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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모 사별을 겪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 본질에 접근하여 이들의 모 사별
경험이 자녀양육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에 모 사별 경험이 있는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경
험에 대한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그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보고자 Colaizzi 현상학적 연
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을 통하여 총 39개의 구성의미와 17개의 주제, 체험의 본질을 최
종적으로 아우르는 주제군 6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6개의 주제군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기의 아픔’, ‘종결 없는 슬픔’, ‘좋은 엄마 역할에 대한 강렬한 소망’, ‘내면에 분
리되지 않은 죽은 엄마로 인한 불안’, ‘엄마 잃은 결핍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현’, ‘엄마의 사별로
인한 실존적 깨달음’이었다. 청소년기에 모 사별을 겪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경험을 중심으로 이들
의 체험에 직접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청소년기 모 사별 경험이 이후 발달단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연구결과는 임상적 개입의 필요성을 구체화 시켰고 이들에 대한 이해의 틀이 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청소년기, 모 사별, 자녀양육,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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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수면장애와 두통과 같은 신체적 고통을

서 론

호소하며 사회적으로 위축감을 보이기도 한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 많은 사별을 경험하게 된

(Guthrie, Weller, & Weller, 1997). 특히, 부모로부터

다. 사별이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

분리 독립을 시작하는 청소년기는 정신건강 발달

건으로 가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별이 발생한

에서 매우 위험하고 급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다(Kṻbler-Ress & Kessler, 2007). 사랑하는 가족의

이 시기의 부모의 사별은 아동기의 경우보다 더

사별은 매우 충격적이고 삶을 뿌리째 흔드는 고

큰 상실감과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Raphael,

통스런 위기사건이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1984). 부모 사별 후 청소년들은 우울 및 불안, 수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픔, 고독감, 분노,

업 수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죄책감 등의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이들 중 일부는 자살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으로

경우 신체적 질병까지도 경험하게 된다(Raphael,

보고되고 있다(Hope & Hodge, 2006; Hope, 2009;

1983). 여러 종류의 사별 중에서도 부모와의 사별

Jody, 2014; Nasio, 2017; Schoenfelder & MacKinnon,

은 자녀가 직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의

2011; Worden, 2009). 청소년기 부모 사별은 죽음

하나이다(Mall0n, 2011). 이 외에도 부모는 자녀의

이라는 사건 자체의 충격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적절한 성유형화와 동일시의 대상이며, 사회규범

정서적 고통과 가족의 구조적 변화가 위기사건의

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험으로 인식되게 된다(박효실, 2002; Jody, 2014).

때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

이는 그 어떤 다른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부모의

모의 사망은 자녀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충격을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이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차유림, 2012; Worden,

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사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

2008).

사별이라는 위기사건의 영향은 개인적, 가족적,

의 연령만이 아니라 사별한 부모의 성별과도 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김경

련이 있다. Silverman과 Worden(1992)의 연구에 따

미, 2010). 특히, 사별로 인한 고통은 사별의 유형

르면 사별한 부모의 성별 중 아버지의 죽음보다

이나 원인,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어머니의 죽음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있으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성별과 같은 개인적

났다. 이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일상생활에 더

배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Worden,

큰 변화가 일어나며 이후 삶의 적응이 더 어렵기

1996). 먼저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발달단계에

때문이다(차유림, 2012; Hope, 2006). 특히, 자기와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므로 부모사별 당

동성인 부모를 잃은 경우 자녀는 죽은 동성의 부

시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모의 사별반응이

모에게 계속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죽음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기에 부모를 사별한 경우,

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Worden, 1996). Nadine과

자녀는 슬픔, 부정, 분노, 무기력, 죄책감, 신뢰상

그의 동료들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장기간 이

실 등의 정신변화를 경험한다(Altchui, 1988). 또한,

루어진 추적 조사․연구에서 아빠의 죽음이 아들

장기적으로 사별의 고통이 진행되면 불안과 우울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엄마의 죽음이 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남겨진 부모의 관심을

에게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다는 점을 발

얻기 위해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견하였다(Melhem et al., 2011). 이런 맥락에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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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에 동성의 부모를 사별한 경험은 그 충격과

치료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이은경, 2016),

고통이 심각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족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도과정 연구(이윤

청소년기 사별 경험은 사별 시점뿐만 아니라

희, 김지연, 2016) 등으로 사별을 경험한 아동과

성인이 된 이후의 발달과정에도 영향을 준다. 청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별을 경험한

소년기 사별 경험은 성인기의 심리적 고독감, 애

사람들의 성인기 경험에 대한 연구 또한 엄마를

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의 어려움 등 여

상실한 중년여성의 애도 경험 연구(최송이, 2011)

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등의 연구에 그쳐, 사별한 사람들이 겪은 모 사별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졌다(林綺雲, 曾煥堂, &

과 자녀양육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陳錫琦, 2000; Roman, 2012; Schoenfelder, 2001;

깊은 이해가 시도된 연구는 아직 드물다. 따라서

Worden, 2009). 히로야키(2017)는 사별 경험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모 사별을 경험한 어

인해 생긴 과도한 스트레스가 성인기에 대인 관

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

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 병리적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기에 모를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Adrienne Rich

사별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죽은 엄마와의 관

(1995)는 엄마를 잃은 딸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

계, 그들의 자녀양육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있는

이 되는 두려움은 자신이 엄마가 되는 모성공포

그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별을 경험한 청

증이라고 하였다. Walsh와 McGoldrick(2004)도 같은

소년과 관련하여 그들의 성인기 자녀양육에 대한

성의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은 상실이 되풀이될

이해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친밀한 애착 형성을 어

할 수 있다. 인간생활 경험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려워하기 때문에, 훗날 성인이 되어 아이를 양육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상황 속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에서 인간 반응의 의미를 해석하는 현상학적 연

연구들은, 청소년기에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부모

구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가 되었을 때 이전의 부모사별 경험이 어떤 방식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모 사별

으로든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영향을

을 겪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에서 정서적․

미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

심리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이들의 심

상적 추측은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규명된 바가

층적인 내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별이 누구나

부족하다.

겪을 수 있는 가슴 아픈 보편적 사건이지만 그

모 사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선

경험은 개인에 따라 독특한 개별적 체험이기 때

행 연구를 살펴보면, 모 사별이라는 역경을 경험

문에,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

한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이나 우울증 등의 변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인을 중심으로 사별 자녀의 심리 적응 과정에 관

바탕으로 임상적 통찰과 잠재된 양육 관련 주제

한 연구(박효실, 2002; 이미현, 2017; 이윤희, 김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기에 모를 사별

연, 2016; 이윤주, 조계화, 이현지, 2007; 차유림,

한 어머니들을 이해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담

2012; 최선재, 안현의, 2013), 모 사별을 경험한 아

개입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동을 상담하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하

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영, 2015), 모의 상실을 경험한 아동의 가족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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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참여자

둘째, 청소년기 모 사별을 겪은 어머니들이 자
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체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청
소년기 모 사별한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에 대한
면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어머니들을

방 법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하였다. 연구 참여
자는 총 10명을 모집하여 시작하였으나 연구 진
행 중 거절 의사를 밝힌 2인과 모의 사망원인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사고사(연탄가스 중독, 자살포함)로 연구 선정기준
본 연구는 청소년기 모 사별을 경험한 어머니

에 적합지 않은 2명을 연구에서 제외하고 최종 6

들의 양육경험 과정에서 사별한 모와 자녀양육

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 되었다. 또한, 본 연구

경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체험의 의미는

는 사별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된 경우이긴 하나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

사별에 대한 과거 회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청소년기 모 사별

청소년기에 어머니 사별을 경험하고 이후 자신도

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이라는 현상

어머니가 되어 자녀양육을 경험한 자로 참여자를

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과 의미를 생생하

다음과 같이 선정 하였다. 첫째, 부 사별인지, 모

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개개

사별인지, 또는 양쪽 모두의 사별인지 등 사별 부

인의 경험을 보편적인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

모의 성별은 자녀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Colaizzi

(Silverman & Worden, 1992).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실을 의미하는 모 사별로 한정하여 그 경험의

것처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

의미와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러내는 다양한 체험현상의 정체를 현상학적 기술

(중․고등학교 시기) 모 사별을 경험한 기혼자로

의 방법을 사용해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경험현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로 정하였다. 셋째,

상에 대한 수집된 자료인 경험의 함축적인 의미

사별 후 남겨진 한쪽 부모의 재혼 여부를 고려하

와 차원을 파악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다. 본

여 제한을 두었다. 이는 상실 이후 부모가 동거하

연구에서 Colaizzi의 분석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참

거나 재혼하는 경우 제공되는 양육방식이 자녀에

여자들이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게 영향(Worden, 2008)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과 함축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술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재혼하지 않은 경

하기 위해서다.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자료를 바

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고인의 사망 원인은

탕으로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 초점을 두

남겨진 자녀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사망

었고, 청소년기에 모 사별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

원인에 따라 이후 가족들의 반응이나 가족에게

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공통적이고 중요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자녀가 받는 고통은 달라

특성을 도출해 내고자 Colaizzi의 연구방법을 선택

지기 때문이다(Hope, 2009).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

하였다.

대로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사고사(연탄가스
중독, 자살포함)를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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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사별 당시

모가 사망한

참여자 연령

나이

52

19

48

뇌졸중

참여자 2

49

17

44

위암

참여자 3

46

18

43

췌장암

참여자 4

47

19

46

뇌졸중

참여자 5

47

16

45

간경화

참여자 6

47

15

42

뇌출혈

참여자

현재 연령

참여자 1

사망 원인

자녀수와
자녀 나이
2녀
(21, 23)
1남1녀
(20, 18)
2녀
(19, 18)
2남
(21, 20)
1남1녀
(22, 20)
1남1녀
(19, 17)

초점을 두어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

분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들은

적사항은 표 1과 같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죽은 엄마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반구조화된 주요 질문으로
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모 사별을 맞았는가?”,

자료수집

“모 사별과 함께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사

현상학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연구하고

별한 모를 엄마로서 어떻게 기억하는 있고, 모는

자 하는 특정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청소년기 사별이

정한다. Kvale(1996)는 면담을 ‘구조와 목적을 가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했는가?”, “사별한 모

고 있는 대화’로 정의하고 면담자가 면담 대상에

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일상 경험을

가?”, “청소년기 모 사별 경험이 자녀양육 경험에

묘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고, 엄마가 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반구조화된 개방 면접

면서 새롭게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엄

으로 출발하여 연구 참여자 간의 일관성 유지를

마로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위하여 면접 지침서를 적용하면서 진행하였다. 본

“당신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인가?” 등 이었다. 연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12월에 참여자 2명과

구 참여자와의 면접은 1∼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예비조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

1차 인터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을 통한 예비조사에서 본 연구주제와 연관된 청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자료는 1차

소년기 모 사별 경험이 참여자들 삶에서 많은 부

연구 대상자의 사례들로부터 나온 내용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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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차 인터뷰는 2018년

이야기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힘들어 했으며 “그

5월부터 2018년 7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후 추

냥 평상시엔 생각을 안 하다가 다시 힘들었던 그

가된 질문은 이 메일과 참여자 개인이 선호한

시절에 대해서 생각하려니 숨 막히고 조금만 엄

SNS(카카오 톡)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상

마의 죽음을 떠올려도 슬픔이 멈추지 않아요. 너

대로 이들로부터 나온 자료가 더 이상의 정보를

무 힘드네요!”라며 거절하였다. 연구 주제가 야기

얻을 수 없는 포화상태에 다다를 때까지 차이점

하는 스트레스가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저해시킨

과 유사점을 탐색하면서 연속적인 비교과정을 통

데 그 주된 원인이 있었다. 또한, 사망원인이 다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윤리와 관

른 탈락자 2명(연탄가스, 자살포함)의 경우 연구결

련하여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

과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양육 경험과 탈

회(IRB)의 연구자 대상 IRB 교육을 이수하였다.

락자 개개인의 경험이 보편적인 본질에 공통적으

연구 참여자 선정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명확히

로 나타나는 요인을 보고자 비교군으로 두었다.

확인한 후 진행되었다. 참여 의사를 표현한 이후
에도 연구에 관한 주제, 목적, 인터뷰의 의미, 인

자료분석

터뷰내용에 대한 비밀,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
참여자 정보보호 및 연구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하여 윤리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였고, 연구의 시작

현상학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Colaizzi

부터 연구를 마친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확

(1978)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

인하는 등 윤리의식이 연속되도록 주의를 기울였

서 의미 있는 문구나 문장을 발취하여 이를 바탕

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는 면접 시 일정 사례

으로 추상적이며 일상적인 진술을 의미단위로 만

비를 지급하고, 차를 대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들어 주제 모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 구

의 목적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 구조와 타당

연구 참여 도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

성에 대해서 참여자의 확인을 거쳐 맥락 의미에

구 중단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

대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검증을 거치는 방법이

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연

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

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각각 1장씩 보관하도록 하

에 시행되었으며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내

description)과 범주분석(categorial analysis)에 따라 시

외였으며 면담 장소는 주로 참여자가 거주하는

행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면담 녹음파일과

곳에서 가까운 카페를 이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하

이 메일을 포함하여 전사된 축어록 163 페이지

겠다고 했지만 연구 시작 전 거절 의사를 밝힌

분량이다. 2차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경우가 있었다. 녹음에 대한 불편과 어머니 사별

전화통화 녹음자료, 이메일 기록물, 분석 후 추가

에 대한 슬픈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확인 및 탐색한 SNS(카카오 톡) 자료, 현장노트

이유로 면접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3명 있

기록물이다. 2차 자료는 따로 축어록으로 구성하

었다. 거절한 3명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 참여자

지 않았고, 분석하는 과정과 글쓰기 과정에서 사

10명을 모집하였지만 연구 진행 중 다시 2명이

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충자료로 참고 하였다. 1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들도 죽은 어머니에 대해

단계에서는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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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메모를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한 줄씩 읽

기준에 따라 심층면접 녹음 자료를 여러 번 반복

으면서 의미 단위를 찾아내 줄 단위분석을 진행

하여 듣고, 필사한 자료는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

하였다. 이를 통해 불명확한 자료를 부분 점검하

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적 가치를 충족

고 참여자에게 확인하거나 2차 자료들을 참고하

하고자 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어떤 연구 결과가

여 수정하였고 축어록 내용을 원자료와 비교하는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

과정을 거쳤다. 2단계에서는 연구의 관심현상과

한다. 이러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기 모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사별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충분히 묘사

진술을 도출하였다. 구성의미 단위를 구분하기 위

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편

해 의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향된 경험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체크해 가면서 번호를 암호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리고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의 새로운 진술이

구성된 의미에서 유사한 것을 묶어 주제를 추출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

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세계에 있는 의미 단

째, 일관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질적연구

위와 범주들에서 통합적인 구조를 발견하였다. 그

경험이 있는 질적연구 방법론 전문가이자 상담심

다음에는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화

리학 교수인 2인으로부터 정기적인 자문을 받았

하는 과정에서 원자료와 맥락이 일치하는지, 모순

다. 또한 질적연구 방법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은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 질적연구 방법

박사 2인과 질적연구 방법론으로 박사논문을 진

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 2인과 현재 질적

행하고 있는 2인의 동료 검증을 받았다. 넷째, 중

연구 방법론으로 박사논문을 진행하고 있는 2인

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편견이 배재되어

의 동료 검증을 받았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

야하기 때문에 현상학 연구 경험이 많은 교수 2

적으로 질적연구 논문 분야 지도 교수 2인으로부

인의 자문을 받아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터 정기적인 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사전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연구를 진행하도

은 Colaizzi(1978)의 분석 절차에 따라 참여자로부

록 유의하였으며,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터 진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문구를

노력하였다.

추출하여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모음으로 범주화
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연

결 과

구자는 범주화 분석과 주제 분석을 통해 17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결과

청소년기 모 사별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자녀양

에서는 범주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참여

육 경험을 Colaizzi(1978)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총

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질적연구에서 객관성 확

39개의 구성의미 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다음

보를 위한 기준으로 Guba & Lincoln(1981)이 제시

단계에서 공통적인 경험의 본질이라고 판단되는

한 4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

17개의 주제가 도출 되었고, 최종적으로 표 2와

성, 중립성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사실적 가치는

같이 6개의 주제군으로 기술되었다. 각 주제군 별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제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제시하여 이들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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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결과의 주제별 범주
주제군

주제
(1)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

허무함
(2) 이해할 수 없는 분노
1) 엄마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기의 아픔

(3) 삶을 두려워하는 위축된

태도
(4) 사별의 고통을 넘기 위한

노력
(1) 엄마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
2) 종결 없는 슬픔
(2)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
(1) ‘엄마 없는 아이’라는

자기 낙인
3) 좋은 엄마 역할에

대한 강렬한 소망

(2) 엄마 역할 모델에 대한

집착
(3) 분리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양육
4) 내면에 분리되지

(1) 엄마가 죽은 나이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구성의미 단위
․살아갈 수 있는 뿌리를 상실함
․엄마의 죽음을 통해 삶의 허무함을 느낌.
․신을 향해 분노함
․이유 없는 분노
․소극적인 삶의 태도
․대인관계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준비되지 않은 자립이 부담스러움
․엄마의 유언이 삶의 지침이 됨
․형제자매가 서로 의지해 살아감
․그리움은 예고 없이 주기적으로 찾아옴
․인생의 과도기마다 엄마의 부재가 고통스러움
․엄마 없는 슬픔은 살아 있는 한 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엄마가 없는 빈 마음에 우울과 외로움이 자리 잡음
․양육이 버거울 때마다 ‘나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말이 떠오름
․엄마가 없어 배우지 못한 자신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생각함
․엄마가 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려 함
․자신이 만든 완벽한 엄마 기준을 지키려고 애씀
․좋은 엄마 역할에 신경 쓰고 매달림
․죽은 엄마처럼 아이도 갑자기 사라질까 두려움
․아이에 대한 과잉보호와 통제
․엄마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에 자신도 죽음을 맞을 것 같아 두려움

않은 죽은 엄마로
인한 불안

(2) 모 사별이 대물림될 것

같은 두려움
(1) 죽은 엄마 양육방식의

이상화
(2) 엄마 양육방식대로

못하는 죄책감
5) 엄마 잃은 결핍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현

․자신의 때 이른 죽음으로 자녀가 고아가 될까 두려움
․죽은 엄마가 앓았던 병을 앓게 될까 두려움
․죽은 엄마를 대신하는 삶이므로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함
․죽은 엄마의 양육방식이 최고라고 여기고 최대한 따르려 함
․죽은 엄마 양육에 못 미치는 내가 한심함
․죽은 엄마처럼 잘 하고자 하나 잘 안됨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에 대해 비난함
․엄마 없이 자랐으나 한 인간으로 자녀가 받아주기를 바람

(3) 자신의 부족을 자녀가

알아주길 바람

․엄마 역할의 부족함을 이해와 사랑으로 자녀가 받아주길 원함
․엄마 역할 못하는 것을 자녀가 도와주기를 바람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녀는 잘 자라기를 바라고 요청함

(4) 엄마가 있는 내 자녀에

대한 부러움
(1) 엄마와 다른 운명으로
6) 엄마의 사별로 인한

․‘엄마’라고 부를 존재가 있는 내 자녀가 부러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받는 자신의 자녀가 행복해 보임
․엄마 사별 나이를 지나 살면서 죽은 엄마와 자신의 삶이 다름을 알게 됨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엄마와는 다른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듦

소망

․건강한 엄마로 오랫동안 자녀 곁에 머물고 싶음

실존적 깨달음
(2) 실존적 삶에 대한 통찰이

생김

․현재 자녀와 함께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함
․사별의 아픔이 자녀양육을 통해 삶의 통찰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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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게 반영되도록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별의 경험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사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비로소 모의 부재

엄마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기의 아픔

를 실감하면서 모 없는 자신을 주변에서 알아보

참여자들은 모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갈

는 것이 싫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상실하고 삶의 허무함을

않았다.

느낀다. 죽음은 자신과 무관할 것 같았는데, 모를
사별함으로 인해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

애들이랑 학교에서나 뭐 이렇게 만나게 되

도 모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허무함

면 아무래도 비교하게 되잖아요. 엄마 있는

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청소

애들이랑 없는 것을요~ 갑자기가 아니라 물

년기에 모 사별한 경험으로 먼저, 생명의 근원이

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

사라진 허무함을 경험하였다. 둘째, 모의 사별로

니까 자꾸 친구만 생각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인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이해할 수 없

피하게 되데요. (참여자 5)

는 분노를 나타내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
했다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다

참여자들은 모의 죽음으로 진로까지도 영향을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모가 신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

믿는 자였지만 모를 일찍 신 곁으로 데려감으로

립을 스스로 선택하는 부담을 느껴야 했고 홀로

써 신에게 분노를 느꼈다. 믿는 자도 불행에는

서기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예외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셋째,

했다.

삶을 두려워하는 양가적 감정과 그로 인한 삶을
두려워하는 위축된 태도도 보였다. 마지막으로

누가 시켜서 어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의 때 이른 죽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

어쩔 수 없이 10대를 건너 뀌었다고 혀야 하

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립이 부담스러움으로 느

나? 그냥 홀로서기를 해야 살아갈 수박에 없

껴지지만 사별의 고통을 넘기 위한 노력을 하게

지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 해도 싫었으니까.

되었다.

(참여자 3)

내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없다는 것은 그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모가 살아생전

니까~갑자기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 뭐라

에 자신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로 자신이 살

말할 수 없어 어떤 단어 감정이~ 그냥 무야

아갈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 참여자들에게 모와

무 없을 무~. (참여자 1)

연결됨은 모가 없는 현실에서도 계속 유지되며,
다른 방법으로 내면화되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

맨 처음에는 화가 났지요. 아니 왜? 신앙생

었다.

활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아니
왜?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
게 일찍 죽어? (참여자 4)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병원
에서 퇴원해 집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미
안해 내 새끼’ 아이고~ 안타까워 어째 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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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챙겨주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

요(중략). 어찌 잊는다고 잊어버리겠어요. (참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참여자 3)

여자 3)

종결 없는 슬픔

참여자들은 인생의 과도기마다 모의 부재는 이

사별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에 대한 슬

들이 성장하면서 더욱 확연히 나타났다. 그리움과

픔을 수용하기란 어렵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모를

아쉬움은 엄마 잃은 딸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

향한 끝없는 그리움이 예고 없이 주기적으로 찾

으면서 청소년기에 부각되었다가, 출산과 같은 통

아오는 경험을 하고 있었고, 또한 인생의 과도기

과의례를 겪으면서 모 역시 그 과정을 겪었다는

마다 모의 부재가 고통스럽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몸의 변화를 외로이 느끼

슬픔은 끝이 없고 모가 없는 삶이 살아 있는 내

면서 복잡한 여성의 몸을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

내 영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가 없는 삶

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 살아 있는 한 영원한 것이라 느껴졌고,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은 모가 없는 빈 마음에 우울과

애 낳을 때 제일 친정엄마가 생각나고 슬펐

외로움이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어요. 정말 애 낳았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이
렇게 낳았겠구나! 싶어서 정말 지금도 그 생
각하면 목이 메고~ (참여자 1)

애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
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
냥 평범한데...엄마가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결혼식 할 때 혼수랄지 아니면 예단 이런

좋아 하실 텐데 내 딸이 엄마가 되었구나 하

거 잘 모르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했

면서... (참여자 1)

는데요. 막상 결혼식 때 엄마가 없으니까 시
부모님 보기도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이 ‘쟤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엄마가 없어’하는 것 같

어~ 시댁에서 이렇게 속상한 일 있고 이럴
때, 내 마음대고 슬프다고 느낄 때, 힘들 때,

고요. (참여자 3)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 하고 싶다. (참여자 4)
좋은 엄마 역할에 대한 강렬한 소망
또한, 이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소소한 일상에

참여자들은 엄마 역할에 대해서 이상적인 수준

서나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모의 생일이나 기념일,

에 도달하고 싶은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완

어버이날 같은 날이 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벽하게 좋은 엄마 기준은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

로 엄마가 생각나고 잊을 수 없는 존재로 한없는

표라고 하였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그리움을 느낀다.

자신을 비난하며 ‘엄마 없는 애’라는 스스로의 낙
인은 모의 부재로 인한 열등감, 불안과 같은 부정

옛날부터 엄마 생일이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적인 정서가 있다. 엄마 역할에 집착적으로 매달

어버이날이나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살고

리면서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한다. 또한, ‘엄마 역

싶데요. 근데 잘 안돼요. 꼭 그날이면 생각이

할 모델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데, 이들에게 좋은

나고 내 마음에서 꼬박꼬박 챙기게 되더라고

엄마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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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칫 못 알아차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갈 거니까 내가 완벽하게 엄마 역할을 하려고

잘 모를 때에는 스스로 부여한 낙인을 다시 떠올

하죠. (참여자 5)

린다. 모가 갑자기 사라지고 혼자만 남겨진 경험
탓에 사랑하는 아이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갑자기 모가 사라졌듯이 자

떨치지 못하고, 아이에게 과잉보호와 통제를 하

기 아이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불안을 재

며 아이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한다고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

하였다.

를 더 이상 못 보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유지되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우리 아이가 다른 엄마와 나를 비교하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하고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니

이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까 애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

하는 불안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엄마처럼 어

는 그럴 때마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봐서 참 별별 생각을

같은 ‘엄마 없는 집 애’라서 엄마가 없어서

다하면서 내가 잘못 키우면 어떡하나 오만가

(중략) 특히 아이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그래

지 불안으로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하

요. (참여자 6)

고 살폈어요. (참여자 1)

엄마의 역할 모델링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자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못 볼까 봐요. 난 엄

은 자기 스스로 엄마가 되는 법을 스스로 알아가

마도 잃었는데~ 불안이 공포가 돼 버려요.

야 한다고 한다. 엄마가 되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

(참여자 4)

이 관찰하고 모방하며 양육서 등을 찾아 스스로
엄마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좋은 엄

내면에 분리되지 않은 죽은 엄마로 인한 불안

마 기준을 견고히 만들어 좋은 엄마 역할에 집착

참여자들은 모사별 경험으로 인해 자녀의 나이

하고 매달리게 되었다고 해석된다.

가 모를 사별할 당시 자신의 나이에 다가서면 극
심한 공포를 느낀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가

이제는 아이들이 웬만큼 자랐는데도 왠지

질병에 걸렸던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 다다랐을

엄마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때, 공포를 느끼며 긴장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

뭔가 계속 부족하게 아이한테 하는 것 같아서

였다. 이들은 모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와 비슷해

불안하니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해

지거나 아이 나이가 자신이 모를 잃은 나이가 되

야 하나? 전 엄마역할을 나 혼자 배우지 않으

면 자신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공포 경험을

면 안 되니까 그래요. (참여자 2)

하였다. 또한, 자신의 때 이른 죽음으로 모 사별
이 대물림될 것 같은 두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왔

엄마라고 부를 존재가 없으니까~귀한 줄

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모의 죽음으로 제대로 양

알게 되고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

육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어린 자녀에게 엄마 노

고, 나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노릇도 잘 못

릇을 못할까 봐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하고, 엄마 없는 것이 내 자식한테도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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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가 19살 때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책감을 느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와 같이 완

때가 그런데 막상 애들 나이가 20살이 되니까

벽하게 엄마 역할을 잘 해보려는 목표에 달성하

터닝 포인트처럼 이쯤 되었으니까, 마흔 아홉!

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모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우리 엄마가 마흔여덟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양육부분을 기

마흔아홉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게 그렇게 연

준으로 삼았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모 없이

관이 없는 것 가지 않았어요. (중략) 우리 동

자란 자신의 부족함을 자녀가 알아주길 바랐으며,

생도 지금 죽으면 안 된데요. 엄마 역할을 다

엄마가 있어 무엇이든 해주 것을 받는 자신의 아

해야 해서 어쩜 나랑 같은 마음인지 참 웃겨

이가 부럽다고 하였다.

요. 그렇게 웃으면서도 두렵죠. 정말 죽으면
어쩌나 해서요. (참여자 1)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한 번도 엄마 인상이
찡그린 모습을 본적이 없어요.(중략)나도 엄마
처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살기가 쉽지는

그런데 애들이 커가고 최근에 내 생일 때

않아요. (참여자 1)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나이가 되니까 덜컥 무서
워지데요. (참여자 5)

엄마가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
특히, 참여자들의 두려움은 모와 비슷한 병에

는 엄마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같은

관련된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자신이 죽으면

천사는 못돼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이고 싶어

아이들이 자신처럼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가야하기

요. (참여자 3)

때문에 애들에게 엄마 없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처럼 엄마 노릇을 잘하면
인생이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하고 생각하였다. 아

아이도 어린데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좋은 엄마 역할을

애들 고아 만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했다고 생각하고 엄마 역할에 대한 자신이 세워

서, 나처럼 살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몰려

둔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를 하고

오더라고요. (참여자 1)

있다.

내가 우리 엄마랑 생긴 모습이나 체질이 비

엄마 노릇을 잘하면 성공이고 못하면 인생

슷해서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나도 엄마랑 똑

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생략) 엄마는 나

같은 병에 걸리면 어쩌나 싶고요. (참여자 4)

한테 잘해주고 예뻐해 줬는데~ 나도 엄마처
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살기가 쉽지 않

죽은 엄마와의 결핍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재현

아서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난 그렇게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자신이 모가 없어 받지

엄마처럼 하는 것이 힘들고요. (참여자 1)

못했던 것을 자신의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
다. 자신의 모를 이상화하고 동일시하며 자신의

엄마가 해줬지만 나는 음~ 뭐랄까 몸에 배

모가 양육했던 만큼 자신이 하지 못함에 대한 죄

어 있는 게 없는 거죠. 애하고 있는 시간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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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듯이

맞다 엄마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먹고 싶

나는 애하고 있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은걸 해달라고 하는 건네~ 그러면서 ‘넌 엄

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해야 하는 거

마가 있어서 참 좋겠다.’ 엄마가 돌아가시지

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이거 밖에 할 수

않았으면 나도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말하면

없구나~ 난 모르니까. (참여자 5)

해줬을 텐데..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자신이 엄마로서 부족함이 많다는

엄마의 사별로 인한 실존적 깨달음

것을 자녀가 알아주고 이해 받길 기대하였다. 또

참여자들은 모와 같은 운명으로 살 것 같은 불

한 엄마 역할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 모의 죽음

안감을 가지고 산다고 하였다. 불안이 완화된 시

을 근거로 두고 자녀가 도와주길 원하였다.

점은 자신의 나이가 모 사별 나이를 지나 살면서
모와 자신의 삶이 다름을 알게 되었을 때다. 즉,

나는 쥐어짜며 애들한테 해주고 최선을 다

모처럼 때 이른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

했지만 애들은 그 정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감이 들면서 정체성을 확립해간다고 볼 수 있다.

아닌 거죠. 그냥 표시 안 나는 거죠. 애들한테

이 과정에서 죽은 모와 자신의 차별화를 통해 모

내가 하는 역할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다른 운명을 받아들이고, 모와 다른 운명으로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자녀와 함께하기를 소망했다. 또한 모의 죽음을

가 엄마 없이 자란 걸 애들이 이해해 줄 거라

통해 실존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고 믿고 이렇게 ‘엄마가 많이 부족해 그러니
까 엄마를 많이 도와줘야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이 내가 엄마를 마감한 나이가 19

부족한 엄마를 이해해주고 이런 나를 존엄한

살인데 나보다 아이들이 20살이 넘으니까

존재로 사랑해주길 바란 거죠. (참여자 2)

아~ 이제 나는 엄마랑 다르게 살겠구나! 내가
엄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엄마와 다르

내가 부족하니까 자식한테 무조건 잘 돼야

게 살 수 있겠다. (참여자 1)

된다고 하고 불쌍한 엄마 밑에서 잘 자라야
한다고 너무 강요한 것을 참 몰랐으니까. (참
여자 3)

이제 엄마보다 내가 더 나이를 많이 먹었어
요. (중략) 우리 엄마는 늙은 모습을 볼 수 없
지만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모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의미가 있죠. (참여자 5)

수 없었던 자신의 삶에 비해, 현재의 자기 자녀는
원하면 무엇이든 지원해줄 엄마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겠거니

행복해 보인다. 자신의 아이들이 부러울 정도로

하잖아요.(중략)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구나~

모가 없다는 사실은 참여자들에게 삶의 안팎에서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감당해야 할 양가적 감정이다.

요. (참여자 5)

애들이 ‘엄마 이거, 이거 해줘’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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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청소년기 모 사별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

경험하였다. 청소년기 모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고 있으며, 모 사별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실존적

분노, 허무함, 위축감 등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깨달음을 성장의 관점으로 연결해주었다. 더불어

밝혀진 애도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백보

청소년기 모 사별한 경험은 자신과 자녀의 관계

람, 2010; Altschul, 1988; Hope, 2009; Rich, 1995).

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거뿐만 아니

참여자들은 모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청소년기에

라 삶 전반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는데, 사별에 대해 ‘생명이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모 사망원

근원이 사라진 허무함’,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인이 사고사(연탄가스 중독, 자살포함)인 이유로

‘삶을 두려워하는 위축된 태도’, ‘사별의 고통을

연구에 참여시키지 않은 비교군 2명의 경우 사별

넘기 위한 노력’으로 모의 부재를 표현하였다. 발

당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극도의 불안감과

달단계상 청소년기의 딸은 엄마에게 반항성을 보

분노감을 강도 높게 표현하였다. 모의 죽음에 원

이지만 일상사는 거의 대부분 엄마에게 의존되어

인을 비밀처럼 숨기고 살아야 했다고 하는 반면,

있다(Maharaj et al., 2001). 이러한 시기에 예기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엄마가 갑자기

않은 모 사별을 직면하면서 청소년기의 딸은 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허무함을 경험했다고 하

적․외적

였고,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 자녀

Hope(2009)와 Hogan과 Schmidt(2002)는 성인기보다

들을 준비시키고자 자립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청소년기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 청소년기에 엄마

자녀에게 자신이 힘들 때 위안 받고 싶고, 결핍된

를 잃은 딸들은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낼 줄 모르

사랑과 관심을 자녀에 주고 싶다고 하였으며, 자

고 억압하기 때문에 애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신이 엄마로써 아이들 곁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

라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가 없는 자신

다고 하였다.

과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유 없이 기죽

환경의

급변함을

경험하게

된다.

고 창피하며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청소년기 사별 경험 후 마음속에 불안과 허무, 고

논 의

독, 분노 같은 여러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때문
에, 그 감정들을 일일이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에 모 사별한 경험

다고 하였다. 사별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

이 자녀양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하고,

고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애도

참여자들의 양육경험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선행연구와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동일한 의견을 보인다. 청소년기의 딸은 독립에

인 맥락에서 재해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욕구와 지지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균형을

고찰하고, 청소년기의 모 사별로 인한 청소년기의

맞추는 시기로 더욱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시기

아픔,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별의 슬픔, 자녀양육

이다(Fleming & Adolph, 1986). 그러나 자신이 의지

에서 나타나는 정서와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 온 모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인식하면서 혼자가 됐다는 불안감이 혼재되어 있

첫째,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모의 죽음에 직면

고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두려움을 느낀

하면서 ‘엄마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기의 아픔’을

다. 자기 혼자 남겨졌다는 절망감과 사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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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노감이 이제 세상에 없는 애착 대상에게

자신의 엄마에게 좀 더 다가섰다는 느낌과 엄마

향하고, 마음을 의지하고 있던 대상이 사라짐에

가 없다는 강한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 엄마에게

따라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공격적인 정서

조언과 지지를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를 만들게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별한 고

아기에게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기

통스런 경험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

도 하였다. 즉 모의 죽음이 불가항력적인 죽음이

각해서 주변 대인관계를 회피하였고 학업에도 집

었음을 알지만, 인생 과도기마다 슬픔은 끝이 없

중하지 못했다. 이는 Worden(2008)이 사별을 경험

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한 청소년기 자기 인식과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

셋째, 참여자들은 모의 부재로 인한 존재의 공

에서, 다른 일반 청소년보다 덜 학구적이고 자신

허감을 채우기 위해 ‘좋은 엄마 역할에 대한 강

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며 대인관계에서

렬한 소망’을 나타낸다. 모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도 소속감이 부족하여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사

지켜본 딸은 다른 생명을 보살피고 싶은 강한 욕

회적 회피가 심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구를 느껴,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유대관계를 출

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별 슬픔이 긍

산과 양육 등을 통해 되찾고 싶어 한다(Becker,

정적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우울, 불안, 위축 행동,

1975)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견해를 보여준다. 참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 할 수 있다(손의

자들은 자녀에게 열정을 다하고 강한 애착을 보

정, 2007; Amato & Keith, 1991)는 연구결과에 주

이며, 자녀에게 좋은 엄마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목하여 청소년기 사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에너지를 쏟고자 하였다. 분명 우리는 부모의 상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을 말할 때 병리적 측면과 그 고통에 관해서

둘째, 참여자들에게 모 사별은 ‘종결 없는 슬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

픔’으로 유지되고 있다. 자신의 우울과 외로움의

든 비극은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을 부

실체가 엄마의 죽음이며, 슬픔은 살아 있는 한 끝

추기는 시작이기도 하다. Hope(2009)는 엄마의 죽

이 없다고 하였다. Calhoun(1976)은 사별로 인한

음을 경험한 딸이 상실로부터 모든 생명, 특히 자

비탄이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

기 자신의 목숨이 유한하며 갑자기 끝날 수도 있

였고, Kṻbler-Ress(2007)도 슬픔은 상실에서 도저히

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들(예술적․지적 재능, 결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혼, 양육 등)을 세우고 자신의 생이 다하기 전에

에게 모를 사별한 슬픔은 간헐적인 우울감과 허

그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자신이

무감, 그리움, 원망 등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엄마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허전함

인해 마침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특히, 참여자

을 채워주는 보상(compensation)으로 양육에 대한

들이 모의 부재로 가장 슬픔을 느낀 때는 자녀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 엄마 역할을 하는 내면의

출산 때였다고 한다. 모를 상실한 딸은 월경과 피

깊은 역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reud(1894)는 억

임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

압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절충하는 방어 작용(자

로지 엄마만이 전해 줄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

아의 무의식적 기능)을 자아의 무의식적 활동에

(Bassoff, 1992). 이는 참여자들이 엄마 됨은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양육이라는 엄마 역할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과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엄마가 되면서

결핍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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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좋은 엄마

다섯째, 참여자들은 ‘엄마 잃은 결핍이 자녀

가 되려는 노력은 정신역동 방어기제에서 ‘승화

에게서 재현’됨을 경험한다. 사별을 경험한 참여

(sublimation)’의 관점으로 보았다. 참여자들은 좋은

자들은 사라져 버린 모를 무의식적으로 부풀려

엄마 역할을 위해 양육에 대한 바람직한 목적을

서 전하기 위해, 떠나버린 사람을 종종 이상화

추구한다. 반면, 참여자들은 성장하는 자녀의 행

시키고 동일시하려 하였다. 대상에 대한 이상화

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며, 자립심을 키우기를 바라

는 그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사별한 사람

면서도 자립심을 억누르려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

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인다. 이들의 자녀양육 태도가 그럴수록 자녀는

(Kṻbler-Ress, 2005). Freud(1915)에 따르면 가장 역

불안과 공포와 죄의식 속에서 또는 엄마를 원망

동적인 기제로 동일시를 제시하였는데, 강렬한 감

하는 마음을 지닌 채 성장(Klaus et al., 1993)한다

정들이 충동 혹은 동기를 제공하는 이 기제는 말

는 연구 결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해결

과 행동적 모방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동일시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상반된 정서적 충동에서 나

넷째, 참여자들은 ‘내면에 분리되지 않은 죽은

온다. 즉, 동일시하는 사람은 똑같이 행동할 뿐만

엄마로 인한 불안’을 안고 산다. 내재화된 엄마와

아니라, 동일시되는 개인을 좋아하면서 두려워하

의 연결이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동일시는 정서

말날 것이라는 기대로 미래까지 투사되어 있다.

적으로 연관된 사람에게 투사되고 인식되는 양상

상실된 대상이 실제로는 부재하다는 것을 인식하

을 보이며 정서적 성격을 띠게 된다(David, 2011).

면서도 남은 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채

특히, 모에 대한 기억이 과장되어 있을수록 현재

로 유지된다(Schafer, 1997). 참여자들은 청소년기에

의 자신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거나, 자신이 해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주고 싶

할 일에 대해 이상화할 수 있다(Hope, 2009). 참여

다는 강한 욕망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

자들은 고인이 된 동성의 모를 이상화하고 동일

과 욕망이 상반된 감정으로 섞여 있다. 자신의 내

시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생존한 부보다 고인이

면에 죽은 엄마로 인한 불안을 키우게 되는데, 때

된 모와 같아 보이려고 하였다. 자녀양육에 있어

이른 죽음으로 자신처럼 자녀도 ‘엄마 없는 아이’

서 모의 육아법이 가장 완벽한 양육방법이라고

가 대물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다. 참여자들

생각하는 딸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 육아

은 자신도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법을 그대로 시도하며 모의 양육방법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특히, 자신의 나이가 모가 죽은 나이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처럼 자녀를

가 되거나 자녀의 나이가 엄마를 잃은 자신과 비

양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과 실망감을

슷한 나이대가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

갖게 되었다. 모를 이상화시킨 딸은 현실적으로

험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나이와 사별한 모의

불가능한 양육법을 기준으로 삼고 이상화된 엄마

연령적 특성이 죽음 및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밝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

혀내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나쁜 엄마라는 생각을

로 상담 시 모 사별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하게 된다. 더욱이 양육에 대한 의무나 이상을 완

대해 내담자의 이해나 철학을 기본 토대로 실제

벽하게 실현하지 못하면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라고 생각한다는 연구(Dake, 2013)의 결과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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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

은 모의 부재로 자신이 받지 못했던 모의 사랑과

의 자녀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보살핌을 자녀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한

현상은 자녀에게 집착과 과잉통제를 불러오기도

다. 참여자들은 모의 죽음을 통해 남들보다 강한

하는데, Freud(1915)는 애도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

자립성을 키우고 실존적 삶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과 사별 후 개인의 리비도를 철수하고 자신에게

는 것을 다짐하며, 모 사별로 인한 생의 위기와

몰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실한 사람에 대한 관

전환점을 현재의 삶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심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비정상적인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모 사별한 경험이 이

애도의 경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

후 발달단계에서 사별한 모와 자녀양육은 어떠한

고 강한 양가감정에 시달리며 이러한 망자와의

관계가 있는지, 모 사별을 겪은 어머니들의 자녀

관계가 현실세계의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확산된

양육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

다고 하였다. Hope(2009)역시 딸이 엄마의 결점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이루어졌다.

인정하지 않고 엄마의 양육법을 그대로 따르는

Mallon(2011)은 청소년기 사별의 충격은 신체적․

것은 아직도 엄마에 대한 애도 과정을 마치지 못

정서적․사회적․인지적․영적으로 영향을 미친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있어 더

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사랑하는 모를 잃은 참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자들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포자

여섯째, 참여자들은 ‘엄마의 사별로 인한 실존

기, 무력감, 슬픔, 분노와 같은 고통스런 감정들을

적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였다. 이들은 모와의 사

수용하고 점차 견뎌 내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모

별을 통해 죽음을 간접 경험한 후, 다음 세대인

를 사별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과거 청소년기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Yalom

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현재까지도 상호영향

(2008)은 인간이 직면하는 실존적인 고통을 깊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별

자각하게 함으로써 자기실현이나 성장까지 나아

한 대상은 더욱 내면화되어 내적인 형상으로 존

가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의 죽음을 통

재하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어머니 사별 경험으로

해 본인의 삶에 대한 반영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인생 과도기마다 내적․외적으로 경험되어진 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면서 결국 현실의

려움은 자녀양육에서 재경험 되고 실존적 삶을

삶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모

통합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에

와 같은 운명으로 자신이 때 이른 죽음을 맞을지

사별한 모는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진화하게 된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살지만, 자신이 모보다

다. 이들에게 모에 대한 슬픔은 언제 어디서든 표

더 오래 살게 됨을 알았을 때 모와 다른 운명을

면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그들의 의식 언저리

받아들인다. 죽음과 직면하는 데에는 반드시 불안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와의 사별 경험으로 갑

이 따르고, 이러한 불안 속에 치유의 길이 있다

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이들은 자녀에게서 분리불

(Yalom, 2007).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

안을 재경험하며 자녀에게 집착하고 과잉으로 통

는 과정에서 자신을 모와 분리하기 어려울 때가

제하게 되었다. 자신이 엄마로서 완벽한 엄마 역

있지만, 이들은 맹목적인 모의 삶을 반복하지 않

할을 갈망하며 사별한 엄마를 이상화하고 동일시

으며 모가 완성하지 못한 자녀양육 과업을 자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모에 대한 주된 정서가

이 이루면서 모와 다른 삶을 살아간다. 참여자들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엄마와 같은 나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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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면 엄마처럼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들은 연구자와 대화를 통한 신뢰관계에서 자기

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들이 자녀를 양육

경험에 대한 개방을 하였으나, 심리적․정서적 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은 임상적 개입

제가 있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내담자에게 확대

을 필요로 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자녀양육 경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

험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사랑에

후 연구 제언으로 첫째, 모 사별한 어머니들의 자

대한 보상 받으려는 욕구로도 나타나지만, 자기

녀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실존적 삶을 살 수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을 어떻게 인식하며 모의

있는 의미가 되기도 하였다. 자녀양육은 정서, 감

사별경험이 자녀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자녀

정, 주관적으로 결정된 태도, 가치와 신념들이 한

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모 사별한 어머니들에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세대에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걸쳐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그 결과를 자녀양

서 핵심문제를 자각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도움

육과 상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

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째, 보다 많은 사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모 사별한 어머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별 당시의 자녀 연령과

니들의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모의 사별원인 등에 따라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

자녀양육을 통해 모 사별에 대한 결핍을 채우고

향은 달리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개입대

됨을 인식해가고, 자신의 유년기를 재경험하고,

상이 처한 상황별로 차별화된 구체적인 서비스를

어머니상을 재정립하는 경험을 하였다. 사별은 삶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

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청소년

에, 매 순간의 실존에 충실해야 한다는 삶의 나침

기에 모 사별한 여성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연

반이 되었다. 또한, 모 사별의 아픔이 의욕적이고

구를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

사별한 남성 참여자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발

는 참여자들은 사별이 주는 실존적 삶의 깨달음

달단계에 따라 자녀양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을 얻고 성장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 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용하여, 참여자의 주관적인 체험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기 모 사별을 경험한 어머니로 대다수의

여기에 내포된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ity)인 현상

청소년기 모 사별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청소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

년기에 모 사별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소년기 모의 사망원인을 질환으로 정하였으나, 모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학적

의 죽음이 예측된 경우와 예측되지 못한 경우에

연구방법으로 탐구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녀의 회복과 성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양육과정을 그들 개인의 독특성이 드러나게 밝히

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지 못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 178 -

최현주․정문경 / 청소년기에 모 사별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을 결정(박승민, 2012)는데

이은경 (2016). 모의 상실을 경험한 아동의 가족미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

술치료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석사학위논

이 앞으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좀 더 연구되면

문, 영남대학교.

좋을 것이다. 전생애적 관점의 내러티브 연구나

차유림 (2012).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별로 자녀양육의

구: 적응유연성 관점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개별적이고 고유한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학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

같은 연구방법은 모 사별한 경험과 자녀양육에

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대한 관련성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상담

323-653.

개입을 위해 후속연구로 필요해 보인다.

최송이 (2011). 엄마를 상실한 중년여성의 애도 경
험.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4), 637-653.
林綺雲, 曾煥堂, 陳錫琦 (2000). 生死學. 台北市: 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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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that aims to understand deeply and observe how their experiences of losing
mothers relate to child rearing and what the meaning of child rearing experience is, by approaching to the
nature of their child rearing experiences of mothers who experienced the loss of their mothers in adolescence. For
this study, a semi-structured deep interview on child rearing experiences was accomplished for 6 mothers with
their experience of losing mothers in adolescence, and their common experiences were analyzed by Colaizz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 total of 39 compositional meanings, 17 themes, and 6 subject groups that
ultimately encompass the nature of experience were drawn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The derived theme groups
were ‘pain during the growing period due to the absence of a mother’, ‘sadness from bereavement with no
closure’, ‘a strong desire to be a good mother’, ‘anxiety due to the deceased mother who is not separated
internally’, ‘reproduction of mother loss deficiency in the relationship of current children’ ‘existential
enlightenment due to the loss of a mother’. Study results showing that losing mothers in adolescence can affect
future developmental stages made the need for clinical intervention concrete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results
provided basic data to form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articipants.
Key words : Adolescence, Loss of their moder , Child Rearing, Phenomen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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