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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기에 남편 사별을 경험한
아내들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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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인 배우자와의 사별은 어떤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느
냐에 따라 그 경험의 내용과 적응해야 할 과제들이 다르다. 본 연구는 신혼기에 남편과 사별한 아내
들의 삶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기에 남편과의 사
별을 경험한 5명의 여성 참여자들로부터 5~7회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자료를
수집했다. 사별한 신혼기 아내들의 사별경험과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Smith(1995, Smith & Osborn,
2008)가 제시한 귀납적·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핵심적 주제
를 추출했다.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의 의미는 <안식처와 안전 기지를 잃다> <신혼에 한쪽 날개가
부러지다> <관계가 재구성되다> <아이가 살아야 할 의미에 불을 지피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
다> <홀로서다>의 여섯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신혼기에 사별한 아내들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여 좀 더 효율적인 사별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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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인의 관계에
서 부부의 관계로 전환하여 행복한 미래를 설

죽음, 즉 사별(死別,

계하며 달콤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신혼기에

bereavement)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고통과 슬

겪게 되는 배우자의 죽음은 무엇과 비길 수

픔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특히, 배우자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

와의 사별은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사건이자 가장

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여성에

충격적인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다(Holmes &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 신

Rahe, 1967).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애착대상일

혼기에 남편의 죽음을 겪게 된 여성들이 경험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의식주, 재정문제 등을

하는 심리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함께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동반자이기

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사별은 가장 중

신혼기에 배우자 사별을 겪은 여성들은 남

요한 애착대상을 영원히 상실하는 고통스러운

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정사의 모든 일들을 혼

할까? 사별한 아내의 삶에는 어떤 변화와 어

자 해결해야 하는 커다란 적응부담을 주는 스

려움이 일어날까?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

트레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어떻게 적응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이

배우자와의 사별은 인생의 어떤 발달단계에

사별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서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내용과 적응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마치 자동차의

해야 할 과제가 다르다. 현재 배우자 사별에

사각지대처럼, 신혼기에 남편을 사별한 여성

대한 연구들은 중년기와 노년기의 사별에 집

들의 삶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중되어 있다. 배우자 사별경험이 중년기와 노

않는다. 신혼기의 사별은 드문 일이지만 가장

년기에 흔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

고통스러운 사건이며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

장면이나 사회적 지지집단에서 신혼기에 사별

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 자

을 경험한 여성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러티

있다. 오랜 부부생활을 통해 돈독한 애정을

브 탐구를 통해서 남편 사별로 인하여 여성들

쌓으며 서로 의지하며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자 기대하던 중․노년기의 배우자 사별도 매

보고자 하였다.

우 고통스럽겠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겪게 되는

Ⅱ. 이론적 배경

신혼기의 배우자 사별 역시 매우 충격적이고
적응을 위한 독특한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이
다. 그러나 신혼기에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별은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일이지만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과 변화를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드물다.

유발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

본 연구는 신혼기에 사별을 겪은 아내들의

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여 사별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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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일상생활로

의 죽음(death of spouse)은 가장 충격적이고 고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별을

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에 적응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생활 사건으로 알려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

져 있다. Holmes와 Rahe(1967)의 연구에 따르

과제이다. 특히 사별한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

면, 인간이 생애에서 겪는 사건 중에서 배우

하고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의 죽음이 가장 많은 적응부담을 주는 스트

의 사별경험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탐색하

레스 사건으로 나타났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정된 부부관계는 개인의 행복에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부부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지속성 있는 전인격적인 관계로써

1. 배우자 사별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러울 때, 가족의
사별(bereavement)은 죽음을 통한 애착 대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며 개인은 행복감을

상실로 정의된다. DeSpelder와 Strickland(2005)에

느끼고 삶의 만족감도 증가한다(남순현, 한성

따르면, 사별의 영어 단어인 bereavement는 ‘빼

열, 2003).

앗기다(shorn off)’ 또는 ‘완전히 찢어지다(torn

Bonanno(2010)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은

up)’라는 어원에서 유래한다. 이처럼 사별의

두통, 불면증, 식욕저하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

어원적 의미에는 마치 어떤 파괴적인 힘에 의

퇴와 지병 악화 등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의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휙 하고 강제로

저하를 동반함과 동시에 정서적 반응인 만성

빼앗긴 느낌, 우리의 의지는 무시당한 채 소

적 슬픔과 불안․우울․무력감․공포․공황장

중한 사람을 강탈당한 느낌을 내포하고 있다.

애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죽음

사별은 ‘남아있는 자의 사건’이다(Parkes,

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뿐만 아니

1998). 사별은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였

라 배우자 사별은 과거에 배우자가 담당하였

던 사람을 영원히 상실하는 사건으로서 남아

거나 혹은 배우자와 함께 분담했던 역할을 전

있는 사람에게 외로움과 슬픔을 줄 뿐만 아니

적으로 떠맡게 됨으로 해서 경험하게 되는 역

라 사별로 인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할 수행의 문제(최희정, 1997; Lund, 1993), 다

안겨준다. 가족의 사별은 남은 가족에게 정서

른 쪽 배우자가 담당했던 역할의 손실로 인한

적 손상을 안겨주고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경제적 어려움, 결혼지위의 변화로 인해 초래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며 역할 관계에 변화

되는 대인관계상의 어려움(Bankoff, 1983)을 겪

를 가져온다(James & Gilliland, 2001). 사랑하는

게 되면서 배우자 사별 후 적응에 또 다른 문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공허함, 좌절, 분노, 불

제를 야기한다. 즉, 배우자 사별여성은 배우자

안과 우울 등이 남게 되며 죽음이 스쳐 간 사

와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슬픔과 함께 절망과

별가족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와 동시에 가족 구성

(Bowers, Jackson, Knight, & LeShan, 1981).

원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운 역할이 재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누구에게나 충격

조정되어 적응을 요구받고 수행해야 되며 사

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그러나 배우자

회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자아 정체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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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성생활, 친구 및 사회적인 역할상대의 상

삶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의미 그 이상으로,

실 등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변화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가정에서의 역할 변

인간관계 및 생활양식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

화, 새로운 삶을 홀로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

움이 있다(강인, 1998; Ben-Zur, 2002).

지 도전에 직면한다(이선이, 1995). 초기 성인

이와 같이 배우자의 사별은 깊은 슬픔과 감

기에 사별할수록 남녀 모두가 어린 자녀에 대

정적 분노와 우울, 무력감을 경험하게 할 뿐

한 양육, 아이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위로, 배

아니라 여러 가지 상실감, 즉 대인관계의 문

우자가 없음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복합적으

제, 경제적인 문제, 역할 수행의 문제, 신체

로 감내해야 함에 따라 슬픔의 시간이 상당히

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

오래 지속될 수 있다(장휘숙, 2012). 또한 배우

제를 동반한다(Parkes, 2001; Kissane, 2006). 대

자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문제, 자아정

부분의 사별한 사람들은 사별 상실에 대해 적

체성의 상실, 성행위 대상의 부재, 친구 및 사

응해 가지만 일부 여성들은 배우자 사별로 인

회적인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외상을 가지게 되

가치관을 정립하고 변화된 인간관계 및 생

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

활양식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기도 한다.

(Ben-Zur, 2002). 따라서 젊은 시기에 경험하는

배우자의 사별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과는 달리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변화

2. 신혼기의 배우자 사별

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더 크다(강인
신혼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형성하여
희망과 설레임과 달콤함이 가득한 새로운 삶

과 최혜정, 1998: Atchley, 1994: O' Bryant, &
Morgan, 1989).

에 대한 꿈을 꾸는 시기이며 사랑의 결실인

특히 여성이 남편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많

아이에 대한 양육계획을 포함한 미래의 삶을

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Stroebe와 Stroebe

계획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신혼기에 겪게 되

(1987)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에 대한 남성과

는 배우자의 죽음은 행복한 가정과 부부생활

여성의 반응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남성들

의 꿈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충격적 사건이

은 아내와의 사별을 일종의 ‘분리’로 여기며

된다. 신혼기의 배우자 사별은 개인의 삶에

심리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여성들

매우 강력한 충격을 주는 일종의 외상사건

은 남편의 죽음을 ‘자기 일부의 상실’로 여기

(trauma)이라고 할 수 있다.

며 자존감의 저하와 더불어 깊은 우울감을 경

신혼기의 배우자 사별은 새로운 삶의 출발

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내라는 신분이

단계에서 인생의 전 과정에 함께 할 것을 믿

자아개념의 중심에 놓여 있던 아내들의 경우,

었던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이기에 매우 충

남편의 죽음은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함께

격적인 사건인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유발한다(Worden,

공하여 그 슬픔이 오랜 기간 지속되도록 한다

2008).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배우자의

(Weiss, 1988).

사별 후에 삶의 의미 상실감을 더 많이 느낄

신혼기의 사별은 애착의 대상인 사랑스런

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별로 인한 충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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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터 회복되는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복순, 2002).

그러나 신혼기에 남편의 사별을 경험한 여

본 연구는 신혼기에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

성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의 삶을 탐색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의 하

신혼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신혼기의 적

나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방법을 적

응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신혼기부부를

용하였다.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연구

대상으로 설문지 형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하고자 하는 주제가 새롭거나 양적 연구로 접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배우자

근하기 어려운 차원에 대한 탐색을 돕거나 풍

사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중년기와 노년

부함을 더하고자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기의 배우자 사별에 집중되어 있었다(예: 강남

또한 질적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재

식, 신은주, 성장현 2001; 강인, 최혜정, 1998;

구성되는 경험의 실재에 대해 개인이 어떤 의

김선영, 1990; 최희정, 1997). 이렇듯 국내에서

미를 부여하는지를 기술하고, 개인의 관점에

배우자의 사별 경험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서 그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적인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신혼기에 남편과 사

접근 방법이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별한 여성의 삶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신혼기에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의 사별 후

신혼기에 남편과 사별하는 일은 드물지만,

삶의 의미와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질적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사

연구방법의 한 영역인 내러티브 탐구를 선택

건이다. 과연 신혼기에 겪는 남편의 죽음이

하였다.

젊은 아내에게 어떤 심리적 충격과 삶의 변화

내러티브 탐구는 현장에서 수집된 이야기,

를 유발하며 그들은 어떤 심리사회적 과정을

면담내용, 자서전, 편지, 사진 등의 텍스트를

통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 가는지에 대한 구

연구의 자료로 삼아 사람들이 내러티브의 형

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신혼기

태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방식

에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젊은 아내들은 과거

을 이해하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의 용어로 기술하면 ‘청상과부(靑裳寡婦)’이다.

Riessman, 1993). 내러티브 탐구는 참여자에 의

우리 주변에는 한국전쟁 등으로 젊은 나이에

해 체험되고 말하여 진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되어 혼자의 몸으로

술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해석과 재

고된 삶을 살아온 늙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존

해석 과정을 포함한다.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

재한다. 과연 21세기의 한국사회에서 신혼기

은 특정한 맥락 안에서 경험된 현상을 기술․

에 배우자와 사별한 젊은 여성들은 어떤 경험

설명함으로써 더 큰 이해와 의미를 얻는 것이

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연구는

다(신경림 등, 2004; 염지숙, 2003). 따라서 본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편 사별을 경험한

연구에서는 신혼기에 배우자 사별을 겪은 아

여성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신

내들의 사별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

혼기에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의 삶을 탐색하

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Smith(1995)와 Smith와

고자 하였다.

Osborn(2008)이 제시한 귀납적이고 현상학적인

내러티브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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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여자의 특성

1. 연구 참여자
나

학

직

사망

혼인

이

력

업

원인

기간

박미주

33

대졸

주부

김지민

39

대학

고교

교통

원졸

교사

사고 9개월

조여진

35

대졸

조혜성

33

대졸

주부 추락사

박선미

37

대졸

주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혼기에 배우
자 사별을 경험한 5명의 여성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여
성들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1) 배우자 사별
의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2) 신혼기, 즉 결
혼한 지 5년 이내에 배우자의 사별을 겪은 여

사고

공기업 심장

성; (3) 배우자 사별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재혼하지 않은 여성; (4) 배우자 사별과 관련

폭발

사원

마비

된 경험을 언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여성;
(5) 본 연구목적과 방법에 동의하고 자료수집

에 협조하기로 동의한 여성.

교통
사고

3년
1년

1년
1년
4개월
4년

사별
경과
기간
6개월

8년

5년

3년

6개월

본 연구의 참여자는 사별가족 모임을 지원
하고 있는 인터넷 싸이트 ‘하늘사랑 까페’를

은 산재, 또 다른 한 명은 남편 명의의 회사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다. 싸이트 관리자의 도

에서 회사 지분을 양도받았다. 남편과 사별한

움을 통해서 정식으로 까페의 게시판에 공고

지 두 명은 1년이 되지 않았고 한 명은 3년

를 하였고, 그 글을 읽고 자발적인 참여의사

다른 한 명은 5년, 8년이 경과 되었다.

를 보내온 아내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참
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선정기준에 적합한 다섯 명의 신혼기 사별 아
내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의 참여자로 선정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1월부터 6월
까지로 6개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참여자와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나이, 학력, 직업, 사

면담은 격주에 한 번씩 5-7회 실시했으며 1회

별원인, 혼인 기간, 사별의 경과기간은 표 1과

면담은 90-120분 정도 지속되었다. 면담 방식

같다.

은 배우자 사별 전후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자 모두는 연애경험을 통해 결혼하였

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개방형

다. 사별 당시의 참여자들의 아이 나이는 출

면담(open-end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생 두 달 전(임신 중), 한 명은 출생한 지 일

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경청하되

주일 되었으며(산후조리원에서) 한 명은 돌이

가능한 이야기의 흐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된 지 한 달이 되었고 한 명은 두 돌이 채 되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구자는 참여자 개인적

지 않았다. 또 다른 참여자의 아이는 네 살과

성장과정 및 신혼기 생활에 대한 내러티브를

두 살이었다. 참여자들 중 세 명에게는 사고

얻고자 노력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

보상금과 산재처리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한 명

의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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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사를 하여 현장 텍스트로 축적하였다.

군집화한다. 이를 위해서 떠오르는 주제들의

본 연구에서는 사별한 아내들의 경험 속에

목록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검토하면서 그들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러티브에

간의 의미적 연관성, 유사성, 공통성에 따라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서 좀 더 상위의 개념, 즉 ‘완결 주제(master

내러티브 탐구는 Smith(1995)와 Smith와 Osborn,

theme)’ 또는 ‘상위주제(superordinate theme)’를

(2008)이 제시한 귀납적이고 해석적 현상학적

추출한다. (4) 이러한 군집화가 이루어지면, 과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

연 핵심주제가 참여자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있는지 전사자료 즉 일차적 원천자료를 통해
서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주제와 의

1) 녹음된 면접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문자

미적 연결성을 지닌 참여자의 발언내용을 발

로 옮겨 적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녹음된

췌하여 기록한다. (5) 핵심주제의 목록이 만들

면담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2~3번

고 일관성 있게 배열한다. 이러한 귀납적 과

주의 깊게 반복하여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정을 통해서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그 안에 담

반복하며 면담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문자

겨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소수의 핵심주제로

로 옮겨 적으며 전사(轉寫)하였다. 비언어적인

축약되어 이해될 수 있다. (6) 핵심주제와 축

행동들(예: 침묵, 한숨, 눈물 흘림, 목소리의

약된 의미의 내용은 참여자에게 피드백되어

변화 등)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전사된 자료는 본 연구의 ‘일차적인

이러한 상호적 의견교환은 메일 형식을 통해

원천 자료(primary source material)’이자 내러티

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후속 면담을 통해서

브의 ‘문자화된 내용(literal content)’이라고 할

진행될 수도 있다.

수 있다.

3) 분석의 마지막 과정은 참여자 5명의 경

2) 전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중심적 내용과

험에서 공통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주제를 추출하였다. 방대한 양의 전사내용에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SSmith(1995)와 Smith와

담겨있는 특수한 진술로부터 좀 더 일반적인

Osborn(2008)의 견해에 따라 분석결과를 두 가

의미를 발견하고 추출하기 위하여 Smith(1995)

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참가자 개

와 Smith와 Osborn(2008)의 귀납적인 내러티브

인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핵심주제

분석 작업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별로 제시하였다. 앞 단계의 분석과정을 통해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자의

서 참가자 개인의 내러티브는 소수의 핵심주

주의를 끄는 내용(예: 단어, 문장, 표현)을 기

제로 축약되었다. 이렇게 분석된 참여자의 경

록한다. (2) 이러한 내용을 읽고 기록하고 음

험과 의미는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배열 순서

미하면서 연구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주제

에 따라 기술하여 정리하였다. 둘째는 참여자

(emerging theme)’(예: 관련된 이미지, 개념, 일

5명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에 근거하여 주제

차적 해석 등)을 기록하고 그러한 주제에 명

확장(thematic amplification) 과정을 통해서 공통

칭이나 제목을 붙인다. (3) 이렇게 추출된 다

적 주제를 발견하였다. 참여자 5명은 각기 다

수의 떠오르는 주제들을 소수의 핵심주제로

른 개성과 상황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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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겪은 사별의 경험과 의미 역시 달랐다.

도 참여자와 늘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그러나 신혼기에 사별을 당한 아내들이 공통

놓아 언제든 마음이 힘들 때는 수시로 연락이

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세계와 의미는 존재할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와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참여자 개

의 개인 면담을 포함하여 피드백, 포커스그룹,

인의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

문자나 페이스 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상시

라 신혼기 사별을 겪은 아내들의 공통적 경험

교류, 이메일 서신교환, 참여자의 일기와 사별

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참

전의 남편과의 추억이 어린 사진 등 다양한

여자 5명의 핵심주제와 내러티브를 반복적으

자료의 상호점검을 통해서 자료의 증거를 확

로 읽고 음미하며 연구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보하였다.

공통적 주제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주제 확장

3) 동료 검토 혹은 보고를 통해 양적 연구

과정은 참여자 5명의 사별 경험을 직접 경청

에서의 평정자간 신뢰도와 같은 의도에서 연

하고 전사 자료를 음미하며 분석한 연구자의

구과정에 대한 외부의 점검을 가능하도록 하

주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한다.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는 Clandinin
과 Connelly(2000) 제안한 반응공동체로서의 그
룹을 형성하여 질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마쳤

3. 연구의 타당도 및 엄격성 고려

거나 박사과정 수료 후 질적 논문을 진행 중
본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 3인의 동료들과 논문의 검토를 하였다.

Creswell과 Miller(2000)가 제시한 8가지 검증 절

4) 연구자는 부정적인 증거나 반증의 증거

차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엄격성을

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탐구를 진척시키기 위

기하였다.

해 작업가설을 다듬었다. 현장 텍스트와 연구

1) 연구자는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를 작성할

텍스트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떠

때 참여자의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의 선

오르는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입견을 배제하면서 참여자가 표현하는 그대로

상황을 확인할 시에는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

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와

서 분석 및 해석 작업에서의 수정을 반복하였

참여자가 서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진솔

다.

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모임을 자주 가

5) 참여자 확인을 거침으로써 연구결과와

지고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공동연구자의 관점을

다. 따라서 틈틈이 전화를 통하여 일상을 공

청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유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는 연구와 관계없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시점에 연구 참여자들

며 불편할 것 같은 유도질문을 삼가하고 참여

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인터뷰에서 왜곡된 부

자가 연구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관적이

분은 없는지 전반적인 내용검토를 요청하였다.

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와의 불일치되는 주제에

2) 연구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방

법, 연구자와 이론을 이용해 확실한 증거를

따라서는 참여자들이 의견과 설명을 경청하여
다시 정리하여 확인 검증하였다.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자는 면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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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을 결정하도록 최대한 보장하였다. 연구자는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

참여자의 사별경험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 가능하도록 내러티브 재구성 형식을 통해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싶었으나 이

독자들의 전이가능성을 담보하였다. 이와 같

러한 질문과 관심이 참여자로 하여금 과거의

은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늘 떠오르는 주제

사별 상처를 과도하게 건드려서 고통을 유발

와 그에 대한 기술을 늘 메모하였으며 이 과

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대

정에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글쓰기가 수정이

해서 답변 여부와 자기공개의 깊이를 참여자

되면서 진행되었다. 연구 내내 머릿속에는 표

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방식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살았다.

3)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7) 외부감사를 통해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개인적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대해 검사하고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

하였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

과에서 글의 전개방식이 적절한지 설득력이

로 제시했으며 개인적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상담학 교수 1

구체적 정보(예: 거주지역, 직장 등의 명칭)를

인, 질적 연구를 하는 박사 1인의 자문을 받

삭제하거나 일반적 용어로 기술하였다.

으며 연구진행을 협의하였으며 연구의 시작이

4) 일차적으로 인터뷰가 끝난 후 작성된 녹

나 진행단계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 관련

취록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송부하여 인터뷰에

워크숍을 수시로 참여하여 연구문제나 연구수

서 이루어졌던 대화 가운데 왜곡되었거나 의

행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검토를 받았다.

미의 해석이 미진하다거나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들의 요
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신혼기에 사별한 아내가 경험한

Ⅳ. 참여자들의 이야기

매우 사적인 내면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적 존엄성과 심리적 안정을 침해
하지 않기 위한 연구 윤리적 배려를 하고자

1. 박미주의 이야기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윤
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
였다.

박미주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편과 사별
한 33세의 여성이다. 그녀는 1남 2녀의 막내

1)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사전 모임을

딸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

통해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여 사무직으로 취업하다가 7살 연상의 남편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 그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

만났다. 박미주는 외향적이고 쾌활한 성격의

한 동의를 얻은 후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

소유자로서 1년간의 연애 끝에 양가의 축복을

여자가 원할 시는 언제나 중도하차 할 수 있

받으며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다

음을 알려주었다.

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양육을 위해 퇴직한

2) 연구자는 참여자 스스로 자기공개 수준

현재 전업 가정주부이다. 박미주는 시댁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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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시부모님들을 존경하

에서 성장하였으며 내성적이고 차분하면서 여

고 좋아하였다. 남편은 언니, 오빠를 제치고

성스러운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5살 연상의

먼저 결혼한 아내를 배려하여 처가를 자주 방

남편과 10여 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하면서

문하여 처가의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맏사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인 삶을 추구

아닌 맏사위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

행복한 신혼생활 속에서 23개월 딸을 키우

은 잠시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남

고 있던 박미주는 결혼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편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삶을 허물어뜨렸다.

어느 금요일 오후 7시에 남편이 회사 현장에

일과 아들의 양육을 위해 부모님의 도움이

서 공장폭발사고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재결합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녀가 연구자와 만나

하였다.

기 시작한 것은 사고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이

김지민은 사별한 후 6년 이상을 자신만의

었으며 면담이 진행되었던 5개월 동안 면담

마음 감옥 속에서 영혼 없는 삶을 살았다. 겉

때마다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다. 그녀는 사별

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삶에의 어

이후 3개월 동안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

떤 희망도 갖지 않은 채 감정을 억압하고 죽

다가 현재는 미혼인 친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

은 듯이 부모님과 아이에 대한 의무감, 책임

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후에도 시댁 식구와

감만으로 삶을 살아 내었다. 여전히 부모님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사고 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현실에 대해서

금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심한 갈등

한편으로는 부모님께는 감사하지만, 나이 40

과 심리적 상처를 받아서 시댁과의 관계가 단

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님 그늘 밑에서 독립

절된 상태였다. 그녀와의 면담자료에서 도출

하지 못하고 의존하여 살고 있는 자신의 상황

된 주요한 주제로는 <신혼생활의 행복했던

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녀와의 면담

시간들>, <남편의 죽음>, <마른하늘의 날

자료에서 도출된 주요한 주제로는 <든든한

벼락이 떨어진 신혼>, <폭풍이 지나고 홀로

내 편이었던 신혼의 남편>, <남편의 죽음: 신

남겨진 시간>, <미망인이라는 굴레>, <보

혼기에 갑작스럽게 습격한 행복의 파괴자>,

상금 문제로 남이 되어버린 시댁>, <살아야

<영혼 없는 삶: 현실의 부정과 감정의 억압>,

할 이유가 된 아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그림자, 새로운 삶을

남편>, <남편 없이 홀로 일어서는 삶> 등이

위한 몸부림>, <사별 상처의 회복과 심리적

있다.

회복> 등이 있다.

2. 김지민의 이야기

3. 조여진의 이야기

김지민은 결혼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남편과

조여진이 결혼한 다음 해에 남편과 사별한

사별한 39세의 여성이다. 연구자와 면담을 시

35세의 여성으로서 사별한 지는 5년이 흘렀다.

작한 것은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이 지난 시점

그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아버지와 아버지

이었다. 그녀는 두 딸 중 장녀로 화목한 가정

의 두 번째 부인인 어머니의 두 딸 중 장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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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4. 조혜성의 이야기

이미 연세가 많았고 여러 자식들이 있었으므
로 부모님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다.

조혜성은 결혼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남편과

이런 이유로 조여진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사별한 33세의 여성으로서 현재 어린이집 교

의존하기보다 장녀 아닌 장녀의 의무감과 책

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사별한지 3년이 지

임감을 가지고 성장하였다. 그러나 똑 부러지

났으며 3살 된 여자아이의 엄마이다. 두 딸

고 할 말을 하는 분명한 성격을 가진 조여진

중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성격이 외향적이며

은 대학 졸업 후 공기업의 계약직으로 근무할

관계를 좋아하고 무척 활달하며 6년 전 지인

때 8살 연상인 잠수전문 가이면서 공기업 간

의 소개로 두 살 많은 남편을 만나 1년 반 연

부였던 남편을 만나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

애를 한 후에 결혼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

을 하였다. 직장에서 만난 남편은 상사이기도

자랐음에도 당당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했고 인생 경험도 많았으며 나이차이가 있었

많은 남편을 좋아했으며 아들이 없는 친정아

으므로 모든 면에서 조여진을 잘 이끌어 주어

버지도 듬직하면서 살갑게 다가오는 사위를

남편을 아버지이자 연인으로 든든하게 의지하

아들처럼 여기며 몹시 좋아하였다.

였다.

행복한 신혼생활 속에서 임신을 하여 출산

그러나 남편은 결혼한 다음 해에 제주도에

을 2개월 앞둔 어느 날 남편은 전기공사 현장

서 심해 잠수 교육을 마치고 육지에 올라온

을 확인하러 갔다가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하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아이가

였다. 조혜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친정으로

태어 난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다. 사별과 사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1년간 부모님과

별한 이후 그녀는 아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

함께 살다가 지금은 독립하여 아이와 살고 있

고 주중에는 회사 숙소에 머물다가 주말이 되

다. 딸의 출생 후 2년간은 아이양육에 전념하

어야 아이가 있는 친정에 돌아가는 생활을 반

고 있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후에

복하고 있다. 사별 후 남편과 함께 근무하던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아이 양육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남편이 사

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녀와의

망한 2년 후 시험을 통과하여 지금은 그 회사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주요한 주제로는 <뱃속

에서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며 홀로서기 위해

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남편>, <남편이 떠

노력하고 있다. 그녀와의 면담자료에서 도출

나간 빈자리>, <외로움에 사무친 시간들>,

된 주요한 주제로는 <남편의 죽음: 시간이 멈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 <원

추어버린 사건>, <부서져 버린 남편의 울타

망에 의한 시댁과의 단절>, <일을 통한 자신

리>,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일그

간의 회복>, <삶의 의미가 된 아이> 등이

러진 초상화>, <위축되는 대인관계>, <사별

있다.

의 수용과 삶의 긍정>, <홀로서기를 위한 노
력> 등이 있다.

5. 박선미의 이야기

박선미는 5살 연상의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

- 251 -

가족과 가족치료: 제27권 제2호, 2019

고 두 아이를 낳으며 부부생활을 지속해오다

바뀐 삶> 등이 있다.

가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해 잡아놓은 결혼식
10일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37세의

여성이다. 그녀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Ⅴ. 신혼기 남편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

오랫동안 편찮으신 아버지를 봉양하는 남편의
효심에 감동하여 남편으로 선택하였다. 경제

과연 신혼기의 남편 사별은 여성에게 있어

적인 문제로 결혼식을 미루어 놓은 채 혼인신

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들이 겪은

고만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혼

사별경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후에는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참여자 5명의

그녀에 비해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사고의

경험을 통합하여 사별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하

유연성이 부족한 남편과 갈등을 빚으며 행복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 5명의 다양

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한 사별경험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6개의 핵

종교에 귀의하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자신

심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남편의 잊혀

그 첫째는 ‘안식처와 안전 기지를 잃다’는

져 있었던 긍정적 성품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

제목으로 통합되었으며 안식처와 안전기지로

지면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자 남편도 변하

서의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애착대상의 상실

기 시작하였다. 부부사이가 호전되면서 그동

과 상처를 의미한다. 둘째는 ‘한쪽 날개가 부

안 미루어왔던 결혼식을 단행하고자 예약까지

러지다’ 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요약되었으며

하게 되었다. 결혼식 10일 앞두고 웨딩드레스

신혼기 남편과의 사별을 하나의 장애 또는 결

가 집에 도착한 날,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하

핍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의 통합

였고 25일간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입원해

주제는 ‘관계의 지평이 재구성되다’ 로서 사별

있다가 사망하였다.

로 인하여 시댁과의 관계를 비롯한 관계의 해

그녀와 연구자의 면담은 사별한 지 6개월

체와 새로운 관계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되던 시점부터 이루어졌다. 가족으로는 다섯

넷째는 ‘아이가 살아야 할 의미에 불을 지피

살과 네 살인 두 명의 딸이 있다. 남편은 트

다’로서 사별한 아내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를

럭을 운전하였고 박선미는 운송업체 사무직에

통해서 절망적 상황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근무하고 있다가 남편 사망 후 퇴사하였다.

발견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는 ‘안개가 서

남편의 사고 보상금으로 미래의 일을 도모하

서히 걷히다’라는 내용으로서 사별한 아내들

고 있었다. 결혼 한 후에도 박선미는 맞벌이

이 절망상태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서서히 활

를 해야 했으므로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친정

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 여섯

에서 계속 살아왔다. 그녀와의 면담자료에서

째는 ‘홀로서다’ 로서 사별의 상처를 극복하고

도출된 주요한 주제로는 <착한 남자와의 만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남>, <남편의 죽음: 갈등적 관계 속에서의 신

삶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혼사별>, <떠밀려 된 가장>, <공판에만 관
심 있는 시댁>, <혼자 사는 여자>,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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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회사에서...그래서

1. 안식처와 안전 기지를 잃다

그냥...그런가보

다...심폐소생술 중이라고 하니까...깨어나겠
지. 잘못된다는 생각은 거의 안했어요.”

신혼기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본 연구
의 참여자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커다란 충격

(2018.1.5. 박미주)

과 더불어 강렬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다.
사별에 대한 강렬한 슬픔과 비탄은 애착 대상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좀 와 달래요...

의 상실(loss)에 대한 반응이다. 사별한 아내들

많이 다쳤을 거란 생각은 안하려고...괜히

은 안전기지이며 안식처인 남편이 사망하게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될까봐. 병원에서...

됨에 따라서 강렬한 슬픔과 불안을 경험하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

으며 Kübler-Ross(1969)가 제시한 부정, 분노,

더라구요...그런데...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

타협, 우울, 수용의 애도과정과 유사한 정서적

어요... 혹시 울게 되면...정말 그 말을 믿어

경험을 이야기했다.

버리는 거 같고...오빠를 진짜 보내는 거
같아서...믿을 수가 없더라구요...”

1) 사별 부정

(2018.2.5. 조혜성)

갑작스러운 사고를 접하면서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첫 반응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부정이

2) 분노와 원망

었다. 참여자 모두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고통으로

는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도 자신에게 그런 일

다가오자 핏덩어리인 아기만 남겨두고 떠나간

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설마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때로는 남편을 살아있

죽었겠는가!’ 또는 남편이 죽는다고 믿는다면

을 때 더 세밀하게 보살피지 못한 자신에 대

정말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남편이 죽는다고

한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른 누구에게

생각하면 안돼!’라고 자신에게 주문을 걸며 남

사별의 탓을 돌리기도 하였다.

편의 죽음을 부정하였다.
“그렇게 빨리 갈 거면 진짜...나를 만나
“잠결에 전화가 왔어요...그런데 119 구

지 말지...왜 나하고 결혼을 했을까...갈 거

급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병원으로 와

면 나랑 아기를 남겨놓고...왜 나를 이렇게

주셔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사실 그때 제

과부로 만들어놓고 갔을까...왜 나한테 이

가 놀라지가 않았던 게...그냥...당연히 다리

런 걸 주나...오빠 진짜 너무하다.”

가 다쳤든지...아니면 팔이 이렇게 됐든지...

(2018.2.22. 조혜성)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지...전혀 그런 경험
도 없고...예측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서 오빠가 그렇게 된

(2018.1.2. 김지민)

거 거든요... 부검을 하고나서 결과를 받
고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이렇게

“나는 사고 났다 길래...그냥...그런 사고

되도록 몰랐어? 평소에 증세가 없었어?

겠지...인명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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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울음)”

허전하고 너무나 보고 싶고 슬프고 엄청
(2018.4.8. 조여진)

울었어요”
(2018.2.22. 조혜성)

3) 그리움과 추구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신랑이 없다는 것이

4) 우울과 외로움

실감도 안 나고 안 믿기고”의 말처럼 남편과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일상

의 사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

을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삶을 공유하던 남편

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과

과의 저녁시간은 사라졌다. 참여자들은 돌아

함께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

올 사람이 없는, 기다릴 사람이 없는, 함께 시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사진들, 남편의 흔적들

간을 공유할 사람이 없는 적막과 정적의 밤!

은 참여자들을 남편 부재의 삶 속으로 안내하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매일 매일의 외롭고

였다. 남편과 함께 즐겁게 보냈던 기억들이

긴 밤 시간이 제일 힘들었다고 호소하였다.

아직도 어제처럼 선명하였고, 남편을 붙잡고

참여자들은 그 기나긴 외롭고 우울한 적막의

싶어 하는 마음과는 다른 현실을 인식할 때마

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

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과 함께 그리

하였다.

움과 허전함이 온몸을 휘감고 돌아다녔다.
“우울한데 어떻게 하며 벗어날 수 있을
“가을은 바람도 너무 선선하고 하늘도

까...힘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술을

맑고 이런데...오빠가 없는 거예요...절에서

먹죠... 맥주를. 그 도피가... 아...술! 술!...몸

엄청 울었어요...막...저 바람은 너무 시원하

이 막 절실했어요. 저는 여섯시 이후만 되

고..날도 따뜻한데...그런데...오빠가 없는 거

면 확...오는 거 같아요...남편이 없어서 그

예요...옆에...그걸 같이 즐길. 그 보고 싶다

런 거 같아요.. 같이 하다가...다른 집은 퇴

는 게...아 자꾸 진짜 자꾸 행복했던 그때

근할 남편이 있고...올 남편이 있으니까...난

가...팍팍...떠올라서...너무 보고 싶고...”

기다릴 사람이 없잖아요.(울음).”

(2018.2.2. 박미주)

(2018.3.13. 박미주)

“저기서 나를 보고 있는 거 같고... 환상

“신랑 보내고...그 뒤로... 애기를 혼자

같은 것이 보이고... 그렇게 남편이 옆에

낳고...술을 먹으면서...눈물 많이 쏟고. 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마음이 싹...다

랑도 보고 싶고...또 힘이 들면, 밤에 혼자

내려놓은 듯하고...아무 생각도 안 나고...그

술을 마시게 되고... 밤마다 힘들었었는데...

냥 그 자리만 보고...그러면...얼굴이 상상이

밤에 얘를 재우고 나면...혼자 있으면...되게

되요...가만히 그렇게 보고...눈 마주친다 생

우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그래서 다시 술

각하고...그러다가 그냥 뭔가 내가...불쌍하

을 마시고 울고.”

고 초라해지는 느낌. 그게 진짜가 아니잖
아요...그 보인다는 모습이 그러면 너무나

- 254 -

(2018.3.18. 조혜성)

신혼기에 남편 사별을 경험한 아내들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5) 허무함과 삶의 의미 상실

에 배우자와 사별한 아내들은 배우자 사별을

남편이 있던 자리에 정말 남편이 있었을까

커다란 장애나 결핍으로 경험하였다. 자신의

싶게 갑자기 사라진 남편으로 하여금 그동안

상황을 마치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장

삶을 통해 기대해 왔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애를 가진 상태로 인식하였다. 즉, 사별한 아

잃어버렸다. 참여자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자

내들은 배우자 사별을 한쪽 날개가 없이 외날

신의 운명이 너무나 황당하였다. 지금까지의

개로 날아야 하는 장애의 상태로 의미 부여를

삶의 목표들이 허공 속에 날아다녔다. 지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이 잘못해서 사별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허무함과 더불어

배우자사별은 남에게 선뜻 이야기하기 쉽지

삶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않은 껄끄러운 부끄럽고 창피한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참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

“사별하고 나서...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기 어려웠다. “남과 달라서 창피하다! 부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뭘 해도

럽다! 부족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

즐겁거나 기쁘지 않고...다른 사람들이 웃

떤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해석이 된 것인지 그

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시끄럽고...그

래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

냥 듣기 싫고 의욕도 없고 더 이상 좋을

였다.

일도 더 이상 슬플 일도 없을 것 같다. 빨
리 늙어서 남편 곁으로 가면 좋겠다.”

1) 타인의 편견에 위축된 삶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배우자 사별사건은 그

(2018.2.23. 김지민)

야말로 결혼 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신혼
“시간이...2013년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

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

요...같이 잘 있다가...아팠던 것도 아니고...

집온 지 3년 안에 일어나는 일은 들어온 여자

그냥 한순간에 없어진 거잖아요...너무 갑

탓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신혼기 사별

자기 허무하게 떠나버려서...저한테는 이

에 비추어서 해석하자면 남편이 죽은 것은 아

모든 것이 너무 황당해서...허무하고... 내가

내 탓이다! 라는 말이었다. 따라서 신혼기 남

지금...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편의 죽음이 가져온 청상과부라는 정체감은

잘 모르겠고...그냥... 뭘 이렇게 해야겠다는

남편을 죽인 죄인과 같은 것이었다. 한 참여

욕심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미망인에 대한 단

(2018.2.5. 조여진)

어를 ‘홀로 남은 여자’라는 뜻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남편 따라 죽지 못한 여자’라고 스스
로 해석하여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눈치가

2. 신혼에 한쪽 날개가 부러지다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 중 하나는 “나는 남과 다르다”

“재는 신랑이 죽은 지 얼마나 됐는데

또는“나는 결핍된 존재다”는 것이었다. 신혼기

저렇게 벌써 웃고 다녀! 웃어도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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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옷도 검은 색만 입어야 될 것 같

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나를 측은

고...”

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2018.2.5. 조여진)

(2018.4.28. 박선미)

“밖에 나가서 웃고 밥도 먹고 차도 마

참여자들은 자신을 위축시키며 따라다니는

시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왠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참여자들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 한다는 생각도 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새롭게 시작

었고...그래서 누군가가 볼까봐 시선이 무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참여자와 남편을 동시

섭고...”

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2018.2.22. 조혜성)

해체되어갔다.

“미망인이라 부르는데 그 말은 남편 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나한테 조금 안

라 죽으라는 것 같은...남들 시선이 상처가

좋게 대해도 화가 나고 좋게 대해도 자존

돼요.”

심 상하고, 주위에서 나를 우습게 보고 무
시하는 것 같아 일을 그만 두었어요.”

(2018.3.13. 박미주)

(2018.4.8. 박선미)

신혼기에 남편을 잃는 일은 흔한 사건이 아
니었다. 청상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여자

“겉으로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면

들에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

서...뒤에서는 그 돈 가지고 잘 사네...잘 놀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존감이 하락되었고 스

고 다니네...그래서 이사를 결심했어요.”

스로의 자존감이 하락되자 타인들이 호의적으

(2018.2.2. 박미주)

로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불쌍하게 여긴다고 받아들였다. 한껏 위축이

2) 장애인이 된 ‘나’

된 참여자들은 사별 전처럼 자연스럽게 관계

참여자들은 남편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 남

를 이어나갈 수 없었다.

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라는 완벽한 가정의 모
습이 깨어져버린 것을 ‘한 쪽 날개가 부러진

“다 싫었어요...다...호의도 싫고...관심을

애처로운 새’처럼 내 몸의 팔이나 다리 하나

가지는 것도 싫고...전화해주는 것도 싫고...

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식하여 장애를 입은 것

다 싫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게 싫

처럼 인지하였다. 참여자들의 마음속엔 장애

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져서

인이란 ‘능력이 없고 불쌍한 사람’으로서 부족

아예 그런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고.”

함과 가난의 상징이었다. 타인들은 자신들을

(2018.2.5. 조여진)

능력이 없고 불쌍하고 가난하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편이 죽은 뒤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

사별 아내였던 참여자들은 사별을 겪은 자

선이 불편했어요. 사무실 사람조차도 내편

신의 모습에 이와 같이 사별을 일종의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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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며 타인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놓은

자 다닐 수가 없었다. 나갈 일이 있을 때면

‘불쌍한 주인공’ 이자 ‘부족감과 결핍감의 상

늘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대동하였다. 한

징인 장애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씌워 놓았다.

편으로는 그렇게 주말에 남편과 동반하여 다

이로 말미암아 참여자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

닐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다. 예전에 남편과

남편과 사별했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눈치가

같이 행해왔던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보이고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행복한 일이었는지 참여자들은 가슴 아프게
경험하였다.

“젊은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게 평범하

지 않잖아요. 대다수의 사람과 나는 다르

“옆에 아기아빠가 있었으면 든든한 그

잖아요. 삐딱한 시선으로 저를 볼 것 같

림일건데...아직 부족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고...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자신이 없

들어요..그래서 주말에는 가능한 마트에 안

었고.”

가고. 이렇게 엄마 아빠 애기 이렇게 마트
(2018.1.23. 김지민)

와서 장보고 있는 거를 보면 부럽고. 막...
더 생각나고 그리고 얘에게도 그렇게 보일

“저한테도 넌 왜 신랑이 없니? 라고 하

거고.”

는 거 같고... (울음)...그냥...불행한 여자...불

(2018.4.28. 조혜성)

쌍한 여자...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싫어
요. 편견을 가지고... 나를 정상이 아닌 걸

“주말에 애기랑 놀러 나가면...그 자리에

로 보는 것 같고 (울음)...저 스스로가 아

항상 남편이 함께 있었는데. 눈치가 보이

저 불쌍한 사람...어쩌다...쯧 쯧 그렇게 이

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남의 시선...둘이

야기를 하는 거 같아서...”

밥 먹고 있을 때는 아빠가 안 왔다고 생각

(2018.3.17. 조여진)

하겠지... 아빠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겠
지...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가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능한 언니를 데리고 나가요.”

죄인이고 장애인이고 정상이 아니라고 무의식

(2018.1.5. 박미주)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남편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 함께 움직이는 날, 특히 주말 같은

“다른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날엔 더더욱 타인들의 시선이 의식되었다. 아

시선을 너무 두려워했는데... 계속 고민만

이와 놀이공원을 가도, 아이와 단둘이 마트에

했는데...처음에 가정 조사할 때 아빠 이름

만 가도 타인들이 수군거릴 것 같았다. ‘왜 둘

을 적는 란에다 남편 이름을 써서 냈구

만 왔지?’ ‘왜 아빠가 없나 봐!’ ‘이상해!’ 그들

요...그러다 한 달 정도 후에 학부모 상담

의 시선은 늘 그렇게 느껴졌고 그 순간 너무

갔을 때 저 혼자 안가고...부모님이랑 같이

나 창피하였고, 불쌍한 아이 취급받거나 혹은

갔어요.”

아빠에 대한 선망으로 인하여 아이가 상처받
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였다. 따라서 주말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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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과시

돈은 남편의 목숨 값이었으므로 “‘쟤 저렇

참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가난하다. 그래

게 돈 받아가지고 뭐... 잘살고 있다’고 그

서 불쌍하다’라고 할 것 같은 타인들의 편견

렇게 사람들에게 비쳐질까봐” 타인이 그

을 느낄 때마다 초라해지고, 위축되었다. 참여

런 사실을 알고 비웃을까봐 한 편으로는

자들은 그들의 편견에 맞서서 은연 중 저항하

마음이 불편하였다.

였다. 자신이나 아이는 초라하지도, 불쌍하지
도 않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오빠 보내고...뭘 하나 사는 데도...눈치

싶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

가 보이는 거예요...화장을 해도...얘가 그냥

려고 했으며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살만한가보다...뭐 하나 사면...나는 차가 오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자신들이 돈을 지

래 되서 바꾸는 건데...남편 죽더니...차도

불하면서 과시하였다.

바꾸고...집도 사서 가고...남편 가고나니
까...더 잘사네...? 속으로 힘든 건 모르고...

“자기 돈 있어? 하는 시선 밟아주고 싶

그런 시선이 무서워요.”

었어요. 아이와 둘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2018. 2. 2 박미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아이에게 옷을 입
혀서 보내도 시장에서 사서 예쁜 거 입혀

“밖에 나가서 우리 집 생활에 대한 이

보내면 되는데..그걸 못하겠어요...어디서

야기를 하는 게...남들이 볼 때...차가 필요

저런 걸 주워서 입혀? 이런 얘기를 할까

해서 차를 살 때도...남들이 봤을 때...신랑

봐...저는 한 번도 물려서 입혀본 적이 없

이 그렇게 가고 난 뒤에 좋은 차를 끌고

어요. 뭔가 생활이 어려워서 물려 입혔다

다니면...보상 많이 받았나보다...그런 소문

고 할까봐.”

이 난다고...그런 걱정을 부모님이 많이 하
다보니까...그런 것 하나하나에 남들의 시

(2018.4.28. 조혜성)

선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돌잔치를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속

(2018.4.8. 조혜성)

에는...아유...돌잔치를 어떻게 하겠어...? 어
떻게 아빠도 없이 혼자서 해...? 그런 생각

4) 가면을 쓰고 사는 삶

이 깔려있다고 저는...생각을 했어요...당연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런 감정에 가면

히 안하겠지...사람들이 당연히 안할 거라

을 씌워서 철저히 통제하였다. 우는 모습, 슬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난 해야지...왜 못

픈 모습, 힘든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불쌍하

해...내가...혼자서도 할 거야...그래서 그냥

게 보이는 것, 열등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참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없이도 호텔에서

여자들에게는 최악의 모습으로 느껴졌다. 남

했어요.”

편의 부재는 자존감의 손상을 가져왔고 따라
(2018.3.17. 조여진)

서 자신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갑
을 두를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늘 당당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여자 자신이 쓰는

을 유지하였다. 백조는 겉으로 우아하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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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떠다니지만, 물밑에서는 수없이 많이 물

“나는 남들이 볼 때 뭔가 하나가 부족

갈퀴를 움직여야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다. 참

한데...여기서 완벽하게 잘 해내야 한다는

여자들은 흡사 백조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강박이랄까...나한테 이렇게 큰 책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보

을 주는데...잘 해내지 못하면... 나는 이걸

인 적도 거의 없고 항상 밝은 거예요. 저

해내야 되는 거예요...실수 없이. 너무 많은

는 사실 방문 닫고 나면 혼자서 정말 많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울고 내가 이거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다

나는 이걸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닌 거 같은데.”

(2018.4.8. 조여진)
(2018.3.17. 조여진)
“직장생활을 하든...뭐를 하든...펑크도

“제가... 사고 나고 나서도... 혼자 치유

내고...한번쯤은...그런 사람도 참 많은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애기 신경 쓰.

전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실

고..애기 키우고...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수할까봐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줄까 봐 늘

지내다 보니까...제가 우는 모습을 보여드

조심하고...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

릴 수가 없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냥 계속

는데.”

속으로만 삭히고...묵히고...주변에서도 너

(2018.1.23. 김지민)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2018.2.22. 조혜성)

3. 관계가 재구성되다

5) 완벽을 지향하다

갑작스러운 남편 사별로 인하여 남편과 자

직업을 가진 참여자들 역시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인간관계에서의 변

타인들의 틀 속에 비친 장애감, 부족감, 결핍

화가 초래되었다. 우선적으로 시댁과의 관계

감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동료들이 자신

가 단절이 되었고 사별 전에 남편에 의해 형

들을 불쌍하게, 부족하게 볼 것 같아 두려웠

성되었던 대부분의 관계는 해체되었다. 또한

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에 대한

참여자들은 내적인 단절도 경험하였는데 자신

보상으로 그녀들이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완벽

감과 자존감의 하락에 따른 타인과의 소통 단

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였다. 더더구나 직장

절이었다.

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조건이었음으로 남편이 없다는

1) 관계의 해체

사실로 인하여 그녀들의 빈틈이 더 부각되거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공통적

나 조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직장에서 설 자리

주제 중의 하나는 시댁과의 관계 해체였다.

를 잃게 될 것도 두려웠다. 그녀들은 완벽을

신혼기는 시간적으로 시댁을 포함한 확대 가

꿈꾸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생활은 언제나 긴

족의 개념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확고히

장의 연속이었다.

자리 잡기 전이므로 남편 사별 후 나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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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지만 남편이 없는 시댁은 불편하였다.

“합의 보고 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찾

아갔어요. 돈을 너무 당연하게 받으시는
“오빠가 결혼 전에 자기 엄마랑 부딪히

거예요... 말이라도 애기랑 먹고 살아야 되

지 말아 달래요...엄마가 하자고 하면...그냥

는데...어떻게 살 준비는 됐냐... 물어보시거

알겠다고 하고...대신 자기가 좀 더 잘하겠

나...아니면 아버지에게 그동안 너무 애쓰

대요...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을 믿고..어

셨다고...고생하셨다고...그런 말도 없으시

머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네...어머님...하면

고...그 다음 부터는 저한테도 전화 한 통

서 더 잘해드리려고 하고... 불편하였지만

없으시더라구요.”

신랑 하나 보고...그렇게 됐는데.”

(2018.2.22. 조혜성)

(2018.2.22. 조혜성)

신혼기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또 하나의 관
“오빠가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도...엄

계 해체는 참여자들이 신혼기의 사별을 장애

청 더 신경 쓰고... 원래 어머님이랑...남편

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었다. 참여자들은 배우

있을 때...일주일에 두 세 번씩 통화를 했

자 사별을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해석

었어요...아이 어린이집에서 사진 오면...다

하여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는 위축되었고 새

보내드리고...사고 이후에는 더 자주했어

로운 관계에의 참여는 불편하여 피하게 되었

요...영상통화를 자주했죠...애기 잘 때...말

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 정서 ‘남편이 죽었

하고 노래하고 그럴 때...오빠가 아이를 보

으니 아내는 ...해야 한다’에 기인한 자신의 틀

고 싶을 거라고 말해서...더 어머님 아버님

속에 자신을 가둠으로써 지금까지 형성된 관

에게 보내드리고..그랬는데.”

계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지인들의 시선

(2018.2.2 박미주)

도 평가적으로 두려워하였다. 참여자들은 자
신과 남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

사고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보상금이 아들의 목숨 값이라고 생

터 자유롭고 싶었다. 따라서 그 관계는 서서
히 해체되었다.

각하는 시댁과 남편의 자식인 어린 자녀를 키
워야 하는 참여자 사이엔 보상금의 소유에 대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에 오빠가 욕먹

한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시댁과는 관계

을 까봐 겁이 나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을까봐.”
(2018.2.2. 박미주)

“돈을 그만큼 다 가졌으면 되었지 너

왜 돈돈 거리냐고 너가 동생죽고 난 다음

“내가 웃고 다니면...저 사람들이 욕할

에 손해 본 것이 머있느냐고.. 형제들이 이

거 같은 거예요...쟤는 신랑이 죽은 지 얼

렇게... 다 같은 편이고 나만 따로 떨어졌

마나 됐는데...저렇게 벌써 웃고 다녀...어떻

구나 뒤에 연락을 끊었어요.”

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밝은 색깔 옷

(2018.2.2.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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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아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가슴 아파

는 사람들과는 가능한 만나고 싶지 않고.”

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고 신앙적으로도
저에게 위로를 해 주고.”

(2018.2.5. 조여진)

(2018.4.28. 박선미)
“내 모든 상황을 알고...이해해 줄 것 이

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겉으로는

“꽃을 배웠는데 꽃집에서 5월에 도와달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뒤에서는

라고 해서... 너무 잘해주었다고 함께 일을

그 돈 가지고 잘 사네...잘 놀고 다니네...그

하자고.”

래서 이사를 결심했어요.”

(2018.2.22. 조혜성)

(2018.2.2. 박미주)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도
2)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관계 재구성

없고 이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않을 거

참여자들은 사별 전에는 모든 일상을 남편

같고 집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과 함께 하였다. 따라서 남편 부재로 인한 홀

서 수영도 하고 문화센터에 가서 이것

로됨의 많은 시간을 슬픔과 외로움 없이 보내

저것 배우고 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도

는 일이 참여자들에게 커다란 과제였다. 참여

만나고 말도 통하고 그러다 보니 활기도

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친구들과는 더 가

느껴지고.”

까워지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자존감 하락이

(2018.3.6. 박미주)

이유가 된 내적 단절에 의한 소통단절을 택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별의 아픔을 나누고

“학교 교사들 간의 모임...사별한 사람들

위로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의 외

과의 모임도 생겼고...교회 모임 있고...그리

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사회적 관계가 되었다.

고 또 하나 생긴 게 있다면...00이 학교 학
부모 모임이예요... 그 모임이...괜히 상처받

“사별 까페를 통해서 비슷한 상황의 사

는 게 아닐까...고민도 했는데...막상 보내보

람들도 만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

니까...너무나 많이 베풀어주고 너무 사랑

고”(참여자 모두) 또한 참여자들은 종교

해주고. 00이 아빠얘기도 어느 정도 꺼냈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을 때 너무 잘 이해해주고...그래서 저는

취미활동을 통한 모임을 통해서, 직장이

그 엄마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너무 재밌

나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램

고. 엄마들도 어울려서 같이 놀러 다니고.”

과 동시에 이들 모임들은 즐거움을 경험

(2018.4.5. 김지민)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재구성되었다.
이 같은 관계 변화를 통해 얻은 재구성된

3) 재혼 고려

관계는 참여자들의 새로운 삶의 토양이

참여자들이 남편과 사별하였을 때는 결혼생

되었다.

활을 한지 3년 이내의 신혼기로서 참여자들의
나이는 겨우 30세 전 후였다. 젊디젊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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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별로 인하여 결혼이 끝남으로서 주변에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

서, 혹은 자신도 평생 혼자 살 것이라는 생각

하였다.

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참여
자들은 새로운 사람과의 재혼에 대한 기대를

“재혼을 하고...00이 아빠를 만들고...이런

가지고 여러 번의 만남도 행하였다.

것이 아니더라도...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
고 같이 성경을 읽고 그냥 일상을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

“아이에게 괜찮은 아빠가 되어 줄 수

겠다.”

있는 남자라면 재혼도 할 수 있다 라고 생
각했는데...지금은...결혼이라는 게 내가 받

(2018.4.5. 김지민)

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해 줘
야 하는데...그럴 자신도 없고...굳이 그렇게

“많이 외로워요...저의 깊은 이야기는 들

하고 싶지도 않다 라는 생각이 생긴 거 같

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말할 데가 없

아요...그래서 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만

고...그런데서 오는 답답함..그 다음에는 외

나는 건 힘들겠구나...여자로서...이제는 조

롭고 허전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오는 거

금 여유가 생기니까 여자로서 예쁘게도 하

같아요. 꽃피는 거 보면...같이 누구랑 놀러

고 싶고...뭐 여자로서 그런 생각이 없어진

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

건 아니지만 꼭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

고... 친구들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진

고 싶다...그런 생각은 이제...물론 다 완벽

처럼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면 요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고는 싶

즘 예쁜 커피숍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차

은데...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가

한 잔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정을 새로 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

그러고 싶은데...사랑하는 것 까지는 아니

고...잘해낸다기보다...책임을 다할 자신이

더라도 사람을 만나면 좋을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2018.4.28. 조혜성)

잘 모르겠고.”
(2018.1.2. 김지민)

4. 아이가 살아야 할 의미에 불을 지피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시도하

참여자들에게 갑자기 불어 닥친 회오리바람

였지만 아직 남편을 가슴속에서 밀어내지 못

은 참여자들의 삶을 완전하게 쓸어갔다. 회오

하였고 상대방 남성과의 기대가 서로 다르면

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

서 첫 결혼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 자신

은 것 같았다. 자신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자

감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시댁과의 갈등

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볼 수

의 경험이 또 다른 시댁에 대한 거부감으로

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세상과, 떠나

나타나 재혼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였다. 그러

버린 남편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절망

나 참여자들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정서를

이 전부였던 암흑기를 지나고 나자 서서히 현

공유할 사람,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외로운

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현실은 더 처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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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은 아직 30세 전후의 새파랗게

기까지 두고 간 남편을 원망하기까지 하였다.

젊은 나이였고 곁에는 아직 절대적으로 보호
가 필요한 갓 난 아기가 있었다. 아무 일도

“아이에게 감정을 많이 싣지 않았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

요...그냥...아이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

할 수도 없었다. 흔히 말하는 아기 딸린 청상

았어요.”

과부가 되었다. 그런 현실이 얼마나 기막히고

(2018.2.22. 조혜성)

복잡하며 혼란스러웠을까...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됨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

“사별 직후에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

을 이상하고 불쌍하게 볼 것 같은 타인들의

이 없었어요...그냥 의무감만이 다 였어요.”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의지할 곳

(2018.1.2. 김지민)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런 상황
에서 아기는 아기 돌봄 의무를 가져야만 하는

“내가 얘를 아...귀찮아...귀찮아...아...싫

부담과 불편감의 대상이었으며 자신의 새로운

어.”

인생을 막는, 자유를 억압하는 원망의 대상이

(2018.3.13. 박미주)

었다. 이처럼 사별 초기에는 충격과 슬픔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

“그렇게 빨리 갈 거면서. 갈 거면 왜 나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자녀는

랑 아기만 남겨놓고.”

매우 소중한 존재로 부각 되었고 참여자들이

(2018.2.22. 조혜성)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며 살아야 할 소중한 의
미가 되어갔다.

“아기가 있지만...얘는 내 뱃속에 있었던

아이지만...얘는 처음 보는 아이 같고...남의
아이 같고.”

1) 아이가 부담되다

남편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참여자들에게

(2018.3.17. 조여진)

남편의 사망은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와 의존
할 대상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남편과 더불어

2) 아이는 남편의 분신

이루어가고 싶었던 미래의 모습과 희망, 꿈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아내들의 자존감 하

등이 남편과 동시에 사라지고 디디고 있던 땅

락은 타인들의 시선에 대해 예민해지고 동정

조차 꺼지는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서 혼

과 배려 사이에서 혼란을 거듭하다가 타인들

자 견디기도 무섭고 불안한데 아직 핏덩어리

과의 소통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여

인 아이와 긴 세월을 함께 동행 하며 돌보라

자들의 마음은 더욱 외롭고 삭막해졌다. 남편

고 주문한다는 것은 아직 신혼기 어린 아내들

에 이어 가까운 지인마저 멀어져 마음이 한없

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책무였으리라. 참여자

이 외롭고 허허벌판에 서 있던 참여자들에게

들의 절망 속에는 아이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

차츰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동

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이유로 참여자들은

안 참여자는 자신의 아픔을 돌보느라고 의식

아이들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어린 아

을 하지 못하였지만 아이는 엄마인 자신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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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없는 사랑을 주고 있었다. 아이는 참여

무 고맙고. 오빠 몫까지 더 예쁘게도 키

자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엄마로서의 정체

우고 싶고.”

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아이를 돌보는 과정

(2018.3.18. 조혜성)

에서 아이는 참여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사랑스럽고 천진

3) 양육불안

한 모습을 통해 남편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외

참여자들의 아이들은 너무나 어린 나이(임

로움만 가득 차 있던 텅 빈 가슴을 다시 사랑

신 중에, 혹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한 살

으로 채울 수 있었다. 참여자는 자신을 비난

이었을 때, 두 살에, 아빠와 사별하였으므로

하지 않고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아빠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옛

줄 수 있는 것은 남편 이외에 아이밖에 없다

말에는 ‘홀로자식’ 이란 용어에서 유래되어 나

는 것을, ‘진정 내 편이 아이뿐’이라는 것을

온 후레자식이란 단어가 존재하고 있다. 아버

깨달으면서 아이에게 위로를 받았다. 아이는

지 없이 자라서 엄한 아버지에게 예의를 못

떠나간 남편의 대체적 애착 대상이 되었다.

배워서 버릇이 없다는 뜻으로 흔히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타인의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자라요. 오늘은

평가에 기반한 용어이다. 참여자들은 편모슬
하에서 자라는 아이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TV보면서 율동을 따라하고.”
(2018.4.28. 조혜성)

평가나 아이가 아빠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생
길지도 모르는 균형을 잃은 성장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지금 자체가 좋아요...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참여자들

랑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아이랑 둘

의 불안감의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

이서 여행도 갔다 오게 되고...부모님 없

들은 아이가 장래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이...이제는 아이랑 제가 쉬는 날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를 노심초

저 혼자 뭘 하고 싶다기보다는 아이랑 어

사하였다.

디 가고 싶고...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
나게 해주고 싶고 지금은 아이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아무 문제없이 자라는 아이를...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도 데리고 가보고...

(2018.1.23. 김지민)

혹시 얘가 아빠를 잃었는데...지금 현재 상
태에서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나

“저는 저녁에 애기 씻겨주고, 다음날

요...그리고 혹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

아침에 무슨 옷을 입혀서 보낼까...하는

성은 없나요...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대

그런 것이...다른 엄마들은 아무것도 아니

처해야 하나요.”

게 매일 하는 건데...저는 그게 행복해요.

(2018.1.2. 김지민)

이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남편 대신
에 나라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이

“제 딸은 아빠가 없잖아요...아빠 없이

렇게 예쁜 딸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너

자라도 괜찮을지...우리 딸을 그렇게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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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사람들이.”

편에게 의지하여 살았음으로 경제적 능력이
(2018.1.5. 박미주)

없었다. 그리고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어린
아기가 있었다. 아이를 키우며 긴 인생을 살

“아빠가 없어도..당당하게 키워야하는데..

아가기 위해 경제적인 조건은 너무나 중요하

내가 과연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또,

였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많은

지금은 아니지만 학교를 가게 되면 아빠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였다. 다행히도 나의 연

없어서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이 걱

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사고 보상금을 받을

정이 되요.”

수 있었으며 산재도 인정되었다. 당장은 생활
(2018.4.8. 조여진)

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두고 일하러 가지 않
아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참여자들이 아이에게 아

법적 다툼과 사고 심사, 시댁과의 갈등 등

빠의 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의지로도

우여곡절 끝에 받게 된 남편이 남기고 간 산

발전되었다. “아이에게 괜찮은 아빠가 되어 줄

재보상금과 위로금은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수 있는 남자라면 재혼도 할 수 있다.”라고 생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참

각하며 참여자들의 제2의 삶은 아이들이 중심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남편 없으면 가난하다’

이 되어있었다.

‘부족하다’는 사회적 편견에서 좀 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존감의 원천이 되었다. 참여
자들의 경제적 자신감은 남편이 없어서 느끼

5. 안개가 서서히 걷히다

는 위축감을 감소시켜주었다.
신혼기에 배우자 사별을 겪으며 아픔과 실
의에 젖어있던 신혼기 아내들은 ‘안개가 서서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아

히 걷히는’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삶의 활력

이한테 들어가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별 초기

전화주시면 그거는 제가 해결해드리겠다

의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면서 서서히 일상

고...그렇게 말을 했던 순간이...참 당당했어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었고 새로운 삶에

요(어린이집 교사와 상담 중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2018.3.17. 조여진)

희망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는
앞 절에서 제시한 자녀를 삶의 의미로 재발견

“난 해 줄 수 있어...남들은 생일 선물로

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대인관계의 즐거움,

천원 이천 원짜리 해주는 거 나는 만 원짜

직업 활동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경제적 자립

리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

에 의한 안정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어서(어린이집 생일잔치에서).”
(2018.4.8. 조여진)

1) 보상금을 통한 위로: 경제적 안정

참여자들은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

“백화점 화장품을 자기도 써? 하는 선생

문에 저축도 변변치 않았고 전업주부로서 남

님 말... 저 선생님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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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그래서 나도 쓴다고... 그냥 그 선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거

생님이나 다른 선생님 앞에서 자존심 구기

든요. 시골에 살고 있다 보니까...어렸을 적

고 싶지 않았고 당당해지고 싶었던 느낌.”

부터 봐서...주변에서...원래는 그게 가장 하
고 싶었던 일이고...농사죠...시설 재배 같은

(2018.4.28. 조혜성)

거 해가지고 농번기에는 물론 바쁜데 또
시간 낼 때는 낼 수 있으니까.”

2) 일을 통한 성취감

참여자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조금씩 줄어

(2018.4.28. 박선미)

들면서 불안감을 느꼈다. 더구나 그 돈은 남
편의 목숨 값이었다.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

“회사 내에서 책임이 커요. 잘 해 낼 수

참여자들은 남편을 대신하여 받은 그 돈에 대

있을 때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

한 마음은 남편을 대하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한 내 모습... 먼 가... 좋아요 아이에게 좋

남편을 기리듯 그 돈을 간직하고 싶어하였으

은 직장에서 능력 있는 엄마가 되어주고

며 아이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찾았다.

싶기도 하고.”

참여자들은 사별 후 집안에서 그리움과 열등

(2018.4.30. 조여진)

감,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세상과 담을
쌓고 살다가 드디어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6. 홀로 서다

그 일에서의 성취를 통하여 자신이 사회의 가
치 있는 일원이 되었다는 자신감과 함께 남편

참여자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의 하

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당

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통한 기쁨과 새로운

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여자들은

대인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앞에 놓인 삶에서 환하고 밝은 빛을 보았다.

직장생활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유능감을 느끼
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였고 경제적 자립의 자

“밖에 나가서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해

신감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처럼 변화

낼 수 있는 먼가가 있다는 것이,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삶에 의해 자신의 삶을 깜깜하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그런 일을

게 덮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작지만

잘 할 수 있다니...뭔가 인정을 받으니까

소소한 즐거움과 어렴풋한 편안감을 느낄 수

너무 좋았고...내가 뭔가를 하면서 지내는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끔은 구름이 살며시 끼

구나...육아와 다르게 내가 내일이 있다는

기도 하였지만 안개가 걷혀가는 밝은 삶을 보

게 이게...뭔가...일을 해서...출퇴근시간도

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참

있고...그게 너무 많이 좋았던 거 같아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홀로서는 삶이란 비록 남

이렇게 일도 하고 하면서...저 자신을 많이

편의 존재가 없다 하더라도 자존감을 회복하

바꾸고. 좀 바뀌고 싶다는 의지는 있었어

여 자신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요...저를 찾은 거 같아요.

자신이 주도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2018.2.22. 조혜성)

성장하는 삶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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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의 주체는 자신

삶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결혼생활 당시에는 모
든 것을 배우자에게 의존하였으나 사별로 인

“남편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 이

해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처

지 않으려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럼 막막하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냄

대로 눈치 보지 않고”

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

(2018.4.5. 김지민)

었다. 이런 상황은 참여자들이 삶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인식을 높여주었다.

“옛날에는 불쌍하고 보이거나 동정 받

는 걸 피하고 싶었는데...배려가...부끄럽고
“요즘은 작은 것부터...혼자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지금은 괜찮아요...남편이 없다는

는 생각이 들고...혼자서 많이 할 수 있게

게 이제는...챙피 하진 않아요. 떳떳해져야

되었어요...자신감도 생기고.”

겠다...”

(2018.3.18. 조혜성)

(2018.4.5. 김지민)

“혼자 살고 큰일을 겪으면서 배우고 느

“주위에서 시간이 갈수록 또 사별한

낀 것도 많고...그러다보니까 알게 된 것도

사람이 늘어나면서... 내가 나 혼자 특별

많고...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한 일을 겪은 게 아니라...언젠가는 다 한

(2018.1.23. 김지민)

번씩 겪을 일인데...내가 좀 빨리 겪은 거
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당당해져야
해.”

“혼자 해야 할 일,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의논이 하

(2018.4.28. 조혜성)

기 싫고... 결국은 혼자 해결해야 되고... 그
런데 해보니 이제 할 수도 있겠다는.”

또한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잘 걸어왔다는

(2018.4.8. 조여진)

자부심은 참여자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었으
며 자존감의 회복은 참여자들이 사별을 운명

참여자들은 사별 초기에는 자신의 사별을

으로 받아들이며 남편이 부재한 상황을 수용

부끄럽게 인지하여 새로운 관계를 거부하였다.

하면서 남편과 함께 쌓은 아름다운 추억을

그러나 차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

해서 사별은 자신만이 겪는 ‘특별한 것이 아

었다.

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사별
여성은 정상이 아니다’는 장애로서의 정체감

“신랑에 대한 좋은 추억이랑...사랑하

에서, 자신이 만든 틀 속의 편견에서 벗어날

는 감정만 가지고 있으니까...이것도 행

수 있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은 타인의 편

복하다.”

견에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나 스스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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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문득 떠오르면...항상 생각하면

도전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새롭게 도전한

행복해지는...좋았던 기억도 나고...그런 추

일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억거리를 만들어 주고...믿음을 준 남편에

친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

게 고맙고.”

었다.
(2018.1.23. 김지민)
“뭔가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고...그

“나중에 천국에서 남편 만나면...남편이

렇게 뭔가 내일을 하고나니까...너무 기분

되게 저한테...잘했다고 듣고 싶어서...더 열

이 좋은 거예요...”“내가 내일이 있다는 게

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게...뭔가...일을 해서...출퇴근시간도 있

육아도 그렇고...내가 생활을 하는 데에도...

고...그게 너무 많이 좋았던 거 같아요... ...

이 안에서 감사함을 찾아서...경제적인 환

저를 찾은 거 같아요.”

경이 주어진 것도. 다른 사별자들에 비해

(2018.2.22. 조혜성)

서...감사한 거구나.”
(2018.4.5. 김지민)

“밖에 나가서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이

일로 인해서 뭔가 내가 한다는 게 너무 좋
2) 삶의 의미 발견과 자존감 회복

아요. 재봉틀도 다시 배우고 싶고... ...수영

참여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

도 다시 등록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갔다. 사별 전의 만남

(2018.3.6. 박미주)

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
동들을 하면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나도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내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야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일을 통해

(2018.4.28. 박선미)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존감
이 회복되고 자신감도 증가하게 되었다.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남들에게 의

지하지 말고...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와

조혜성과 박미주는 관계를 좋아하는 성격으
로 사별 직후 자존감의 하락으로 인하여 친구

져야겠다.”

를 거부하다가 차츰 회복되면서 남편에 대한

(2018.2.22. 조혜성)

의존이 친구에 대한 의존으로 변화되었다. 남
편부재에 따른 허전함을 친구들을 통해서 메

3) 사별을 통한 성숙

우려고 하였다. 친구들에의 일방적인 의존은

참여자들은 일시적으로 적응이 되었다가 다

친구들과의 거리를 만들었다. 섭섭함이 쌓이

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의 재발이 반복되지만,

고 자존감은 친구들의 사랑을 구걸하는 느낌

차츰 남편 부재의 상황에 적응이 되어갔다.

으로 바닥까지 내려왔다. 친구들에 대한 자신

참여자들은 남편들이 떠나갈 운명을 타고났다

의 요구의 부당함을 깨달은 후 스스로 의존이

면 산재나 사고보상 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아닌 독립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일에 대한

간 것에 감사했으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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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없는 다른 사별아내들 보다 다행이란 생

“애기 아빠 때문에...배운 것이 많아요...

각, 사별 까페를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사별

느낀 것도 많고...그전에는 몰랐던...사소한

가족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불행한 일을 당

일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고

한 것은 아니구나’ 란 위로, 그것은 남편을 일

맙고.”

찍 보낸 ‘재수 없는 여자다!’ 란 자신의 오명

(2018.3.18. 조혜성)

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남편이 아름답고 즐
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간 사실에 감

김지민은 시간이 가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

사하였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홀로서기에 성

움은 그가 남긴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대치되

공하면서 저마다 성숙에의 한 발을 띠게 되었

었다.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

다.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사별이 매우 고통스

이를 주고 간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

럽고 쓰라린 경험이지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다. 또한 자신과 아이가 남에게 정상적으로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켰다고 이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주변 사람들의 따

기하였다.

뜻한 격려와 시선을 경험하면서 차츰 우리가

조혜성은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애도

족이 결손가정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과정을 잘 겪어내었다. 친구들은 조혜성의 외

박선미도 하느님께서 남편과 함께 살았을

로움을 달래주었고 그녀의 아픔에 기꺼이 동

때의 남편과의 갈등을 그만두고 더 즐겁게 살

참했다. 조혜성은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해석하였다. 박미주

일을 통해 인정도 받았다. 이런 인정받음은

는 늘 남편에게 의지하여 양육도, 집안일도

그동안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던 조혜성

혼자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역

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다. 새로 시작한 유

할에 스스로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독립

치원 교사로서의 일도 조혜성에게 새로운 의

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아이를 위

미를 주었다. 일에 집중하면서 보람도 느꼈

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이 좋아보였다. 또한

다. 또한 조혜성은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해졌

자신의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

다고 말을 한다. 지나치게 활발하고 장난을

저 살피게 되었다. 조여진은 지난 5년 동안

좋아하던 나서기 좋아하던 성격이 이제는 겸

외로움과 책임감과 싸워왔다. 가장의 무게가

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다고 토

너무 무거워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

로하였다.

분노를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남편
이 떠나간 현실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노

“좀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말을

력을 시작하였다. 독서와 명상을 통해 마음

할 때...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

챙김을 시도하였으며 상담도 받으려고 하였다.

고... 조금 부드러워지기도 했고. 좀 더 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미래의 걱정과 불안을 오

른스러워진 거 같아요...그리고 혼자 살고

늘 하루의 편안함과 감사함으로 대치하려는

큰일을 겪으면서 배우고 느낀 것도 많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알게 된 것도 많고.”
(2018.3.18. 조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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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혼기 사별 아내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좌

본 연구는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기에

절을 딛고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는 것

배우자와 사별한 아내들의 경험과 그 의미를

은 자녀였다. 사별한 아내들은 공통적으로 자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녀를 통해서 절망적 상황에서 삶의 의미와 희

서 5명의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면담자료에 근

망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이 부재한

거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서 그들의 사별경

상황에서 자녀라는 희망을 안고 사별의 상처

험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5명의 참

를 극복하며 ‘홀로서기’를 통해 나름대로 새로

여자 개인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각각 핵심

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사회는 신혼기

적 주제를 추출하였으며 나아가서 이들의 사

배우자 사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

별경험을 종합하여 6개의 상위주제를 도출하

고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개선하는 동

였다.

시에 홀로 남은 아내와 아이들의 사별 극복을

신혼기에 사별한 아내들은 마치 한쪽 날개
가 부러진 듯한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남편의 상실이라는

본 연구는 신혼기에 배우자 사별을 겪은 여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

성들의 경험을 탐색한 초기 연구로서 의의와

려움과 사회적 위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

가치를 지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은 우리사회에 신혼기 사별아내에 대한 부정

있다. 그 첫째는 이 연구에서 자료수집 대상

적 견해와 편견이 여전히 만연해 있음으로 의

이었던 5명의 참여자에 대한 대표성 문제이다.

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사별한 아내의

과연 이 연구에서 소개한 5명의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여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만

경험이 신혼기에 배우자 사별을 겪은 수많은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재적응에 어려움을 초

아내들의 경험을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느냐

래하고 있는 듯하였다.

는 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또한 신혼기 사별아내들은 공통적으로 시댁

암과 같이 오랜 투병과정을 통해 사망하기보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였

특히 남편사망에 대한 보상금과 같은 돈 문제

으며 참여자들은 안정된 직장인이거나 배우자

의 갈등으로 시댁식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의 사고사망으로 인해 큰 액수의 보상금을 받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사별아내들의

아서 사별 이후에도 경제적 궁핍을 겪지 않은

적응 곤란을 가중시켰고 대부분의 경우 친정

여성들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갑작

식구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미래

스럽게 홀로 되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별

에 자녀와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아내들과는 적응과정이 다른 사별 여성들의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혼기 사별의 경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는 사별자와 남은 가족들과의 재산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한 참

분배, 자녀양육부담, 재혼문제 등에 대한 합리

여자와의 면담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

적 조정시스템이 부재하여 사별의 후유증을

졌기 때문에 배우자 사별을 겪은 아내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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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경험을 충분히 탐색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

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된다. 사별에

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5-7회

관한 연구가 중년기 이후의 배우자 사별에 집

내외의 짧은 면담회기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

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신혼기

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참여자와 충분한 라포

배우자 사별을 겪은 여성들의 사별경험과 적

형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기 때문

응과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기초자료가 될

에 참여자들이 사별과 관련된 그들의 모든 경

것이다. 나아가서 본 연구가 신혼기에 배우자

험과 생각을 진실성 있고 깊이 있게 공개하는

사별을 경험한 여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완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시키고 그들의 적응과정을 지원하는 상담적

들면, 사별 전에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

개입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했던 참여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 강도
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한 답변이 어려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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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rrative Inquiry into the Bereavement
Experiences of Wives in the Honeymo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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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eath of a spouse has been known to be one of the most stressful experiences in life.
Depending on the stage of life in which people experience the death of their spouse, the content of their
bereavement experiences and adaptational tasks may be largely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kind of the experiences the newlywed wives report about their spouse's death and what kinds
of meanings they give to their bereavement experiences. Methods: Narr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five
to seven interviews with five female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spousal bereavement in the honeymoon
stage, that is, within five years of marriage. In order to interpret the bereavement experiences and
meanings identified by the newlywed widows, we extracted key themes from the participants' interviews in
an inductive and phenomenological way suggested by Smith(1995, Smith & Osborn, 2008). Results: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wives who have been bereaved in the honeymoon stage are summarized as
follows: (1) Losing the sanctuary and safety base (2) Becoming a one-wing, broken, pathetic bird, (3)
Expanding the horizons of relationships, (4) Only child becoming the meaning for living, (5) The fog is
gradually lifted, (6) Standing alone. Conclusions: This study may be the first study in Korea that explores
the wife's experience of bereavement among newlyweds, and it can be a basis for understanding and
further study on the experience of bereavement in newlyweds, as well as on the adaptation process.
Furthermore,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counseling and interventions to alleviate the sadness and pain of
women who have experienced bereavement in the honeymoon stage.
Keywords: Spousal bereavement, Newlywed widows, Nar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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