의 빈도는 쉽게 수술을 권하는 

의료인의 책임과 의학적 판단 못지않게 출산하는 여성들이 스스로 정상 출산보다

는 제왕절개술을 선호한다는 것(이종찬, 2001), 그리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

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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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서 주체가 자신임을 자각해야 하며, 단지 출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약물의 사용이나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하는 것을 다시 제고할 필요

가 있는데, 참여자들은 출산의 전 과정동안 체험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들

에게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몸과 출산에서 주체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

게 주장하고 있다. 즉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거

나, 의료인에게 무조건 분만을 맡기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출산

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여 자신의 출산에 대한 주도

권을 스스로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출산에 대해 무지한 여성들, 

고정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자

신들은 무지와 고정관념을 탈피함으로써 자신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과정을 체험

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의지와 자신감으로 강한 여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이

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출산을 둘러싼 의료적 

환경에서의 변화와 의료인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출산에 대해 새로운 

지각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주도적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는 것으로, 여성 자신의 변화가 가장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여성보다 집에서 아기를 낳은 여성

이 자신의 출산에 더 만족도가 높다고 제시되었는데, 집에서 출산한 여성은 의료

적 중재를 보다 덜 경험하여 자신의 통증을 스스로 조절했다고 더 많이 느끼며, 

자신의 출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Fleming 등, 1988; 

Morison 등, 1998). 이와 같이 조절감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출산 경험에 대한 

만족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자로 확인되어 왔다(Berg 등, 1996; Bluff 

와 Holloway, 1994; Green 등, 1990a, 1990b; Hall 과 Holloway, 1998; Too, 1996; 

VandeVusse, 1999; Walker 등, 1995). 자신의 출산에서 조절과 통제를 느끼지 못

하는 경우 자신의 출산에 대해 덜 만족하고 충만감(fullfillness)도 덜 느끼게 되므

로 잠재적으로 정서적 안녕 상태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Green 등, 1990b). 

Rosenthal(Harper 1994에 인용)은 여성이 출산 과정을 통제하고 전통적인 의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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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받지 않으면서 출산을 경험하면 정서적으로 강해지고 큰 성취감을 얻게 된

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출산 센터에서 여성이 출산을 통제하도록 하며 ‘의료 행

위가 없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출산을 긍정적

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통해 자신의 출산을 스스로 조절하

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하

고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의한 적극적인 조절과 통제력을 경험하 고,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주도한 출산을 통해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으

며, ‘프라이드’ 같은 자신의 출산 경험을 통해 ‘뿌듯한’ 느낌이나 ‘대견스러운’ 느낌 

등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를 성취하 다. Bramadat 와 Driedger(1993)는 ‘만

족'이 단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정의적인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지적했는데, 본 연구 참

여자들 역시 자신의 출산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높은 만족감을 성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출산 경험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모성 역할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데, 참여자들이 모두 출산 

후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와 아기 돌보기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모성 역할을 이행

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성공적으로 모성 역할 전환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수중분만과 관련된 전문적 학술지와 신문, 그리고 조산사 중심의 자연스러

운 출산과 관련된 문헌 등에서 중심이 되는 주장은 여성이 중심이 되는 돌봄을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조절을 여성 자신에게 주라는 것이었다(Cheung, 2002; 

Morison 등, 1998; Redwood, 1999; Sandall, 1995). 이러한 주장은 박문일(2000b, 

2002), England 와 Horowitz(1998), Harper(1994),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 2001b)과 Rosenthal(Harper, 1994에 인용)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산에 대한 조절을 여성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들은 여성이 본능

적으로 출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출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여성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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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b; 크리스티안 노스럽 저, 강현주 역, 2000; Balaskas, 1992; England 와 

Horowitz, 1998; Flessing, 1993; Hallodorsdottir 와 Karlsdottir, 1996; Lynam 과 

Miller, 1993).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일관되게 스스로 출산에 참여하기를 요구했고, 또한 출

산을 주도하면서 출산에 대한 조절을 자신들이 할 수 있기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자신들이 출산에 대한 조절을 가졌을 때 성공적으로 아기를 낳았다. 이를 통해 출

산이 이제는 아기를 낳는 여성들에 의해 조절되어져야 하며, 의료인들은 이러한 

여성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성을 믿어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aufman(1993)은 전체 출산 과정에 대한 조절은 의료적으로 확립된 배경에서부터 

출산을 하고 있는 여성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긍정적인 출산 경험은 여성이 자신의 몸과 함께 흐름을 타는 것을 요구한다고 주

장했던 Green 등(1988)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제 구조의 병원 의

료인들이 의사가 없다면 출산이 안전하게 마쳐질 수 없다고 보면서 여전히 아버

지로서 역할을 하고자 출산에 개입한다면(Redwood, 1999), 출산에서 조절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쉽게 수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료인들은 아직 출산에서 여성

과 동반자가 스스로 자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에 인색하다

(Morison 등, 1998).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의료인의 도움을 거

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출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거절

하고 있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출산을 하는 여성을 믿고 이들에게 출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조절과 통제의 권한을 가지게 하고 돌봄을 위한 책임을 나누

어가지며, 그리고 이들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지켜보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중 간호는 대상자를 총체적으로 보며 임신한 여성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접촉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산과 역에서 간호는 의사에게 의

존하는 간호보다는 독자적인 간호를 시행할 많은 기회를 가진다. 그러므로 간호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요구에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산과 간호 역에서의 파라다임 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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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때 여성들은 본 연구의 결과처럼 출산을 경험하면서 보

다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자유 의지

를 가진 인간을 총체적으로 존중하면서 간호중재를 제공하여 인간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간호의 목적과도 일치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출산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를 따르는 

생리적 사건이며, 대부분의 여성은 두려움과 불안이 조절된 상태에서 출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편안한 환경에서 최대한 이완되어 있을 때, 그리고 출산 능력에 대

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의료인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에 대한 존중과 출산 

상황에 적절한 전문적 지지를 받을 때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출산이 경험될 때, 보다 더 많은 출산 경험이 여성의 삶의 경

험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b). 그러나 고도로 산

업화되고 첨단 기술이 강조되는 현대 시점에서, 출산을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은 

출산 과정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는데(바바라 하퍼 저, 

송미라 역, 2000; Harper, 1994), 결과적으로 현대 의학은 많은 의학적 중재를 통

해 여성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산 능력을 방해하여 출산의 생리적 진행의 

흐름을 손상시켰으며, 동시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출산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

래해왔다. 또한 기계화되고 정형화된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의존하고 이러한 분만 

방법에 재사회화 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출산의 능

력을 망각하고 살면서 오로지 의료인에게만 기대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연구자에게 보여준 출산 경험과, 연구자가 조산원에

서 참여 관찰을 했던 많은 여성들의 경험들은 연구자에게 자연스러운 출산의 순

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임신과 출산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지극히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현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밝은 조명과 의료인의 도움이 없었다. Odent(미셀 

오당 저, 장은주 역, 2001a)은 예수의 탄생을 재해석하여 자연스러운 출산의 이미

지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요셉이 산파를 찾으러 나간 사이, 마리아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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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멀리 떨어진 마구간에서 지켜보는 이 없이 혼자 예수를 출산한 것은 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어둡고 아무도 없어 

조용한 마구간이라는 장소는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이 곳에서 예수를 낳았다

는 것은 출산이 곧 동물적인 본능이 주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

다. 마구간에는 사람도 없었지만, 소음과 시계도 없었다. 이처럼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적 처치를 제공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몸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몸을 

주도적으로 조절하면서 여성들은 아기를 낳아 왔고 인류의 역사도 유지되어 왔다. 

오늘날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긍

정적인 결과를 통해 발전과 성공을 이끌어낸 것도 많지만, 또한 자연스러움의 순

리를 깨거나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현상들이 다양한 

역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다. 인간의 출산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의료화 된 출산

은 결국 자연스러운 출산의 순리와 이치를 손상시키고 방해하여 인간이 누려야할 

신비로운 출산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출산의 경험은 경험 그 자체의 시간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내면으로 스며들

어야 한다. 그러나 바쁘게 진행되는 현대 산과 병동에서는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통해 비록 모성과 신생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올렸을

지는 모르지만, 여성의 내면으로 출산을 경험을 의미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에서는 실패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가진 능력과 본능적인 자신만의 기

술을 평생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장시킬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통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높게 가치 평가하고 있는 편리함과 신속함은 보

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통에 직면하여 이를 견디어 내는 인내와 극복의 의미와 

가치가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의 편리함과 신속함보다 더 많은 것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의 대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의료인

이 가져야 할 사명감을 생각한다면 의료가 편리함과 신속함을 위해 다른 가치들

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출

산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돌아보고 이를 여성의 경험으로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에서의 순리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다시 재평가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간호가 

건강 증진을 위해 일차 건강관리자로서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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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대한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고려할 때, 지금이 출산에 대한 사

회적 및 의학적 견해를 변화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접근을 시

도할 때라고 볼 수 있다.

차츰 현대 사회에서 자연주의적인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

성과 가치에 대한 윤리적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도 이제 출산에서 자신이 가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

의 출산을 주도하면서 아기를 낳고자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의료인들에게 요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들은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출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 

주도적 분만이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 간호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

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인 조산사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

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소모되고 보다 친 한 관계가 요구되며 보다 

총체적으로 대상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기 주도적 출산은, 인간에 대한 총

체적인 돌봄의 제공을 추구하는 간호를 배경으로 출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조산사에 의해 돌봄을 받을 때 여성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의 경우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옹호는 출산 센터(Birth center) 

또는 가정에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조산사와 함께 출산하는 조산사 중심의 출산으

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Harper, 1994; Kitzinger, 2001). 호주의 경우 출산 센터는 

제도화된 병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출산 장소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Colye 

등, 2001), 조산사들의 활동이 많은 스웨덴과 미국에서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출

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Albers 등, 1999;  Seimyr, 2001). 

이러한 변화는 조산사 모델에 의한 출산 방법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

어졌기 때문이다(Waldenstrom 과 Lawson, 1998). 이러한 조산원에서의 돌봄 배경

은 출산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며 의학적이기 보다는 매우 사회적인 현상이

라는 철학에 근거하므로(Mathews 와 Zadak, 1991), 분만 유도가 없으며, 전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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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니터가 시행되지 않으며, 다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계 장비가 없

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는 빈도와 회음절개술의 시행 빈도도 

병원에서 보다 현저하게 낮아, 전체적으로 의료 기술적인 측면의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Bradley, Tashevska 와 Selby, 1990; Kitzinger, 2001; Waldenstrom, 

Nillsson 과 Winbladh, 1997; Whelan, 1994; Wood, 1997), 대상자 중심의 태도를 

가진다. 여성과 가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게 되고, 임신과 출산까지 돌봄

의 연속성이 동일한 조산사를 중심으로 유지되어(Seimyr, 2001; Waldenstrom 과 

Turnbull, 1998), 출산 역에서 여성들의 변화되고 있는 요구와 맞아떨어지기 때

문이다. 결과적으로 출산 센터 중심으로 조산사들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만족도

가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높다는 것이 보고 되고 있으며

(Bradley 등, 1990; Seimyr, 2001; Waldenstrom 과 Nillsson, 1994), 건강한 여성에 

대한 조산사에 의한 돌봄이 최소한 의사에 의한 돌봄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는데(Albers 등, 1999),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

한 맥락에서 Albers 등(1999)는 거의 모든 임산부들이 만삭인 시점에서 저위험군

의 여성들이고, 조산사를 중심으로 한 돌봄이 보다 적은 의료 기술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돌봄을 제공하고, 이러한 돌봄이 의료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효과적이고 비용면에서 더 저렴하며 출산하는 여

성에게 좀더 많은 충만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출산이 산과 간호의 

과정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김재희(2001)는 에코페미니즘적 견

해로 자연스러운 출산과 모유를 먹이는 활동에 접근하면서, 조산사가 반드시 복원

되어야 할 여성의 전문적 직업임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 조산원의 수는 2000년에 127기관에서 2001년에 87개로 감소되었

으며, 이는 1985년 538기관, 1995년 183기관이었던 것에 비하며 급격하게 감소된 

것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2002b), 조산사가 제공하는 정상 출산 서비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는 열등재화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과 의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내 의료 환경 안에서 조산사 고용

여부가 제왕절개율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김윤미와 고수경, 

2002), 고용된 조산사가 독자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산부



- 239 -

인과 의사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에 의해 전문간호사로서 조산사가 독

자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외

국의 경우 조산사에 의한 출산 개조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우등재화가 되어 있으며(김윤미와 고수경, 2002), 조산사가 활동이 많은 나라일수

록 제왕절개분만율이 낮고 자연스러운 출산을 권유하는 경향이 높으므로(미셀 오

당 저, 장은주 역, 2001b, Harper, 1994), 조산사들의 활동은 다시 활성화 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복원은 결국 간호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연구자는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주도적 출산은 결코 여성 혼자 아기를 낳는다는 의미

가 아니다. 조산사,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출산 관련 의료 전문가가 출산하는 여성

과 반드시 함께 하면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의료 전문가는 기존의 

‘산파’의 개념과는 다르며, 출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의료인을 말한다. 또한 잘 계획되고 미리 준비되어진 상황에서만 안

전하고 성공적인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주도적 출산은 의료인 주

도적 분만과 대립되는 출산 방법이 아니라, 출산을 위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출산 방법의 하나이며, 출산을 의료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적인 가족 경험으로 체험되도록 하는 출산 방법이며, 전통

적으로 내려오던 ‘산파’에 의한 출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의

료인에 의해 관리를 받는 새로운 출산 방법인 것이다. 

자기 주도적 출산이 이러한 출산 방법으로 존재하기 위해 간호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통해 보다 많은 노력과 출산을 위해 준비하는 여성에게 접근을 시

도할 필요가 있다. 간호는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접근하고 그

들의 자유 의지와 요구를 존중하는 간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

으며, 간호사와 조산사는 출산하는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주도적으로 출산하

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이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고자 노

력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요구를 산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학계에 올바르게 전달

하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간호의 입장을 주장하여 의료계와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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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여 보다 적절한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새롭고 보다 긍정적인 출산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

여해야 할 것이다. 

5. 5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자기 주도적 출산이라는 현상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 주도적 출산이 어떤 현상이고,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

지 확인하 으며,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된 의미와 주제, 중심의미를 규명

하여 제시하 다. 이를 토대로 자기 주도적 출산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지

식을 제공했으며,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더 많은 질적 및 양적 연구를 진행함

에서 기초를 제공한 의의를 가진다.

출산 후 여성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느낌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것은 중

요한데, 출산 후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debriefing’ 또는 ‘defusing’ 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다(Ball, 1988; Crompton, 1996; Hodnett, 1996; 

Ralph 와 Alexander, 1994; Smith 와 Mitchell, 1996). Alexander(1998)는 출산 후 

여성에게 자신의 진통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주거나 좀 더 구조화된 간호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진통 동안 간호 했던 조산사 또는 간호사와 만나는 것은 여성에게 진통과 

출산 동안 발생한 일들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Charles 와 

Curtis, 1994; Hodnett, 1996; Nicholson, 1990),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예방하거

나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Hodnett, 1996).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여성들에게 자신의 출산 경험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통과 출산에 대해 이야기 하고 동시에 이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 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대중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출산에 대한 시도들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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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여성들이 출산을 통해 실패감, 박탈감 등의 부정적 반응이나 안도감, 다행

감 등으로 표현되는 정도 던 출산의 과정이 새로운 자아 탄생으로까지 전환 될 

수 있음을 예시하여 출산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데 기여하 다.

또한 간호 실무 측면에서 아직 실무분야에서 많이 인식되지 않은 자기 주

도적 출산 경험을 제시하고,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동안 요구되

는 간호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인하여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임상 

간호의 관심을 유도하 다. 

자기 주도적 출산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과 대립되는 출산 방법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출산 방법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출산 

방법을 통해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와 출산하는 산부에 대한 근거 중심 실무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 다. 

사회적으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보다는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료 환경 안에서도 제왕절개술 빈도를 감소시키고 의료 

인력과 의료 비용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분만 관리 전략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간호에 대해서도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출산하는 여성

을 관리하기 위한 산전 관리 프로그램과 출산 관리 중재술의 개선 또는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구에 대해 본 연구 결과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

에 따르는 출산을 지지하면서 최소의 의료적 처치 제공과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

한 출산 관리의 근거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요구 해결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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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6. 1  결론

본 연구는 병원 중심의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선택하지 않고, 조산원 또는 

집에서 조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을 대상으

로 진행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목적인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 다. 

연구를 위해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후 

3~7일이 경과된 11명의 여성에서 출산 경험담을 심층 면담하 으며, 연구 참여자

들의 출산 비디오와 출산기 등이 자료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출산하는 여성들을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여 자기 주도적 출산의 의미를 보다 깊

게 드러내고자 노력하 다. 면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2~3회 개별

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 내용을 필사한 후,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 자기 주

도적 출산 경험을 대상자 입장에서 나타내는 대표적 진술과 구성된 의미를 규명

하 다. 이를 토대로 주제를 규명한 후,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심의미를 추출

하 다. 연구 결과, 4개의 중심의미와 8개의 주제, 27개의 대표적 진술(구성된 의

미)이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A.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 대한 저항

1) 의료인 주도적 분만 비판 :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보다도 더 못하면 

되겠어요?”(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부재),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의료인과의 대화),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전혀 못 누리고, 권리를 빼앗겼죠.”(누리지 못하고 의료인에게 다 맡

기다.), “정상인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만을 하러 가는데도 환자 취급당하는 거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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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임신이라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되다.), “아이는 둘이 가진 것인데.... 남

편의 참여는 곤란하다고...”(남편도 없이 버려지다.), “병원에서 하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어머니의 사랑으로 아기를 위할 수 없다.), “병원에서 자연분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분만이 아니더라.”(‘자연분만’이 ‘자연분만’이 아님을 알

다.)

2) 자기 주도적 출산 선택 : “어차피 할 출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

지.”(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다.), “산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내

가 찾는게 저런 방법이구나”(나를 위하는 출산 장소를 찾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주도하에 안정되게 아기를 낳고 싶어서...”(출산에서 기대하는 것을 

드러내다.)

B. 자기 주도적 맥락으로의 참여

3) 자기 주도적 출산 준비 : “뭘 알아야 출산을 하죠, 열심히 준비했어

요.”(스스로 자신을 준비시키다.), “신랑도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

니... 사람이 확 변했잖아요.”(함께 출산해야 할 남편을 이끌다.)

4) ‘자연적’ 출산의 체험 : “자연스러운거라 그러시더라구요. 그걸 내 눈으

로 직접 확인했구요.”(몸의 변화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다.), “온 몸이 다 휩쓸리

는 느낌인데... 혼자 견디는거지 뭐.”(진통의 고통과 공존하다.), “힘은 빼고 싶은데 

이게 막 저절로 나오려고 하는 느낌인데...”(불가항력적으로 분출하는 내 안의 힘

과 아기의 힘을 느끼다.)

5) 자기 주도적 출산 과정으로의 적극적 참여 : “남편이 잡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었어요.”(몸에 집중하다.), “정말 몸이 시키는대로 되더라구요.”(몸이 

원하는대로 반응하다.), “오만 것을 다 해 가지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온 

힘을 다해 몸을 이끌어가다.)

C. 공동체적 지원

6) 배우자의 새로운 역할 규정 : “고통을 직접 겪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

의 현장을 같이 지켜줌으로 인해서...”(함께 있어 든든함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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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참여자로서 의료인(조산사/간호사) :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함

께 해 준다는 그런 느낌”(관심을 집중하여 모든 것을 함께 하다.), “다 믿는게 자

연분만이잖아요.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줘요.”(같은 마음으로 출산을 믿다.), “모든 

정성을 쏟아 나를 돌보아 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내 몸 같이 정성으로 돌보다.), 

“엄청 옆에서 할 수 있다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힘을 실어주는 격려를 하다.)

D. 새로운 자아 탄생

8)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 모성 : “아~ 내가 낳았구나. 이제 시작이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아기의 생과 함께 시작하다.), “아기를 낳는 사람은 난데 

굳이 거기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난 이렇게 낳고 싶어요’ 이렇게 해

도 될거 같은데... 보통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잖아요.”(무지와 편견을 깨고 용기 있

게 실천하다.), “의지를 세워 출산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져야 하고...”(스스

로를 믿고 의지 세우다.), “내가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프라이드처럼...”

(엄마로서 힘을 느끼다.)

이상을 토대로 한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 구조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여성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고 실천한 경험은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직시하여 비판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고, 출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자신의 것으

로 만들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출산을 선택하고, 자신의 요구를 가족과 의

료인에게 표현하여 마침내 출산에서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여성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지식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그리고 신체적 측면

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보다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을 둘러

싼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출산을 주도

적으로 준비하여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출산과 관련된 환경을 만들

어냈고 그 속으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 다. 출산하는 동안 여성은 주도적으로 출

산 과정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출산에 참여하 으며, 몸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

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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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하는 동안 여성은 남편과 간호(조산사/간호사)로부터 

공동체적 지원을 제공받았다. 출산에서 또 다른 주체인 남편은 출산하는 여성과 

함께 하면서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 고, 출산 과정 주요 참여자로서 간호는 안

정감을 제공하면서 여성과 하나가 되어 함께 아기를 낳는 조력자 역할을 하 다.

이 모든 경험은 여성에게 무지와 편견을 깨고 용기 내어 실천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세우는 자기 발전의 과정이 되었으며, 아기의 출생과 함께 생

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머니로서 힘을 느끼는 경험이 되었고, 마침내 여성은 새로

운 자아로 탄생하 다.

결론적으로, 의료인 주도적 분만과 자기 주도적 출산이 공존하는 현재의 건

강관리 파라다임 안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하고 시행하는 경험을 통해 여

성은 성장발달상의 생물학적 사태로 출산을 종료하기 보다는, 보다 풍부한 출산 

경험을 통해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 

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또한 여성들은 의료적 처치의 개입으로 

인해 몸과 의식이 분리된 상태로 아기를 낳기 보다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통해 

온전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출산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조절하면서 직접 체

험하여 출산을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었으며, 남편이 참여하는 한 가족의 

경험으로 출산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주도적 출산은 정상 

출산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 측면과 심리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

의 요구를 보다 더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보다 확장된 출산 경험에 간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료인 주도적 분만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적 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중심적 정보를 제시하 고, 사회와 의료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와 자연분만율 증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출산 방법으로 자기 주도적 출산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하 다.

여성 개인과 가족 모두에서 보다 긍정적인 출산 경험을 위해, 그리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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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출산 과정이 성장 발달상 요구되는 과업 성취에 긍정

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와 사회 모두에서 출산방법과 환경에 대한 인

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의료인들은 무지와 

오해, 편견 등으로 인해 자기 주도적 출산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대상자들을 

위해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완적인 출산 방법 중 

하나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주도적 

참여와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산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중심의 정상 출산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출산 관련 임상 현장에서 의료인은 만삭의 저위험 산부에서 정상 출산을 위해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선택 가

능한 출산 방법으로 제시하여 삶의 맥락 안에서 출산이 문화적으로 체험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간호는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하는 여성에게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전

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

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지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과 간

호 또는 조산 역에서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는 보다 전문적

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실무 측면과 간호 연구 측면에서 제언을 하고

자 한다. 

6. 2. 1  간호 실무 측면

(1)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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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고 자기 주도적 출산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장하

기 위해 간호를 중심으로 의료인들은 자기 주도적 출산을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산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 주도적 출산을 

위해 지식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지와 믿음, 자신감

을 가지는 것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산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2) 의료인 주도적 분만은 의료비용과 의료 인력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 고

위험 산부들에게 보다 더 적절하다. 그러나 저위험의 정상 임부들의 경우 의료인 

주도적 분만보다 자기 주도적 출산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부

와 아기의 건강과 안녕이 보장되는 안전한 출산뿐만 아니라 보다 더 높은 만족감

을 성취할 할 수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병원 시설에서도 

저위험의 정상 임부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출산 방법으로 자기 

주도적 출산을 채택할 것을 제언한다.

6. 2. 2  간호 연구 측면

(1) 본 연구는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는 현상학적 연구

으므로, 근거이론적 접근 또는 다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자기 주도적 출산 현상

을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자기 주도적 출산을 한 후 3~7일이 경과된 대상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접근이

나 문헌적 근거에 따라 면담시기를 이와 같이 제한하 지만, 이 기간은 출산 경험

이 내재화 되어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면담시기를 출산 직후와 그 이상의 기간으로 보다 더 폭 넓게 조정하면서 반복적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는 면담 요청을 한 후, 수 일 이내에 

면담을 시작하 는데, 출산 경험의 내재화를 증진하고 대상자들의 출산 경험에 대

한 보다 더 풍부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자에게 출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원하는 어떤 시점에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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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시작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것도 제안한다. 

(3) 자기 주도적 출산 경험은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도 중요한 경험이지만, 

이를 함께 하는 여성의 배우자에서도 많은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

에 대한 탐구가 시도 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의 출산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

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4) 자기 주도적 출산을 지지하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경험의 의미를 드

러내는 질적 연구와 자기 주도적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인식한 의료인과의 관계

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질적 연구를 반복해 볼 것을 제안한다.

(5) 의료인 주도적 분만을 경험한 후, 자기 주도적 출산을 시행한 경산부들

에서 출산 경험을 비교하여 의미를 드러내는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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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es of Self-Directed birth: 

the Birth of New Self

                                                   Kim, Jeong Hyu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on women who chose 

self-directed birth, which is performed at a midwifery clinic or at home by a 

midwife, rather than expert-directed delivery at hospitals. To reveal the 

meanings of the experiences of self-directed birth, this study adopte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eleven women who had a self-directed birth 

3~7 days ago were interviewed during the period from November 2001 to 

September 2002, and videotapes and written records related to the subjects' 

childbirth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researcher observed women who 

had self-directed birth to find the profound meanings of self-directed birth.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individually two or three times for each 

subject until there was no new information.

Interviews were written down and analyzed to find representative 

statements by the subjects, and examine their meanings. Themes were identified 

from the findings, and focal meanings were derived to materialize the them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four focal meanings, which wer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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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pert-directed delivery', 'participation in a self-directed context', 

'community-based support' and 'the birth of new self', and eight themes, which 

were 'criticism of expert-directed delivery', 'choice of self-directed birth', 

'preparation for self-directed birth', 'experience of natural childbirt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elf-directed birth', 'definition of the new roles 

of spouse', 'practitioners (midwives/nurses) as major participants' and 

'motherhood born again with a new meaning.'

Description of the experience of self-directed birth based on the findings is 

as follows.

Experience for women to prepare and perform self-directed birth was a 

process for them to face, criticize and resist expert-directed delivery, to hold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to childbirth, to choose childbirth through their 

own decision-making, to manifest their needs to families and medical 

practitioners, and finally, to be the heroines of childbirth not outsiders. In 

addition, women came to have strong will and confidence as they prepared for 

childbirth in the aspects of knowledge, mind and body, and they created an 

environment related to childbirth and were absorbed into it through the 

experience of occupying the central position in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and leading preparation for childbirth. During 

childbirth, women controlled the process and participated in their own 

childbirth, and as a result, they found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putting 

forth their hidden internal strength and ability through the vivid experience.

During self-directed birth, women were provided with community-based 

support by their husbands and assistants (midwives/nurses). Husbands, other 

subjects in childbirth, were with their wives, providing spiritual support, and 

nurses/midwives as major participants in childbirth created security and played 

the role of helper by coming together with the women in giving birth to a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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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se experiences became a process for women to solidify their belief 

and will toward themselves by getting out of ignorance and prejudice and 

putting into practice courageously. They started a new life with the birth of 

the baby, experienced power as a mother, and finally were born as a new self.

In conclusion, under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where expert-directed 

delivery and self-directed birth coexist, women who chose and perform 

self-directed birth were awakened to the value inherent in their bodies through 

a fulfilled experience of childbirth other than a biological occasion in the 

course of women's growth, and through the experience, they rediscovered 

themselves. In addition, women made childbirth into their own special 

experience as they prepared and participated in the whole process of childbirth 

in their sober senses, as well as into their families' experience because their 

husbands participated in it. In this sense, self-directed birth is a normal way of 

childbirth that women can choose, which may better satisfy wome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needs related to childbirth.

This study confirmed that nurses/midwives may play a meaningful role in 

women's expanded childbirth experience, provided the evidence base of the 

necessity of medical treatment that had been commonly offered in 

expert-directed delivery, and also provided the causes of self-directed birth as a 

new childbirth method that can meet the social demand for the decrease of 

childbirth by caesarean section and the increase of natural childbirth.

There must be efforts for both women and societies to switch perception 

on childbirth methods and environments so that women and their families 

have more positive childbirth experiences and rediscover themselves through 

the experience. To switch perception, medical practitioners mus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self-directed birth as an alternative childbirth 

method, respond to demand from society for self-directed birth by providing 

pre-childbirth education programs promoting women's active particip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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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onfidence in childbirth, and contribute to fostering social atmosphere 

pursuing family-centered normal childbirth. Furthermore, medical practitioners 

in clinical fields related to childbirth must contribute to women's cultural 

experience in childbirth in the context of life by proposing self-directed birth as 

an optional childbirth method to low-risk pregnant women.

Nurses/midwives especially must exert efforts to provide women, who are 

preparing or giving childbirth, with professional information about self-directed 

birth so that the women have extensive choices and options, and to accept 

their requests and give substantial supportive care. For the purpose, 

nurses/midwives must expand their roles as specialists to provide 

woman-oriented care in the area of maternity and midwifery service.

==============================================================

Key Words : Woman, Birth, Self-Directed,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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