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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의 다양한 층위가
은폐되고 획일적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특
히 경구피임약을 피임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다양한 기획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복용하는 미혼 여성들의 경험
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게 되
는 과정과 그들의 삶에 경구피임약 복용이 미치는 영향 및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혼 여성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게 되
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미혼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와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들과 특정 맥락들, 또한 이
들이 갖고 있는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나 자궁 및 호르
몬과 관련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 경구피임약과 관련된
건강행위와 그것의 의의 및 한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설계는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 적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자료 수집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미혼 성인 여성 10
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개인 심층면
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진행된
각 면담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평균 1시간 30분에
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녹음 후 참여자의 말 그대
로 필사하였다.
연구 결과, 총 4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제1주제인 ‘성적 존재이자 피임 주체로서 갈팡질팡하는 나’는 총
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성과 피임에 대해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자책감’, ‘내 몸과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

한 자부심’, ‘책임만 지고, 피임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 비참함’,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함’의 4가지 하위주제는, 피
임과 성관계와 관련해,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 및 내면과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제2주제인 ‘호르몬 효과로 출
렁이는 몸과 마음’은 3개의 하위주제, ‘임신예방을 위해 외면하는 약
부작용’, ‘덤으로 얻은 피임 외 효과’, ‘약 때문에 변한, 내가 아닌 것
같은 몸과 마음’이 도출되었다. 이는 경구피임약 복용한 후, 미혼 여
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 삶에 대해 변화된 인식을 발견하고 보다 통
합적으로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것
이다. 제3주제는 ‘미혼 여성의 피임 통제권을 위축시키는 연애관계’
로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피임과 성에 대한 여성의 지식과
경험은 무시’, ‘미혼 여성 임신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남성의
몰이해’, ‘연애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임약 복용’은 제
한된 피임 방법에도 불구하고 피임과 몸의 주체로서 피임을 책임지
고 건강한 피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노력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 제4주제인 ‘스스로 움츠러들어 어느새 감추게 되는 피임과
성’은 ‘전혀 열려있지 않아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성 교육’, ‘접
근하기 쉽지만 실제는 보여주지 않는 광고와 메스컴’, ‘피임약에 대
한 주변 시선의 경계 지점들’, ‘산부인과가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한
우려’의 총 4개의 하위주제를 포함한다. 이 주제는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데 작동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 편견에
대해 영향 받는 미혼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미혼 여
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임과 성을 감추는 데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맥락들에 관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몸과 피임, 건강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혼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보
수적인 사회인식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 스스로 성적 주체로서 자
신을 성찰하고 있으며 몸의 주체로서 피임약과 관련된 건강행위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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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미혼
여성들의 경험과 이러한 경험에 작동하는 성별 권력관계, 미혼 여성
의 성과 몸에 관한 보수적이며 이중적인 사회인식, 미혼 여성의 피
임약 복용 관련 건강행위 등에 대한 성찰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경구피임약, 미혼 여성, 여성건강, 질적 연구
학 번: 2010-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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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로 촉발된 여성 경구피임약 구입 경로 관련 논의의
장에서 왜 정작 약을 복용하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 경
험은 주목받지 못 했는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당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경험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의사, 약사,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각 전문가 집단 간의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
졌다. 의사들은 사전 피임약의 부작용 및 사후 피임약의 오남용 가
능성을 들어서 사전・사후 경구피임약 모두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고, 약사들은 피임약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를 의사 처
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종교
계는 사후 경구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생명경시풍조
와 성문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전환을 반대하였고 시민단체들은 피
임약에 대한 여성들의 결정권과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성단체에
서는 1968년 이래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
약품으로 시판・유통되어 온 사전 경구피임약을 부작용이나 안전성
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발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전문의약
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여성들의 접근성을 더욱 제한
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각 전문가 집단의 특수한 관심사에 따라 표출된
약의 안전성, 여성의 접근권, 성 윤리와 생명 윤리 등의 통합될 수
없는 기준들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띠었고 여성의 경험과 몸은 여
전히 소외된 채로 남아있었다. 연구자는 피임약과 관련된 이러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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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장에, 건강관리 제공자 중 가장 큰 집단으로서 다른 어떤 건강
관리요원 집단보다 여성의 건강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여
온 전문가인 간호사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적 편견 혹은 차별을 초래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쟁점이 여성의 건강과 관련됨에 주목하는 여
성건강간호학의 관점은 크게 안전성과 접근성으로 이분화 되어버린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Leight, 2002; Wang, 1999).
식약처의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와 관련 논쟁에서 여성 경구피임
약인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을 동시에 다루다보니, 논쟁의 초점이
여성의 피임권 문제나 피임약을 피임 목적으로 복용하였을 때만의
문제로 좁혀진 경향도 있다. 물론 경구피임약은 1960년대 초에 피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피임뿐만 아니라 월경주기를 조절하
고 생리전 불쾌감 감소와 여드름 치료 등의 질병치료 등 다양한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임이나 질병치료보다
월경주기 조절을 위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식, 김영택, & 이수연, 2014; 엄혜연, 정선영, 김현정,
정현주, & 박병주, 2015). 피임 및 비피임 목적에 따른 경구피임약의
복용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는 일부 있지만, 비피임 목적의 경구피임
약 복용은 아직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거나 분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피임일 뿐 아니라 의학적 치료제로서 호르몬제로도 사용되는
경구피임약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피임 목적
으로 복용하는 사례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었다. 따라서 경구피임약
을 단순히 피임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
성의 질병, 생활, 직업 등 전반적인 여성의 삶과 관련된 약으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피임약이자 치료목적인 경구피임약을
복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여성의 실질적인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여성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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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임기 여성의 임신, 출산을 중심으로 한 모자보건 건강이었다
(김영택, 안상수, 정진주, & 최승원, 2008). 경구피임약 관련 연구가
피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전체 가임기 여성 중에서 주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 관련 연구들의
연구대상이 청소년 여성, 미혼 여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기혼
여성의 피임실천상태에 비해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살
펴본 비피임 목적의 경구피임약 복용에 대한 연구도 없지만, 미혼
여성이 피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미혼 여성들은 여성피임 방법 중, 경구피임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 연구에 따르면,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
약 사용은 기혼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이임순 외, 200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구피임약을 실제 복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피
임약 복용 논의의 대상에서 비교적 간과되었던 미혼 여성을 연구대
상으로 한다.
미혼 여성의 성경험과 성적 주체로서의 위치는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성규범 문화 때문에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비가시화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여건들 속에 있었다.
또한 가족체계 안에서의 모성만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몸과 여성건강은 ‘향후 임신・출산을 하게 될 몸을 준비해야하는 존
재’로서만 다루어지고 건강 자체를 추구하는 주체로서는 인정받지
못 하였다.
관계와 인식,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혼 여성의 피임
과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현재까지 주로 다루어 온 실증적, 구조
적 연구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미시적인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여성의 행위성과 대안적 접근, 방안 등을 밝힐 수 없다. 그리고
경구피임약 복용을 통한 여성의 피임 행위를 여성 주도적인 경험으
로 해석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함으로서 부여받은 정체성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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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개념이 아닌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
는 모순이 공존하는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
구자는 페미니스트 방법론을 이용해 가부장적 사회문화 속에서 무
시되고 비가시화되었던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보
다 통합적인 몸을 가진 주체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동안 배제되었
던 미혼 여성들 입장에서의 맥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간호와 건강관리 연구 분야에서 페미니스트 방법론을 이용한 연
구는, 여성 개인이 속한 상황 속에서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여 여성
자신과 여성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여성의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한다(Peters, Jackson, &
Rudge, 2008). 여성의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긍정적으
로 해석하는 페미니스트 방법론은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지
식을 생산할 수 있는 관점을 연구자에게 제공해준다. 여기에서 ‘새
로운 지식’이란 그동안 남성중심의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왜
곡되거나 주목받지 여성의 경험과 입장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비
판적이며 대안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임 목적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뿐만 아니라 질
병치료나 월경주기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용 경험도 포함하여
다루는데, 이때 경구피임약은 미혼 여성이 피임하는데 이용하는 수
단임과 동시에 미혼 여성의 질병, 생활, 직업 등 전반적인 미혼 여
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제를 뜻한다. 미혼 여성들은 어떤
특징적 상황에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지, 비피임 목적과 피임 목
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미혼 여성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되
고 있는지, 실제로 활발한 성 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 여성들의 피임
행위가 미혼 여성들을 둘러싼 환경, 주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혼 여성이 경험하는 경구피임약 복용과 관
련된 건강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들 스스로 그러한 건강문
제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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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미혼 여성들이
피임약이자 호르몬제인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경험을 탐구하기 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피임행위가 주변 행위자들
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피임약 복용 행위와 관
련하여, 자신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다. 또한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들은
미혼 여성의 피임 실천행위와 건강추구행위와 어떻게 경합하는지
알아본다.
이와 함께, 호르몬 변화로 인한 몸의 변화에 미혼 여성들이 어떻
게 반응하는지,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나아
가 미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의료체계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은 어
떠한가’이며, 특히 ‘경구피임약과 관련하여,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
와 건강, 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및 주변인들의 영향
은 어떠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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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문헌고찰에서는 우선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피임의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경구피임약의 발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확장된 이
슈들을 알아본 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피임
1) 섹슈얼리티 개념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sexulaity)는 성적인 생각이나 욕망, 성적
실천, 성적 정체성이나 지향, 성과 관련된 사회적 제도와 규범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조심선희, 2006), 생물학적 차이로 성
별을 지칭하는 섹스(sex)나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 역할 및 특
징을 뜻하는 젠더(gender)와 구분된다. 그러나 세 개념 자체가 유동
적으로 변화하고 섹슈얼리티의 경우에는 개념적 범위가 포괄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하
는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섹슈얼리티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개념을 중심으
로 서술하고자 한다. ‘젠더화된 섹슈얼리티(gendered sexuality)’는
성적 행동·관념·태도·정체성·경험을 각 개인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로 덮어버리거나 두 가지가 섞여있는 것을 의미한다(Gagné, &
Tewksbury, 2005).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결합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지배담론이 만들어내는 남성중심적 성에 도전하면서 기존의 성 체
계에 저항하는 담론을 만들어왔지만(김은실, 2008),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비판되었다. 한 가지 측면은 섹
슈얼리티가 성별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어 이성애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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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여성 대 남성의
대항적 설정으로 인해, 여성적 섹슈얼리티와 남성적 섹슈얼리티로
나뉘어져서 성별 섹슈얼리티가 본질화되거나 정상적 섹슈얼리티라
는 기준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이나영, 2009).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남성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적 섹슈얼리
티가 설정되면서 여성들 안의 차이(나이, 민족, 장애, 인종, 동성애
등)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성찰하기 힘들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개념을 중심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 행위
중 피임 행위가 이성애 관계의 권력관계와 연결되며, 이성애 관계에
기반한 성별 경험과 성 행위(섹슈얼리티)가 정체성과 경험의 다른
측면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변하기 쉽고 맥락적으로 서로 의지한다
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인정받는 성(gender)에 관
한 기준 또는 규범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준
다. 예를 들어,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지, 특정한 행
위가 누구에게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
고 미혼 여성이 경구피임약으로 피임을 하는 과정과 피임 행위와
관련되어있는 여성의 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실제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미혼 여성들의 성별화된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은 젠더화
된 섹슈얼리티의 이런 측면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2)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

미혼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과거에는 성에 대한 이중잣대 때문
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고, 최근에는 차별적인 이중잣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상 그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
되기도 하는데(변혜정, 2010), 그것의 복잡다단한 양상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국내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섹슈얼리티 연구는 1990년대 후
반부터 등장하는데, 주로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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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며 성에 대한 실태나 성태도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구병삼 외, 1996; 한성현과 박민향, 1996; 서정
식과 이홍균, 1999). 이러한 연구들에서 미혼 여성을 새롭게 등장하
는 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는 점
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혼 여성의 성행위 특성을 단편
적으로 분석하여 그 행위의 맥락과 경험이 한국 사회나 여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내지 못 하였다(구병삼 외, 1996; 서정식과
이홍균, 1999).
조윤정(1996)은 기혼자가 4명 포함된 20대 여성 총 16명을 심층면
접하여 여성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대응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한국에서 성과 혼전
성관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결이데올
로기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들
은 이성 관계를 낭만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성 행위와 관련한 지
식은 부족하여 남성의 성관계 요구에 신체적, 정신적 준비 없이 받
아들이게 되어 곤란을 겪게 된다. ‘성이 개방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 인식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이중 규범의 작
동은 10여년 후 수행된 변혜정(2010)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십여
년 전보다 성관계를 연애관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 여성들은 남성의 요구에 수동적으
로 따르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혼 여성들이 이성과의 로맨스와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김
혜영, 2010), 성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며(조승희와 조아미,
2012)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이임순, 박은희,
& 이정재, 2006) 등, 성에 대한 욕구와 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성적 주체로 행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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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에 대한 욕구나 인식 등이 실제 태도와 상충하는 것은, 미혼 여
성 개인의 섹슈얼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성(gender)의 영향
(여성다움과 미혼여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박수선(2009)은 미혼 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 형성과정에 관한 질
적 연구에서, 미혼 여성의 주체적인 성적의사결정의 방해가 되는 이
유로 성에 대한 이중기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유일한 성교육의 장
이 대중매체인 것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혼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이중규범의 폭력적 실체는 미
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들에서 드러난다.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와 남성 중심의 성문화인 이중적 성규범이 미혼모
가족을 차별하는 기제와 특징을 살펴본 김혜영(2003)의 연구에서,
미혼 여성의 사랑이 수반된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 출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치
부되는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성관계가 시작된다는 관점이 아직은 한국의 지배적
인 가치이지만 실제적으로 파트너와 성행동을 하는 미혼성인여성들
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미혼 여성의 성평등한 관계에 대한 세
밀한 분석과 그로 인한 건강하고 안전한 성행동에 대한 주의를 환
기한다. 미혼의 성이라는 금기적인 특성과 맞물려 미혼 여성의 성행
동은 깊숙이 감추어져야 할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미혼 여성들을
계속 위험한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3) 미혼 여성의 피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에서는 1964년 이래, 대략 1~3년마다 15-55세 유배우자인 여성의 피
임실천상태를 조사함으로서 피임종류별 실천율 추이를 나타낸다. 이
조사는 여성의 출산력과 관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항목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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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경구피임약 복용률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기혼 여
성의 피임약 복용 전반에 관한 조사라기보다는 피임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고, 둘째,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연구라기보다 ‘출산 조절’을 하는 수단으로서 피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셋째, 결혼한 여성의 출산력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피임 목적으로 복용하는 피임약 복용률은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구피임약 복용률은
‘한국의 경구피임약 복용률’에 관한 대표적 자료로서 많은 연구보고
서와 논문,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기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
용률이 전체 가임기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률로 왜곡되어 일반인
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처럼 성 경험률과 만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의 피임행위는 한국의 대
표적인 지표에서도 제외되어 비가시화된다.
국내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가 아직 폭넓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의 피임행위에 대한 연
구 또한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않다.
최근 미혼 여성의 피임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연구로는, 황
신우와 정재원(2011, 2012, 2014)에 의해 시행된 일련의 연구들이 대
표적이다. 우선 미혼 남녀의 혼전 성경험 비율과 피임실천 비율 모
두 과거보다 높아서 성경험 양상에 있어 남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황신우와 정재원, 2011). 하지만 앞서 미혼 여
성의 섹슈얼리티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미혼 여성들은 혼전 성경
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피임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되어 있지 않다. 미혼 여성들의 성경험에서 남성이 주도하는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피임 방법은 남성의 피
임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모
습이 관찰되었다(황신우와 정재원, 2012). 미혼 여성의 피임지식 정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황신우와 정재원, 2012), 피임 자기효능
감은 미혼 여성의 피임실천행위를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인자로(황신
- 10 -

우와 정재원, 2011), 지속적인 피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land, Caudillo, Littlejohn, Bass, & Reed, 2016). 그리고 여성은
특히 피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임신위험지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신우와 정재원, 2014). 이상의 연구결과들
을 종합해보면,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임신예방이 가장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피임 실천 행위로 귀결되지 않는 여러 맥락들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평등해지면, 미혼 여성의 성경
험과 피임 행위에서 나타난 것 같은 성에 관한 이중적 문화의 영향
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된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가 여성으
로 하여금 성차별적 가족 문화나 의식에 대해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하고(Balk, 1997), 여성들의 자율성 및 의사결정권을 증진시
킴으로서 출산 및 피임과 관련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친
다(Cleland, Kamal and Sloggett, 1996)는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가정
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가 높아지고 지식
이나 경제적 자본이 증가한다하더라도 이 요건들이 여성의 가족 내
권력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의 정도는 사회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대표적인 공동체인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의 자율성 정도는 출산 및 피임 행위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Morgan, Stash, & Smith, 2002). 이러한 가부장
적 가족제도에서는 남성의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가 오히려 여성의
출산과 피임, 낙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ursund, & Kravdal, 2003). 일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부인의
피임 사용이 반드시 남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
에(Omondi-Odhiambo, 1997), 피임을 이용한 가족계획의 성공 여부
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달려있는(Bankloe, & Singh, 1998)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 여성의 피임행위는 가부장적 사회문
화적 요소와 인식들과 연결하여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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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기혼 여성과 다른, 미혼 여성의 피임실천 행위 특징은 주로 사용
하는 피임법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가역적이고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피임
률을 분석한 연구에서, 89%(2010년)의 피임률을 보이는 기혼 여성들
의 대부분은 장기간 가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인 자궁내
장치와 난관절제수술을 많이 이용하였고, 17%에서 70%까지 불규칙
적으로 계속 변하는 미혼 여성들은 콘돔 피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13).

4)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역사
경구피임약은 1960년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처음 그 사용이 승인되었는데, 간호사이자 가족
계획 창시자인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는 경구피임약이 개발
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Kruvand, 2013). 당시
경구피임약은 'oral contraceptive pill'이 아니라 ‘birth control pill’로
불리었는데, 이는 당시 1,2차 세계대전 이후 폭증하는 전세계 인구
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의 출산 횟수와 출산 간격을 조
정하기 위해 경구피임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Dhont, 2010).
따라서 당시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피임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출
산을 하는 특정 집단으로 제한된’ 기혼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기혼 여성들의 임신, 출산을 조절함과 동시에 여성의 성에
서 임신과 출산을 분리할 수 있는 ‘혁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경구피
임약은 성생활은 하지만 임신을 예방하고자 하는 미혼 여성들과 페
미니스트들에게도 환영받았다(Bitzer, 2010). 그러나 경구피임약 사
용으로 인한 성의 문란을 걱정한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영향으로 인해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사용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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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Amy, 2010).
경구피임약이 처음 개발된 미국의 경우에도 피임기구의 사용은
성의 문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또한 성과 출산을 결부시키는 가톨
릭교의 영향 하에서 규제되어, 피임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1960
년대까지 존재하고 있었다(Reid, 2012). 이에 따라 피임에 대한 권리
를 얻기 위한 법적 투쟁이 있었고, 1965년 연방대법원은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에서, 기혼커플의 피임기구를 사용할 권리가 헌
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영역 안에 해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경구
피임약이 개발된 지 5년 만에야 미국 기혼여성이 피임에 대한 권리
를 갖게 되었다(Ward, 2015). 이후 7년 후에야 Eisenstadt v. Baird
판결을 통하여 미혼 여성에게도 피임기구 사용에 관한 권리가 인정
되었다(Fradella, 2002). 이렇듯 미국, 영국을 포함한 서구사회에서도
피임기구 사용에 대한 권리는 기혼 여성의 성적 권리에 초점을 맞
추었으며 미혼 여성의 권리는 보다 늦게 부각되었다(Silies, 2015).
미혼 여성의 피임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중국 미혼 여성들의 피임
행위와 제도적 인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Li et al., 2013).
국내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률
미혼과 기혼 구분없이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율을 조사한 연
구는 있지만,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도 많이 부족하다. 피임 경험이 있는 미혼 여성 119명을 대상으로
한 이임순, 박은희와 이정재(2006)의 연구에 나온 결과로는, 복수응
답이긴 하지만 피임방법으로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가 26%로 나타났
다. 피임을 하는 미혼 여성들 중, 적지 않은 비율의 여성들이 경구
피임약으로 피임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피임방법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가 두드러
지게 높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구피임약 사용 또한 기혼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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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20~24세의 79.7%가 수술 후, 피임방법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여 다
른 연령대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육수준별로는 현재 학생인
경우 피임방법의 변화폭이 가장 컸고 반면 일반인의 경우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변화가 적었다. 미혼 여성의 81.9%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전후 피임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 전 콘
돔,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을 주로 이용하였다면 시술 후 콘돔, 경
구피임약, 응급피임약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신 경험이 피임약을 포함한 인위적인 피임기구 사용을
적극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윤희와 라진숙(2014)의 연구를 통해, 경구피임약으로 피
임하는 여성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시행된 2013년 제9차 청소년건
강행태 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차분석한 연구(조윤희와 라진숙,
2014)에서 이성과의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 3,475명을
대상으로 성경험 및 피임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으로 남학생과 고등학교 여학생은 콘돔이라 응답한 반면
에, 46.9%의 중학교 여학생은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여학생 또한 곧 미혼 성인 여성이 될 인구집단이기 때문
에, 앞으로 청소년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에 대한 연구 또한 여성
의 경구피임약 복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5) 피임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피임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주로 이성애 안에서 이루어지
는 피임의 위치에 주목하면서 성, 이성애, 성역할의 담론 안에서 피
임과 관련된 여성들의 행위가 여성의 주체성, 행위, 몸, 여성성 구성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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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m(1995)은 특히 버틀러의 젠더 수행 이론을 가지고 경구피임
약 복용을 분석했는데,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이성애 가임기 여성
은 남성이나 완경기 여성과 다른 성별화된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분
석하였다. 여기서 젠더 수행이론은 정해져있는 젠더나 성, 섹슈얼리
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젠더, 섹스, 성적 행위, 성적 욕구 사이의 연
속체와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유지되고 구성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젠더’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 피임의 맥락 안에서 여
성의 몸은 젠더수행을 하는 장이 되고, 여성의 몸으로 표현되는 경
구피임약 복용 행위는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을 띤 젠더와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허락된 형태로 나타났
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 몸으로 경험하고 실행하는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행위가 그 여성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수용
되는 여성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gginton, Harris와 Loxton(2015)은 앞서 서술된 성, 이성애, 젠
더수행의 담론 안에서 피임 행위가 여성화되는 방식과 여성들이 피
임에 대한 책임을 위해 협상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이 피임에 접근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위성과 책임을 설
명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임 교육과 정보에 대한 여
성들의 책임 인식과 ‘자신의 몸에 맞는 피임법 찾기’를 도출하였는
데 이 결과는 여성적 행위, 즉 자기감시와 몸적 경험을 인식으로 받
아들이는 것을 촉진하는 방식이 되었다(Wigginton, Harris, &
Loxton, 2015). 여기에서 여성적 행위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체화된 경험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여성적 지식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페미니스트 방법론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의 경
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통해 미혼 여성이 속한 한국 사회에서 문화
적으로 수용되는 여성성을 확인하고,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여성의 경험에서 생산하는 지식을 통해 피임과 성별관계,
여성건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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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구피임약의 피임 외 효과와 안전성
1) 경구피임약의 비피임 목적 사용

경구피임약은 피임 외에도 여드름, 다모증, 탈모증, 골반염증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월경전 증상, 월경 편두통 완화 및 골밀도 유지,
천식증상 개선 등의 비피임적 효과(Schindler, 2013; Dayal, &
Barnhart, 2001)가 있다. 또한 기능부전성 자궁출혈, 월경통, 월경과
다, 월경전증후군, 배란통, 자궁내막증, 기능성 난소 낭종, 자궁 내막
암의 예방, 난소암의 예방, 양성 유방질환, 자궁근종, 폐경 이행기 및
조기 폐경 등의 다양한 여성질환을 조절하는 치료효과를 갖고 있다
(정수호, 김태희, 이해혁, & 이임순, 2009; 최두석, 2008).
국내 경구피임약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구피임약 사
용목적에 따른 자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경구피임약과 관련된 여성의 피임뿐만 아니라, 2012년 경구피임
약의 재분류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대두된 여성의 건강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김동식, 김영택과 이수연(2014)은 만 16세~49세 여성 1,007명을 대
상으로 피임약 복용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리를 미루기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피
하기 위해, 생리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의 순서대로 경구피임약
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미·기혼 여성이 피임 이
외의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세
에서 49세 사이의 가임여성(미혼 및 기혼) 1,412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엄혜연 외, 2015)에서도 경구피임약 사용 목적으로 월
경주기 조절 목적이 가장 많았고 피임, 질병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질적 연구이지만, 청소년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김은애
외(2016)의 연구에서도 20명 중 피임목적으로만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이 9명, 생리주기 조절 목적으로 복용한 여성 5명, 피임과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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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조절을 모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6명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은 모두 경구피임약의 사용 목적에 대한 실태만 제시하
였을 뿐, 비피임 목적으로 복용하는 여성들의 치료적 경험이 어떻게
사용하며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다. 따라서 경구
피임약을 피임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호르몬제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과 반응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
서 이를 일부 수행하고자 한다.
여성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구피임약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는 주로 여성의 몸에 개입하는 기술이 여성의 주체성과 행위성 및
몸의 의미들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지와 관련된 철학적 연구들이
다.
Gunson(2015)은 여성들이 말하는 생리 및 (경구피임약을 이용한)
생리 억제 경험을 유물주의 페미니즘을 이용하여 기존의 ‘자연’ 개
념을 분석하였다. 유물주의 페미니즘은 사회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이
있다는 것 자체, 여성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사고 자체에 기초하여,
어떤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그 상황에 대한 (자연
적이든 필연적이든 관계없이) 사회적인 기원이 있다고 믿는 것을 말
한다. 이 연구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인식할 때 자연스러움을
선호하고 싶은 욕구와 월경을 통제하기 위해 인위적 중재를 사용할
권리를 지키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통합하기 위해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식 기술과 관련한 여성들의 양가적인 태도에 대
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건강사회학에 유물주의 페미니즘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Gunson, 2015). 이 연구는 가부장
적 사회문화와 제도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 여성들이 자연
스러운 자신의 몸에 개입하는 기술과 갈등하는 맥락에 대해 주목하
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구피임약 안전성

1950년대 경구피임약이 등장하였을 때, 페미니스트들은 크게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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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구피임약이라는 기술이 임신과 출산에서 여
성을 해방시켜서(Tone, 2012) 여성이 임신・출산과 가족계획을 보다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Marks, 2001). 하지
만,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해방 당위성과
별도로 인위적인 피임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
다. 맬더스주의 페미니스트 그룹은 여성건강과 임신출산 자율권을
위한 최선의 피임법은 맬더스 주장대로 금욕적이고 주기적인 성생
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신 맬더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맬더스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위
해 전통적인 피임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Sanders, 2001). 이들은 여성의 몸을 여성 자신이 통
제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지만(White, 2001),
당시 페미니스트의 피임담론에서 여성건강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 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기술의 개발이 기술 행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자동 귀결
되지는 않는다. 여성피임 기술은 여성의 권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되었지만, 1세대 피임약의 광범위한 부작용과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피임방법 등은 여성의 몸과 정신에 부담을 주
었다. 그래서 당시 페미니스트 담론은 여성건강 문제를 간과한 남성
위주의 피임담론을 답습한 것으로 비판받은 것이다.
경구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된 복합경구피임
약과 프로게스테론 단일제제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복합경구피
임약만 시판되어있다(최두석, 2006). 복합경구피임약은 성관계 이전
에 28일의 주기로 복용하며 에스트로겐 함량과 합성프로게스테론
성분의 종류에 따라 1~4세대까지 개발되었다. 초기에 개발된 1세대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0.05mg으로 많은 여성들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부종이나 체중증가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현재 유통
중인 2~3세대 경구피임약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0.02~0.03mg인 저용
량 경구피임약(low-dose oral contraceptive)으로 부종과 메스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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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덜 하고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중요 부작용인 정맥혈전증, 동맥
색전증 같은 혈관 질환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에 개발된 4세대 경구피임약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피임약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리
전 불쾌감 감소와 여드름 치료제 용도로 승인받았으나 최근 다른
프로게스테론 함유 피임약에 비해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높다는
역학연구결과(FDA)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사용에 주의하도록 권
고되었다. 피임약의 종류에 따라 성분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
에, 각 피임약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 및 기대할 수 있는 비피임
적 효과와 특정한 의학적 위험성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 공
유가 여성들에게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유통 중인 2~3세대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4세대 피임약 3종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엄혜연, 정선영, 김현정, 정현주, &
박병주. 2015).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거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
는 피임약의 구분에 따라, 여성들이 피임약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성도 차이 날 뿐만 아니라 피임약과 건강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
보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경구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여성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속된 피임약의 개발과 발전으
로 인해 2~3세대 피임약의 경우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약이
지만, 피임약의 안전성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처
방권 없이 살 수 있는 피임약이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 찾아서 알
게 되는 정보의 정확도와 질의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꺼리는 또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구피임약의 안전성 문제이다.
경구피임약의 흔한 부작용에는 오심, 구토, 몸무게 증가, 생리양
변동, 비생리기 자궁출혈,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감정변화, 두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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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이나 성반응의 변화, 유방통, 유방팽만감, 어지러움증, 여드름의 피
부변화가 있다. 심각한 부작용에는 뇌졸중, 폐 색전증, 고혈압, 심근
경색, 혈액응고장애, 자궁경부암 혹은 유방암, 담관질환, 간종양, 갑
상선 혹은 부신 기능 장애가 있고 드물게 치주염증, 바이러스 감염
증의 증가, 자궁경부외반증, 기능성 난소낭종, 탈모, 요통, 배란 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다(조영미, 2007).
피임법의 건강상 영향에 대한 우려는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
을 복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대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혼 여성들이 기혼 여성들에 비해 피임효과
가 떨어지는 피임법을 이용하는 이유로, 인위적 피임방법의 건강상
영향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England, Caudillo, Littlejohn,
Bass, & Reed, 2016). 10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임을 꾸준히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피임약의 부
작용(불임) 가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Gonçalves, Souza, Tavares,
Cruz, & Béhague, 2011). 피임 목적뿐만 아니라, 경구피임약으로 생리
를 조절하고자 하는 미혼 여성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요소도 안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Rose, Chrisler, & Couture, 2008).
국내에서는 경구피임약의 안전성과 관련된 현황이나, 실태를 조사
하여 직접적으로 적용할 만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최근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질환과 관련된 몇몇 조사가 수행되었다.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임약의 안전성을 설문조사한 연구(염혜연 외,
2015)에서는 정맥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방암과 경구피임약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최보람, 권문희,
& 방미란, 2014)의 결과는 연구대상자 중 경구피임약을 2년 이상 이
용한 집단이 5.7%로 경구피임약 이용기간이 외국의 연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짧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정맥혈전증이나 유방암 같은 질환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
중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메스꺼움/구토(김동식,
김영택, & 이수연, 2014; 이임순 외, 2002)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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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증상을 경험한 이후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증상들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응 등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약물상담의 현황을 분석
한 연구에 의하면(이유진, 201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처
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49.5%)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였
고 검색한 약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물은 피임약
(28.8%)이었다. 복용사실을 밝히기 꺼려하고 용법이 복잡한 특성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정
보제공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피임약의 안전성에 관한 논쟁을 계기로, 여성건강전문기관
을 지정해 피임약의 사용법과 부작용 등 피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교육하는 업무를 위탁, 지원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회기 내 승인되지 않아 결국
폐기되었다.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피임을 위해서, 한국 여
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 실태를 반영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
페미니즘은 인간의 경험이 성별화(gendered)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의 종속과 지
배를 정당화해온 사회의 각 영역에서부터 학문에 이르기까지 그 원
인과 과정,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여성 해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실천적 정치 운동으로 정의된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여성의 삶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삶에 작용하는 성별(gender)의 역할
과 의미 분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은 페미
니즘 연구에 필수적이며 기초적인 자료이다.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
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과 생애 과정에서 부여된 젠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억압의 역사에 투쟁해 왔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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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의 증언이다. 이와 같이 여성 경험에 미치는 젠더의 영향,
즉 성별화된 경험을 해석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의 공통
된 목표이다.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체계화되고 일원화된 정의는 아니지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데, 그것은 의식 고양(consciousness-raising)이다. 의식 고양은 페미
니스트 운동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식 변혁을 위한 교육과정
이었는데, 자신의 고민과 여성의 문제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방
식으로 공통된 체험을 통해 여성이 처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의식 고양을 위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두 가지 방
법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과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
자와 연구 참여자인 여성의 권력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 페미니스트 관점은 여성 개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여성 자신을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Harvey, 1996), 여성들의 경험과 제도적, 사회적, 문화
적 맥락 안의 상호적 영향을 가장 잘 드러낸다(Hartsock, 1998). 연
구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대인관계의 맥락 안에
서 미혼 여성의 사회적 성인 젠더와 경구피임약 복용 간에 작동하
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내고 분석하는데 중요하고도 특별한 관
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 방법론은 여성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두
고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권력 관계 불균형에
대해 성찰하는 것으로 단순히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인
식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하고 임파워링하고자(Hartsock, 2003) 한다.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듣고 여성을 임파워링하는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의 핵심 가치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간호
행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 간호사는 간호수행을 통해, 환
자에 진술에 의존하여 간호계획을 짜고 환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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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도록 돕는다. Gardner(1996)는 간호사가 환자를 그들 자신
의 경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여기고 환자
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해석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자료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을 통
해, 간호학 연구자 또한 건강을 위한 행동 및 인식 등의 변화를 위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Leslie, & McAllis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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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미혼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미혼 여성들의 경
구피임약 복용 경험 안에서 여성 자신이 표현하는 몸의 변화와 감
정, 인식 변화를 포착하고 경구피임약 복용을 시도, 유지하거나 그
만두는 이유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경험
과 이와 관련된 인식들을 면담하였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승인번호
IRB N0. 1512/001-018)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참여 전에 고지하
였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
우 연구 과정 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린 후 자
발적인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면담 도중 언제든지 불편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면담 시작 전이나 면담 중, 면
담이 끝난 후,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서 연구 참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면담을 진
행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얻게 되는 개인적 정보는 연구 분석에 필
요한 일반적 특성(나이,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직업, 가족관계,
이성관계 등)과 피임약 복용 특성(복용 이유, 복용 기간, 피임 방법,
기저질환 등)이며 질적 연구의 참여자 확인을 위한 전화연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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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를 위해 참여자의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수집하였
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 전, 연구 참여시 제공되는 소정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면담 시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이메
일을 통한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을 시점에 다시 사례를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 이후에도 모든 자료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코드화하여 원자료와 코드화한 자료를 따
로 보관하고 연구자만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녹음 및 전사한
자료는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제16조(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에 따라 5년 동안 보관 후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과거 경구피임약을 복용해본 적이 있거
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미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복용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
았지만, 여행, 업무 등으로 일시적인 월경주기 조절이 필요하여 단
기적, 단발적으로 복용한 경우는 수집하게 될 자료의 질과 양을 고
려해 연구 참여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진단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의학적 관리 안에서
피임약 복용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중단하기 때문에 복용과 관련
하여 경합하는 요소나 행위들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치
료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일부 미혼 여성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치료를 위한 처방약, 즉 ‘호르몬제’임에도 불구
하고 ‘피임약’으로 인식하고 복용하고 있는 미혼 여성들의 경험 속
에서 피임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미혼 여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의 성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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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정으로 복용을 중단할 수 없어 경구피임약의 장기 복용으
로 인한 몸의 변화와 이에 대한 미혼 여성들의 피임약과 자신의 몸
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표집방법은 광고를 통한 공개모집과 눈덩이 표집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다양한 계층의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기 위해 피
임 경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성포탈사이트 게시판, 대학 게
시판 등에 공개모집을 시도하였다. 둘째, 사적이고 개인적인 성(性)
경험을 연구자와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존재해야한다는 연구적 특성을 고려하여 눈덩
이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의 주변 지인을 통해 참여자를 소개
받았으며 1명의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눈덩이 표집
법으로 모집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12월-2016년 2월까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1) 면담장소 및 면담 소요시간

연구자는 각 참여자가 가장 편안해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장소와 시간은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참여자를 배려하여 참
여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정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
다. 1인당 면담횟수는 1회이며, 필요시(1차 결과분석 후 불충분한 부
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추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1회
면담시간은 최소 5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자료수집절차 및 면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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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연구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면담 장소를 결정하는 전화
통화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면담질문에 대한 설명서를 이메일로
보내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자기 소개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편안히 한 후, 연구목적과 내용을 다시 한번 설
명하고 면담 시작 전에 연구와 연구자, 면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
였고 “피임약을 복용한 과정 중심으로 본인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시
간순으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주요 면담질문을 시
작하였다. 면담질문은 연구자가 1인의 면담을 시행해 본 뒤 수정하
여 재작성하였고 매 면담 후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구하여 보완하
고 재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로 편안히 이
야기해 나가도록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면담을 이끌었으며, 중간 중간 연구자가 준비한 반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을 통해 면담내용을 보충해나갔다. 면담 시작 전이나 면담 중
또는 면담이 끝난 후에 면담 현장의 상황에 관한 관찰내용이나 연
구 참여자의 표정 또는 행동 변화 등을 기록하는 메모를 작성하였
다. 수집된 자료들의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확인한
후 연구를 위한 모든 면담을 종료하였다.
가능한 한 면담한 당일 연구자가 직접 면담 내용을 필사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전
화통화 혹은 이메일로 보충질문을 시행하여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3) 자료수집과정 동안 페미니스트 방법론 적용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스트 방법론에 따라 면담 시 연구자-연구
참여자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큰 장
애가 되었던 것은 연구자의 나이였다고 생각한다. 주로 20대였던 연
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30대 후반임을 면담을 위해 직접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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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세대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면담을 하게 될 줄 알았
는데 ‘진짜 연구에 참여하는 기분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연
장자인 연구자가 피임 또는 피임약에 대해서 20대인 자신들보다 경
험이나 지식이 많을 것이며, 따라서 20대인 자신들의 경험이나 인식
에 대해 정해진 틀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또는 세대 차이로 인해 잘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본인 또한 미혼임을 밝히고, 면담 중간 중간에 연구자의 피임 경험
을 포함한 피임약 복용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반응을 자
제하고 연구자의 과거 20대 경험을 계속 상기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 참여자에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치료목적으로만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연구 참여자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명의 미혼 여성들은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피임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
레 자신의 성경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 이전에 피임과 관련된 여대생들의 경험을 면담한 경험과
미혼 여성들의 성에 관한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인식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였기 때문에,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성경험과 피임경험을
처음 만나는 연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 내용
중 성관계나 성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성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음을 여성들에게 미리 설명하였다. 그
리고 성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그만 이
야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면담 중간에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이야기
해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부탁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미리
연구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연구 참여용 설명서와 연구 동의서를 읽
고 면담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임이나 성관련 면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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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괜찮다’ 등의 긍정
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석
사과정에서 여성학을 전공하였음을 미리 밝혔던 것이 자신의 피임
경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여성들, 미혼 여성의 경구
피임약 복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자신의 피임약
복용 경험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왜
곡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연구자와의 면담을 상대적으로 긍정적
으로 고려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중 두 명은 미혼 여성의 성경험이나 피임 자체에 대
한 연구자의 입장을 궁금해 하였는데, 정확히는 연구자가 미혼 여성
의 성경험이나 피임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확
인하고 싶어하였다. 연구자는 성과 관련된 미혼 여성의 경험에 대해
보수적이고 암묵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혼 여성의 성과 피임, 피임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미혼
여성들 자신의 경험과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소 안도하는 표정과 모습을 나타냈고 보다 적극
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페미니스트 인식론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인 페미니스트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Reinharz, 1992). 내용
분석 방법은 자료의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내용의 전체 범위까지 관련 주제의 제목과 맥락에 초점
을 맞추고, 주제나 카테고리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강조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드러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숨겨진 내용
까지 다룰 수 있다(Graneheim, & Lundman, 2004). 페미니스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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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은 특히 여성 경험을 해석할 때 나타나는 의미의 특수성
부터 일반적인 내용 사이의 관계,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 사회문화적인 구조 및 개인의 정체성(나이, 계급, 젠더
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Reinharz, 1992). 이를 위해,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에 대한
여성 자신의 경험 및 반응, 남성파트너와의 관계 및 반응, 미혼 여
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고 영향을 받았던 사회적, 문화적 인식
들,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속해있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중산
층 미혼 여성들의 인식 등을 반영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자는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
회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과
미혼 여성의 성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자료를 반복하여 읽어서 각 면담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맥락
안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의미에 대해 다
시 한번 더 필사자료와 메모 등을 같이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이나 경험에 매몰되어 해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 다음에는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 속에 드러나는 미
혼 여성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이후,
분석된 자료를 빈도나 주제별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의미들을
내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로 구분하고 분류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논문에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연구 내용에 따라 일부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이 편중되는 경향
이 있다. 이것은 물론 면담 내용 중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고 풍부한 설명이나 감정표현을 하는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이 특히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
그리고 일정한 면담 질문지로 모든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했지만
각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나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
응하는 부분, 즉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내용들이 있었다. ‘경
구피임약 복용 경험’에 관한 각 연구 참여자의 주된 관심사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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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좀 더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관해
한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참여자의 경험 내용은 다른 연구 참여자의 면접조사 내용과
함께 보완되면서 면담 내용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 생각한다.

6.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여성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석사과정 중에 페미니
스트 방법론, 페미니스트 인식론, 질적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였
으며, 페미니즘 방법론에 입각한 질적 연구로 석사논문을 작성하였
다.
연구자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피임연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
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피임으로 고민하는 여대생들을 상담한 경험
이 있다. 아울러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 연구들을
꾸준히 접하려고 노력해 왔다.
또한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
론과 질적자료 분석론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다수의 질적 연구에 참
여하여 실제 대상자들을 만나 심층면담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
을 수행하였다.

7. 연구결과의 질 확보를 위한 고려
본 연구의 엄격성 및 정확성을 위해서 Sandelowski(1986)의 질적
연구 평가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적합
성(fittingness),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따랐다. 이와 함께 페
미니즘 연구의 엄격성 및 정확성을 위한 평가기준을 고려하였다.
Hall과 Stevens(1991)가 제시한 10가지 평가기준은 성찰
(reflectivity), 신뢰성(credibility), 라포(rapport), 일관성(coherence),
- 31 -

복합성(complexity), 합의(consensus), 관련성(relevance), 정직과 상
호성(honesty & mutuality), 명명하기(naming), 그리고 관계성
(relationality)이다.

1) Sandelowski(1986)의 질적 연구 평가기준

신뢰성(credibility)이란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
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즉,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 또는 독
자들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과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대
로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면담내
용을 녹음하고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필사하고 면담 분위기와 면담
과정 중 표정 변화, 어감이나 목소리 변화 등을 생생하게 기술하였
다. 또한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최소화하기 위
해 성찰하고자 노력하였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은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를 확립하기 위하
여 연구보고서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헌고찰,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경로,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절차 등을 자세
히 기술하였으며, 자료 분석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다.
적합성(fittingness)은 연구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령, 피임약 복용 이유,
복용 기간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참
여자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깊이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1차 분석된 연구결과를 미리 동의한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연구 결과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검증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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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정된 내용을 결과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피임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은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중립성
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신뢰성, 감사가능성, 적합성을
확립함으로써 중립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2) Hall & Stevens (1991)의 페미니즘 연구 평가기준
성찰(reflectivity)은 연구질문, 연구설계, 연구가정,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지식 등 연구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은 불가능하며 적합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다. 우선 연구자는 미혼 여성들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경구피
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지지하며, 미혼 여성들의 성 생활과 피임행위
또한 지지한다. 연구자는 복용 목적이 무엇이든, 미혼 여성들이 경
구피임약을 복용하면서 느끼는 복잡한 경험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면담 전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 인식, 태도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을 즉시 성찰하
여 다음 면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은 여성의 경험을 묘사하고 설명한 연구자(연구
내부자)의 분석이 연구 참여자(연구 외부자)가 확인하여도 신뢰할만
한가에 대한 것으로 1차 분석 자료를 포함한 연구전반의 내용을 미
리 동의한 연구 참여자 네 명에게 이메일로 검증받았다.
라포(rapport)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현실에 얼마나 잘 접근
하였는지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심층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공유한
정도와 연구 참여과정 동안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연구
참여자의 편안함과 개방적 태도, 적극적인 연구 참여정도를 통해 관
찰하였고 다른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자발적 의
향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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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터뷰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터뷰 전 면담
에 대한 기대나 면담 예상 내용과 인터뷰 후 느낌과 소감을 확인하
는 질문을 통해 라포 형성 정도 및 심층 면접 여부와 범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표현일관성(coherence)은 타당성(adequacy)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연구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관찰, 기록, 반응, 대화 등에서 일관성을
나타내며 연구질문, 문헌고찰, 자료수집, 자료분석과 관련된 내용들
이 서로 끊임없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영향을 미치는지 반영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적․방법론적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복합성(complexity)은 페미니스트 연구가 실재의 복합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Hall & Stevens, 1991),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연구 참여자 개인의 특정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환경을 반영함을 자료 분석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결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구피
임약 복용 경험을 그 목적과 시간순서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여성 개인의 경
험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인식과 미혼 여성의 성과 피임약 복
용, 여성의 몸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입장, 미혼 여성들의 피임약
구입과 산부인과 이용 등과 관련된 경제적 생활환경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합의(consensus)는 여성들의 경험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 경험의 차이, 유사성은 무엇인
지, 특정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일정한 대표적인 특징
을 가정하고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다.
관련성(relevance)은 페미니스트 연구의 연구결과를 포함한 전반
적인 연구과정이 여성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이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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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자
는 연구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 관련성(relevance)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연구과정 내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직과 상호성(honesty & mutuality)은 연구과정에 대해 연구 참
여자에게 정직한 태도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이 과정은 연
구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연구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질문, 연구과정에 대해 면
담 전, 1차 분석 후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생각을 정직하게 설명하였
고 연구 과정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이해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명명하기(naming)는 연구결과를 분석하거나 주제어를 선정할 때,
그동안 배재되고 명명되지 못 하였던 여성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드
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연구내용 및 연구주제어 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구하였다.
관계성(relationality)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 못지않
게 연구자와 동료연구자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하며 이를 연구과정
에 반영해야하는 것으로, 여성학 및 간호학 전공자들과 연구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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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연령분포는 만 22세-30세로 평균연령
은 25세였다. 모두 미혼이며, 대학생 5명, 직업이 있는 참여자는 4
명, 대학원생 1명이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고 있었으며, 참여자 3명만 원가족에서 독립하여 살고 있었다.
경구피임약 복용 이유는 복수응답으로 피임 목적이 8명, 치료 목
적이 6명, 단기적 월경주기 조절 목적은 9명이었다. 이 중, 성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는 2명으로, 치료 목적으로만 복용하는 여성이었
다. 단기적 월경주기 조절 목적을 제외하고 피임 및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였던 경우는, 시간 순으로 치료 목적으로 먹다가 피임 목적으
로 먹는 경우, 피임 목적으로 먹다가 치료 목적으로 먹는 경우, 치
료 및 피임의 이중 목적으로 먹는 경우 등이 있었다. 경구피임약 복
용 휴약기 등을 제외한 복용 전체기간은 1개월에서 3년 이상으로
다양하였고, 복용한 피임약 종류 또한 개인당 1종류에서 4종류 등으
로 다양하였다.
면담 당시에는 총 4명의 연구 참여자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경구
피임약 복용이 아닌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현재 남자친구
가 없어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중 3명은 한번도 산부인과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
서 경구피임약을 구입, 복용하였고 한번 이상 산부인과에서 경구피
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었다. 이중, 치료
목적으로 산부인과 처방을 받는 2명을 제외하고 산부인과에서 처방
된 사전 경구피임약의 효과와 지속적 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검진
및 상담 때문에 산부인과 처방 경구피임약을 먹는 연구 참여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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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복용 초기에는 산부인과 처방 경구피임약
을 먹다가 처방 및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후에는 약국에
서 구입해 복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피임약 처방, 일반부인과검진,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방문 빈도는 각각 다양하였다. 한
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에 씌워진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인해 미혼 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힘듦에
도 불구하고(Lee, 2015), 본 연구에 참여한 미혼 여성들은 모두 1번
이상 산부인과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몸이나 여성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건강행위를 실천하고 있
는 여성들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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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임약 복용 관련 특성
참
복용 성경험 복용 이유1) 피임약 구입경로
결혼
교육
피임약
복용
여 나이 상태 정도 직업
전체기간 피임약
자
종류수 유무 (복수응답) 산부인과 약국
A 24 미혼 대졸 회사원 2년 이상
3
O
치료, 피임
O
O
B 25 미혼 대재 대학생
8개월
2
X
치료
O
X
C 22 미혼 대재 대학생 6개월 이상
2
O
피임, 치료
O
O
D 25 미혼 대졸 회사원
1개월
2
O
피임
X
O
E 25 미혼 대졸 프리랜서
3
O
치료, 피임
O
O
디자이너 2년 6개월
F 23 미혼 대재 대학생
1년
1
O
피임, 치료
X
O
G 22 미혼 대재 대학생
1년
1
O
피임, 여행
X
O
H 24 미혼 대졸 회사원 1년 이상
4
O
여행, 피임
O
O
I 24 미혼 대재 대학생
3년
2
O
피임
O
X
J 30 미혼 대졸 대학원생 2년 이상 4이상
X
치료, 여행
O
X

산부인과 방문
이유2)
여부 (복수응답)
X
O 치료, 피임
X
O
치료
O
O 피임, 치료
(피임)
X
O
검진
O
(치료 및 피임) O 검진, 치료
O
검진
(피임 및 치료) O
X
O
검진
X
O
피임
O
O
피임
(피임)
X
O
치료
현재 피임약
복용 여부

동거가족
친구
원가족
원가족
원가족
친구
원가족
원가족
원가족
없음
원가족

1) 피임약 복용 목적에 따라 시간 순으로 나열하거나 이중 목적으로 복용 중인 경우, 주된 복용목적을 앞에 서술함.
2) 시간 순으로 산부인과 방문 이유를 서술함.

2.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
경구피임약은 피임약인 동시에 의학적 치료제이다. 용법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임 효과와 비피임 효
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미혼 여성들
에게서 복용 초기에 피임(또는 비피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먹다
가 비피임(또는 피임) 효과를 경험하고 결국 두 가지(피임과 비피
임) 효과 모두를 얻기 위해 계속 복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관찰
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피임 및 비피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복용하거나 당
시 조건에 맞게 피임약 혹은 호르몬제 용도로 선택하여 복용하는
미혼 여성들의 경험을 피임약과 호르몬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효과와 복용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경구피임약의 의미가 미
혼 여성의 성, 몸, 건강에 대한 가부장적 의미의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를 반영하여 미혼 여성의 경험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임약은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 호르몬제
는 호르몬을 순수하게 뽑아내거나 합성하여 만든 약제로 각각 정의
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본
연구에서는 ‘경구피임약으로 지칭되는 약’의 효과를 크게 피임(피임
약)과 비피임(호르몬제)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비피임 용도는 생리전증후군(PMS)부터 무월
경, 자궁근종, 다난성난소증후군 같은 질병치료와 일상 삶을 운영하
는 방식의 하나로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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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
제1주제 : 성적 존재이자 피임 주체로서 갈팡질팡하는 나
1) 성과 피임에 대해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자책감
2) 내 몸과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3) 책임만 지고, 피임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 비참함
4)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함
제2주제 : 호르몬 효과로 출렁이는 몸과 마음
1) 임신예방을 위해 외면하는 약 부작용
2) 덤으로 얻은 피임 외 효과
3) 약 때문에 변한, 내가 아닌 것 같은 몸과 마음
제3주제 : 미혼 여성의 피임 통제권을 위축시키는 연애관계
1) 피임과 성에 대한 여성의 지식과 경험은 무시
2) 미혼 여성 임신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남성의 몰
이해
3) 연애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임약 복용
제4주제 : 스스로 움츠러들어 어느새 감추는 여성의 피임과 성
1) 전혀 열려있지 않아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성 교육
2) 접근하기 쉽지만 실제는 보여주지 않는 광고와 메스컴
3) 피임약에 대한 주변 시선의 경계 지점들
(1) 피임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함
(2) 숨기고 싶은 미혼 여성의 부인과질환
(3) 나의 성 경험에 대한 부모의 보수적 태도
4) 산부인과가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한 우려
(1) 문란한 여자로 취급되는 미혼 여성의 성
(2) ‘애 낳는 도구/기능’(으)로 보는 여성의 몸

* 경구피임약 복용 목적: 피임/치료/생리주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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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치 생리
임 료 주기
조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제1주제 : 성적 존재이자 피임 주체로서 갈팡질팡하는 나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들이 성생활을 하는 사실 자체는 비난받
지 않지만, 성생활이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터부시된다. 그래서 성
생활을 하는 미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
로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미혼 여성이 드러내놓고 피임하는 것은 꺼
려한다. 이 주제는 미혼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모순적인 사회
적 잣대 또는 이를 내면화한 자신에 대해 성적 존재이자 피임 주체
로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나타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혼 여
성들의 성생활은 비난하지 않지만 임신은 비난하는, 이중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성적 존재로서 자신에 대해 고민한다.
1) 성과 피임에 대해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자책감
20대 중반인 참여자 H는 ‘(미혼 여성이) 성생활을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임신하는 것은 비
난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미혼 여성들의 성관계에서 가
장 큰 이슈는 임신의 위험이다.

임신 걱정이 없는. 그런(임신) 위험을 최대한 낮춰서. 왜냐면 다 고
민하는 게 성생활을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
는데 ‘임신하면 어떡하지?’ 이게 주요 이슈니까, 저희 나의 또래 애
들은. 저는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린 나이인데 내가
이런 행위(성관계)를 하면서 혹시 임신이라도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니까.(참여자 H)
나이 어린 미혼 여성의 임신은 피임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서툰
피임행위, 또는 잘못된 피임행위를 하였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기 때
문에 성관계를 지속할수록 보다 피임율이 높은 피임법을 모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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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동기가 된다.
참여자 G는 경구피임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약사에게 자신이 성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추기 위해 호르몬제 용도
로 경구피임약을 구입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혹시 피임약을
구매한 것이 기록으로 남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품목이 표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네, 예전에는 (피임약 살 때 약사에게) 구차하게 변명을 했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 ‘여행을 가는데 생리를 3일부터 늦추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약사가 피임약) 먹어본 적 있냐 해서 먹어봤고 그래
서 머시론을 사려고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때는 카드에도 기록이
남는 게 싫어서 현금으로 샀는데, 어차피 물품별로 영수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현금으로 샀더라구요. 초반에는 카드로 (피임약
을) 사는 것도 혹시 누가 알까봐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카드로 사
고 당당하게 해요.(참여자 G)
참여자 G는 피임약을 호르몬제로 위장하기 위해 변명과 거짓말로
피임약을 구입하였던 일을 ‘구차한’ 행위였다고 회고하며 이제는 당
당하게 피임 목적을 밝히고 카드로 구입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초
기 피임약 구입 때 있었던 일로, 피임약을 호르몬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구입하는 행위는 많은 미혼 여성들이 피임행위를 감추기 위
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다. 현재 당당한 태도로 피임약을 구입
할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피임약 구입으로 인해, 자신의 피임행
위가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일 수 있다. 또는 약국에서 피
임약을 구입하는 행위만으로는 자신의 익명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피임약을
호르몬제로 위장하는 전략은 미혼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보
수적인 사회적 인식에 대한 대응으로 유용한 전략임에는 틀림없다.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피임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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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만 피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감출 수 있는 전략이 미혼 여
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경구피임약은 복용순응도가 높을 때 보다 높은 피임율을 보장한
다. 하지만, 경구피임약의 복용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정해
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인
의 생활을 일정 정도 제약하는 방식의 복용방법은 미혼 여성들로
하여금 경구피임약 복용의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부
담의 무거움을 느끼게 한다.

쓸데없는 자기성찰? 그 문제(과거에 경험한 낙태문제)가 아직 스스
로도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저 스스로 남자친구와
의 문제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게......‘그렇게 그 문제가 피임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나는 왜 자꾸 피임약을 까먹고 못
챙겨먹고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생각하거든요?(참여자 A)
피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하는 경구피임약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먹지 못 하
였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혐오,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으로 몸과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약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통제 당하고 엄격한 복용법 실행기준을 잘 따르는 지
의 여부에 따라 자신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미혼 여성들은 성적 존재이며 피임을 책임지는 주체로 피임약을
복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임신·출산 또는 성생활의 가시화와 같은
‘미혼 여성의 비정상성’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오롯이 감당해야만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고 있는 나, 미혼 여성’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피임 실천과 관련된 스스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
다.
2) 내 몸과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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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따르면, 미혼 커플이 선택할 수 있는 피임방법은 제한적이
며 제한적인 피임방법 중에서 미혼 남성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
임법은 결국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콘
돔 피임의 한계(피임률, 사용상의 불편함 등)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피임법은 여성이 해야 하는 피임법이
다. 그리고 본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피임법 중에서 가역적이면서도
미혼 여성으로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처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방문할 필요 없는) 경구피임약 복용을 선택한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미혼 여성들에게 경구피임약으로 피임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나온 이유는 임신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임신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미혼 여성의 성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들이 성관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 I는 콘돔
의 불편감과 그에 따른 성적 쾌감의 감소 때문에 스스로 경구피임
약 복용을 선택하였다.

남자친구랑 관계를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콘돔을 사용했는데. 알러
지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해서 어떤 콘돔 쓰
면 좀 따갑거나 뻑뻑하기도 하고 발진이 생긴 적도 있고, 그래서 제
가 콘돔 쓰기가 너무 싫더라구요. 그 고무느낌도 너무 싫고. 그래서
‘피임약을 내가 먹을까?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먹기 시
작한 거 같아요.(연구자 :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피임방법 중에 피임
약을 생각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보통 제일 유명한 게 콘돔
이랑 약인 거 같아서. 그런데 콘돔은 제가 싫어서, 남자친구는 그래
도 (나의 건강에 피임약 복용이) 안 좋을 거 같다고 하긴 했는데
‘아, 내가 콘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관계를) 하고나
면 너무 따갑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약을 먹은 거 같아요.(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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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I는 콘돔 사용으로 인한 몸의 불쾌한 느낌 때문에 성관계
시 만족할 수 없었고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먼저 경구피
임약 복용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A는 경구피임약 복용 이전에 주로 콘돔으로 피임을 하였
는데, 콘돔으로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임신이나 낙태 경험이 없는 다른 연구 참
여자에 비해 콘돔 피임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다. 참여자 A는
성관계에서 자신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도 좋고 중요하
지만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직
접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피임법으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
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임신이 안 되는 성생활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성관계 안에서 그걸 즐겼든 못 즐겼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성관계를) 서로 동의해서 했고 사랑해서 했고 너무 너무
즐거웠고 쾌락을 맛봤어도 결국엔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걸 겪어
야 하는 건 자기(여성) 몸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거 이
상으로 올 수 있는 (우선순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으로. (연구자 :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피임약을 되게 꾸
준히 먹은 거 같아요. 그 동력은 뭘까요?) 저는 일단 그 경험(낙태)
이 제일 컸겠죠. 그런 일(낙태)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일 큰 거 같아요.(참여자 A)
참여자 A는 성적 쾌락보다 중요한 것이 임신예방이라고 설명하면
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한다고 말한다. 이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
면,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보다 안전한 피임을 하면서 즐거운 성생활
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참여자 E처럼 경구피임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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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안은 강박적으로 피임약을 제때 복용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로 연결된다. 하지만 경구피임약을 먹는 기간이 길어지고 간혹 피임
약 먹는 것을 잊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콘돔을 병행하도록 남
자친구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거나 피임을 이유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해도 관계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서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짐을 경험한다. 경구피임약을 복용함
으로서 점점 사라지는 임신 위험성은 미혼 여성이 성생활을 안심하
고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맨 처음에 피임약을 아예 안 먹을 때는 이제 콘돔에 대한 불안정
함? 콘돔만으로는 완벽한 피임이 어렵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부담감 같은 게 굉장히 컸다고 하면. 이제 피임약 먹
으면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안정성이 높은 피임 방법을 쓴다?(는 느
낌이에요) 노콘(콘돔 없는 섹스)을 혹시 하더라도 (내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피임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
고. 그리고 그동안 몇 번의 연애를 하면서 이성과의 관계 자체도 약
간 변화해서 점점 안정적으로 변해온 거 같아요. 제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래서 피임이나 뭐 임신 공포증 이런 것들이 점차
계속 좋아진 거 같아요. 저는 피임약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참여자 E)
경구피임약을 다른 피임방법과 병행하면 임신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줄어들며, 간혹 다른 피임방법을 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임약으로 피임하고 있는 몸 상태라는
사실은 여성이 남성과의 성관계나 연애관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
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콘돔 피임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여성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은 자신의 성과 몸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
법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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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피임효
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쭈뼛 서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 이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콘돔을 병행하자. 그래서 콘돔도 한 박스 사
놓고 (약도) 시간을 잘 지켜먹으니까 다시 심리안정기가 찾아왔어
요. 그래서 확실히 원 파트너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피임법을 병행
하는 게 마음은 확실히 편하더라구요. 기분 탓이든 실제 효과든.(웃
음)(참여자 E)
적극적인 피임 실천은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성생활과 피임을 주
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힘을 가
진 자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경험이 된다.

네, 일단 저의 결정이 가장 컸고.......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뭔
가 구강피임약이 제일 좋은 거에요........사실 콘돔을 쓰는 피임은 어
떻게 보면 되게 남성중심적이잖아요. 남자가 컨트롤 다 할 수 있고.
저는 그 농담 진짜 싫어하는데, 정말 많이 듣는 게 ‘콘돔에 바늘 뚫
는다’ 막 이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끔찍한 얘기가 가능할 정도
로 콘돔은 되게 남성중심적인. 근데 그 반면에 구강피임약은 어쨌든
여성이 꾸준히 같은 시간 섭취를 하는 거고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
을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단지 피임의 목적 외에도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이 좋
고........물론 맨날 (먹는 걸) 까먹고 (그때마다) 난리를 피우긴 하지
만 어쨌거나 그건 내 잘못이고 내 책임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좋
은 거 같아요. 그것도 좋고, 몸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오히려 저의 몸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참여자 A)
피임약 복용을 통해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자유로운 성생활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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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을 하게 된 미혼 여성들은, 주위의 다른 미혼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피임 경험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주체
적으로 피임약을 사용하고 이를 다른 여성들에게도 권유하는 자신
의 모습을 통해, 기존 남성중심적인 성 문화에 억압당하지 않음으로
서 거기에서 해방된 정치적인 힘을 느끼게 된다.

어, 복용 전이랑 비교하면 해방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
테 (피임약 복용)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정말 답답해요, 파
트너 때문에 피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진짜 불안하면, 자기가 어
떤 방법으로든, 섹스를 하지를 말던가. 어쨌든 자기가 방법 하나를
강구를 해서 스스로를 안전지대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임신 부담감을 느끼고 싶지 않으려면 자
기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자기 스스
로가 섹스 자체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를 해야 되요.(참여자 E)
3) 피임 책임만 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 비참함
미혼 여성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피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를 온전히 경험하는 몸을 가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여성은 성관계 및 피임 결과 중 하나
인 ‘원하지 않는 임신’의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
문에, 남성보다 피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피임에
대한 책임을 남성보다 많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도 어쩔 수 없이 받
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임 결과에 취약한 여성의 몸과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 등은 미혼 여성이 피임의 책임과 부담에 대해 남성과 논의할
때, 여성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거부하기 어렵도
록 한다. 남성에 비해 피임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미혼 여성의 불평
등한 사회적 위치는 최악의 경우 비록 여성 자신이 피임을 하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피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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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을 만든다.
참여자 C는 성관계는 함께 즐기지만 피임에 대한 결과를 결국 여
성인 자신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정당하지 못 하다고 생
각한다. 또한 피임성공률이 낮은 피임을 하려고 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임은 하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위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한
다. 하지만 결국 임신과 출산을 하는 몸을 가진 건 자신이기 때문에
피임 부담에 대한 부당함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진다.

(피임약을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 같아요. 이 피임약이 정말 (몸에)
안 좋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 먹을 거 같은데. 그냥 남자
친구가 (정관)수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콘돔도 잘 안
하고 (제가) 피임약 먹기 전에는 질외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에요. 너무 짜증나고, 한달 내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
죠, 신체구조상. (참여자 C)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함으로서 성생활
에서 안정감을 찾은 것은 아니다. 면담 초기에 참여자 D는 성관계
는 하고 싶지만, 임신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며 그 공포증을 줄이기
위해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심히 걱정
되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를 포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사실 저는 임신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관계를 안 하고 싶기도 해요.
성관계가 싫은 건 아닌데. 성관계가 싫거나 제가 불감증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거기도(성관계도) 좋은 점도 있지만 임신이나 피
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웬만하면 (성관계를) 피하
고 싶고 미루고 싶은 마음도 커요.(참여자 D)
하지만 이후 면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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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관계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에 피임약의 건강상 이유
보다 피임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 하게 하는 이성 관계
내의 불평등한 구조가 결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참여
자 D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피임법인 콘돔과 함께 경구피임약
을 먹음으로서 이중피임을 통한 보다 안전한 피임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상대 남성에게 이야기 하였을 때, 처음 상대
남성은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임약으로 인한 참여자 D의 건강
문제를 염려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참여자 D의 피임약 복용이
어느 정도 지속되자 콘돔 사용 중단을 선언하였다.

처음에는 콘돔으로 했는데 불안해서 (피임약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
요. 그 친구가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약에 대해서는 ‘그냥
몸에 안 좋으면 먹지마라. 내가 그걸(피임) 할께’ 해서 그 이후로 콘
돔으로 하다가 결국 (제가 불안해서) 안 될 거 같아서 약을 먹었는
데, 그때 남자친구만 케이슨지 모르겠는데 (내가) 피임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서로) 이중피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는 콘돔이랑 피임약이랑 같이 쓰고 싶은데 이 친구는 ‘어차피 (네
가) 생리약 먹고 고생하는 거 굳이 (내가) 콘돔을 써야 되겠냐’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쓰고 안 쓰고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더 불
안한 거죠. 이왕이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싶은데 저는 완벽한 피임
이 목적이었으니까.(참여자 D)
참여자 D는 이중으로 피임을 하지 않으려는 상대 남성의 의견을
일견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이해해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중피임의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피임을 함께 책임지려고 하였는데 결
국 혼자서만 피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참여자
D는 얼마간 다시 콘돔으로만 피임하는 성생활을 한다. 결국 콘돔
피임만으로는 피임의 효과가 불안하였던 참여자 D는 다시 경구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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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먹고 이후 다시 상대 남성의 콘돔 사용이 중단되는 ‘피임법의
순환’이 발생하였다. 피임의 책임을 자신에게만 미루는 상대 남성의
태도에 실망한 참여자 D는 곧 다시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고
얼마 후 헤어졌다. 참여자 D는 피임에 대한 상대 남성의 태도 때문
에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였지만, 앞으로 할 연애에서 성관계
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다.
미혼 여성들은 비록 상대 남성에 의해 떠밀린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방어적인 피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억울함과 비
참함을 느끼지만, 상대남성이 피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자신
이 원하는 피임의 수준과 방법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
다.
4)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함
미혼 여성들은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관계를 보다 자유롭
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경구피임약 복용을 피임 방법
중에 하나로 적극 고려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남자친구가) 생기자마자 먹은 건 아니구요. 연애를 하다보니까 그
전하고는 다른 패턴(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독특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참여자 G)
참여자 G처럼, 미혼 여성들은 연애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남성과의
성 관계를 기대하게 되고, 그 성 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서 무엇을 준비하고 알아야 되는지 고민한다. 참여자 G는 미혼 여
성이 성 관계와 피임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일이 ‘독특한’ 일로 비춰
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참여자 G는 성에 대해서 무지해야하거나
적어도 잘 모르는 척을 해야 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지거
나 심지어 성적 매력으로 남성에게 어필되는 남성중심적 성 문화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 생활을 하는 주체가 피임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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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
만 피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성과 함께 여성도 피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구피임약을 선택한다.

당연히, 여자만, 여자가 피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는 아
닌 거 같구요. 남자, 여자 같이 해야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한테만 맡기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임신같은 일) 생
겨도 자기(여성) 손해잖아요. 자기 몸이고 여자도 피임을 굉장히 신
경을 써야죠(참여자I)
그들은 피임약이 단지 피임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외부의 판단이나 편견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의미없는 것이 된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여성이 피임하는 것을 안 좋게) 볼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찌질한 거죠. 내 몸 내가 알아서 하겠다
는데, 자기가 왜 내 몸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좀 그런 거죠. 그럼 평생 (성관계를) 하지 말고 살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피임을 철저히 해야 하는) 그렇잖
아요. 제가 뭐 혼전순결지키겠다는 사람을 막 비웃는 건 아니구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에요(참여자 I)
여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욕구, 즉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긍정적
일 때, 적극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함으로서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피임약을 5년 먹었더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
고 이게 막 엄청 특별한 일이 되는 건지 제가 좀 어리둥절해가지고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네요.(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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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I의 진술처럼,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임은 성 관계를 하는 두 주체가 공동으
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두 주체 모두 소외되지 않아
야 한다는 당위성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기준
보다 정치적 우위를 갖는다.

제2주제 : 호르몬 효과로 출렁이는 몸과 마음
미혼 여성들은 호르몬제인 경구피임약 복용을 통해 신체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신체적·정신
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변화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인 복용
목적을 위해 잠시 외면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약의 효과와 이에 따
른 몸의 반응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한다.
일정기간 피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미혼 여성들은 호르
몬제인 경구피임약의 피임 효과와 함께 피임 이외의 효과를 동시에
경험한다. 이러한 피임 이외의 효과에는 피임약을 복용하기 전에 갖
고 있던 호르몬 관련된 증상들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경험이 포함된
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뚜렷하게 느
껴지는 호르몬에 의한 몸의 변화에 놀라면서 인위적인 호르몬 조절
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1) 임신예방을 위해 외면하는 약 부작용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꾸준히 먹지 않거나 먹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
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복용 중
에 실제로 경험하는 부작용이나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호
르몬 조절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기적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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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걱정까지 모두 포함한다.
미혼 여성들은 참여자 D처럼 ‘특별히 피임약의 부작용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증상은 없지만’, 호르몬으로 인한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
서 조금이라도 복용 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호르몬제로서 피임
약이 미치는 영향에 놀라워하고 그 영향을 ‘자연스럽지 않은’ 부정
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달리 생각하면,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서 기능
하는 피임약의 특성상, 생리주기가 변하고 기분 및 신체의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도 ‘인위적인 것이 결국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은 피임약 복용을 더욱 불안하게 경험
하도록 촉진한다.

저는 피임약 먹을 때 소량이라서 큰 느낌이 없는데, 순간 ‘피임약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 정신적인 문제 때문인 건
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 때문인지 잠시 속이 거북하거나 미식거릴
때가 있어요. 평소에 (피임)약 먹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피임약에 대해서) 고민할 때 먹으면 그런 거북함이 생기는
거 같긴 해요.(참여자 C)
참여자 C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피임약을 먹고 싶지 않지만,
아직 확실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없고, 남자친구도 피임에 협조적
이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임신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피임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래도 (피임약을) 계속 먹을 거 같아요(웃음). ‘이 피임약이 정말
안 좋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 먹을 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그런 증거나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계속 먹을 거 같아요). 남자친구
가 그냥 수술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C)
참여자 C나 참여자 I를 포함하는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이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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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피임약의 부작용을 걱정하
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지금 피임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미혼 여성들은 불확실한 부작
용에 대한 불안감과 당장 피임을 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피임약
으로 인한 몸의 변화를 외면하면서 계속 복용하는 것에 대해 갈등
하고 있다.

엄청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너무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
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건 시판이 됐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지
만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막 생명이 위독해지고 옛날에 말라리아약 먹으면 간이 확 나
빠지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럴 정도로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
각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보편적으로 피임 방법 중에
하나가 안 되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 거 같아요. (물론)
나중에 ‘애를 못 낳게 된다’ 같은 거는 저도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지금 안 할 순 없잖아요.(참여자 I)
참여자 I는 피임과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5년 이상 피임약을 먹
고 있는데, 피임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임약이 몸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은 더욱 늘어난다.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먹고
있는 참여자 I는 혈관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몸의
영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2~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요. 이번에 갔을 때는 혈전검사도 한
번 했어요, 피검사.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그때 여름에 할머니도 혈
전 터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 돼서 (의사가) 혈전
검사 권하실 때 한번 받았고 그 정도 체크하는 거 같아요..........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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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호르몬제니까 오래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별 징후가 없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기도 하고. 저
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다가 혈전검사를 했는데 깨끗하다고 나오니
까 좀 더 (먹어도) 괜찮구나. 좀 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무슨
검사를 하고 해봐야지 막연하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 이걸 먹
으면 애를 못 놓고 막 뇌졸중이 오고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 같아
요.(참여자 I)
하지만 복용기간이 참여자 I에 비해 짧은 대부분의 미혼 여성들은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몸의 변화는 적당히 외면하면서 경구피
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덤으로 얻은 피임 외 효과
피임약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각기 달라도, 피임약 복용 전 참고
넘기거나 다른 관리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하였던 호르몬 관
련 증상들(생리통, 여드름, 불규칙한 생리주기)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미혼 여성들은 경구피임약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피임약으로서 뿐만 아니라, 호르몬제로서의 긍정적인 효
과는 이후 미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처음 참여자 A는 피임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였다. 하
지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생리통이 완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경험한 후, 피임을 할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경구피임약을 복용
하였다.

원래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하루 최대치가 8개인가? 타이레놀을 하
루에 8개 다 먹어도 누워있어야 될 정도로 되게 심한데 피임약을
먹으면 확실히 덜 하더라구요. 피임약을 못 먹어서 그 다음에 생리
를 하게 되면 또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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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하는 파트너도 없고 그럴(성관계를 할) 게 없는 데도 피임약을
먹는 거에요.(참여자 A)
참여자 A와 마찬가지로 참여자 F 또한 호르몬제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원래 복용 목적이었던 피임 효과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피임약을 먹은) 목적은..........꼭 피임을 위한 거라면 안 먹을
거 같아요. 저는 생리주기를 맞추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원래 (생리
주기가) 많이 불규칙한데 피임약을 먹으면 딱딱 맞춰지는 게 좋아
요. 생리할 때 복부팽만감도 없어지고. 아무튼 저는 피임약 먹고 나
서 불편한 게 많이 없어져서 좋아요.(참여자 F)
참여자 C는 처음부터 피임 목적과 함께 여드름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 즉 이중적인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였다. 참여자 C는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여드름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호르몬제인 경
구피임약이 따로 피부과 진료를 받을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든다는
사실에 더욱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피부과도 다니고 그러다가 (피임약
이 여드름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고, 피임목적도 있었고. 최대로
산부인과에서 두 달 먹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산부인과에도 가야
되고 약도 사야 되고, 삼만원 가까이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산부인과에 안 갔어요). 그 뒤로는 약국에서 샀는데 여드름에 괜찮
은 피임약을 검색해서 그 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참여자 C)
미혼 여성들은 여성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강상의 질환이나
불편감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통해, 경구피임약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구피임약을 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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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제로 재인식하며 비피임 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피임약 복용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건
강상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미혼
여성들의 피임약에 대한 보다 수용적인 태도와 상대적으로 부작용
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경구피임약
을 호르몬제로서 인식하는 직접적인 과정이었고 또한 그만큼 많은
미혼 여성들이 호르몬 변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에 고통
받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약 때문에 변한, 내가 아닌 것 같은 몸과 마음
호르몬 투여라는 인위적인 처치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은 ‘자연스
러운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결국 피임약을 먹는 것
이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근데 약간 뭔가 안 좋을 거 같긴 해요. 뭔가 어쨌든 인위적인 뭔가
를 하는 거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저가 딱 복약지시
서에 적힌 대로 시간도 한번도 안 틀리고 먹고 빼먹지도 않고 일주
일 쉬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모르겠는데(참여자 A)
참여자 H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기 전 몸무게보다 복용 후 몸무
게가 10kg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고 나서, 앞으로 가능한 한 피임약
은 먹지 않으려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미혼
여성들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참여자 D처럼 피임약으로 인한 자신의
몸이나 정서적 변화를 세심하게 느끼고 있었고 자세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여 몸의 변화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피임약을 계속 복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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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피임약을 먹고) 계속 못 자는 거에요. 피가 막 빨리빨리 도는
게 느껴지고 해서 그래서 그날 중단을 했어요. 저는 원래 생리가 30
일로 되게 규칙적인 편인데............그 날 하루 (한개) 먹었잖아요. 그
런데 생리를 48일 동안 안 했어요. 한 알 먹었는데 영향이 되게 크
더라구요. 18일이나 그 기간이 길어져서 ‘아, 되게 웬만하면 안 먹어
야 겠다,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피임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콘돔을 너무 못 믿어서. 마이보란가? 약을 바꿔서
먹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었구요. 근데 그냥 그렇게까
지 못 하겠다 해가지고 피임약을 그때부터 안 먹었어요. 마이보라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어떤 부정출혈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
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은 없어요. 근데 막 이게
느낌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불쾌한 그런 건 있어요. 몸
이 바뀐다는 느낌은 좀 많이 들거든요, 이걸 먹었을 때. 그러니까
심하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이건 아닌데 기분이 약간 이렇게
조울증처럼 좀 그럴 때도 약간 있었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그냥
느낌상 불안해서? 감정적인 거 때문에 혹은 약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약이 아무래도 호르몬 제제니까 저의 기분이나
저의 몸 상태에 대한 효과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참여자
D)
참여자 E는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먹었던 첫 번째 피임약 복
용 당시 부작용을 경험하고 나서 호르몬제인 경구피임약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별한 생리 전 증후군이 없어도) 그래도 (생리를 하는 건) 불편하
죠. 저는 별로 생각 없었는데,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래
서 그때는 엄마도 저도 피임약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약이 좋은 게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마도 포함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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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수치가) 되게 높은 걸 먹은 거 같아요. 그래서 (피임약 복용
후) 너무 어지럽고 차만 타면 토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임약
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참여자 E)
이후, 참여자 E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피임약을 복용
하였다. 면담 당시에는 피임약을 치료제 및 피임 용도로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 연구결과의 중간 평가를 피드백 받기 위해 연구자가
연락하였을 때는 치료를 위한 복용 기간이 끝나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중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제가 그때 (이전)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피임약을 통해 내
몸의 통제권을 갖게 되고, 임신공포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기쁘고
당당하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4개월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혹이 1센치 미만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치료목
적으로 먹던 피임약을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
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나이를 먹었나보다. 예전과 같은 감정이 느
껴지질 않네. 예전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예전엔 왜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찼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그거 때문에
심리상담도 받았었어요. 근데 피임약 끊고 2주 만에 제 옛날 감정과
감수성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더라구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이상
한데, 긴 잠에서 깨어난 기분? 감각도 다시 예민해지고 삶에 활기가
돌고 성욕이 불처럼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이제는 제가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면서 무기력증, 무감증 때문에 일
종의 우울증을 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피임약 자체를 원
망하지는 않아요. 피임약이 제게 가져다줬던 신체의 자율성, 임신
공포증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것들이 그 시기의 저에게는 꼭 필요했
던 요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 이게 우울증이고 피임약과
관련된 거구나’ 하고 진작 깨닫고 중단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을 끊고 나서) 배란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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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원하고, 음악을 느끼고 하는 등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가
엄청 커요. 이게 원래 저였는데, 잃어버렸던 저를 찾은 기분이랄까
요.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은 신체가 주는 기쁨도 이렇게나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호르몬의 조절이 미치는 영향이 커다랗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피임 목적으로는) 피임약을 찾게 되진 않
을 것 같아요.(참여자 E)
참여자 E는 첫 번째 면담 당시 치료용으로 피임약을 먹고 있었지
만 피임 목적의 효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특별한 부작용도 없다고 하였다. 그때 연구자는 그녀가 처음에
는 치료용으로 먹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피임과 관련된 복용 경험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피임과 관련된 복용 경험을 보
다 많이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치료를 위한 장기간
의 피임약 복용이 끝나고 나서 경험하게 된 정서적인 변화는 참여
자 E에게 ‘삶을 즐기고 느끼던 자아’를 찾은 경험을 가져다줬다. 그
녀에게 경구피임약은 더 이상 피임약이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약
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나 자아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녀의 자연
스러운 호르몬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제가 되었다.

제3주제: 미혼 여성의 피임 통제권을 위축시키는 연애관계
미혼 여성들이 피임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특히 성관계 파트너
인 남성과의 관계나 피임에 대한 남성의 태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생활을 하는 미혼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 또한 성생활을 하는 미혼 여성들을 드러내놓고 비판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생활을
하는 미혼 여성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일 뿐이다. 아직까지도
미혼 여성들은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
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가급적 남들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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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는 상황을 꺼려한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미혼 여성 개인
의 성생활과 피임행위를 알고 있을 성관계 파트너인 남성이 취하는
피임에 대한 태도는 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대인
적 요소이다.
이 주제는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피임목적으로 선택하고
복용하는 과정 안에서 남성 파트너, 연애 관계, 생물학적 여성의 사
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피임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이 위축되는 과
정을 나타내고 있다. 적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이 피임에 협조하지
않는 남성 파트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였다.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관계나 피임의 결과가 미혼 여
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피임법 중 하나인 경구피임
약을 수용하였다. 또한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연애 관
계나 이성관계 내부에서의 권력 차이로 인해 피임과 관련된 협상이
쉽지 않았다.
1) 피임과 성에 대한 여성의 지식과 경험은 무시
과거 피임약을 복용하였을 때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었고 낙태 경
험으로 인해 임신공포증이 더욱 심한 참여자 A는 반드시 경구피임
약을 먹어서 피임률을 높이고 싶어한다. 참여자 A의 입장에서 성생
활을 계속 하려면 경구피임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임약 복용
때문에 있을지 모를 건강상 위험을 걱정하며 피임약 복용을 반대하
는 남자친구에게 ‘자궁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남자친구
는 여자친구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자신이 대신 콘돔 피임을 하겠다
고 하지만, 참여자 A에게 콘돔만으로 피임을 하는 것은 성관계 자
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
한 맥락, 즉 콘돔으로 피임할 경우 참여자 A가 절대 편안한 마음으
로 성관계를 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리 없는 남자친
구에게 ‘자궁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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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약을 안 먹었으면 하는 거에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연구자 : 어떻게요?) (특별한 증거 없이) 자기
말로는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가 있는데 no
자궁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내주면서 (나는)
먹을 거라고 (말해요). 나는 먹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
는데 그거 때문에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참여
자 A)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상대 남성들보다 피임에 대해 더 관심
을 갖고 있으며, 보다 많은 피임 관련 정보를 알고 있고, 더 정확하
고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임과 성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이 피임
에 대한 책임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쨌거나 약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두려운 행위인 것도 맞고
꾸준히 뭔가 해야하는 의식적인 행위잖아요. 먹으면서 ‘나는 피임을
하고 있는 여자야’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아이를 가지게 될
몸은 이 몸인데. 뭔가 이 모든 부담을 다 져야 되고. 피임문제에 대
해서도 자기 발언권을 많이 못 갖는 거 같아요, 여성들이(참여자A)
참여자 A처럼 피임약을 먹는 매일의 행위를 통해, 미혼 여성은
피임이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되고 이를 실
천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고민한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이 갖고
있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은 피임을 조절하는데 고려해야 하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한다.
대학 교육이나 사회적 변화를 통해, 성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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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 A 같은 여성들도 결국 생물학적으로 자
신이 피임에 소홀할 경우 겪게 될 결과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
는 ‘여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생물학적 조건은 여성의 주체성을 근본적으로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타고난 조건으로 여겨지거나 적어도 긍정적으로 형성
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과 피임에 대한 남성의 지식과 경험은 사회적
으로 격려되고 인정받는다. 피임이 성생활을 하는 남녀가 함께 책임
지고 실천해야 하는 행위이고, 만약 보다 편하고 간편한 방법이 있
으면 여러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
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피임을 하는 것은 ‘특급 칭찬’을
받는 특별한 일이 된다.

학교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피임약을 먹게 하는 남자는 되게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영향을 좀 받는 거 같아요. 내 남
자친구는 ‘네가 스스로 (피임을) 안 해도 다 해준다’, 이런 식의 인
식이 되게 강한 거 같아요(참여자 H)
남성이 피임을 책임지면, 그는 상대 여성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
으로 평가받고 여성이 피임을 책임지면 상대 남성은 여성을 배려하
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비난받는다. 이에 비해, 여성은 피임을 책임
지더라도 상대 남성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으며
남성에게 배려 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자신의 의견(남성에게 피임
하라고)을 말하지 못 하는 ‘수동적인 주체’로 의심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이 피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피임 관계
에서 여성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피임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과 의도는 피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참여자 G
는 피임에 대해 무지한 남성 파트너와 피임과 관련된 결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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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거부한다.

남자친구는 몸에 좋지 않은데 왜 (피임약을) 먹느냐 했는데 나도 다
알아봤는데 나는 임신하는 게 더 싫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오케
이를 했고. ‘이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피임약을 먹는다
고 해서 네가 콘돔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오케이 했던
거 같아요. 저는 콘돔만 쓰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제가) 남
자친구를 사랑하고 말고를 떠나서 (피임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에
요. 언제 콘돔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삽입 후에 할 거 다 해놓고.
(참여자 G)
2) 미혼 여성 임신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남성의 몰이해
연구에 참여한 미혼 여성들 중에는 경구피임약 복용과 함께 임신
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었고, 이와
반대로 오히려 피임의 책임이 여성 자신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임
신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피임 책임의 무게감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참여자 E는 경구피임약을 먹기 시작한 후 상당기간 동안 임
신에 대한 공포와 함께 혼자 책임지는 피임에 따른 부담감이 심했
다고 말한다.

왜냐면 초반에 먹을 때는 콘돔이랑 피임약을 먹었는데, 주로 그거
(피임약)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너무 편해서. 그거(피임)
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올라갔었죠. 어쨌든 임신 공포증이라는 게
한꺼번에 치워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좋아진 건데.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임신 공포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 먹는) 시간 조금이
라도 어기는 거? 그 다음날 빼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급히 먹
는 거? 그 다음날 진짜 심한 경우에는 오늘은 수요일인데 화요일
꺼(피임약)도 동그랗게 들어있는 거 에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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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죠, ‘진짜 바보 같은 게 진작 (콘돔과 피임약) 병행을 하지. 그
게 좀 후회스럽기는 한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많았을
까.(참여자 E)
참여자 C는 성관계 결과가 여성에게 보다 불리한 것에 대한 남성
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해는 남성이 여성을 배려해
선의를 베푸는 수혜적 의미가 아니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맥락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함께 하는 일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는 평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두렵더라도 항상 제가 참았던 것 같아요. 지
금 느끼는 생각은 아무래도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다 보니
까 연애에 있어서도 균등한 상태가 아니고 약간 다 맞춰주고 배려
하는 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원래 제 의견을 당당
히 말하지 않고 상대에게 언제나 맞춰주는 것도 있구요. 그런 이야
기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서로가 정말 균등하고 당당한 상
태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역시 관계 참여자로서 같은 입장
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계의 결과는 여자 쪽에게 더 크게 다가오
니 여자를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참여자 C)
참여자 A는 남성들이 여성의 입장을 잘 알지 못 한다고 생각한
다. 미혼 여성이 임신하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사회적으로 미혼 여성의 피임 실패가 여성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
동하는지, 여성이 임신·낙태로 인해 겪게 되는 건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남성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참여자 A의 건강을 걱정하며 피임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남자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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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고) 콘돔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본인
(남자친구)이 무척 조심하는 편이어서 콘돔을 쓰긴 쓰는데 저는 그
래도 약을 먹고 싶죠. 거짓말하고 먹을 수는 없을 거 같고. 왜냐면
자주 보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제 스스로도 뭔가 거짓말하면서 먹
고 싶진 않은데. 이 친구는 계속 말리는 상황이에요. 계속 안 먹었으
면 좋겠다고. 본인 생각에는 그게 건강에 안 좋은 이유라고 생각을
한 대요. 콘돔을 쓰면 피임이 되는데 네가 그걸 먹으면 (건강에 좋
지 않잖아). (남자친구의 반응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면 (내
가 약을 먹으면 남자는)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싫다고 하니까 일단은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참여자 A)
물론 참여자 A의 생각과 달리, 남자친구는 피임과 관련된 여성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여자친구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되어 피
임약 복용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여자 A의 과거 이성관계
경험이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
만, 결국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본인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성 자신이다.
3)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임약 복용
미혼 여성들이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고민할 때, 당시
만나는 남성과의 연애가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존중하며 나
눌 수 있는 관계인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상대
남성들과 함께 성에 관한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피임과
관련된 여성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존중받을 수 있
는 관계인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의사소통이 잘 이
루어지지 않은 관계이면, 여성 자신이 피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경
구피임약 복용을 선택한다.
미혼 여성들은 피임에 비협조적인 상대 남성 때문에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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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데, 상대 남성들이 아예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혼 여성과 상대 남성, 각각 자신이 원하거나
만족하는 피임의 수준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전통적인 피임법인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으로 피임하는 것에
만족하는 데 비해, 여성들은 인위적인 기구나 약 등을 이용한 좀 더
방어적인 수준의 피임법을 원한다. 남성이 콘돔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미혼 여성들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C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자신의 피임 행위가 콘돔을
회피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행위라고
단정한다.

어쨌든 저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고, 사랑하는 사람이 콘
돔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아주 수동
적인 피임법이었어요. 저도 (성관계 자체는) 콘돔 없이 하는 것을
더 선호하긴 했지만 그래도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콘돔을 사용하
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콘돔 사용을) 극구 반대하였고, 결국
상대에게 이끌려 언제나 콘돔 없이 관계를 하거나 질외사정법으로
피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렇다고 제가 상대에게 콘돔을 잘 요구하지도 못했기 때
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피임약 복용이었어요.(참여자 C)
참여자 C는 콘돔 사용하기를 극구 거부하는 남자친구의 의사를
꺾을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이 피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C가
연애 초반 남자친구에게 콘돔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지만 남자친구
는 그때마다 ‘능글맞게’ 상황을 넘기며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애한 지 1년 이상 되어 좀 더 편하게 성관계나 피임에 대해
남자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참여자 C의 남자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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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사용을 거부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이 끝나고 이후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자 C에게 연락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요즘은 피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
데 여전히 남자친구는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참여자 C가 피
임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덧붙여 그녀
는 남자친구에게 함께 피임에 협조하도록 자신이 강력하게 요구해
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친구가 콘돔 사용을 워낙 싫어하고 자신
이 아직 남자친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경구피임약을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표현하였다. 그녀는 연애관계에서 힘의 차이, 즉
상대를 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의 열등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강하게 피임을 권하지 못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참여자 C가 자신의 피임 경험을, 한쪽에게 다른
한쪽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권력 차이 문제로 파악
하여 자신의 피임행위를 수동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타깝다.
참여자 C가 생각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는 식의 낭만적 연
애 각본에서 잠깐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과 미혼 남성의 임신이 얼마나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 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미혼 여성의 피임약 복용을 드러내기 힘든 보수
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성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임
을 실행하는 행위를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주체성을 지나치
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제가 그때 피임목적으로 멜리안을 먹었을 때, (피임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임신) 공포가 너무 심해서 공포 때문
에 생리가 늦춰지는 거에요, 심리적인 거였는데. 임신이 아니었는데
(생리가) 늦어져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자친구도 그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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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너무 미안해하고. 서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제가 (피임약
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전남자친구는 조금 안 좋
아서 제대로 (콘돔) 피임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약을 먹은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피임 때문에) 저
는 그걸 많이 싸웠었어요, 사실은.(참여자 H)
참여자 H는 제대로 피임(콘돔)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임
신에 대한 공포가 심해졌고,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결국
자신이 피임약을 먹는 것을 선택한다. 참여자 H는 피임약을 먹게
된 계기로 먼저 임신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였지만, 실은 제대로 피
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임신에 대한 공포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
로 보인다. 참여자 H의 피임약 복용 행위는 남성이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임에 대한 부담을 여성이 모두 지는
방식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피
임약 복용을 선택함으로서, 피임에 대해 남성의 협조를 구하고 부탁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스스로 피임을 하는 능동적인 위치로 이동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 C는 남자친구가 연애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수동적
인 입장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 연애 관계 자체에서의 권력 불균등
때문에, 참여자 C는 피임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

제 경우는 나이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아무
래도 저는 그 사람이 첫사랑이자 첫 경험 상대였고.......연애에 있어
서 능수능란하고 (약간은 능구렁이 같은) 그런 모습이 끌려서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때에도 능구렁이 같이 질외사정
을 하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저는 당시 너무
좋아할 때는 임신을 하더라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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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관계를 주도하고 여성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연애관
계는 낭만적인 연애관계의 하나로 인식해왔다. 남성이 주도하는 방
식의 연애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남성의 태도 또한 낭만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성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당하고 경찰
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사랑싸움 적당히 하라’든지
‘남자친구가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는 식의 사람들 반응은 새
삼 놀랍지 않은, 예상 가능한 반응 중의 하나로 아직 존재한다. 따
라서 여성의 삶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임과 관련된
논의는 여성의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평등한 연애 관
계를 형성하도록 남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참여자 E는 연애 이전부터 자궁물혹을 치료하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피임은 콘돔과 함께 이중피임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뭔가 중대한 결정을 같이 내릴 수 없는 상대’와
의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임의 책임과 결과 또한 참여자 E
자신이 완전히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참여자 E는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상대남성에게 굳이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임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 이제 안정된 관계인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이랑 만났는데......둘 다, 좀 슬프긴 한데.....어쨌든
좀 콘돔 안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형이어서 (제가) 강요는 할 수 없
지만. 만약 제가 (치료 때문에) 피임약을 먹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
도 저에게 피임약을 먹을 것을) 강요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강력하게 콘돔 없는 섹스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당시에는 서로
좋은 게 섹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 노콘(콘
돔 없이)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관계를 계속 했었던 건데. 서로 안
정감 있고 신뢰감 있는 관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임을) 피임약에
- 71 -

만 의존하고 만약에 내가 피임약을 잘못 먹어서 임신이 되더라도
얘네랑 뭔가 중대한 결정을 같이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신뢰
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 불안감이 컸었죠. 피임이 완전
히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상호의사소통이나 둘의 의지, 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애를 가지게 되면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도 (임
신에 대한) 결정은 완벽하게 내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
였었죠.(참여자 E)
참여자 E는 과거 감정적 교류나 신뢰가 적지만 육체적 쾌락에 집
중하는 연애를 하였다. 참여자 E에게는 피임에 대한 상호의사소통이
부족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연애에서는 ‘서로 감정 상
하는 일 없이, 기분 좋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피임이나
임신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상대 남성과 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였지만, 참여자 E는 결국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피임
이나 임신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경구피임약 복용 같은
여성피임법을 수용하였다.

일단 제가 단순히 육체관계를 원했던 남자한테도 굳이 명목상으로
는 만나는(사귀는) 관계로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딴 관계보다 저
도 육체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어쨌든 상호 좋게, 둘 다 기분 좋게
(성관계를) 하는 게 좋은 거니까. (피임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하더라
도 맞춰준다든지, 불안하더라도 콘돔 안 쓴다던지, 이렇게 (상대에
게) 맞췄던 거 같아요.(참여자 E)
참여자 D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에서는 피임에 대해 더
욱 더 강박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미혼모에 대해서 부
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은 결혼을 전제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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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애와 성생활을
하지만,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미혼 여성에게 임
신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사고이며, 이는 반드시 보다 더 완전한 피
임법을 사용해서 임신을 예방해야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피임법을 선택할 때에는 남성파트너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임신이라는 결과를 함께 감당하고 그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제가 사실 결혼, 만약에 그 다
음에 만날 분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상황이 바로
애기를 낳아도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싶으
면 저는 이렇게까지 (피임에 대해) 강박증을 가지진 않을 거 같아
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학생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친구랑 뭐 그
런 깊은 미래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이
되면 ‘아 이거는 정말 고민될 수도 있겠다’ 그런 미래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지.(참여자 D)
참여자 E는 성관계와 쾌락, 좋은 분위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
이 피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피임 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E는 피임에 대해 자유롭게 상
의할 수 있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심리적인 안
정감을 찾았고 이러한 안정감으로 인해 성생활로 인한 즐거움이 더
욱 증가하는 경험을 하였다.

(현재) 오랜 사귄 파트너로 바뀌고 나서 제가 원할 때는 콘돔이랑
(언제든지) 병행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약간 불안정한 성관계? 불안
정했다고 치면 지금은 오래 되기도 했고 편하고 여러 가지 좀 신뢰
관계가 있는 상대라서. 단순히 ‘너를 믿어’ 라는 신뢰관계라기 보다
는 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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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고, 언제든 제가 원할 때 더 안전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게 확실하니까. 혼자 한다는 부담은 정말 없어졌어요.
(연구자: 피임방법으로 인한 안정감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관계의
효과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참여자 E)

제4주제: 스스로 움츠러들어 어느새 감추는 여성의 피임과 성
이 주제에서는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피임과 성, 몸과 관련된 자기결정권들을 억압받거나 이중적인 전략
을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살
펴보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은 여성 개인의 생애에 걸쳐 지
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부장적 기전들을 드러낸다.
1) 전혀 열려있지 않아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성 교육
연구에 참여한 미혼 여성들은 모두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성 교육
을 받았지만, 여전히 청소년기 여성들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적 가정 하에서 진행되는 성 교육은 피임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피상적이며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솔직히 도움이 안 됐어요. 특목고다보니까 애들이 그런 것(성)보다
공부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
고. 실제로 수능이나 공부를 제외한 다른 활동들은 중요하게 생각하
지 않으니까 성교육을 해도 짧게 했었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자위를 깨끗하게 하는 법 같은 남자애들한테 해당되는 내용
만 하고 여자애들과 관련된 얘기를 거의 안 하시고 그랬어요. 피임
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오히려 성에 관심을 가질까봐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그냥 기숙사에 있을 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나 하고 그랬죠. 저는 솔직히 제가 스스로 더 찾아봤어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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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지만 이것 저것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런 식이었어요.(참여자 G)
참여자 G가 받은 성 교육의 문제는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공되는 정보까지도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는 전혀 쓸모없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도 솔직히 콘돔이면 완벽하게 피임이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심지어 생리 주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어본 애
인데도 정말 피임 목적으로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구
요. 피임약을 먹어도 생리처럼 출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먹다가 놀라고.(참여자 G)
연구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받는 거의 유일한 성 교육에서 여성
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피임약 복용 방법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여성이 피임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이 이성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하고 피임을 하고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그 과정마다 사
실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여성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피임을
하고 성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것이다.

피임약이라든지 단순히 콘돔 씌우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는 중
학교에서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물론 안 하는 거보다 낫겠지만
이것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같아
요. 자기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든가 매 순
간 파트너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를 모르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성관계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가 선택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대처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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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성교육이 정규교육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한국이 유
교사회라서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막 설명할 수 없으면 적어도 학
교에서는 해야죠. 모든 걸 다 가르쳐줄 순 없겠지만 피임이나 이런
문제에 여성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한테 주체적 결정권이
있고.........이런 힌트가 될 수 있는 정보라도 들어오면 훨씬 자기가
능동적으로 다른 정보도 찾을 수 있고 성관계를 맺을 때도 능동적
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라도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루트
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자라오는 동안에도 없었어요(참여자 F).
참여자 F는 이런 식의 성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적으로 전
혀 제공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성생활과 피임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접근을 오롯이 자신의 경험과 시행착오로 획득하
였다는 점에 대해서 화가 나있었다.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여성의 성에 대해 진지하거나 개방적인 교육 및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성 교육을 받았던 그 당시와 그 이후로 한참동안 성이나
피임을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렇잖아요. 쉬쉬한다는 것, 숨기는 것. 뭔가 도덕적으로나 실제적으
로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좋지 않은 것이니까 저렇게 숨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건강에 안
좋은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참여자 I).
2) 접근하기 쉽지만 실제는 보여주지 않는 광고와 메스컴
연구에 참여한 미혼 여성들은 미혼 여성의 성과 피임을 공개적으
로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피임약 광고 등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그러한 노출이 성이나 피임과 관련된 미혼 여성
들의 주체적인 자기결정권 행사와 실제로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의심과 걱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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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는 제 친구 엄마 말씀도 그렇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도
조금은 변한 것 같고. 미디어적으로 미혼 여성의 성이나 피임이 공
개적으로 인식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마녀사냥 같은 프로그램
에서 같이 웃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달라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실
제 산부인과를 가거나, 아,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겠지만요, 의사를
만나는 건 아직도 어려운 거 같아요.(참여자 C)
사실 사회적 시선도 우리나라에선 이중적인 거 같아요. 결혼한 여성
한테는 성적 발언이라든지 경험을 나누고 산부인과 가는 것도 너
무 자유로롭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혼여성한테는
물론 요즘 마녀사냥이라든지 SNL 이런 프로그램도 많지만 여성의
주체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서 또 다시 오히려 이중성이 있죠. 쟤는 되게 솔직하네 하면서도 뒤
에서는 걸레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자들끼리도 재밌는 게 다 성경험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낙태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주홍글씨처럼 비난을 받
거든요. 여자들 급을 계속 나누죠. 성경험은 모두 있지만, 동거한 사
람을 더 문란하게 본다든지, 그러니까 미혼 여성이 자기 성적 욕구
나 성적 주체성을 표현하기는 너무 힘든 사회인 거 같아요, 아직까
지는(참여자 D).
피임약 광고도 마찬가지이다. 광고 속에서는 마치 피임약을 복용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행위인 거처럼 묘사된다. 물론 피임
약 광고 속의 발랄하고 화사한 이미지는 미혼 여성의 성과 피임이
감추거나 숨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보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저는 (피임약 광고가) 좋은 거 같지만 사실 부모님이랑 보면 여전히
민망해요. 그래도 광고가 너무 어둡게? 진중하게 되면 다들 더 (피
임약 복용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너무 장난식으로
- 77 -

표현되면 안 되지만, 차라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공개적
인 장소에서 드러내지 않으니까 더욱 더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참여자 I)
하지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광고의 특성상, 경구피임약 복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들 예를 들어, 피임약의 부작용이나
미혼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피임의 주체가 될 수 없
다는 사실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저는 피임약 광고에서 안전한 약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죠. 어머
니께서 피임약이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해도
전 괜찮을 줄 알았는데........광고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호르몬 함량
이 제일 낮고 ‘가벼운 나를 위한 약’ 이런 식으로.......다른 여성분들
은 피임약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H)
네, OOO 씨가 출연한 광고가 한때 유명했잖아요. 그 분이 광고하면
서 제일 여성호르몬이 적다 그래서 먹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약
간 몸에서 떨림? 새벽에 막 몸이 막 떨리고.(참여자 D)
여성도 스스로 피임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좋았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여성 스스로 피임을
하지 않으면 뭔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주는?
물론 성관계를 하는 이상 여성에게도 피임의 책임이 있지만........어쨌
든 임신을 하게 되면 남성에 비해 특히 여성에게 그 비난이 쏟아지
는데.........피임약을 안 먹었으면 나중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 생
겨도 너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갔나요?(웃음)(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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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임약에 대한 주변 시선의 경계 지점들
미혼 여성들이 피임약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때뿐만 아니라,
호르몬제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 생리주기를 조절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
우, 경구피임약은 피임약이 아니다. 따라서 미혼 여성들은 주변 사
람들의 판단이나 시선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호르몬제인 경구피임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생식기나 생식기능과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은 피임약이 아닌, 호르몬제로
인식된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피임약으로 복용할 때 영향을 미치
는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는 사라진다. 하지
만 대신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으로서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먹을 때와
같은 호르몬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들은 피임약과 마찬가지로
치료목적으로 복용하는 호르몬제로서의 경구피임약 복용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피임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함
사회적으로 생리를 미룰 수도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미혼 여성들
은 경구피임약을 호르몬제로 당당하게 복용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미혼 여성 대부분은 10대 청소년기에 처음 경구피
임약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학능력시험 날짜와 생리날짜가 겹쳐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수학여행, 수련회 같은 외부활동 시에 경구피임약을 호르몬
제로 활용하여 생리를 늦추었다.

처음에 그 수학여행이랑 생리날짜가 겹칠 거 같다고 하니까 엄마가
조금만 먹자 하셔가지고 미뤘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
이 생리를 미루려면 약 먹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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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당시, 참여자 C는 피임 목적과 여드름 완화 효과 때문에 6개
월 이상 피임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피임약의 부작용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처음 생리를 미룰 목적으로 호르몬제인 경구피임약
을 접했을 때는 피임의 이미지나 피임약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고 회상하였다. 참여자 C
는 생리를 미뤄주는 호르몬제가 경구피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
지만, 참여자 I와 같이 ‘생리를 미뤄주는 호르몬제’가 피임약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었다.

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수능 가까워오는데 좀 겹칠 거 같다 그랬
는데 같이 기숙사 쓰는 친구가 약 먹으면 늦춰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피임약을 먹으면 늦춰진다는 건 모르고 생리 늦춰
지는 약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국을 갔는데 피임약을 주더라구
요. 그때 ‘아, 피임약 먹어서 늦추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참여자
I)
참여자 I는 피임 방법 중 하나로서 경구피임약은 알고 있었지만
‘생리 늦춰지는 호르몬제’로 경구피임약을 사용할 수도 있음은 모르
고 있었다.
참여자 H는 처음 생리를 늦추는 용도로 호르몬제를 먹을 때, 그
호르몬제가 피임약일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혈방
지’라는 의사진단으로 처방받은 호르몬제는 더 이상 ‘피임’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H는 경구피임약을, 생리를 늦
추기 위해 먹어도 되는 호르몬제로 받아들인다.

일단 그 수능 때 딱 걸려서 저희 어머니랑 상의를 하니까 ‘그럼 하
는 수 없이 약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때는 피
임약이라고 말을 안 하고 출혈방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방을 해주
더라구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임약이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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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그런(피임) 이미지는 갖고 있지는 않았구요. 피임약이라고는 생
각을 못 했고 그냥 생리를 늦춰준다?(참여자 H)
피임 목적이 아닌 치료제로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미혼 여성
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피임약을 먹을 수 있는 당위성을 갖도록
하며, 참여자 A처럼 여성들이 피임약을 복용하기 위해 약국이나 병
원을 방문하여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떳떳하
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고3때 수능 얼마 안 남고 엄마랑 같이 가서, 약국에서 사서 처음 먹
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마랑 갔으니까 뭔가 제가 막 이 피임약을
먹는 게 ‘나는 피임 때문에 먹는 게 아니야, 나는 고3이야’........그러
니까 약사한테도 당당하고.(참여자 A)
이처럼 10대 때 생리를 늦추기 위해 먹는 호르몬제로서의 피임약
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과 승인을 경험한 미혼 여성들은 이후 피임
을 목적으로 피임약을 먹을 때, 이전과 대조적인 주변의 미묘한 시
선 변화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미혼 여성들은 피임 목적으로 피임
약을 복용하는 것이 호르몬제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더 이상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경험적으
로 체득한다.

피임약 먹을 때 다만 가장 귀찮았던 게, 여행이나 수능같이 일 때문
에 그런 피임약을 먹는 거는 좀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거요. 약 먹
고 있는 거를 (엄마가) 보시더라도 (일 때문에 먹는다고) 말씀드리
면 되는데, (피임 때문에 먹을 때는) 엄마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어
요.(참여자 G)
(2) 숨기고 싶은 미혼 여성의 부인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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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많더라구요, 그런 애들이. 조기폐경도 많고 무월경도 많고.
그런 애들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피임약 처방받아서 먹고. 또 자궁근
종? 그것도 많은 거 같더라구요, 보면. 근데 자궁근종은 수술로 제
거해야 될 거 같은데 이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애도 낳지 않아서
약으로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는 애들도 있고.(참여자 B)
본인이 자궁 관련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참여
자 B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많은 미혼 여성들이 주위에서 자궁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다른 미혼 여성들을 적지 않게 목격
하였다고 말하였다. 미혼 여성들이 피임을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
하는 행위도 미혼 여성의 성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인식 때문에 가
급적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행위가 되지만, 치료를 위해 먹는 피임
약 복용행위 또한 ‘건강하지 않은 여성’ 즉 임신과 출산과 같은 생식
기능에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화장실 가서 먹고 몰래 먹거나 딱히 불편하진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불안하고...........
(연구자: 몰래 드셨다고 했는데, 왜 몰래 드셨어요?) 남들이 이상하
게 생각할까봐..........(연구자: 어떤 의미에서요?) 약도 감기약 같은,
피부약 같이 무슨 염증이 있어서 먹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약
을 먹는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전문의약품인데다가 호르몬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참여자 J)
호르몬 치료제의 특성상,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행위
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다른 질환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특징 및 기능과 관련된 질환은 아직 임신과 출산 경험이 없어
가임력이 증명되지 않은 미혼 여성에게는 자신의 생식기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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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동시에 밝히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부담스러운 일
이다.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알람이 울리면. 제가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핸드폰이 제 몸 가까이에 있지 않고 저
쪽에 (떨어져) 있으면 (친구가 먼저 보고) ‘야, 너 약 먹을 시간인데.
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굳이
피해야 돼서 안 말한다기보다는 굳이 그야말로 제 사생활의 영역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하는 편은 아닌데. 굳이 제 안에 물혹이 있다는 거를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참여자 E)
참여자 E는 처음 피임약을 먹기 시작한 이유가 자궁근종치료 때
문이었으며 면담 당시에는 치료적 목적으로 먹는 호르몬제인 경구
피임약과 콘돔을 병행하여 피임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 E는 치료 목
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임약의 대한
선택권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와의 면담 내용 대부분
은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피임의 효과와 이로 인해 획득할 수
있었던 자유롭고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예찬이었다. 참여자 E는 피
임을 고민하거나 질외사정법, 자연주기법 같은 전통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주위의 동성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피임약 복용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경구피임약을 먹도록 권유한다고 이야기하였
다. 하지만, 자신의 자궁근종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
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E같은 경우, 여성이 피임 목적으로 피임약을
먹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 정치적
으로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피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만 이에 반해, 치료 목적으로
먹는 호르몬제인 피임약에 의해 드러날 수도 있는 미혼 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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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제는 피임보다 예민한 사적인 경험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3) 나의 성 경험에 대한 부모의 보수적 태도
케이스에 따라, 미혼인 딸의 성경험을 부모(특히 어머니)와 공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미혼 여성
들은 어머니는 물론이고 자매와도 성경험이나 피임경험을 거의 공
유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는 미혼 여성의 이성교제 사
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는 딸의 말을 믿고
넘어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이 ‘조심하라’는 언질을
줄 뿐,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한 이야기는 딸과 나누지 않는다. 그리
고 이러한 집안 분위기는 미혼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
를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혼 여성들이 주로 집에 경구
피임약을 숨겨놓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열 명 중, 일곱 명이 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이러한 공간적 환경
이 피임약 복용 행위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다른 공간으로 독립하지 않는 한,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
연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집에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에 많은 제
약을 느낀다.

사실 매일 마다 챙겨먹는 게 제일 어려웠구요. 이게 약간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 집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되게 약
간 귀찮은 일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니야, 조금 관계를 덜 하거나 콘돔을 좀 쓰고 나서 확
인하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피임약 먹으면서 좀 힘들었던 게 시간까지
대충 얼추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생활이 있고 이런데 제가 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매일 챙겨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너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요. 그것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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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야지 효과가 좋다고 그러고.(참여자 D)
공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참여자 D처럼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야근이나 회식 등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귀가
하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참여자 J은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 방문을 하고 싶었으나 어머니로
부터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떻게 산부인과에 가냐’는 핀잔을 들었
다. 미혼 여성들의 어머니 세대에는 산부인과가 임신・출산을 하는
결혼한 여성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생각에 딸인 미혼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혼 여성들은
어머니에게 산부인과 방문 자체를 가급적 숨겨야 한다거나 알려져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입시 때문에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생리도 끊기고
꽤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이상해가지고 산부인과에 가볼까
했지요. 근데 엄마한테 말했더니 ‘결혼도 안 했는데 산부인과 왜 가
냐’고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좀 황당했어요.(참여자 J)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솔직히 말하자
면은 한국 현실을 남자의 성생활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여자의 성생활을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위를 하
는 것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통과의례? 같은 걸로 생
각해서 엄마한테 들켜서 혼나거나 하는 것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코믹한 요소로도 쓰이는데. 남자들이 하는
것은 남자로서 그럴 수도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완
전히 숨기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성들은 성생활 자체에 대해
서, 자신의 피임법을 위해서 알고 이런 것들을 되게 꺼려하는 거 같
아요.(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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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G의 경험처럼, 어렸을 때부터 남자 아이들의 성은 자연스
러운 과정으로 부모들이 이해하지만 여자 아이들의 성은 끊임없이
감추어야 하는 것이거나 언급이 되더라도 임신·출산이나 성폭력 같
은 부정적인 문제들과 결부되어서 ‘걱정스러운 문제’로 만들어버린
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의 성은 문제적이다.
물론 부모들도 여성의 성, 성 욕구, 성 생활이 성적 존재인 인간
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임은 알고 있다.

엄마가요, 되게 보수적이세요. 근데 그 보수도 조금 웃긴 게 엄마가
사실 혼전순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주의자인데 여자는 무조
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는
(예비결혼 상대 남성과) 관계를 한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런 주의세
요. 왜냐면요, 엄마는 성관계는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한 부분인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인데 성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
혼을 하면 평생 불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참여자 D)
하지만, 참여자 D의 설명처럼 부모들은 결혼과 연결된 범주에서
벗어난 여성의 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혼 여성들은 자
신들의 성 경험이 어느 누구도 아닌 가족 특히 부모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4) 산부인과가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한 우려
미혼 여성들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피임약에 대한 전문
적이고 의학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며, 피임약으로 인한 몸의 변화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미혼 여성들은 피임약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료서
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몸
의 변화나 부작용은 외면하면서 피임약을 복용한다. 성생활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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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이 피임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성생
활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혼 여성의 섹슈얼
리티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들 때문에 의료인에게 자신의 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1) 문란한 여자로 취급되는 미혼 여성의 성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보수
적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보수적인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내재화
하고 있는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피임약 처방과 상담을 위한 병
원 내원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이 산부인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사회적
인 시선 같은 것.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산부인과 이름부터가
왠지 임산부가 가야될 거 같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런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어른들은 또 되게 보수
적이시잖아요. 제 친구만 해도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옛날부터 생리를 하면 (생리통 때문에) 하루 이
틀을 아예 앓아누웠어요......정말 가야겠다싶어서 한 게 최근에야 갔
어요. (생리를 하면) 당연하게 아플 수 있는 거라고 치부를 하지,
‘그런 거 때문에 굳이 (산부인과에) 가야겠어?’ 이런 시선이 문제인
거 같아요. ‘어린 애들이 왜 가? 애도 안 낳는데?’(참여자 G)
참여자 G의 표현처럼, 산부인과는 기혼 여성들이 가는 병원이라
는 인식은 여성 질환을 앓고 있는 미혼 여성들의 병원 방문을 지연
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미혼 여성을 성적 존재로 인
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은 물론이고 임신․출산을 상징하는 산부
인과에 미혼 여성이 드나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
참여자 H는 처음 경구피임약 복용하였을 때, 부정출혈을 경험하
는데 산부인과에 진료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병원을 내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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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참여자 H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정출혈에 대한 정보를 찾
았고 많은 다른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작용 내지는 몸의 변화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부정출혈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넘어
갔다. 피임 사실이 알려질까 봐 건강문제(부작용)가 생겨도 산부인
과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먹었는데 도중에 끊을 수도 없고 되게 당황했어요. (연구자:
산부인과는 가보지 않았어요?) 네, 기록이 남고 이러니까. 왜냐면
엄마는 일주일 전부터 먹으면 되는데 이걸 피임 목적으로 생각 안
하시니까 저는 몰래 한 달 전부터 먹은 거니까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부정출혈은 어느 정도 경험하
는 거라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먹은 걸 후
회하긴 했어요. 오히려 부정출혈 때문에 내내 불편했으니까.(참여자
H)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혼 여성의 성생활에 대해 의료진이 평가하거나 비난할지도 모른
다는 생각 때문이다. 미혼 여성들이 말하는 의료진의 평가나 비난에
는 언어적인 표현과 더불어 비언어적인 표정, 눈빛, 말투 등이 포함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질염에 걸려서 산부인과 가면 신혼부부병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
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는 여성전용 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도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산부인과가면 막 나의 문란함
을 들키는 것 같고, 나의 성에 대해서 다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
람(의사나 간호사)은 그거(미혼 여성의 성)에 대해 전혀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근데 굳이 내가 가서 (그런 불편한 일
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산부인과를 가는 일은) 항상 너무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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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A)
참여자 A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미혼 여성의 성생활과 피임에
편견이 없는 의료인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런 의료인들을 만나 상
담한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털어놓기 힘든
성생활을 이야기해야 하는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의 모
든 반응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혼 여성들은 참여자 H처럼, 미혼 여성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
는 것이 성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뜻하며 나아가 문란한 여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 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피임약)를 먹는다고 하면은 문란한 여성으
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고3때 수능 때문에 피임약 처방받
으러 산부인과 갔을 때, 근데 거기서 저희 엄마도 ‘저 여자들이 다
젊고 (산부인과에 오는 젊은 여성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건데 왜 우릴 쳐다보는지 모르겠다’ 했으니까. 아예 전체
적인 사회적 인식 자체가. 그니까 미혼 여성이 피임을 한다, 성경험
이 있다, 이런 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남자는 자랑인데 여자는
수치스러운 그런? 그런 인식이 안 바뀌지 않는 한은 (산부인과에)
못 갈 거 같아요.(참여자 H)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혼 여성들은 자칫 보수적인 잣대로 평가될
수도 있는 자신의 사적이고 성적인 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것
이 두렵다. 그래서 미혼 여성은 의료인에게 일부러 자신의 생활습관
이나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도 있다. 제한적으로 제공한 미혼 여성의 성과 관련한 정보들은 그
것을 바탕으로 내린 의료인의 진단이나 처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혼 여성은 의료인이 내리는 처방과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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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서 제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완전한 진단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
요. 나는 임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자궁 외 임신이었고 수
술 후 6주~ 7주 만에 수술을 다시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을 다
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병원에 가서 그 사람한테 계속 말하는
게 저한테 너무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임신도 수술도 안
했다고) 체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참고하여 의사가)
하는 얘기들이 내 몸에 정확한 진단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참여자 A)
미혼 여성의 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같은 행위이지
만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흡연 같은 행동
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드
러내놓고 상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산부인과에서 검진 받을 때) 담배얘긴 하는데. (피임약을) 산부인과
에서 처방받진 않으니까. 약국에서 사니까. 사실 걱정은 되요. 몸에
대한 걱정은 되요. 뭔가 좋진 않겠단 생각? 왜냐면 하지 말라는
술․담배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약(피임약) 자체로도 안 좋을 텐데.
(참여자 A)
의사나 간호사, 약사가 미혼 여성의 성생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미혼 여성들은 위축된 상태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미
혼 여성의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의료인들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인식을 미혼 여성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
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애 낳는 도구/기능’(으)로 보는 여성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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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든, 치료제로서 복용하든, 경구
피임약 복용과 관련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얻는 피임약 복용
관련 정보들은 미혼 여성들이 알고 싶은 정보의 양과 내용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은 미혼 여성들이 알고 싶은 경구
피임약에 대한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지 않았고
피임약 복약지도나 부작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그냥 약간 몸이 붓는 듯한 느낌 들 수 있다고 그런 식이었던 거 같
아요, 부작용. 근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처방받았었는데
설명을 잘 안 해주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식으로만. 여드름 치
료용으로도 쓰이니까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참여자 H)
아, 무슨 목적이냐고 물어보셔서 수능 가까워져서 (생리를) 늦추려
고 먹는다고 말했는데 이게 피임약이라고는 설명하셨고 복약지도
같은 건 하셨는데 부작용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해
주셨던 거 같아요.(참여자 I)
참여자 H와 I의 이야기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들은 피임약의 부작
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달하지 않고 ‘여드름 치료용으로도 사용되
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는 식의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
나 복용 방법만 안내해주었다. 경구피임약의 효과와 부작용,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의사나 약사들의 행태는 비
단 생리주기 조절을 목적으로 한 단기간 복용일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임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이
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의사나 약사들의 태도에 대한 여성들의
평가와 뉘앙스가 생리를 미루려고 복용하였을 때와 피임이나 치료
를 목적으로 복용하였을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즉, 생리를 미
루려고 복용하였을 때는 피임약에 대한 정보가 편향되거나 내용이
부실하여도 이에 대해 특별히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덧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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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말투나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피임을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웬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 피임약 복용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
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 문제 중, 임신·출산에 집중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출산 이외의 다른 건
강 문제가 소외되는 상황을 만든다.
경구피임약을 이용해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경험은 여성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기계를 조절하듯이 통제할 수 있
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경구피임약은 미혼 여성에게 일상에서 경험
하는 생리의 불편함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제가 먼저 엄마한테 상의를 했어요,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니까. 전
사실은 생리통 같은 건 없는데 생리대도 갈러 가야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특히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게 (시험에 집중하
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생리 때문에) 따로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는데. 그래서 (피임약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H)
하지만 여성의 몸을 기계로 환원하는 시선은 의료인에 의해서 개
입될 경우에는, 여성의 몸이나 건강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이해와 상
충된다. 참여자 G는 처음 받았던 산부인과 진료에서 자신의 몸이
기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당황하며 주눅이 들었다. G는
의료인과 여성 모두, 서로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도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녀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는 그녀
를 자궁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 문제를 포함한 전체
적인 컨디션이나 진료방법으로 인한 기분, 몸과 관련된 통합적인 접
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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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나는 당당했는데 (병원) 분위기가 저를 괜히 비밀스럽게 하
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거든요. ‘나 방금 당당했는데
(진료받을 때) 오히려 주눅들더라. (의사가) 말이라도 좀 하면서 진
료하지, 내 얼굴은 천으로 가려놓고 쓱 들어와서 기구 집어넣고 너
무 기분이 나쁘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 근데 나라면 얼굴 보는 게
더 민망할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맞기도 한 거에요. 서로
불편해하니까 기계적으로 처리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굴욕의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익명? 으로 하는 여성들 많이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들어서. 거기서(그 인터넷 카페에서) 사람 그냥
(산부인과 진료의자에) 앉혀놓고 지들끼리(마치 그 공간에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은 없는 듯이) 얘기를 한다는 글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었어요.(참여자 G)
참여자 G와 마찬가지로 참여자 J는 의사가 자신의 몸을 마치 기
계처럼 대하는 태도에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참여자 J는 다난성난소
증후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피임약을 복용한 미혼 여성으로, 경구
피임약 치료를 통해 추후에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상태로의 몸의
회복을 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임약 복용기간이 끝나고 경과를
지켜보는 기간 중간에 의사에게 가임력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는데,
의사는 참여자 J의 가임력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관심도 없이 배란
유도제나 시험관 아기시술 같은 의료적 기술의 개입으로 임신・출
산이 모두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J의 몸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거나 다루지 않고 기술의 개입으로 임신․출산기
능을 수행, 통제할 수 있다는 식의 의사 설명은 참여자 J로 하여금
자신의 몸과 건강,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 자신의 관심이 무시당하
였다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불안해가지고 의사선생님께 여쭤보면, ‘나중에 임신 그런 거 할 계
획 있으면 배란유도제 맞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 분은 아무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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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듯이 말하는데, 싫었어요. (지금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
니라면 지금을 포함해 미래에도) 약을 왜 먹고 주사를 왜 맞아야 하
냐고.(참여자 J)
미혼 여성들은 의료인들로부터 성적 존재나 통합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자신과 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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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산층의
20~30대 여성으로, 가부장적 의미체계에서 무성적인 존재로 규정되
는 미혼 여성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성 욕구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성 생활을 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물론 이미 성생활을
하고 있거나 성관계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관계 경험이 없는 두 명의 연구
참여자들도 미혼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회적 의미를 나타낼
뿐 인간·성인·여성으로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성행위를 영위하는 존
재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이것은 실제 혼전 성관계를 경험
하거나 혼전 성관계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미혼 여성들이 증가
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이임순, 박은희, & 이정재, 2006;
보건사회연구원, 2015)와 일치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은 미혼 여성인 자신들을 무성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것과 같은,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보수적인 사회인식
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혼 여성들의 피임
과 성관계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은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 성관
계와 피임약 복용에 개입하는 다양한 기제, 남성 파트너의 영향 등
과 관련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주제 : 성적 존재이자 피임 주체로서 갈팡질팡하는 나
성별화된 성 각본은 여성의 성 관계와 피임 경험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n, 2010). Brown(2015)은 피임 행위
에서 나타나는 성별화된 문화적 규범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여성의
- 95 -

섹슈얼리티와 성에 대한 욕구는 조절가능하며 성병과 임신 예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성적 욕구와
쾌락에 대한 성별화된 문화적 규범이 여성의 피임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성별화된 문화적 규범은 피임행위에
서의 성차별적 억압으로 나타나는데, 미혼 여성들을 성적 존재로 인
정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인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Gomez와 Clark(2014)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데 여성을 성적인 존
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피임을 하는 여성들의 의사를 제한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도 이러한 성별화된 성 각본에 의해
일차적인 피임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별화된 성 각본은 생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성의 몸
안에서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즉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피임과 관련한 차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피임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하는 성차별적 인식은 일차적 책임이 없는
남성이 피임을 책임지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회문화적 인식으
로 연결된다. 이것은 피임에 대한 여성의 주체성을 왜곡하고 축소시
킨다. 여성이 피임을 책임지면 상대 남성은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다
고 비난받는다거나 여성이 피임을 책임지는 경우에 여성의 주체성
은 남성에게 배려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수동적인 주체’로 의심받
고 인정받지 못한다.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의심은 피임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여성
들의 실천마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행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
다. 이에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할 때, 성차별적 성 인식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피임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
과 의도는 여성들이 피임을 주도할 수 있는 협상력과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피임 사용 자율권을 보장하고 피임
과 관련한 여성들의 협상력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피임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식 함양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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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성관계와 피임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남성이 피임에 의무적이
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혼 여성의 성에 대해 보수적이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성
문화와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 아래에서 여성피임방법은 여성에게
피임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미혼 여성들의
의지를 여성 스스로 의심하고 평가절하 하는 해석들에 대해서는 경
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연애와 성생활을 하면서 아직 결혼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이 없는 미혼 여성에게 임신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중
요한 사고이며 이는 반드시 보다 더 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해서 임
신을 예방해야 하는 확실한 동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혼 여성
들의 행위는 한국 사회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문화를 드러내고 적
극적으로 반영하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피임과 피임약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피임방법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정당화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재의 성 억압 속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피
임에 대한 대안적 규범이나 남성과 피임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방
법, 여성의 건강에 대한 ‘집단적인 요구’로 연결되기보다 정서적, 심
리적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Alexander
등(2012)은 이러한 성별화된 권력 불균형의 결과로서, 안전한 섹스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STIs)을 예방하는 성적 행위)의 개념을
‘여성 중심적인 안전한 섹스’로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Hensel 등(2011)은 미혼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위를 분석
한 연구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성적 쾌락에
대해 스스로 인정할 때 보다 성공적으로 피임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 파트너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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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적 즐거움을 표현하며 보다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을 위해 적
극적으로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피임법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연
구 참여자들도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미혼 여성들의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경
구피임약을 먹는 적극적인 피임 행위의 강한 동기 중 하나였는데,
이와 함께 ‘임신에 대한 걱정 없이 하는 성관계’의 즐거움 또한 연결
된 동기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
한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충분히 성관계를 즐길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Higgins, & Hirsch, 2008)나 남성의 정관절제
술 후, 여성들의 성 기능과 심리적 만족도가 정관절제술 전보다 향
상되었다는 연구결과(Al-Ali et al., 2014)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여
성이 안심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피임방법이 여성의 성적 쾌락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혼 여성들은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관계를 보다
즐겁고 자유로우며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경구피임약 복
용을 피임 방법 중에 하나로 적극 고려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욕구, 즉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긍
정적일 때에도 적극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제2주제 : 호르몬 효과로 출렁이는 몸과 마음
단기 복용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복용
하는 경구피임약도 결국은 피임약이기 때문에 피임약 복용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효과는 동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성
들과 그들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따
라서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에게
도 경구피임약 복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더군다나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청소년기의 여성들
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를 고려하는 건강관리분야의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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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들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피임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지만, 피임약으로 인해 느끼는 몸의 변화나 건강에 대한 불
확실한 영향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들은 피임약 복용 후 나타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결국 피임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몸의 변화,
불확실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을 무시하고 대신 당장 필요한
임신 예방 목적을 위해 피임약을 복용한다.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피임행위(경구피임약 복용)와 건강 증진 행위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경구피임약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와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주제 : 미혼 여성의 피임 통제권을 위축시키는 연애관계
여성이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피임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남성 파
트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
었다(Tong, Low, Wong, & Poey, 2014).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은 이성애 연애 규범을 통해 재현되는 여성의 성과 생물학적 여성
몸에 기반한 차별적 인식과의 갈등 속에서 남성 파트너와 피임방법
에 대해 협상하고 또는 협상을 포기하면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별화된 권력의 불균형은 미혼 여
성들의 성적 자율성과 이와 관련된 피임 사용 자율권을 서서히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콘돔 착용감이나 콘돔 피임률에 대해 미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불만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Sanders 등(2012)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콘돔 피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콘돔 자체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미혼 여성들이 콘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피임률 때문에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나타낸다. 콘돔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박상화,
2002; 손애리 & 조병희, 2003; 정윤지, 2008; 조은정, 2004; 허태균,
2004), 콘돔사용에 대한 통제권은 남성에게 있다. 이것은 남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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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만족을 우선시 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나 문란한 여자로 낙인찍
힐까봐 ‘정숙한 여자’로서 피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여성 등에서 나타난 이중적인 성규범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여성이 직접 하는 피임법이 남성의 콘돔
사용을 유도하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효한
협상카드로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구피임약을 먹고 남성들은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중
피임을 협상해낸다.
미혼 여성들의 피임행위 내용과 적극성은 남성과의 연애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연구 참여
자의 대부분은 연애와 결혼, 임신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Bjelica(2008)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과 친밀성에 의한 성관계일수록
피임 행위의 동기와 강하게 연결되는데, 특히 피임을 하지 않는 이
유를 분석했을 때 사랑과 친밀성이 강한 관계인 것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질적 연구(Deardorff et al., 2013)에서도 콘돔을 잘 사용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사랑과 친밀성과 관련된 동기와 강하게 연
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들이 상대 남성과의 친밀성이 강
하거나 교제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사실은 피임의 적극성을 약화시
키는 것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미혼 여성들은 피임을
보다 완벽하게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의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연애 관계 자체를 유지
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
태에서 임신은 연애 관계의 긴장과 갈등,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사이에서 아
이가 생기는 것이 결혼과 연결되기 어려운, 즉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과거에 비해 변하거나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벼운 친밀성과 성적으로 즐기는 사이가 미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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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연애 특징 중 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미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
에 참여한 미혼 여성들은 실제 피임 동기와 실행과정이 자의에 의
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피임 행위 자체에 적극적 실행 의사를 가
진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주제 : 스스로 움츠러들어 어느새 감추게 되는 피임과 성
미혼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생활 여부를 감추기 위
해, 피임약으로 먹는 경구피임약을 생리주기 조절을 위한 호르몬제
로 위장하였다. 같은 약이며 동일한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시선들은 미혼 여성들이 피임약 복용
을 호르몬제 복용으로 가리는 중요한 이유이다. 미혼 여성의 이러한
행위는 얼핏 당당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미혼 여성의 성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적 시선을 피하면서 피임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다. 미혼 여성의 피임에 대한 불편한 시
선을 굳이 감수할 필요도 없고, 특히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미혼 여성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한 현실적
인 방안이기도 하다. 다만, 경구피임약 처방이나 구입을 위해 의료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정확한 복용 목적을 의료인에게 밝힐 수 없
어 피임이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 한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생활에서의 미혼 여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미혼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조건들, 즉 공간적 독립
성과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 3명을 제외한 7명이 원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성생활
과 피임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나누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E는 피임약을 복용하던 기간 중, 직
장 때문에 원가족에서 독립하였는데 자신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피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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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피임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
었다고 표현하였다.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을 피임 목적으로 먹든, 비피임 목적으
로 먹든, 경구피임약을 먹는 행위로 인해 결국 주위 사람들의 시선
이나 사회문화적 규범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상정하는 가부장
적 인식에 부합하는 경우의 피임약 복용일 경우, 여성 경험의 특징
은 무엇인가.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의 의
미는 내재적으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피임’의 뜻을 완전히 벗어버린
다. 따라서 ‘피임’의 옷을 벗어버린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주체성과 행위에는 미혼 여성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
적인 이중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미혼 여성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은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경구피임약은 피
임약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미혼 여성들은 성적 의미가 사라진 경구
피임약을 구입하고 복용하는데 더 이상 심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 청소년, 즉 10대 여성이었을 때 받았
던 학교 성교육은 여성들이 무성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여 여성들
이 피임이나 성 관계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행위하는 데 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onnell(2009)과 Fine(1988), Goicolea 등
(2010)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여학생에게 제공되는 청소년기 임
신 예방 정책이 포함된 학교 성교육이나 공중보건정책에는 ‘섹스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젊은 여성들이 성적으
로 무관심해야만 한다거나 섹스의 유해함을 설명하는 식의 성별화
된 섹슈얼리티 가정들이 반영된다.
미혼 여성의 성과 피임을 비가시화하는 사회적 인식은 피임약 복
용을 비롯한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증진 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및 약국 방문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미혼
여성들의 이러한 위축된 태도 때문에 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여러
건강행위나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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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온라인을 활용한 주치의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혼 여성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정확하고 상세한 피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임과 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해야 하는 이유는 일부 미혼 여성들이 피임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피임은 병이 아니고, 피임을 하는 여성은 환자
가 아니기 때문에, 피임을 하고자 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미혼 여성
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방식만이 아닌 다른 대안적 접근, 예를
들어, 앞서 서술하였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전문가(간호사)의 전화
상담, 스마트앱 개발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식의 도구로서 여성의 몸에 가치를 두고 다루는 가부장적 의미
체계 안에서, 미혼 여성이 질병치료를 위해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피임약으로 먹을 때와 또 다른 해석을 낳는다. 결혼하지 않
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미혼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 즉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궁’으로 인식되지 않아, 경구피임약 복
용과 관련하여 건강을 추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여성의 행위들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동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혼 여성의 몸을 ‘미래
의 임신과 출산을 할 예정인 자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질병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먹는 미혼 여성의 몸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몸으
로 바라본다. 결혼 제도를 기준으로 하는 성 규범과 여성의 몸을 임
신, 출산을 하는 도구로 인식할 때서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부장적 평가는 경구피임약을 호르몬제로 복용하여 삶을 통제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자율성을 여전히 강력하게 방해한다.
여성의 몸을 ‘출산하는 도구’로만 여기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생식기능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미혼 여성들의 여성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과 건강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간호학적 관점이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치
료만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두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
두 무월경과 생리주기 불순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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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처음 출현하였던 계기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였다.
이들은 경구피임약을 의료적 치료방법으로 처방받았다고 하지만,
‘건강함을 파괴하는 날씬한 몸에 대한 동경’과 관리되지 못한 스트
레스로 인해 한번 깨어진 몸의 균형은 결론적으로 주기적인 생리주
기를 나타내는 이전의 자연스러운 몸으로 돌아가지 못 하였다. 경구
피임약 복용은 이 여성들의 몸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문제적 증상
만 없애버린 것이다.
의학은 그 학문적 특성상 질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 간호학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집중하는 학문이
기 때문에 ‘자궁’으로 축소되어버린 여성의 몸이나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자궁’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받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
를 발굴해내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미혼 여성들
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치열한 대학입시경쟁부터 어려운 취업
상황,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및 노동 조건 등-과 ‘미혼여성다움’에 내
재된 가부장적 규범들-성에 대한 이중적 규범과 아름다움과 여성다
움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기준들-이 미혼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간호학적 인식을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 의료현장에 함께 있는 여러 직종의 의료인들과 공유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상으로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에 대한 분석을 종합
해보면, 경구피임약 복용은 미혼 여성들의 성과 건강을 통제하는 사
회적 담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계기이자 갈등의 촉매로 작동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갈등은 피임
에 대한 제한된 방법, 결혼 내 성만 허용하는 성 규범, 여성들의 경
구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몸의 영향에 무관심한 인식과의 다층적 갈
등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경험한, 생리를 미루기 위해 먹었던 경구
피임약 복용 경험은 피임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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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대비되어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무
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경험에서는 미혼 여성의
성적 존재로서의 배제가 나타나고 비피임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경험에서는 미혼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배제를
살펴볼 수 있다.
미혼 여성들의 성 억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추상적이고 피상적
인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임으로 인한 갈등을 개인적인 차원
에서 해소하려 하고 미혼 여성에게 기대하는 이중적인 성 규범에
위축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성 규범
의 현실과 타협하거나 거부하는 등 행위의 다양성은 경구피임약의
이중적인 용도와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었다.
미혼 여성이 남성과의 연애 관계 특히 성관계에서의 수동적 존재
로 표상되는 사회문화적 은유는 미혼 여성 스스로 피임에 대해 주
체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
하지만, 미혼 여성들은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관계를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경구피임약 복용을 피임
방법 중에 하나로 적극 고려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미혼 여성들에게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몸으로부터 느낀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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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경험에 대해 피임 목적의
복용부터 생리주기 조절 목적 복용, 치료목적의 복용까지 포괄적으
로 탐색하였고 특히, 비피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구피임약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건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혼 여성들의 성이 놓여있는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미혼 여
성들의 여성피임행위의 한계점이나 주체적 여성피임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간호실무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미혼 여성들이 경구피임약 복용 목적에
따라 몸의 변화나 부작용에 대한 반응이 달랐고 경구피임약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준과 범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복용 목적에 따른 맥락과 특성을 고려하여 미혼 여성 및 청소년 여
성을 이해하고 요구를 파악하여 여성들의 성과 건강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간호연구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으로 분석하여 여성피임행위와 경구피임약
복용 관련 건강행위를 미혼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보수적인 가
부장적 규범들이 여성의 성 건강 및 통합적인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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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적 인식과 가부장
적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무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들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은 여성 스
스로 자신을 성적 주체로서 성찰하고 몸의 주체로서 피임약이자 호
르몬제인 경구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건강행위를 실천하고자 노력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피임행위와 관련한 미혼 여성들의 자율성과 통제권 확보를 위
해서 성별 간의 이해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피임교육 또는 캠페인
을 동반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미혼 여성 외의 다양한 여성 집단들의 경구피임약 복용 관련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성적 특성 및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경구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보
제공방식과 관련한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교육 및 지원 프로
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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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대상자보호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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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승인번호: IRB No.1512/001-018
승인유효기간: 2015-12-03~2016-12-02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연구 과제명 :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여성건강’
인식
연구 책임자명 : 이은주(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수료생)
이 연구는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통해 미혼 여성이 자신의‘여성건강’에
관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경구피임약을 복
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1996년 11월 이전 출생) 미혼 가임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대학교 간호대학원 소속의 연구책임자(이은주, 010-****-****)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미혼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구피임약 복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
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1996년 11월 이전 출생) 미혼
가임 여성 약 10여 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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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1) 귀하는 자신의 경구피임약 복용과 건강인식에 관해서 연구책임자와 일
대일 심층면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면담과정은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
간은 60분에서 1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대략적인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경구피임약을 복용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2.자신의 피임 경험을 경구피임약 복용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세요.
3.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4.방금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 경구피임약 복용 사실도 관련되어
있었나요?
5.미혼 여성이 성생활을 하면서‘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한
다고 생각하나요?
6.인터뷰 전/후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혹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2) 귀하의 심층면접이 끝나고 귀하의 면담내용을 연구책임자가 전사한 후,
연구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충 면담이나 연구내용 검토를 연구책임자
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의 면담내용 중 연구책임자가 이해하
기에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경우, 연
구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귀하에게 최종보고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직접 면담 또는 메일
면담, 전화면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면담과정 또한 기록 또는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든 과정은 심층면접과 녹음이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귀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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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 면담은 1회이며, 약 1~2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보충 면담은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이
루어지며, 1회, 약 30분~1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이은
주, 010-****-****)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중도에 연구참여를 중단하였을 경우, 그동안 녹취된 면담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연구참여 도중, 참여철회 의사를 밝히면 연구 책임자는 귀하의 개
인정보, 면담자료(녹음파일, 필사파일, 메모) 등을 전량 폐기할 것이며 연구
결과에 일절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내용상 필요한 경우,
귀하의 동의와 익명성을 전제한 경우에 한에서 연구참여철회과정을 연구방
법 수행 단계에 서술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연구 참여자에 따라 혹시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질문이 부담스러운 감정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면담을 멈출 수 있습
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8.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과 관련한 여성건강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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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0.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은주 연구원(02-****-****)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
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
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
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1. 녹음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됩니까?
자료 수집 이후에 모든 자료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자료를 통해 신원을 파
악할 수 없도록 코드화하여 원자료와 코드화한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연구
책임자만 자료에 접근하도록 자료 저장장치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입니
다.
녹음 및 전사 자료는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제16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
의 보관)에 따라 5년 동안 보관 후 전량 폐기할 것입니다.
12.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교통비 등의 실비로 귀하에게 *만원이 지급될 것입니
다.
연구 책임자의 요청으로 보충면담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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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
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이 은 주____

전화번호: _010-****-****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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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880-****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
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가 녹음하여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서 명

날짜 (년/월/일)

- 129 -

<부록 3> 연구참여공지글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여성건강’인식”
연구참여자 모집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모성간호학 전공으로 재학 중인 박사수료생
이은주입니다.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여성건강’인식”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통해 미혼 여성이 자신의‘여성
건강’에 관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 지원 자격
- 나이 만 19세 이상(1996년 11월 이전 출생) 미혼 가임 여성
- 경구피임약(경구용 일반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연구의 진행, 방법
먼저 지원자가 연구책임자(이은주)에게 전화를 하여 지원자 선정 제외기준
확인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되면, 인터뷰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조율
하여 정합니다. 다음, 약속된 날에 연구책임자가 참여자를 만나 설명문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며,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대
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면담은 1회 심층면접(약 1시간~2시간 소요예정)으
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로 이전 심층면접 내용 중 중복내용이나 모호한 내용 확인을 위
한 보충면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충면접을 한다면 참여자의 양
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할 것이며, 약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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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녹음 파일, 정리된 인터뷰 내용, 연구책임자 연구수
첩 등)는 모두 익명화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에 지
원한 후에도 원하신다면 언제든 인터뷰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연구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면담에 응하시는 동안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과 귀하의 노고에 대한 감
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비(교통비 등)를 지급해드릴 것입니다. 1회 기본
심층면접 시 *만원, 추후 보충면접을 하게 될 경우, 추가로 *만원의 사례비
를 지급합니다.
■ 참가 신청
연구에 참여 및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 주
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10-****-####

이메일 주소

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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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 전 질문
1) 면담 관련 사항
․본 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
십시오.
․이전에 이와 유사한 연구인터뷰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설명서와 동의서 내용을 포함하여 본 연구나
연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2) 기본 사항
․출생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학력과 종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처음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과거 복용했던 경구피임약의 종류와 기간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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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면담 질문
1) 경구피임약 복용 전 경험
․경구피임약 복용은 언제 처음 하게 되었고(또는 언제 처음 고려하게 되었
고) 구체적인 복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기 전, 피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경구피임약 복용을 선택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까?
․경구피임약 복용을 고민하였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
․피임방법으로 경구피임약을 선택하고 복용하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
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피임방법 중의 하나인 경구피임약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어떠하였고, 지금
은 어떻습니까?
․경구피임약 복용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연애 관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경구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피임방법을 고려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임방법으로 경구피임약 복용을 계속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임방법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
였고, 그 반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대처는 어떠했습니까?
․피임이나 피임약 복용과 관련한 의료기관 이용 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피임목적이 아닌 이유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한다면,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처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피임약을 복용하기 전, 경구피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효과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고, 그 반응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대처는 어떠했습니까?
․피임약 복용과 관련한 의료기관 이용 시,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현재 피임약 복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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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
을까요?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본인의 건강상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 경구피임약 복용 사실이 관련되어 있
습니까?
․경구피임약 복용과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4) 여성건강 인식
․‘여성건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건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또는 떠오
르는 이미지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혼 여성이 성생활을 하면서 또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건강하다’는 것
은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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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면담 후 질문
1) 면담 관련 사항
․면담 전과 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면담 전 면담에 대해 본인이 예상한 것이 있다면, 예상한 대로 면담이 진
행된 것 같습니까. 만약 예상한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연구자의 질문 외에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십시
오.
․면담내용이나 면담과정 중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혹은 다음 면담
에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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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e of
taking oral contraceptives
for unmarried women
LEE, EUNJU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that the various layers of
the oral contraceptive experience of unmarried women are
concealed and read uniformly.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of
unmarried women taking the oral contraceptives with the desire
to use them for contraception as well as for the diverse planning
of their lives is not clear.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taking oral
contraceptives, the effect and meaning of oral contraceptive use
in unmarried women's live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s with the surrounding people whom unmarried women
taking the oral contraceptive pill are faced with. Second, this
study deals the socio-cultural perceptions and specific contexts
with the unmarried women's sexuality and body. An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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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d unmarried women's "health behaviors" with taking oral
contraceptives and "desires" promoting health with the uterus and
hormone, and their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Research employed a qualitative design applying to feminist
research methodolog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with 10 unmarried women who had taken oral
contraceptives.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December 2015 to
February 2016. Each interview took 1 hour and 30 minutes to 2
hours, with the consent of the voluntary participants until the
data was saturated. And all interviews were literally transcribed
after recording.
As a result, 4 subjects and 14 sub-topics were derived.
The 'I, who is confused as a subject of sexuality and
contraception' had four sub-topics. There are 'feeling sorry for
myself who am not proud of sexuality and contraception',
'self-esteem to control my body and desire', 'feeling miserable
because I bear responsible only and con not become the subject
of contraception', 'It's natural that I take care of my body'. It is
about how to conflict and compromise with her own sexuality
and inner side in relation to contraception and sexual intercourse.
The second subject is 'a flurry of body and mind because of
the hormone effect', consists of three sub-topics: 'ignoring side
effects for prevention of pregnancy', 'get a bonus,
non-contraceptive benefits', 'not real, my body and mind, which
have changed because of medicine'. This is about the process by
which unmarried women have changed perception of her body,
health, and life and think more integrated about her body and
health after taking oral contraceptives.
The third subject is 'dating relationships that underm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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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contraception for unmarried women'. There are three
sub-themes: 'women'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contraception
and sex are ignored', 'the man does not understand at all about
the vulnerable social position of unmarried woman's pregnancy',
'inevitably taking to keep dating'. This subject is about the
efforts and practice of women who want to contraceptive and
healthy contraception as a subject of contraception and body
despite limited methods of contraception and subjectivity.
The fourth theme, 'shrinks herself and hide the her own
contraception and sex' presented four sub-themes: 'sex education
that gives a negative image because it is not open at all', 'ads
and media that are easy to access but do not actually show',
boundary points of peripheral gaze foe contraception pill',
'concerns about the gynecologist's gaze on unmarried women'.
This topic is about the experience of sing women who are
affected by the gaze, judgment, and prejudice of those who are
working to take oral contraceptives. And there are socio-cultural
contexts in which unmarried women influence themselves to
conceal their contraception and sex.
In conclusion, the experience of unmarried women taking oral
contraceptives has confirmed the indifference of patriarchal
society to the body, contraception, and health of women who
have not conceived and delivered. In spite of the conservative
social perception of unmarried women's sexuality and body, the
unmarried woman was reflecting herself as a sexual subject and
try to practice the health behavior related to contraceptive pill as
a body sub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reflection about
experiences of unmarried women taking oral contraceptiv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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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urposes and the gender power relationships that work
on these experiences, the conservative and dual social perceptions
of unmarried women's sexuality and body, and health behaviors
related to single women taking contraceptives.
Keywords: Oral contraceptives, Unmarried women, Women's
health,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Numbers: 2010-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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