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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동성애자 하위집단의 특수한 경험을 살펴보
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
고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심현상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인내’
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으로는 ‘동성애 감정을 처음으로 인식함’, ‘어렴풋하고 막연한
느낌’, ‘공감하고 이해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음’, ‘타인의 반응이 두려움’이 나타났고, 맥락적 조건으
로는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이성애 중심 사회’, ‘또래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 ‘정체성을
부정/바꾸려는 가족’이 나타났다. 또한, 작용/상호작용으로는 ‘퀴어 동아리에 가입함’, ‘SNS와 인터넷
을 통해 정서적 지지원을 구축함’, ‘상담을 신청함’, ‘사회적 차별에 맞설 능력을 키움’, ‘생각을 바
꿈’이 확인되었고, 중재적 조건으로는 ‘퀴어 동아리에서 소속감을 느낌’, ‘긍정적인 연인관계’, ‘퀴어
및 이성애자 친구들’, ‘부모님의 지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 ‘성격적 강점’이 도출되었다. 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과정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부정하고 숨김’, ‘개인적 노력
과 외적 변화’,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긍정적인 관계 형성’, ‘성장’이 포함되었고, ‘성장’을 경험한
후에도 남아있는 어려움 때문에 다시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레즈비언, 성정체성, 질적 연구,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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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 성 정체성 관련 스트레스가 우울, 자살시도

서 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병철, 하
많은 문화권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경희, 2012; 최은희, 윤혜미, 2011). 이처럼, 동성애

위한 노력(예. 동성애 결혼 법제화)이 이루어지고

자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지만, 아직 한국을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는

과거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

동성애 혐오, 즉,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

기도 하였다(우사라, 유성경, 2017). 하지만, 최근

도와 감정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김용희, 반

많은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건호, 2005). 이를 반영하듯, 국제여론조사기관인

경험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여러 편견

PEW리서치센터(2013)가 39개국 35,000명 이상을

과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으로 한 ‘동성애자 관용도 조사’에 따르면,

(Baams, Grossman, & Russell, 2015; Wright &

‘사회가 동성애를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Wegner, 2012),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대해, 한국인의 39%가 ‘수용해야 한다’라고 응답

있다.

하였지만, 이보다 많은 59%가 ‘수용해서는 안 된

소수자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동성애자들은 내

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

면화된 동성애 혐오(internalized homophobia) 혹은

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미혼모·부에 대한 한

최근에는 내면화된 성적 낙인(internalized sexual

국인의 태도와 인식(2009)’ 조사에서는 동성애자,

stigma)으로 지칭되는 현상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미혼모,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이혼자, 여성 등

를 받는다(Herek, Gillis, & Cogan, 2015). 내면화된

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그

성적 낙인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결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점수가 3.48로 가장 높

낙인과 반동성애 메시지를 자신(self)에게 적용하는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여전히 한국 사

경향을 의미하며(Frost & Meyer, 2009), 동성애자의

회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한 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정이다(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보험

져 있다(Igartua, Gill, & Montoro, 2003). 예를 들어,

내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불가능,

내면화된 성적 낙인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자신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집단 따돌림에 반대하는

의 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숨기며, 낮은 자존감, 자

보호법의 부재).

기혐오, 자해, 죄의식, 수치심, 외로움, 소외감, 우

동성애 혐오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신체 및 언

울, 불안, 자살과 자해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어적 괴롭힘, 커밍아웃과 관련한 스트레스, 가족

고되었다(Bissonette & Szymanski, 2019; Fox et al.,

과 친구들의 거부적인 반응 등과 같은 소수자 스

2018; Lingiardi & Baiocco, 2012; Tebbe & Moradi,

트레스(minority stress; Meyer, 2003)를 경험하고 그

2016; Williams, Mann, & Fredrick, 2017).

로 인해 정신건강 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이혜

심리학 문헌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동성애 관

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예를 들어, King 등

련 주제 중 하나는 동성애 성적 정체성(sexual

(2008)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성애자보다

identity) 발달이다. Rosario, Schrimshaw, Hunter와

동성애자의 자살시도 위험이 2.47배, 우울과 불안

Braun(2006)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다른

이 1.5배, 알코올 혹은 다른 물질 남용이 1.5배 높

소수 집단의 구성원(예. 흑인계 미국인, 아시아계

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내 연구에서도 동

미국인)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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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에서 자라는 대신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하지만 이를 숨기며

거부적인 공동체에서 자라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

‘이중’ 생활을 함) 다른 동성애자 친구들과 상호

고 어려운 정체성 발달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동성애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한다. 4단

나타났다.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은 동성애자들

계인 성정체성 수용에서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

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설

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부 타인에게

명하는 성정체성 형성 단계 모델(예. Cass, 1979;

커밍아웃하고 동성애 문화를 동일시한다. 5단계인

McCarn & Fassinger, 1996; Triden, 1989)을 제안하였

정체성 자긍심에서는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에 더

다. Troiden(1989)은 이러한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욱 전념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커밍아웃할 수

강조하는 점으로 1) 성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낙인

있게 되고 지배적인 이성애 문화와 동성애자에

(stigma)이 중요한 역할을 함, 2) 성정체성 형성과

대한 차별에 분노를 느끼고 이를 표출한다. 마지

정은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3) 성정체성

막으로, 6단계인 성 정체성 통합에서는 이성애와

형성과정에서 자기 수용이 중요한 요소임, 4) 동

동성애를 분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지적인 이

성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성애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과 다

타인들에게 알리려고 함, 5) 동성애자들은 성정체

른 영역을 토대로 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하여

성 형성과정에서 다른 동성애자들과 상호작용함

자기 개념을 형성한다.

등을 꼽았다.

Cass(1979)의 동성애 정체성 형성 모델은 관련

가장 널리 알려진 동성애 정체성 형성 모델은

문헌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지만, 다양한 집단

Cass(1979) 모델로(Radonsky & Borders, 1996), 이

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모델은 성정체성 혼란(identity confusion), 성정체성

왔다. 즉, 백인과 남성 동성애자(게이)를 대상으로

비교(identify comparison), 성정체성 인내(identity

한 연구 결과만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백인이

tolerance), 성정체성 수용(identity acceptance), 성정

아닌 다른 인종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

체성 자부심(identity pride), 성정체성 통합(identity

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Kenneady

synthesis)이라는 6단계를 포함한다. 1단계인 성정

& Oswalt, 2014).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성 혼란에서 개인은 자신의 동성애 관련 생각

McCarn과 Fassinger(1996)는 처음으로 레즈비언의

이나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성정체성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4단계 모델을 제

이성애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 단계에

안하였는데, 이 모델은 기존의 모델과 달리 정체

서 대부분은, 자신의 동성애 감정과 관련하여 불

성 발달을 개인적 정체성(individual sexual identity)

안과 혼란을 경험하는 반면 일부는 이러한 감정

발달과 집단 내 정체성(group membership identity)

이 점차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달로 구분하고, 시간, 대상, 장소 등에 무관하게

자신의 성적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모호한 태도

커밍아웃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분별적 기준을

를 보인다. 2단계인 성정체성 비교에서는 자신이

갖고 커밍아웃하는 것이 성정체성 발달의 마지막

이성애자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고립

단계라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정체성과

감과 소외감을 경험한다. 이때 자신을 동성애자로

관련하여, 1단계인 인지(awareness) 단계에서는 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신이 이성애자들과 달리 여성에게 특별한 감정을

경우도 있다. 3단계인 성정체성 인내에서는 자신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고, 2단계인 탐색(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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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여성에게 느끼는 강하거나 성적인 끌

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가족, 또래, 학교 문화와

림의 원인을 탐색하기 시작하고, 3단계인 몰입/전

분위기 등의 외적 요인이 성정체성 발달에 지대

념(deepening/commitment) 단계에서는 레즈비언으로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regman et

서 자신을 더욱 구체화, 명료화하게 되고, 4단계

al., 2013; Rosario, Schrimshaw, & Hunter, 2011).

인 내면화/통합(internalization/synthesis) 단계에서는

더불어, 최근에는, 기존의 성정체성 단계 모델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깊

이 가정한 것과 달리, 레즈비언의 정체성 발달은

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적 및 외적 표현

일련의 선형적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집단 내 정

비선형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

체성으로, 1단계인 인지(awareness) 단계에서는

다. 가령, Diamond(2007)는 역동적 시스템 이론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2단계인 탐색

(dynamical systems theory)을 적용하여, 레즈비언

(exploration) 단계에서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관

정체성 발달은 개인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3단계인 몰입/전념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때로는 급격한

(deepening/commitment) 단계에서는 동성애자 커뮤

변화와 순환 과정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며, 4단계인

한,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에 있어 자기 정의

내면화/통합(mineralization/synthesis) 단계에서는 동

(self-definition)와 자기 명명(self-labeling)이라는 개념

성애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내면화하

이 강조되고 있는데(Gray, 2018; Wilson, 2009), 이

게 된다.

는 레즈비언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비이성애차별

이 후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주의와 권위주의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

들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구성주의와

로 젠더 범주를 거부하는 ‘레즈비언’들이 증가하

실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고 있음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리고 이

최근 관련 전문가들은 시스젠더(cisgender) 레즈비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의미

언의 정체성 발달에만 주목한 과거 연구와 달리

부여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트렌스젠더를 포함한 젠더퀴어 레즈비언들의 경

(Sala & Benitez, 2009; Tate & Pearson, 2015). 이러

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Galupo

한 이론적 모델들은 레즈비언의 삶을 ‘성적 소수

et al., 2014).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성정체성

자’라는 한 가지 범주 안에서가 아니라, 복합적이

단계 모델들이 여전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점

고 다층적인 정체성의 결합(interlocking)과 교차

에서 레즈비언 정체성의 다양성과 유동성 그리고

(intersectionality)로 구성되는 삶으로 가정한다(성정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

숙, 2010). 즉, 레즈비언 정체성은 다른 문화 관련

가 있다.

정체성(예.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대인관계(예.

한편, 국내에서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에 대한

가족, 또래), 사회문화적 환경(예. 학교, 직장)에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강병철과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경희(2012)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긍정적 성정

(Diamond & Wallen, 2011; Tate & Pearson, 2016).

체성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

실제로,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

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데, 가령, 성정체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정체

인식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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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과

거주하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들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

에 따르면, 레즈비언은 자신이 이성애자와 다르다

음을 발견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색했고, 온

는 점을 인식한 후 부정적 사고와 행동을 경험하

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에서 다른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

성소수자들과 새로운 관계와 경험들을 접하게 된

인 사고를 하게 되고,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이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윤옥(2006)은 사이버 동

지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된 것으로 나타

성애 상담사례를 이용하여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났다. 또한, 파트너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체성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변화

미래를 준비하며,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드

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예전과 비교하면 성정체

러났다. 하지만, 레즈비언은 여성이면서 동성애자

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사이버

라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으

타났는데, 가령, 레즈비언은 게이보다 가시화되지

로 성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자신의 인권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

더불어, 여기동과 이미형(2006)의 연구에 따르

가 적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

면, 한국 게이들의 동성애 정체성 발달 과정은 혼

으로 확인되었다(윤성옥, 성승연, 2011; 진소연 외,

란기(정서적, 애정적으로 남성에게 끌림), 인식기

2013). 비슷한 맥락에서, 김순남(2013)의 연구에서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두려워하며 이를 바꿀 수

도,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안정

없는가에 대해 고민함), 저항기(자신의 동성애 감

된 공간과 문화를 형성하는 게이들과 달리 레즈

정을 비밀로 간직하고 이를 강력하게 부정함), 수

비언은 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전통적인 생애주기

용기(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더는 부정할 수 없

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해 비관적으로

음을 인정하면서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게이 커뮤니

히 남아있지만, 이 전에 경험했던 수치심, 죄책감,

티에는 “잘 나가는 선례들이 많고”, “구축된 롤모

답답함은 감소됨), 자긍심(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델이” 많은 반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는 “롤모델”

편견을 비판하고 동성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자

과 “표본”이 부족하여 많은 레즈비언이 좌절감을

긍심을 느낌)의 총 5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5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단계에 대해, 여기동 등(2006)은 서양 문화권보다

모순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더 심각한 한국 사회에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성애 성정체성 발달

서 게이들은 더 강한 자아 부정과 저항을 경험하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고, 이로 인해, Cass 모델의 마지막 단계인 성 정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관련 연구들 대

체성 통합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부분은 80년대와 90년대에 해외에서 시행된 연구

또한, 레즈비언 성정체성의 발달 과정을 살펴

로, 성정체성 발달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한다

본 국내 연구로는 윤성옥, 성승연(2011)의 연구와

는 점을 고려할 때(강병철, 하경희, 2012), 21세기

진소연 등(2013)의 연구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를 사는 한국의 동성애자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

한국에 거주하며 자신의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

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즈비언을 대상으로 실시된 반면 후자는 미국에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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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쉽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레즈비언들의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적응적이

접하고 동성애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고 탄력적인 이들의 강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Pingel et al., 2013)을 고려할 때, 21세기 한국 사

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

회의 문화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하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 둘째, 여러 연구를 통해 게이와 레즈비언의

즉,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긍정적

경험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대부

인 태도를 보이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갖

분의 기존 연구는 동성애자 혹은 게이를 대상으

춘 참여자들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로 하여 레즈비언의 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상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레즈비언의

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Nadal et al., 2016). 셋

정체성 발달 과정과 그 결과는 어떠한가?’이다.

째,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에게 긍정적인 동성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레즈비언들은 성정체

성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성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

동성애 성정체성을 형성한 후에도 남아있는 어려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레즈비언들은 어떻게 그

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어려움을 극복했고, 극복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은

이로 인해, 아직까지 한국인 레즈비언들은 Cass

무엇인가? 셋째, 레즈비언들의 긍정적인 성정체성

(1979)가 언급한 동성애 성정체성 발달의 마지막

형성의 결과는 무엇이며 남아있는 어려움은 무엇

단계인 통합을 경험하는가? 긍정적인 동성애 성

인가?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연구방법 중 근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밍아웃을

거이론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근거이론이 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

떤 조건에서 핵심 현상이 발생하고 그 현상이 어

는 실정이다(Riggle et al., 2014).

떤 상호작용을 거쳐 결과로 이어지는지의 과정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데

(self-identified)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레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Hussein et al.,

즈비언 성정체성 형성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살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레즈비언들의 성정체성

펴보았다.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

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탐색함

유는 일반적으로 정체성의 탐색 및 확립은 청소

으로써 관련 연구와 상담 현장에 중요한 시사점

년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동성애 성 정체성의 경

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사회적 낙인과 혐오로 인해, 다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Fine, 2011). 또한, 대학(원)생은 청

방 법

소년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자원
과 지지체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
의 성 정체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이 무엇

연구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인지 더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본 연구에서는,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문제와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성애자들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의 강점에 주목하고 있는 최근 연구의 흐름에 따

대학 내 퀴어 동아리와 온라인 퀴어 및 레즈비언

라(Bonet, Wells, & Parsons, 2007; Riggle et al., 2008)

카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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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한 대학(원)생이었

비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

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 참여자들은

이었습니까?”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10명으로, 성별은

설문지를 통해 참여자의 인적사항(예. 나이, 전공)

모두 여자였고, 나이는 21~27세였다. 본 연구에서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는 참여자들에게 이메일과 유선상으로 연구의 목
적과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자료 분석

참여에 동의한 최종 10명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
았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도중, 즉, 심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면접 자료

층 면접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면접을

를 분석하였는데, 근거이론은 귀납적 방식을 통해

중단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이론을 도출해내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기 때

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성소수자

문에(Corbin & Strauss, 2009) 레즈비언의 정체성 형

에 대한 연구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성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제시가 가능하다. 구체적

노출될 경우,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으로,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bin(1998)이 제안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

한 바와 같이,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명을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계에 따라

밝히지 않고 가명이나 별칭을 자유롭게 지어서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개방코딩 단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는 축어록을 한 줄씩 읽으면서 연구자들이 의
미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구절, 문장 등에 밑줄
을 긋고 메모하는 ‘줄 단위 분석’을 사용하여 개

자료 수집

념을 추출한 후 유사한 속성을 갖는 개념끼리 분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층 면접을 시행하여 자

류하여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만들었다. 또한,

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전화 혹은 면대면

이론적 배경 및 원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

면접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10

해 범주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축코딩

명 중 7명이 전화 면접을 선택하였다. 면접은 약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범주들 사이에

50분~60분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동의를 구

서로 의미 있는 연합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즉, 개

한 후 녹음하고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다. 면접 질

방코딩의 결과를 토대로 중심현상과 중심현상에

문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대로, 깔때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예. 인과적 조건,

같은 접근(funnel-like approach), 즉, 광범위한 개방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들을 추출하고 시간의

형 질문부터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인 질문으로

경과에 따라 그러한 조건들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질문은 “레즈비언

미치고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과정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

요”였으며, 내용의 흐름에 따라 “레즈비언 정체성

에서는 메모, 도표, 이야기 윤곽 기술하기를 통해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

연구의 중심 주제인 중심현상을 도출하고 모든

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

범주를 통합 및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엇입니까?” “커밍아웃 과정은 어땠습니까?” “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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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1인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체성에 대한 저항과 인내 혼란이라는 중심현상,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이론적인 민감성을 키우기

중심현상에 대한 대처적인 작용/상호작용, 성정체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레즈비언에 대한

성 형성 결과에 대해 하나의 연결된 구조를 보여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성찰하면서 참여자

준다.

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

(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에 따라 연구절차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실적 가치(truth

중심현상이 전개되도록 하는 사건이나 요인을 의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

미한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념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범주분석 결과, 패러

조건으로 ‘동성애 감정을 처음으로 인식함’, ‘어렴

다임 모형, 과정 모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풋하고 막연한 느낌’, ‘공감하고 이해해줄 사람이

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

주변에 없음’, ‘타인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나타났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초․중학교 때 처음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한 대학생 1인과 대학원생

으로 자신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1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가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하였지만, 이러한 감정을 명확하게 느끼기보다는

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막연하고 어렴풋이 느꼈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리학과 교수

참여자는 당시 자신이 양성애자일 수 있다는 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본 연구의 결과를 검토

능성을 열어두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

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중립성

다고 말하였고, 세 명의 참여자들은 이반이나 레

(neutra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

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

로,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자문단과 지속해서 논

로 성정체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

의하였다.

명하였다. 또한, 자신의 동성애 감정에 대해 공감
하거나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결 과

까 두려워 더욱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최종 85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상위범주

“아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랑 비슷한

가 도출되었다. 또한, Corbin 등(2009)이 제안한 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대학 와서

와 같이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맞아요. 다들 자기 혼

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레즈비언 정체성을 형성

자인 것 같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하게 되었는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 패러다임

저도 그랬거든요. 보통 청소년들 고민하는 건

모형은 레즈비언 대학생이 경험한 ‘정체성에 대

심각한 거라도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바람을

한 저항과 인내’의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정

피웠다,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같이 싸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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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념들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친한 친구/선배에게 연애 감정이 생김
우연히 만난 여자에게 연애 감정이 생김

동성애 감정을 처음으로 인식함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됨

동성애 감정을

양성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둠

인식하기 시작함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어렴풋하고 막연한 느낌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낌

인과적 조건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
혼자라는 느낌

공감하고 이해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음

사회에서 배제된 느낌

외로움과 소외감

outing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반응이 두려움
가족,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우정 vs. 연애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움
동성애 감정에 대한 의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친구들과 비교할 때 다름을 느낌

부정하려고 함
정체성에 대한

동성애 감정을 부정하려고 함

저항과 인내

중심현상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불안함
정체성을 숨기는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짐

정체성을 숨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자신이 소심하게 느껴짐
동성애 커플을 부정하고 모욕함
동성애=섹스라는 편견
레즈비언은 남성에게 상처받은 여자라는 편견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레즈비언은 남성을 사귈 수 없는 여자라는 편견
사회적 요인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간접적으로 경험함
동성애 혐오가 심한 종교와 학교

맥락적 조건

동성애자 비가시성(invisibility)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옳다고 여기는 태도

이성애 중심 사회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 제도
이성애주의적 사고를 하는 또래 학생들
또래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또래 학생들
관계적 요인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족
정체성을 부정/ 바꾸려는 가족
나를 이성애자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가족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
나를 더 알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

퀴어 동아리에 가입함

터놓고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
SNS를 통해 다른 퀴어들과 소통함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퀴어 친구들을 만남

SNS와 인터넷을 통해
정서적 지지원을 구축함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애인을 만남
터놓고 말하고 싶어 상담을 신청함
상담을 신청함
심리적 혼란과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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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념들의 범주화

(계속)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유망’한 학과로 전과함
사회적 차별에 맞설 능력을 키움
전문직을 가지게 위해 취업준비를 함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함

개인적 요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함

작용/
상호작용

생각을 바꿈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함
대학 내에 퀴어 동아리가 있음
이해받고 공감 받는 느낌

퀴어 동아리에서 소속감을 느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느낌
좋은 애인을 만나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됨
긍정적인 연인관계
애인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음

관계에서
긍정적 변화

동성애자 친구들로부터 이해받고 공감 받음
퀴어 및 이성애자 친구들
이성애자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음
나의 정체성을 수용/지지하는 부모님

중재적 조건
부모님의 지지

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음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환경에 변화가 생김
덜 보수적인 학교로 편입함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꿈
동성애를 ‘반대’하는 부모와 거리를 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성격적 강점

개인적 요인

적극적인 성격
나에게 맞는 단어인 ‘레즈비언’을 사용하게 됨
긍정적인 레즈비언 정체성을 형성함
안도감, 편안함을 느낌
레즈비언으로서 프라이드를 느낌

긍정적인 변화 및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함

자기 수용 및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낌

성장

연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낌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됨

사회문제로 관심이 확대됨

여성, 이민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에도 관심이 생김

결과

가족에게 coming out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정체성을 공개할지 말지를 지속적으로 결정해야 함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감

퀴어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감

남아있는 어려움

진로와 관련하여 선택지가 좁음
불확실한 미래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음

혼할 것 같다. 집이 망할 것 같다. 이런 문제

에 레즈비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들도 누군가 공감해 주는 친구를 찾을 수 있
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주변 시선이 제일 무서웠던 것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아무도 제 주위

같아요. (중략)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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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조건
동성애 감정을 처음으로 인식함
어렴풋하고 막연한 느낌
공감하고 이해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음
타인의 반응이 두려움
맥락적 조건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중심현상

이성애 중심 사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또래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

부정하려고 함

정체성을 부정/바꾸려는 가족

정체성을 숨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퀴어동아리

퀴어동아리에 가입함

긍정적인 연인관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퀴어 및 이성애자 친구

정서적 지지원을 구축함

부모의 지지

상담을 신청함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사회적 차별에 맞설 능력을 키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꿈

생각을 바꿈

성격적 강점

결과
긍정적인 레즈비언 정체성을
형성함
자기 수용 및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낌
사회문제로 관심이 확대됨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감
불확실한 미래
그림 1.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모욕하지 않을까, 또

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

는 친구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

요. 아무래도 제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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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등을 돌릴까가 제일 무서웠던 것

닌데 뭔가 그런 애들은 남자한테 상처받고 버

같아요.”

림받은 여자들일 거야 그런 생각이 있죠. 비
슷하게 남성들에 대한 혐오, 페미니스트들끼
리 만난다, 남자를 싫어하니까 여자를 만나는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맥락적 조건은 현상이 놓여있는 장(예.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같은 맥락)을 의미하는데, 작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여서 굉장히 호모

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게 하는 현상을 만드는

포빅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말들이 상

특수한 조건을 의미한다(박승민 등, 2012). 본 연

처가 됐었어요. 되게 화나고 억울했죠. 저 선

구에서는 맥락적 조건 중 사회적 요인으로 ‘사회

생님은 나도 동성애자인데 여기 있는 것도 모

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이성애 중심 사회’ 그리

르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만큼

고 관계적 요인으로 ‘또래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

존재가 안 알려졌고 저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응’, ‘정체성을 부정/바꾸려는 가족’이 도출되었다.

환상 속의 나쁜 악마 같은 거로 생각하는구나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

싶어서.”

오(예. 동성애 커플을 부정하고 모욕함, 동성애와
섹스를 동일시함, 남성에게 상처받거나 남성을 사

중심현상(phenomenon)

귈 수 없는 여자들이 레즈비언이 된다고 생각함)
와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옳다고 여기는 비이성애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차별주의로 인해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인정하고

에 대한 내용으로, 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중

드러내기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심현상은 ‘정체성에 대한 저항과 인내’로 나타났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 당한 동성애자들이 동성

다. 참여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여자, 특히

애 혐오성 괴롭힘(예. 욕설, 비하, 집단 따돌림)을

여자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우정인지

당하는 것을 보고 보수적인 학교와 종교 집단에

혹은 그 이상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

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들으면서 더욱 자신을 숨

고, ‘다른 사람과 나는 왜 다르지?’ ‘나만 혼자 이

길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가족으로

런가?’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또

부터도 이러한 동성애 혐오와 비이성애 차별주의

한,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부정하고 숨기면서 답

를 경험하였는데, 예를 들어, 두 명의 참여자는

답하고 불안했고 자신이 창피하고 소심하게 느껴

부모님이 성경책을 억지로 읽고 기도하면 이성애

졌다고 설명하였다.

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화내며 설득했다고 보고
하였다.

“한 번도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여자한테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아 이 감
“남자들한테 인기 없거나 버림받은 여자들

정이 뭐지? 여자한테만 느끼는 이 감정이 뭐

끼리 사귄다는 생각, 그런 말은 간접적으로

지 그렇게 처음에는 되게 혼자 막 고민하고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제가 인기가 없었던 건

(중략). 나만 이런가? 남자애들 좋아하는 친구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게 아

들하고 나는 어떻게 다르지? 그런 비교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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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랬죠.”

“인터넷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다른 친구를 소개받거나 해서 그 쪽[레즈비언]
“나를 좀 숨기는 거 같은 당당하지 못해서

친구들에게만 마음을 열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창피하고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 당당하게

그래서 일반[이성애자] 친구들이랑 보다는 아

나를 밝히지 못하지? 그러다가도 다시 소심해

무래도 더 많이 놀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요.”

지면, 어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욱해서 나 레
즈비언이에요라고 막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퀴어로서 앞으로 당면
해야 할 어려움(예.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함, 여성
에 대한 차별,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알려진
경제적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함)에 대비하기 위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해 취업이 잘 되는 ‘유망한’ 전공으로 전과하거나
작용/상호작용은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실제 행

전문직을 가지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있다고 응답

동이나 전략을 의미하는데(박승민 등, 2012), 본

하였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원 구축 및 활용하기로

려고 노력하였는데, 특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

‘퀴어동아리에 가입함’, ‘SNS와 인터넷을 통해 정

정 및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서적 지지원을 구축함’, ‘상담을 신청함’ 그리고

않으며,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적 차별에 맞설 능력을 키

력하였다.

움’, ‘생각을 바꿈’이 확인되었다. 이 중, 모든 참
여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겠다. 의지할 곳은 나밖에

을 만나 터놓고 이야기하고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없다. 그래서 전문직을 가져야겠다. 내가 경제

싶어 대학 내에 있는 퀴어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적으로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

SNS와 인터넷을 통해 퀴어 친구와 애인을 만났다

각 때문에 전공을 XX로 바꾸고 대학도 옮기

고 말하였다. 이는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던 참여

고. 전문직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자들에게 정서적 지지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여자라면 기술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전문직

되었다.

을 가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나랑 비슷한 사람

“자존감을 높이는 거요. 내가 레즈비언이기

들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에 퀴어 동아리에

때문에 숨겨야 하거나 차별받을 거로 생각하

들어갔어요. (중략) 가입하기 전에는 학교에

지 말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나 빼고 다

하는 것이 중요니까요.”

들 이성애를 하고 있어서. 아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힘들겠다, 내가 소속한 집단과 소속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하지 않은 집단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면서
퀴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로(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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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재적 조건으로 ‘관계에서 긍정적 변화

김’이 나타났는데, 먼저, 참여자 중 일부는 사회

를 경험’이 도출되었는데, 특히 참여자들은 공통

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

적으로 퀴어 동아리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연인관

다. 참여자들은 비록 그 변화가 빠르거나 급격하

계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지는 않지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조금

대해 과반수의 참여자들은 자신과 애인이 같은

씩 감소하고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

여성으로서 비슷한 사회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들이 자신을 인정

서로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주었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동성애 친구뿐만 아니라

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이성애자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고, 소수

바꾼 경우도 있었는데, 두 명의 참여자는 덜 보수

에 불과하지만 정체성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부모

적이면서 퀴어 동아리가 있는 대학으로 편입한

님 혹은 연인의 부모님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

것이 도움 되었고, 다른 두 명의 참여자는 자신의

하였다.

정체성을 거부하는 부모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
리를 두게 된 것이 도움 되었다고 말하였다.

“학교 community 있는 거 되게 든든해요.
(중략) 그 친구들이 저한테 90% 정도 영향을

“‘수업시간에 팀플하는 사람들한테 저 레즈

주는 거 같아요.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내 편

비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이고 다 pride예요. 여기만큼 소속감이 드는

5년 전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40대 50대

곳이 없다고. 그냥 취미로 들어오는 동아리였

레즈비언 롤모델은 없지만 그래도 30대들은

으면 이렇게 까지 못했을 거 같아요. 여기는

꽤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사회가 엄청 변했다

취미가 아니라 동질감하고 약간 우리가 추구

는 걸 보여주는 거 같아요.”

하는 게 우리의 이익, 인권, 인권 증진을 위해
서 하니까 더 그래요.”

“그런 점에서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서도 조

금은 open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훨씬 낫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들도 그런 데 편견

죠. 예전에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래도 여

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은 헤테로인데도 퀴어

전히 레즈비언 커플에 관해 연구도 없고 정말

인권을 위해서 힘써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 없고 모르지만 많

저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반응이 많이

이 좋아졌다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도움 됐던 것 같아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그
렇게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이 전에 다니던 [대]학교는 워낙에 보수적

적 편견이 심하기도 하고 호모포비아적인 시

이고 퀴어 동아리나 커뮤니티를 만날 수가 없

선이 많기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 아니었다

어서 더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학

면 저도 많이 우울하고 자살했을 것 같기도

교를 옮겨서 서울로 편입한 건 아니지만 그래

해요.”

도 그 요인도 되게 컸어요. 좀 더 퀴어 friendly
한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른 중재적 조건으로는 ‘환경에 변화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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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었어요.”

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맞
는 단어를 찾으니까 나를 더 이해하게 된 거

이 외에도 참여자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죠. 아 이런 사람이 나구나. 나를 설명하는 단

참여자들은 자신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그

어가 있으니 그걸 찾았으니 안도감, 편안함이

리고 적극적인 성격이 성정체성과 관련한 스트레

느껴졌어요.”

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다
만, 자신의 성격적 강점에 대해 언급한 참여자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참여자

은 동성애 혐오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성

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

격적 강점만으로는 관련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만, 일부 참여자들은 ‘남아있는 어려움’으로 여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커
밍아웃과 관련한 부담감’, 특히 가족에게 커밍아
웃하는 것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

결과(consequence)

며,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에도 언제 누구에게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커밍아웃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지속해서

으로(박승민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형성함’, ‘자기 수용 및 관계

고 있다고 말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담감,

에서 안정감을 느낌’, ‘사회문제로 관심이 확대됨’

불안, 두려움이 자신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

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타인과

라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와 이성애 주의적

의 관계와 환경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고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두 명의 참여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하고 안도감과 편안함을

자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커밍아웃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레즈비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말하였다. 또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른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아직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

았어요. 한 번도 가족들이 저를 레즈비언이라
고 생각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난 어차피 남자를 좋아하거나 만날

아직 주위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었던 적

게 아닌데 굳이 퀴어라고 할 이유는 없을 거

은 없어요.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거 알지만.

같아서. 확실히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앞으로

최대한 늦추고 싶어요.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좋아할 거니까 그래서 레즈비언이라고 확실하

가끔 생각해봐요. 화를 낼까? 나를 병원에 데

게 해 두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리고 갈까? 아니 오히려 나를 그냥 안아주지
않을까?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만들

“sexual과 romantic 둘 다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 보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바이가 아니라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대학에 들어

“가족들이랑 주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했지

오고 2학년 때쯤 저한테 맞는 단어를 찾고 싶

만, 여전히 상황, 대상을 판단하면서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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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

성 형성’, ‘긍정적인 관계 형성’, ‘성장’의 5단계로

이 숙제는 끝나지 않는 거죠.”

나타났다. 또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부정하고 숨김’에서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이

또 다른 ‘남아있는 어려움’은 참여자들이 지각

르는 과정은 서로 순환하는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하는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일부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참여자들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진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부정하고 숨김’에

와 관련하여 선택지가 좁을 수 있으며, 취직한

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동성애 감정에 대해 혼란

후에도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

스럽고 의문이 생겨 이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더

다. 또한, 참여자들은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

불어, 아웃팅과 타인의 부정적 반응이 두려워 자

람을 만났지만,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점

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답답함, 막연함, 불안 등을 느낀다고 말하

러한 참여자들의 어려움은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

였다.

이 없고 공감하고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더욱
가중되었다.
“4학년 되고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제 정체

두 번째 단계인 ‘개인적 노력과 외적 변화’에서

성 레즈비언 정체성이 제 선택지를 좁히게 되

참여자들은 정체성과 관련한 혼란과 어려움에서

더라고요. 제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벗어나기 위해 ‘개인적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

모르겠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그런 점

어, 대학 내에 있는 퀴어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을 많이 생각했어요. 지원해 보고 싶은 회사

SNS와 인터넷을 통해 퀴어 친구들과 애인을 만났

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보수적이라 내가 들

으며 전문적인 도움(예.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였

어가면 힘들 거야 저기도 그렇고 그렇게 선택

다. 또한, 취직이 잘 되는 ‘유망한’ 학과로 전과하

지가 제한적이니까 그때 되게 답답했어요.”

거나 전문직을 가지기 위해 스펙을 쌓았으며 자
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귀는 그런 느낌인

경 쓰지 않으려는 등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

데. 가끔 저 혼자 있을 때 아 나도 결혼하고

력하였다. 참여자들의 긍정적, 낙천적, 적극적인

싶어지면?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그러면 어

성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가 이러

떡하지? 그런 생각 하면 뭐. 갑갑하죠. 쉬운

한 ‘개인적 노력’을 가능케 하였다. 더불어, 퀴어

문제가 아니니까.”

동아리가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자신을 부정
하는 부모로부터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등의 ‘외적 변화’도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과정 분석

세 번째 단계인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서 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작용/상호작용을 토대로

여자들은 ‘레즈비언’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였고,

단어라고 인식하고 레즈비언으로 성정체화하게

그 결과,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되었고, 이로 인해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경험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부정하고

되었다.

숨김’, ‘개인적 노력과 외적 변화’, ‘긍정적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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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 과정 모형

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의

논 의

개인적 문제와 고민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관계
를 추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 단

최근 국내에서도 동성애자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계에서 참여자들은 ‘퀴어 동아리에서 소속감을

이들이 어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감수해야 하

느낌’, ‘긍정적인 연인관계’, ‘퀴어 및 이성애자 친

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동성애 정체성을

구의 지지’, ‘부모의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

수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

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전 단계가 자신의 성정체

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인데, 특히

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레즈비언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단계는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생 시기에 많은 레즈비언들

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지지와 소속감을 느끼

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는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긍정적인 성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Evans

‘성장’에서 참여자들은 개인 내적, 관계적, 사회적

& D’Augelli, 1996)의 결과를 고려할 때, 레즈비언

차원에서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레즈비언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정체성 형성과정

서 자부심을 느끼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기

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개념을 형성하며 연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대학(원)생들의 성정체성 발

끼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

관한 관심과 옹호역량이 높아지는 성장을 경험하

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

였다. 다만 과반수 정도의 참여자는 이러한 ‘성

하면 다음과 같다.

장’에 이르게 된 후에도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먼저, 참여자들이 성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경

혐오와 이성애 중심적 문화 때문에 커밍아웃에

험한 중심현상은 ‘정체성에 대한 저항과 인내’

대한 부담감과 불확실한 미래 등 남아있는 어려

로, 이는 대부분 참여자들에게 중학교 후반~고

움을 경험하고 있어 다시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등학교 초반에 나타났다. 과반수 정도의 참여자

없는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들은 자신의 동성애 감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혼란을 느끼며 이를 부정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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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 발달 초기 단계에서 많은 동성애자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어렴풋하고 막연하게 받

이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한다는 Cass(1979),

아들였다. 이는 초기 동성애 정체성 발달 과정에

Troiden(1989) 및 McCarn 등(1996)의 연구 결과와

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자 청소년 동성애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여자

자는 남자 청소년 동성애자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친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우정인지 혹

명확해지기 전까지 양성애자로 동일시하는 경향

은 그 이상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는데,

이 있다는 선행 연구(Savin-Williams & Diamond,

당시 연애 경험이 없었던 이들에게 이러한 혼란

2000)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참여자들은

감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이성

이 시기에 사회와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

애자 중심 문화에서 성장한 참여자들에게는 자신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데, 가령, 당시 이들

이 느끼는 동성애 감정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인 학교에서 교사나

이며, 여성의 동성애를 ‘우정’으로 바라보는 사회

또래들의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고, 아웃팅당한

적 인식(윤동욱, 2015)도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

동성애자들이 따돌림이나 신체 괴롭힘을 당하는

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른 과반수의 참

것을 보면서 두려웠다고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여자들은 Cass(1979)의 모델 3단계인 성정체성 인

참여자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의 거부적인

내와 같이,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어느 정도 인정

반응이었는데,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참여자들은

하면서 관련 정보나 커뮤니티를 찾으면서도 이를

일부 가족(예. 언니)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자들

숨기며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비밀’

의 정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

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참여자들은 답답함,

여자들을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시도(예. 기도, 성

불안,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경책을 읽게 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

사회적 낙인과 혐오 그리고 내면화된 성적 낙인

타났다.

이 초래한 결과였다. 참여자들은 당시 그 누구보

이러한 경험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공

다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예. 창피함, 수치

감하고 이해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느끼게 하

심, 죄책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성

였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혼란, 의문, 수치심, 자

소수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이 자기 혐오, 낮은

기 혐오 등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다. 청소

자존감, 수치심, 자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Newcomb &

에게 외로움과 고립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Mustanski, 2010).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Mereish & Poteat, 2015). 최

이러한 중심현상을 초래한 원인으로 동성애 감

근 온라인과 SNS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을 처음으로 인식함, 어렴풋하고 막연한 느낌,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하지

공감하고 이해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음, 타인의

만(강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감

반응이 두려움 등이 확인되었다. 레즈비언 대학

정은 여전히 낯설고 혼란스러우며 이들이 대면해

(원)생들은 당시 모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으로

야 하는 사회적 낙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

처음으로 여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이에 대

서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

해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정의 내리기보다는 양성

터 지지를 추구하는 것조차 이들에게는 어려운

애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

과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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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 극복과 긍정적인 정체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 수용뿐만 아니라

성 형성을 촉진시킨 요인으로 정서적 지지원 구

타인의 수용,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인정받

축 및 활용하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참여자들

고 수용 받는 것이 동성애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

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체성

한다는 선행 연구(Kochel, Ladd, & Rudolph, 2012)의

저항 단계에서 인내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SNS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서양 문화권에 비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

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혐오가 더 강하다는 점

들의 이야기를 읽고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지

을 고려할 때, 대학에 들어오기 전 외로움과 소외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을 느꼈던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타인의 인정과

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큰 정서적 지지원

수용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경험한 소속감은 큰

이 된 것은 대학 내 퀴어 동아리였다. 참여자들은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

대학에 들어와 퀴어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삶의

가 모든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

전환점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취미나 스펙을 쌓

것은 아니었는데, 일부 참여자들은 성소수자 커뮤

기 위해 가입하는 다른 대학 내 동아리들에 비해

니티에서 커밍아웃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은 적

소수자로서 모인 이들은 더욱 연대감과 소속감을

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커밍아웃에 대해 불편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감을 가진 레즈비언들에게는 자칫하면 이중으로

더불어, 다른 관계에서의 변화도 이들의 성정

거부당하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체성 발달에 기여하였는데, 가령, 이성애자 친구

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커밍아웃에 대한 개

의 지지나 부모님의 지지가 이들에게 긍정적인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수용하고 지지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퀴어

필요가 있겠다.

동아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이를 수용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성정체성 발달에 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애자 친구들이나 부모님에

여하는 관계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많이

게 커밍아웃을 하였고, 이성애자 친구와 부모님의

논의되지 않았던, 긍정적인 연인관계가 확인되었

수용적인 반응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만,

다. 참여자들은 애인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으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참여자

면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되었

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는데, 이들에 따르면, 레즈비언 커플은 사회적으

소수의 이성애자 친구나 부모님에게만 커밍아웃

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경험하지만, 같은 여

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참여

성으로서 유사한 젠더 사회화 경험을 하였기 때

자의 모든 혹은 대다수 이성애자 친구들이나 부

문에 서로 대화가 잘 되고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

모님이 동성애 성정체성을 수용하고 지지했다고

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즈비언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연인은 여성으로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 높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서적 지지원 구축 및 활

은 친밀감과 관계 만족도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

용하기는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거나 성소수자 커

구 결과(Kurdek, 2005; Schreurs & Buunk, 1997)와

뮤니티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성정체성 발달

그 맥을 같이 한다.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 동성애 성정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강점이나 생각을 바꿈과

체성 형성 모델(Cass, 1979; McCarn et al., 1996)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도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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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주의, 낙천적 성

레즈비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내면화

격 등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와 정체성 발달

하게 된 것이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Dougall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성

et al., 2001; Holahan & Moos, 1986)와 그 맥을 같

장하는 과정이 순환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이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정서

하였다. 참여자들은 남아있는 어려움 중 하나로

적 지지추구 및 활용을 통해 성정체성과 관련한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특

어려움에 대처하였고, 이런 사회적 지지가 어려움

히, 일부 참여자들은 가족에게 커밍아웃 하는 것

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내적인

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성장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예전과 달리

어떤 방법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성정체성과 관련한 정보와 지지를 받을 기회가

결정하기 어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인내하는 중심

늘어났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참여자들이 소수

러한 참여자들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자로서 외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공감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시기, 대상, 상황에 맞는

과 지지 및 소속감의 중요성을 학습했기에 가능

선택적인 커밍아웃이 오히려 긍정적인 성정체성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Riggle et al., 2008).

의 지표이며(Felman & Wright, 2013; McCarn et al.,

실제로, 참여자들은 중심현상에 적극적으로 대

1996), 커밍아웃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동성애에

처하면서 이를 극복해 갔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대한 차별과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동성애 감정에

행 연구(강병철, 하경희, 2012; Riggle et al., 2017)

대해 혼란 및 부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후 여성과

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커밍아웃에 대한 참여자

사귀게 되면서 자신의 성적지향이 바뀌지 않는다

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기우가 아니며, 오히

는 것을 알고 동성애를 용인하지만 여전히 양가

려 신중하게 커밍아웃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감정을 느끼는 단계를 지나 ‘레즈비언’으로 성정

적응적인 대처방식일 수 있다. 또한, 커밍아웃은

체화 하고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

그 상황과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더

한 이 과정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

욱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레즈비

하였다. 먼저, 이들은 어려움을 딛고 긍정적인 정

언들은 평생 끊임없이 누구에게, 언제 커밍아웃을

체성을 형성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Gibson & Macelod,

형성하게 되었고, 연인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2012). 즉, 레즈비언에게 커밍아웃은 끝나지 않는

되었다. 더불어,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에도 관심

평생 지속되는 이슈인 것이다. 다만, 본 연구 결

을 가지게 되었고, 동성애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되었다. 이는 Cass(1979)의 5단계인 정체성 자부심

지지원 구축 및 활용이 중심현상을 극복하는데

단계, McCarn 등(1996)의 4단계인 내면화/통합 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커밍아웃

계 그리고 윤성옥과 성승연(2011)의 연구에서 확

없이는 이러한 정서적 지지원을 구축할 수 없다

인된 성정체성 자긍심 단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Crocker & Major, 1989), McCarn

즉, 레즈비언들은 성정체성에 소모되었던 에너지

등(1996)이 강조한 바와 같이, 동성애 성정체성 발

를 자신의 내적 성장과 사회 참여에 사용하면서

달에 있어 어느 정도의 커밍아웃, 특히 동성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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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에서의 커밍아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담자가 사회화 과정에서

또 다른 남아있는 어려움으로, 참여자들은 불

동성애 혹은 레즈비언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메

확실한 미래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가령, 자신이

시지를 접하고 내면화하였는지 살펴보고 내면화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이중 소수자(double minority)

된 성적 낙인이 성정체성 발달 과정에 어떠한 부

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선택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금의 연인

있다. 셋째, 레즈비언 대학(원)생들에게 사회적 지

과 여생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한 참여자의 경우,

지를 추구하는 것(예. 대학내 퀴어동아리에 가입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아 미래에 대해 구체

함,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서적 지지원을 구축

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향후 가족제도에서

함)이 중요한 만큼,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경로를

배제(예. 수술동의서를 쓰지 못함, 공동으로 아이

통해 이러한 지지체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를 입양하지 못함)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

생각해보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남아있는 어려움에 대해,

는, 몇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가령, 사회적

참여자들은 무기력감이나 두려움을 표현하기 보

지지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커밍아웃

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

을 감수해야 하므로, 커밍아웃에 대해 어떻게 생

다. 가령,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자신

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커밍아웃의 대상, 장소, 방

들의 방식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

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였는데, 이러한 이들의 의지는 그 동안 어려움을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긍정적인 대처방

극복하면서 키운 탄력성, 회복력의 결과인 것으로

안(예. 생각을 바꿈, 환경을 바꿈)이 내담자에게

사료된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 필요한 경우, 이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

과 같다. 첫째, 최근 성소수자들을 위한 SNS와 온

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정

라인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성애

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순환 과정이며

자와 다른 감정을 인식하게 된 청소년들은 두려

커밍아웃은 평생 계속해야 하는 이슈라는 점을

움을 느끼고 혼자 고민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고려하여(Greene & Britton, 2012), 이미 안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 시 이

성정체성을 형성한 레즈비언 내담자의 경우에도,

들의 성적지향에 대해 탐색하고 내담자들이 이에

사회적 차별이나 커밍아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받고 있지 않은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겠다. 특히, 레즈비언 청소년이 느끼는 동

더불어, 본 연구는 레즈비언 대학(원)생을 대

성애 감정이 우정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 현장에 제시하는

상담자는 이러한 편견이 상담과정에 부정적인 영

시사점도 있다. 먼저, 대학 내의 분위기(campus

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climate), 특히 퀴어 동아리가 있는 것이 참여자들

아직 성정체성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내담자

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퀴어 동아

의 경우, 내담자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부정적

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행정부의 지지가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자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대학에서 개최되는

혐오, 죄책감, 수치심 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

행사에 퀴어 동아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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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체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겠다. 둘째, 대학의 구성원들, 예를 들어, 교수, 직

들의 성정체성 발달과 젠더정체성이 어떻게 상호

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작용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상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레즈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또래

비언 대학(원)생의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해 살

대학생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

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를

령, 미국 대학의 경우, 세이프존 프로젝트(Safe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

Zone projec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였는지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와 편

소수자 인권 관련 세미나를 수강하고 성소수자에

견으로 인해 남아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한 혐오를 지양하며 인권 친화적인 문화형성에

이해를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근거이

힘쓸 것을 서약한 개인이나 단체를 safe zone으로

론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레즈비언 대학(원)생

인증하는 제도이다(Brown et al., 2004). 이러한 제

의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

도가 대학내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

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하고 이성애자 대학생과 동성애자 대학생을 통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Evans,

레즈비언 대학(원)생의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시키

2002), 한국 대학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 될

기 위한 상담과 대학 현장에서의 노력을 기대해

필요가 있다.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퀴어 동아리 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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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most studies did not examine unique experiences of subgroup of sexual minoritie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under) graduate students who have been identified as lesbians and analyzed
data, using a grounded theory method. As a result, the central phenomenon was “identity confusion and
tolerance.” The causal conditions of this phenomenon included “recognizing same-sex attraction for the first time,”
“hazy and vague feelings,” “having no one who can empathize and understand me,” “fear of others’ reactions”
while the contextual conditions included “homophobic attitudes in society,” “heteronormative society,” “negative
reactions of peer students,” and “family’s denial and attempt to change my sexual orientation.” In addition, the
actions/interaction were “joining queer clubs,” “building social support networks through SNS and internet,”
“seeking counseling services,” “striving to build my career,” and “changing thoughts.” The mediation conditions
were “a sense of belonging in the queer club,” “positive romantic relationship,” “queer and heterosexual friends’,
‘parental support,” “shifting societal attitudes,” and “personal strengths.” Finally, identity formation process
encompassed 5 stages, including “confusion and denial of identity,” “individual effort and external change,”
“positive identity formation,” “developing positive relationships,” and “growth.”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remaining challenges, the participants encountered situations where they had to conceal their sexual identity, even
after they experienced ‘growth.’
Key words : Lesbians, sexual identity, qualitative study,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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