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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d parenting experiences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kids living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outbreak in Korea. Methods: From July to August 
in 2020, 10 mothers paren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 the COVID-19 were interviewed in depth. For data 
analysi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suggested by Colaizzi was used.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xperiences of mothers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the ‘pain from the uncontrollable COVID-19’, ‘the 
problem of family rela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tanding firm against the drastic changes’, 
and ‘accepting the world changed by the COVID-19’.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vividly represent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s the pandemic 
persists, mothers paren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eel complex emotions and experience exhaustion, but in 
the process, they found family members growing positively and trying to adjust to each other to overcome the crisis. 
To support positive adaptation to catastrophic situations, an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oundation is needed to develop 
a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program customized for mothers and famil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establishing national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so that 
mothers paren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better adapt to and overcome crisi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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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 

-19)는 2019년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의 첫 발병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 이르렀

다[1].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에 급

격한 확진자 수의 증가와 감소의 반복으로 그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COVID-19의 높은 전파율과 

적절한 치료약이나 백신의 부재 등으로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의 변화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

기 1단계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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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역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상황에 따

라 사회적 거리 두기 1~2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2].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3월 초 예

정되었던 개학이 5번에 걸쳐 연기되었으며, 4월부터 온라인 개

강을 하였고, 5월 말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원칙 하에 주 1회

에서 2회의 부분적 등교와 온라인 가정학습이 이루어졌다[3].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

험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이 나타났다[4]. 특히, 초등

학생 아동의 주 양육자의 92% 가량이 어머니로[5],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게 되었으며[3],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불

안은 증가하게 되었다[5]. 어머니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양육 과정에서 받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양육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

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6]. COVID-19 팬데믹

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양육자의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경험

은 아동의 양육에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4], 우리나라 초등학

생 어머니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양육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불안

감과 우울, 수면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7-9]. 국외의 아동과 

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COVID-19 팬데

믹 이후 학부모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우울, 스트레스가 상승

하게 되었다[10].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의 주 

양육자인 여성의 40% 이상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거나[8], 

72%가 중등도에서 높은 정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9]. 

Roskam 등[11]은 부모가 경험하는 소진을 부모 역할의 소진, 

자녀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 부모의 성취감 상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모는 지금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

해 소진되고 있으며[4,6], 부모의 소진은 아동학대, 방임 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5]. 

미지의 감염병과 관련된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다양한 형태

의 폭력을 악화시키거나 촉발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5, 

12].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회적 단절 상황에서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들이 경험하게 되는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쳐 가정 내에서의 가

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13,14].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가 시간 대부분을 함께하며 보내

게 되며, 자녀와 가족 간의 갈등은 증가하였다[10]. 이와 관련

하여 Coyne 등[4]은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 안에서 부모들

은 위기 상황의 요구에 따라 행동 전략을 변화하여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과 스트레스 상

황에서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기관리(self-care) 능

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의 자기관리 능

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처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가정폭력

과 학대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사들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들

의 경험을 이해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심리적 유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의 체험

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생생한 경

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Colaizzi [15]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의 정서적 경험과 변화된 양

육 경험,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

머니의 일상생활과 돌봄 경험을 탐색하여 그 본질적 구조와 의

미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COVID-19 팬

데믹 상황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개인 면담을 이용하여 COVID-19 팬데믹 상황에

서 초등학생 어머니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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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육하는 서울, 경기,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어

머니 총 10명이었다. 연구참여자 표출은 연구목적에 맞는 적절

한 표본 추출을 통해 양육과 관련된 심층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질적인 자료의 수집을 위해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소

개받은 대상자와, 소개받은 대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상자

를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

다. 대상자들은 연구참여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

등학생 자녀를 둔 만 19~60세 미만의 어머니로, 아동의 양육에 

직접 혹은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

할 수 있고,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거나 정신건강 

질환으로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처방 약물 복용 중인 경우와 같

이 정신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에서 제외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7월 21일부터 2020년 8월 4까

지 2주간 진행되었다. 면담은 대상자의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

을 생생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대면 면담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

고 있는 거리두기 기준에 입각하여 유선을 통해 모든 면담을 진

행하였다. 면담하기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구에 대한 목

적, 연구 소요시간,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자발성, 비 유지, 익

명성, 녹음 동의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든 통화내용은 녹취

됨을 안내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구조적인 심층 

면담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에 대한 면담 진행은 연

구자 1인이 수행하였으며, 코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연구자의 코딩 결과물과 상호 비교하면서 통합하는 과정

을 거쳤다.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1회에서 3회까지 다양하였

으며 면담은 1회당 30분에서 120분가량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

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을 연

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면담 초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연구

자와 대상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고, 점차 본 연구를 위

한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 면담 질문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느꼈던 경험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개

방적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점차 구체적이고 탐색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후의 면담에서는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 질문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발견된 범주와 주제 

등을 확인하고 추가하기 위한 구조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졌다. 

사용된 주요 질문은 “COVID-19 감염병 전파 이후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에 있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이

었다. 면담 중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참여자의 이야기 흐

름에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

로운 범주나 속성, 또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자료수집

을 계속한 후 종료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연구로 자료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하였고 Colaizzi [15]가 제시한 7단계의 현상

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참여자와 개

별 심층면담에서 녹음된 내용을 필사한 후, 참여자의 기술을 

반복하여 들으며 읽음으로써 진술의 느낌을 얻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필사본 중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표현한 문장이나 

진술을 찾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진술 중에 대표 진술을 도출하

였다. 세 번째 단계, 추출된 문장에서 연구 현장의 맥락에 내포

하는 의미를 발견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도출된 의미들에서 

주제를 찾고 진술을 분류하며, 의미 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

를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 주제 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

을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 주제 모음을 

타당화하기 위하여 원자료와 비교, 확인하였다. 마지막 단계에

서는 분석된 자료를 하나의 기술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돌봄 변화 경험

의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

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진행되었다(IRB No.: SSWU 

IRB-2020-022).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했으며, 면담 중 대

답하기에 불편한 경우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와 연구참여

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면담 시작 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 

녹음과 녹취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였으며, 개인

정보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연구를 마치면서 녹

음파일과 녹취 자료, 기록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보고서에 개인정보가 드러

나지 않음을 설명 듣고 동의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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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동의는 전화 면담 시 연구 동의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녹취하여 보관하였다. 

6.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결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 [16]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질에 대한 네 가지 기준을 Sandelowski [17]

가 정리한 신뢰성, 감사가능성, 적합성, 그리고 확인가능성에 부

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의 확립을 위해 자

료분석 범주의 신뢰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 팬

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녹음된 

면담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였고 분석 시 공동연구자와

의 상호 피드백과 대상자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결과의 신

뢰성을 높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해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와 자료수집 환경의 특성 등을 되도록 자세하게 기술하였

다. 범주들과 실제 자료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적절한 범주 속에 삽입하였다. 연구의 적합

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집은 대상자의 진

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및 통합 과정을 위하여 사전에 질적연구

에 대해 훈련된 본 연구의 연구자가 범주와 구조화 과정을 통

해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확인가능성을 위하여 질적연구 경험

자, 교수, 연구대상자를 통해 대상자의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

하였는지를 확인하면서 도출한 개념을 정련화하였고 이를 통

해 개념화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여자의 경험을 공정

하고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명확한 용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참여자 3명에게 확인하게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과 상당히 많

은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신뢰성, 적

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중립성을 나타

내는 확인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 성

을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2명의 타 연구자로부터 비평과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침으로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검증받

았다. 

연 구 결 과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며 연구참여

자는 총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Colaizzi [15]의 현상학적 분석

과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자로부터 4개의 범주와 13

개의 주제 모음, 그리고 4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는 이전에 경험

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삶은 점차 엉망진창으로 변

하게 되었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나와 아이,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다잡고자 고전분투하

였고, COVID-19 전파 이후 변화되어 버린 새로운 세상을 받아

들이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

학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종합해보면, ‘엄마

이기에 코로나로 흔들리는 가정 붙잡고 위기 극복하기’였다. 

범주 1. 통제 불능 COVID-19로 인한 고통

첫 번째 범주인 ‘통제 불능 COVID-19로 인한 고통’에 포함

되는 4개의 주제 모음으로는 ‘두려움으로 뒤덮인 생활’, ‘불확

실한 미래’, ‘미칠 것 같은 감정들’, ‘번아웃 상태’로 구성되었

다.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

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을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하였다. 

1) 두려움으로 뒤덮인 생활

주제 모음 ‘두려움으로 뒤덮인 생활’에 포함된 세 가지 주제

는 ‘낯선 병원균에 대한 두려움’, ‘감염이 일상생활을 압도함’, 

‘모든 책임감이 전가됨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다. 참여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병원균에 대한 경험으로 다양

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

에서는 나도 감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COVID-19 감

염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일상

에 COVID-19가 파고들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더 커졌다. 심

지어는 COVID-19 감염이 가족의 일상생활을 압도해 버렸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스크나 위생용품 사용, 외출 삼가기 등 

모든 일상생활이 COVID-19 감염을 예방하는 위주로 바뀌었

다. 가족의 일상을 챙겨야 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도 

처음 경험해보는 현 상황들이 낯설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엄

마로서의 집안일, 아이들 돌봄,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직장인으

로서의 역할까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떠넘겨진 것 같은 상황

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지만 끝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

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들어보는 병원균이니까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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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thers' Parenting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Kids in the Face of COVID-19 Pandemic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Pain from uncontrollable 
COVID-19

Fearful daily life ․ Fear of the unfamiliar pathogen
․ Infection dominating daily life
․ Fear of having to bear all the responsibilities when infected

Uncertain future ․ Uncontrollable life
․ Like a dark and endless tunnel

Outbursting emotions ․ Anxious of becoming the next case
․ Frustrated by limited freedom
․ Enraged
․ Thinking I am the victim of the virus
․ Blaming the reality
․ Corona-Blue

Burned-out ․ Gave up
․ The body and mind are exhausted

The problem of family 
rela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reality making you a 
superwoman

․ Taking care of the family's meals
․ A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challenging time
․ The reality where you have to play multiple roles
․ Battlefield-like everyday life

Conflict with the child ․ Emotionally sensitive kids
․ Frequent conflicts
․ Worsening relationship

Ambivalence ․ Between hope and desperation
․ Feeling sorry for the kid after expressing anger

Relationship off-balance ․ Deteriorating relationship with husband
․ Bond growing apart

Standing firm against the 
drastic changes

Take a step back ․ Life stopped by COVID-19

Look for a new solution ․ Choose to work from home
․ Nurture kids together with husband
․ Get help from the family of origin

Accepting the world 
changed by COVID-19

Kids who grow up even in trials ․ Discover new aspects/ behaviors of the kid
․ Stricter personal hygiene
․ Realize the precious value of daily life
․ Deeper bond with brother (s) and sister (s)
․ Adapt to changes

Coping with the situation and 
prevailing the crisis together

․ Accept the difficulties facing today
․ Resolution of the mother herself
․ Adapt and manage stress
․ Hope for ordinary life to be back
․ Spend more time with family
․ Take greater care and understand each other
․ Improved family relationship

Coping with the untact era ․ It has not ended
․ Become more family-centered
․ Have interest in social issues
․ Always seek for new solutions
․ Follow the rules of K-Quarantine and do not los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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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강하게 전파되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병원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나 치료방법이 있을지 전혀 모

르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가족도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이곳을 떠

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참가자 9)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집안일이나, 아이들 케어하는 

것,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일까지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떠넘겨진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

요. 어떻게든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끝이 없다

는 생각을 하니 더 두려웠고요.(참가자 5)

2) 불확실한 미래

주제 모음 ‘불확실한 미래’에 포함된 2가지 주제는 ‘내가 조

절할 수 없는 삶’, ‘암흑 같은, 끝을 알 수 없음’이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COVID-19 확산상황과 현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가 참여자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

었다. 더욱이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으로 인해 내 삶을 내가 통

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힘듦을 호소하였다. COVID-19 감염

의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을 가졌다가도, 다시 확산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피로감이 높아

졌고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을 호소하였다.

이제 조금만 더 견뎌내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태원 발(發)로 코로나가 확산

되면서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 끝이 있긴 할까’라

는 생각이 들어서요.(참가자 10)

처음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확산이 주춤하고, 아이들 학교 가기 위한 이야기들이 나

오면서 희망이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여기저기 

퍼지고,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니까 언제까지 이렇

게 해야 하나? 이 상황이 끝나기는 할까? 미래에 대한 불

안한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참가자 7)

3) 미칠 것 같은 감정들

주제 모음 ‘미칠 것 같은 감정들’에 포함된 여섯 가지 주제는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유롭지 못한 답답함’, ‘분노가 치

어 오름’, ‘COVID-19의 피해자라는 마음’, ‘현실에 대한 원

망’, ‘코로나블루(Corona Blue)’이었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

하게 되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들로 인해 답답한 감정

들이 쌓이게 되었다. 이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엄

마로서의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 어 올랐다. 이러한 분노는 COVID-19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변화된 불안정한 상황들로 인해 자신이 

COVID-19의 가장 피해자라는 마음과 장기화 되는 COVID- 

19 팬데믹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원망하는 

마음들이 쌓여 표출되었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 상황에 빠졌

음을 호소하였다.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2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너무나 

우울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바깥출입도 못하

니 (중략) 매일 모든 식구가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와 부딪히고……. 스트레스랑 

답답한 감정들이 쌓이고 미칠 것 같은 감정들이 생기는

데, 정말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이런 거구나…….(참가자 3)

4) 번아웃 상태

주제 모음 ‘번아웃 상태’에 포함된 두 가지 주제는 ‘자포자기

함’,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이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 것으로 인한 것

이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

게 되었다. 감염상황으로 인해 COVID-19 이전보다 훨씬 바쁘

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 많아졌고,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는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바쁘고 힘들고, 시간을 쏟아부어

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런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번아웃 상태에요.(참가자 5)

범주 2.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문제

두 번째 범주인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가족관계

의 문제’에 포함된 4개의 주제 모음은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 ‘아이와 갈등’, ‘양가감정’, ‘삐걱거리는 관계’로 구성되

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전파 이후 어머니로서의 역할 변

화와 함께 아이와의 갈등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COVID-19 전파상황과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오

는 양가감정 등,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가족 혹은 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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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대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 자체가 어그러지

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1)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

주제 모음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 포함된 4가지 

주제는 ‘삼시 세끼 밥 챙기기’,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 

‘1인 다역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매일의 삶이 전쟁터’이었다. 

참여자들이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장 힘듦을 호

소한 것은 식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외식을 할 수 없어 삼시 

세끼 모두를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참여자들은 스

스로를 돌밥(돌아서면 밥), 셔틀러(밥 갖다주는 사람)로 자조

적인 표현을 하였다.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 등 혼자서 일인 다역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인한 부담감이 커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짐

을 호소하였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독박육아 현실에서 

매일이 전쟁터로, 일상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

렸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모든 역할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고 (중략) 일인 다역

을 감당해 내야 했던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 같아서

는 슈퍼우먼이 되고 싶지만 정말 버겁다는 생각이 날마다 

들어요. 매일 매일의 삶이 전쟁터이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온전한 독박육아를 하는 거죠. 요즘 육아 상황이 전

쟁터 같다는 말이 맞아요.(참가자 4)

2) 아이와 갈등

주제 모음 ‘아이와 갈등’에 포함된 세 가지 주제는 ‘감정적으

로 예민해진 아이들’, ‘늘어나는 마찰’, ‘나빠지는 관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들에 서로 예

민해지고 감정 소모가 많아지게 되므로 인해서 마찰이 늘어나

게 되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써 오는 갈등과 서로 원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름으로 

인한 감정 소모로 인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이도 참고 있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

나 감정적으로 서로 미묘하게 갈등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딸과 싸우진 않지만 서로 기분이 상하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중략) 서로가 원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

니까요. 서로에 대한 감정소모, 감정으로 마음이 상한다

거나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참가자 7)

3) 양가감정

주제 모음 ‘양가감정’에 포함된 두 가지 주제는 ‘희망과 절망 

사이’, ‘아이에게 화내고 미안함’이었다. COVID-19 팬데믹 상

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가감정은 현 상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감정과, 아이를 돌보면서 겪게 된 아이에 대한 감정으

로 나뉘었다. COVID-19 확산상황이 주춤해지면서 COVID-19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졌지만, 산발적인 확산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희망이 무색해

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들로 인해 절망감까지 

경험하게 되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역할부담, 스트레스로 인해 아

이와의 마찰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게 되고, 그 상황을 후회

하고 아이에게 미안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COVID-19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거 같아요.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니까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참여자 10)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요. (중략) 화를 내고, 

화가 너무 많이 나면 때리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화를 너무 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화를 내고 그

런 모습을 후회하면서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또 화를 

내고 그렇게 되네요.(참가자 8)

4) 삐걱거리는 관계

주제 모음 ‘삐걱거리는 관계’에 포함된 두 가지 주제는 ‘남편

과 어그러져 가는 사이’와 ‘멀어지는 유대관계’이었다. COVID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족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

니라 넓게는 부모님과 지인 관계에서까지 전반적으로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어머니로서 역할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담감과 힘듦이 늘어

났지만,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

운한 마음이 쌓이게 되고 마찰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혹시나 

하는 감염을 우려해 부모님과도 왕래를 하지 않고, 외부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인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어 스스로 고립

되었으며, 지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

각하게 되었다.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진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

장에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이들 케어에 집안일에……. 나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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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니 버든(burden)이 많아지

는 거죠. 나는 잠을 쪼개가면서 일하는데 남편은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는 싸우고. 그런 악순환이 계

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분노가 쌓이는 거고.(참

가자 5)

범주 3. 흔들리는 울타리 다잡기

세 번째 범주인 ‘흔들리는 울타리 다잡기’에 포함되는 두 개

의 주제 모음은 ‘한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기’, ‘새로운 탈출구 찾

기’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전파 이후 모든 것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실만을 집착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압

도된 것이 아닌, 한 걸음 물러서 현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

라보려 하였다. 또한 아이의 엄마로서 쉽게 끝나지 않을 이 위

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아이와 자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고군분투를 하였다. 

1)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기

주제 모음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기’에 포함된 세 가지 주

제는 ‘COVID-19로 멈춰진 삶’, ‘불필요한 인간관계 축소’, ‘가

족이 함께 있는 시간 늘어남’이었다. 참여자들은 살얼음을 걷

는 것 같은 위기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동안의 기계

같이 바쁘게 움직였던 삶을 멈추며 소중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

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가능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

이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갔다. 참여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재택근무를 선택하기도 하였고 가족의 의미에 대

해 다시금 생각도 하였다.

그동안 기계와 같이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던 삶에서 멈

추게 되는 계기, 그런 말 있잖아요. 멈춰야 보인다. 코로나

라는 상황에서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은 멈추었지

만, 가족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에 대해 다시 생

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참여자 4)

2) 새로운 탈출구 찾기

주제 모음 ‘새로운 탈출구 찾기’에 포함된 세 가지 주제로는 

‘재택근무를 선택함’, ‘남편과 함께하는 공동육아’, ‘가족을 넘

어 원가족의 도움을 받음’이었다. COVID-19 팬데믹 전에는 

아이들의 학습과 사회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

지만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은 감염의 

확산과 전파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만 

했다. 참여자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의 양육과 학습지도를 

위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만 했다. 참여자들은 주중 2~3

일을 재택근무하면서 가정에서 육아와 업무를 담당하거나, 남

편과 번갈아 가며 재택근무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아이의 양육

에 있어 참여자와 남편이 힘을 합쳐 아이의 학습을 참여자와 배

우자가 함께 역할 분담하기도 하였고, 참여자가 어린 자녀를 돌

봄으로 가정에서 혼자서 육아가 불가능한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

을 결정하기도 하여 남편과 함께 공동육아를 하게 되었다. 맞벌

이 가정으로 더 이상의 재택근무나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원가족인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육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둘째가 너무 어리고 손도 한참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첫째도 돌봐주어야 하고 그렇다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이곳에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

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돌 지

난 아이를 혼자서 돌보기도 쉽지 않은데 첫째도 돌봐주어

야 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대구의 특성상 코로

나가 너무 퍼져 어떤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참여자 9)

범주 4. COVID-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세상 받아들이기

본 연구의 마지막 범주인 ‘COVID-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세

상 받아들이기’에 포함된 세 가지 주제 모음은 ‘시련 속에도 변

화하는 아이들’, ‘함께 이겨나가기’, ‘포스트 COVID-19 시대

에 대한 대비’이었다. COVID-19는 어떠한 감염병보다 강력한 

전파력으로 쉽게 소멸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엄마로서 아이

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COVID-19 팬데믹 상황이라는 낯선 세

상에 대해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절

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점차 변화하며 스스로 적응하

였다. 참여자들 역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이 어려

운 상황을 이겨나가고자 하였다. 쉽게 끝나지 않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포스트 COVID-19 시대를 대비

하고자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1) 시련 속에도 변화하는 아이들

주제 모음 ‘시련 속에 변화하는 아이들’에 포함된 다섯 가지 

주제는 ‘아이의 새로운 모습 발견’, ‘개인위생이 철저해짐’, ‘일

상의 소중함을 깨달음’,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 짐’, ‘변화에 

적응함’이었으며, 참여자가 바라본 COVID-19 팬데믹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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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아이의 성

향, 친구 관계, 생각이나 성장 정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아이들 역시 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

거나 외출을 삼가는 등의 개인위생에 철저해졌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아이들에게 모두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학교 등교 등의 일

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형제간에는 우애

가 돈독해지기도 하였다. 참여자가 근무하여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

심과 자기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변화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 아이의 모른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

적으로 봤다는 느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의든 타

이든 아이와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어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참여자 7)

2) 함께 이겨나가기

주제 모음 ‘함께 이겨나가기’에 포함된 여섯 가지 주제는 ‘현

재 어려움을 수용함’, ‘엄마 스스로의 다짐’, ‘적응하며 스트레

스 관리하기’, ‘일상으로 회귀를 간절히 바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기’, ‘원만해진 가족관계’이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엄마로서 이 시기를 감당하고 극

복하기 위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도 감사

하며 어려움을 받아들이려 하였다. COVID-19의 치료제나 백

신이 나오기 전까지 엄마로 아이를 위하여 고진감래의 수고함

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COVID-19의 

전파 양상을 확인하며 이 상황에서 적응하며 가능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의 상황에서 벗어나 참여자나 아이들이 COVID-19 팬데믹 전

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이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에 대해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여, 가

족이므로 위기를 함께 하기에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커지기도 하였다. 참여

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 전에 비해 가정에서 아이의 양

육과 가사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족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이 양육이 나중에는 추억이 

된다. 스스로 위안하면서 의미를 두니 처음에 힘들었던 

마음은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누굴 원망할 상황도 아니

고 제 아이들이니까, 가능한 아이들에게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추억이 되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

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다 힘든 것이고, 치료제나 백

신 나오기 전까지 어쩔 수 없다, 적응해야 한다.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러죠. 힘든데, 사실 의미 있는 힘듦이잖아요. 

내 어린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참여자 4)

코로나가 퍼졌다고 완전히 외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 어

느 정도 현실과 적응하며 조심할 것은 조심하며, 코로나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 아무 것도 못 할 수는 

없으니까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족 중심

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지요.(참여자 8)

3) 언택트 시대에 대처하기

주제 모음 ‘언택트 시대에 대처하기’에 포함되는 주제에는 

‘아직 끝나지 않음’, ‘가족 중심 관계로 변화’, ‘사회문제에 관심

을 가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대책을 갈망함’, ‘K 방역 준수하

며 희망 품기’이다. 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언택트

(untact) 사회에서 참여자, 초등학생 자녀 그리고 가족은 기존

의 생활 방식과 사고에서 변화하여 대처해야만 했다.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개인위생의 행동 수칙을 준수

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가족 중심 사회로 변화됨에 있어 가정

에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즐거움을 높이는 방안들을 탐색하기

도 하였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

고 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였다.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 상황에

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방역 

강국으로 K-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였기에 긍정적인 희망을 잃지 않았다. 

코로나 치료약이나 예방주사의 개발이 늦어지고 코로

나가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지속되겠죠? 지금은 코로나 전파 전과는 완전 다른 언택

트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점점 

가족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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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Colaizzi [15]의 현상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어

머니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한 질적연구이

다. 연구결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초등학생 어머니

의 양육 경험은 ‘통제 불능 COVID-19로 인한 고통’, ‘엉망진창

인 삶’,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문제’, 

그리고 ‘COVID-19로 변화된 세상 받아들이기’의 4개의 범주

와 범주에 포함된 13개의 주제 모음, 그리고 46개의 주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범주는 ‘통제 불능 COVID-19 팬데믹으

로 인한 고통’으로 도출되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

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감염의 위험에서 자

유롭지 못하였다. COVID-19라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언

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미쳐버릴 것과 같은 

감정으로 참여자들은 점차 지쳐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

니들은 COVID-19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두려움, 불

안감, 답답함, 분노, 피해의식,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

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

립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COVID-19 팬데

믹으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을 호소하였는데, 코로나 우울

(블루) 현상은 COVID-19와 우울함의 합성어로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이르는 용어이다

[18].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된 국민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의 48%가 우울감을 경

험하였다[19]. COVID-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예방 백

신의 부재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

은 두려움, 불안, 우울, 분노의 감정이 상승하였으며 소진된 상

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미치

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관리계획을 세우

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며[20], 이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에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

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중재 개발과 연구 등이 제시되고 있

다[21,22]. 해외의 선행연구[21]에서 웹 기반 결합 원격 심리 치

료 중재를 이용한 긍정적인 양육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

은 경우 부모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가족의 기

능장애가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아동의 행동이 개선된 결과는 

COVID-19 위기 상황에 위험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고 긍정적

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가족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원격 심

리 치료 개입의 실행 가능성 및 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 감염병의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의 신종 COVID-19 통합심리지원단이 마련되어 COVID- 

19 확진자, 격리자와 가족, 그리고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한 자를 대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22]. COVID-19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확진자뿐 아니

라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비확진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17,20,23], 심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8,24]. 특히, 선행연구에서 COVID-19로 인한 정신 증상 발

생과 낮은 수준의 정신 심리적 웰빙 상태는 특히 여성의 경우 

관련이 있었으며[20], 직업별로 전업주부가 59.9%로 가장 우

울감이 높았다는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19]와 본 연구의 결과

를 고려해 볼 때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초등학생의 어

머니가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취약한 대상임을 파악하여야 한

다. 따라서 이들이 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

한 연구와 맞춤형 중재가 필요하다[20, 24].

두 번째 범주는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가족관계

의 문제’이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습은 가정에서 온라

인 수업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학

습지도, 양육, 가사업무와 재택업무까지 더해져 슈퍼우먼의 삶

을 살아가야 하였다.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 자

녀와 함께하며 보내며, 자녀와 가족 간의 갈등은 증가하게 되

었다. 사회적 격리가 아동의 행동과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은 부모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되므로, 사회적 격리에 어

려움을 갖는 부모의 경우 스트레스 정도는 더 높았고 아동의 문

제는 증가하였다[2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이들은 집에서 

머물게 되고 부모는 아이들의 학습과 육아, 재택근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본연구의 대상자들도 장기간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역할 변화와 증대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

은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삶은 점차 엉망진창인 총체적 난국

에 빠지게 되었다. 국외의 다양한 연구에서, COVID-19 전파 

이후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이 증가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6,27]. 

COVID-19 팬데믹 상황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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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27,28].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학교 수업 결손을 대신한 온라

인 대체 수업은 아동의 야외활동을 감소시켰고, 불규칙한 수면

과 식이로 비만이 증가하기도 하였다[29]. 무엇보다 아동과 청

소년은 감염에 대한 공포와 좌절, 지겨움, 사회관계의 축소로 

스트레스 높아졌고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27,29]. 국내에서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의 부담감과 스

트레스는 상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초등학생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COVID-19 팬데믹 상황

에서 초등학생 어머니와 자녀의 변화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지

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사회적 격리

는 개인 생활, 일-자녀 양육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른 자원 없이 

홀로 남겨져야 하는 부모에게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이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아이들이 받는 지원 부족이 더 뚜렷한 심

리적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정신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책 지원이 개입되어야 한다[22]. 

본 연구의 세 번째 범주는‘흔들리는 울타리 다잡기’로 이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고군분투 노력이 나타나 있다. 참

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에서 발생된 한걸음 물러서 현 상

황을 바라보려 하였고, 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탈출

구를 찾아 나갔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을 늘려갔다. Coyne 등[4]의 연구에서도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기 불필요한 인간

관계를 줄이고 내적 원동력을 확보가 필요하다 하였다. 무엇보

다 부모의 심리적 유연성과 자기관리는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강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4,5]. Liu 

등[28]은 부모의 일상생활에서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보고 함께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녀의 양육

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

은 COVID-19 팬데믹 위기에서 자녀를 양육을 위한 다양한 해

결책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거나 공동육아,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내부에서의 개인적인 강화 이외에 Prime 등[30]

은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이들의 요구가 수렴된 가용 가능한 

외부에서의 자원을 제공에 대해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부모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현실에

서,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에 문제에 있어 가족 차원에서 해결

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 돌봄의 확대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 범주는 ‘COVID-19로 변화된 세상 받아들

이기’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위

기를 통해 적응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시련 

속에서도 초등학생 자녀들은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해 갔다. 아직 

끝나지 않은 COVID-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해 배려하

고 이해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30]에서는 COVID-19 

팬데믹의 상황이 가족에서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가족 탄력성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가 극복되고 가족이 성장하는 긍정적 결

과가 나타났다. 또한 Fegert 등[27]은 COVID-19 팬데믹 상황

에서 가족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재정비하고 구성원의 결속

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가족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COVID-19 전파가 지속되

는 언택트 시대에서 가족 중심 관계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 무

엇보다 부모는 자녀를 세심히 배려해야 하며, 적절한 의사소통

과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COVID-19 팬데믹으로 사회적 봉쇄 상황에서 가족 탄력성을 

높이며 심리적 지지를 제공 가능한 전화 중재의 효율성이 입증

되고 있다[21]. 국내에서도 COVID-19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

한 대면 방식의 중재보다는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화 

중재나 온라인 심리 상담 등을 다양한 비대면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기술함으

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상자 및 가

족 간호에 대한 이론적 확장과 실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어머니 관점으로 

COVID-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양육 경험의 본질과 그 구조를 

탐색하여,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COVID-19 팬데믹으로 초등학생 어머니의 개인적 차

원에서 두려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지역사회의 초등학생 어머니들

의 부정적인 정서를 낮출 수 있는 간호 연구 차원에서 다양한 

중재가 요구되어 진다. 무엇보다 간호 실무차원에서 지역사회 

초등학생 어머니의 요구를 수렴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속적 있는 교육 및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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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COVID-19 팬데믹으로 본 연구의 대상

자인 초등학생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위기 상황이 발생

하였다. 가족은 지역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가

족 안에서 초등학생 어머니는 아동 및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교육 차원에 있어 

COVID-19 감염병 전파로 경험하게 되는 초등학생 어머니들

과 가족이 위기 및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험에 대해 확인하였다. COVID-19가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는 통제 불능 

COVID-19로 인해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다. COVID-19 팬데

믹 상황에서 자녀들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다양한 가족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쳐가

는 자신과 자녀 그리고 흔들리는 가족을 다잡기 위해 노력하였

다. 쉽게 끝나지 않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엄마로서 어

려움을 이겨내고 COVID-19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세

상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COVID-19 전의 일상을 간절

히 기대하며 언택트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려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초등학생 어머니의 관점으로 COVID-19 팬

데믹 상황은 자녀, 어머니, 그리고 가족에게도 위기를 초래하

고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 단위로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 적응을 위하여 초등학생 어머

니 이외에 초등학생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현 위기에서 가족 극복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의 기능과 역동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위기관리와 가족 지지를 

위한 맞춤형 전화 중재나 온라인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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