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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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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함으로써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에 걸쳐 국내 4개 도시에 거주하는 40세~60세의 중년여성 12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교육 수준이 중년 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성기능 정도와 성 의사소
통 정도가 높은 경우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73%가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여성이 발달적, 상황적 변화에 더불어 사회경
제적 변화로 인해 성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년 여성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인식이 부족
함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은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적
극적인 해결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 관련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Sexual satisfaction depends a lot of various factors. Th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middle-aged women's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and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sexual satisfaction. 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ata was collected during Oct. in 2012 to Jan. 
in 2013 from 126 middle-aged women in Korea.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were averaged 25.02 (range of score 2~36), 3.12 (out of 5), and 2.36 (out of 4), respectively. Sexual 
satisfa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function and sexual communication.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last formal education were influencing factors on sexual satisfaction. Sexu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was considered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Nurses should become aware of 
the wider consideration that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general and sexual quality of life when caring 
for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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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은 인간 삶의 질과 만족의 중요한 부분으로[1], 인간
의 성은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대인관계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2]. 특히 여성의 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
면적이며 삶의 맥락의 총체적 경험이므로 주관적인 성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성을 여성 건강의 총체적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3]. 성만족은 성적 관계에 대한 자신의 평
가로부터 발생되는 감정적 반응이며, 전반적인 성적 관계
의 긍정적 평가로[4], 여성에게 있어 성만족도는 삶의 중
요한 의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삶의 질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특히 중년 시기의 여성은 폐경, 갱년기 증상 등 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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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체적 변화와 함께 배우자의 은퇴, 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6]. 여성이 중
년 시기의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거나 주
변으로부터 이해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정서적 위기의
식으로 인한 의욕감퇴, 기분변화,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감퇴, 자아존중감의 상실, 불안, 우울 등의 정신신체질환
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며[7], 성욕감퇴로 인한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등 여성 삶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성기능은 성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8,9], 성기능 장애는 해부생리학적, 정신심리학적 원인으
로 성반응 단계 중 어느 단계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
우에 유발된다[10]. 즉 당뇨병, 심장병, 신경학적 질환, 호
르몬 불균형, 폐경, 신장질환과 간부전과 같은 만성질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신체적‧의학적 컨디션은 성적 
욕구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불안, 성적 행위에 대한 염려, 결혼 생활 문제 및 관계적 
문제, 우울, 죄책감, 과거에 성과 관련된 정신적 충격 등
의 심리적 문제의 결과와[11] 중년기의 위기감에 의해서
도 성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12]. 미국의 경우 대략 
여성의 40% 정도에서 성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12%가 
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그러나 보고되고 있는 성기능 문제의 대부분이 
치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조차 성기능 문
제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부부관계
에서도 여성 성기능 장애의 치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지 않아 여성 홀로 고통 받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로 남아 있게 된다[14]. 특히 기혼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우울증, 부부간의 갈등,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
으로 인한 가정적, 사회적 고립 현상을 야기하는 등 여성
의 삶의 질과 건강에 다양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성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지닌 건강문제로 인식하
고 의학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편, 부부간의 성적대화는 성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Brentton[15]은 성에 대한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성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부부간 의사소통을 강조하였으며, 적극적인 의
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성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요구를 확인하고 충족함으로써 성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6]. McDowel[17] 또한 성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언어적 지지와 격려, 이해 등이 필요하며 
부부 상호간의 개방적이고 진실하며 분명한 의사소통이 
성 만족도를 높여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만족 관련 연구는 

주로 성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성지식, 성태도와[18-21] 
성적 행위의 물리적 횟수와의 관계를 평가한 성행동과의 
관계를 측정한 연구[22]가 주를 이루었으며, 질병 상황에
서의 환자의 성 만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8,23].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심리적 측면의 변수가 성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여성의 
성기능과 성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성의 성만족에 있어 성기능과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
하는 것은 여성 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성만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의 정도
를 파악한다.

2)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 성 의사소
통 및 성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의 관계
를 파악한다.

4) 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 만족
도 정도를 측정하고 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4개 도시에 거주하는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표준진단지침에서 제시한 중년
기의 기준에 의거하여 40세~60세 사이의 중년 여성을 대
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
하여 Cohen [24]의 power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적정 표본수를 산
출한 결과,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80%, 중간 효
과 크기(f) 0.15, 예측변수 11개를 가정하여 양측검정 하
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대상자는 123명이며, 탈
락률 20%를 고려하여 148부 배부를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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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동안 본 연구에 참여한 150명 중 설문지를 불
충분하게 작성하거나 혹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부족으
로 인한 작성 오류로 인해 제외된 9부, 지난 1개월 이상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12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적정 대상자에 다
소 부족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크기
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실제 효과 
크기는 1.38, 검정력 80%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수를 가지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성기능

여성 성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Female Sexual Function 
Index(FSFI)는 Rosen 등[25]이 개발한 자가 보고식 설문
지를 도구관리자에게 도구 사용의 허가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SFI는 성적 욕구, 성적흥분, 윤활액, 오르가즘, 만족
도 및 통증의 6가지 하부영역, 총 19문항의 의문문으로 
각 문항은 ‘지난 4주 동안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0점을 
포함하여 ‘거의~ 또는 매우 낮다’ 1점에서 ‘항상~ 또는 
매우 높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총
점은 각 하부영역의 요인값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제시
되어 있으며, 성적 욕구 0.6점, 성적흥분 0.3점, 윤활액 
0.3점, 오르가즘 0.4점, 만족도 0.4점 및 통증 0.4점으로 
제시된 요인량을 고려한 도구의 총점범위는 2.0~36.0점
이다. 

본 도구는 총점 26.55점 이하인 경우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개발당시 Cronbach's α= .9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3.2 성 의사소통

부부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Lee[26]가 Hudson, 
Harrison와 Crosscup[27]의 ISS (index of sexual 
satisfaction)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개발한 성생활 불
만족도 측정 도구 20개 항목의 부부 성생활 의사소통 측
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성생활 불만족도 
측정 도구의 각 항목마다 부부가 얼마만큼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많음을 의
미한다.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98, 본 
연구에서 .97이었다.  

2.3.3 성만족

성만족 정도는 Kim, Chang과 Kang[19]이 개발한 여성
의 성만족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도구는 4점 
Likert 척도의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성만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값 .91,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2012년 10월 22일부터 2013년 1월 7일에 걸쳐 연구자
가 해당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
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
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설문에 소요
된 시간은 약 15분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성
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기술 통
계하였다.

2)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와 그 차이는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과 성만족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5) 대상자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
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승인을 얻었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개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여 자발
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연구 참여 동의서
를 받은 다음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간에 연구 참여
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하
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는 비밀로 유지와 익명
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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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Age (years)
40-49 76 60.3

50-60 50 39.7

Religion
Yes 83 65.9

No 43 34.1

Last formal 
education 
(Subject)

High school or lower 96 76.2

College or higher 30 23.8

Last formal 
education
(Spouse)

High school or lower 75 59.5

College or higher 51 40.5

Monthly 
Income

< 3,000,000 won 31 24.6

≧ 3,000,000 won 95 75.4

Employment
Yes 56 44.4

No 70 55.6

Live with 
spouse

Yes 115 91.3

No 11 8.7

Duration of 
marriage 
(years)

<10 14 11.1

10-20 30 23.8

>20 82 65.1

Having 
children

Yes 123 97.6

No 3 2.4

Menstruation 
state 

Regulation 69 54.8

Irregulation 28 22.2

Menopause 29 23.0

Having chronic 
disease

Yes 46 36.5

No 80 63.5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진행된 제한점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기혼 중년여성은 평균 47.68세로 
40-49세가 60.3%, 50-60세가 39.7%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5.9%, 없는 경우가 34.1%로 조사되었으며, 대상
자와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인 경우가 각각 
76.2%, 59.5%로 많았다. 월평균 수입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75.4%로 많았으며,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55.6%
로 직업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91.3%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8.7%
가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97.6%, 결혼기간은 20년 이상이 65.1%, 10-20년이 
23.8%, 1~10년 이하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가 54.8%, 불규칙적인 경우가 
22.2%, 폐경상태인 경우가 23.0%로 조사되었으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36.5%, 없는 경우가 63.5%로 조사되
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6)

3.2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

대상자의 성기능 정도는 25.02점(점수범위 2~36점)으
로 나타났으며, FSFI에서 제시한 성기능 장애의 판단 기
준에 따라 성기능 점수 26.55이하인 대상자는 7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3.12점
(점수범위 1~5점), 성 만족도 2.69점(점수범위 1~4점)으
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of Subjects         (N=126)

Range of 
score

Mean±SD n(%)

Sexual 
Function

2~36 25.02±4.03

Sexual 

dysfunction

>26.55 34(27.0)

≦26.55 92(73.0)

Sexual 
Communication

1~5 3.12±0.79

Sexual 
Satisfaction

1~4 2.69±0.6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나이(t=3.027, p=.003), 전체수입(t=-3.087, 
p=.002), 월경상태(F=6.226, p=.003)로 나타났다. 나이는 
적을수록 성기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
균수입은 300만원 이하 22.21점, 300만원 이상 24.68점으
로 전체수입이 많을수록 높았다. 또한 월경상태는 규칙적
(25.07점), 불규칙적(23.07점), 폐경상태(22.11점) 순으로 
성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사소통 정도는 나이(t=3.611, p=.000), 교육수준
(t=-2.210, p=.027), 전체수입(t=-2.513, p=.013), 월경상태
(F=4.49, p=.013)에 떠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나이가 적
을수록 높고, 고졸이하 3.04점, 대졸이상 3.40점으로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은 
300만원이하 2.82점, 300만원이상 3.22점으로 수입이 많
을수록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경상태는 규칙적(3.28점), 불규칙적(3.11점), 폐경상태
(2.76점)순으로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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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6)

Categories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Mean±SD t / F p Mean±SD t / F p Mean±SD t / F P

Age (years)
40 ~ 49 24.92±3.73 3.027 .003 3.32±0.84 3.611 .000 2.79±0.65 2.297 .023

50 ~ 60 22.79±4.09 2.82±0.62 2.53±0.60

Religion
Yes 23.83±4.06 -9.40 .349 3.14±0.73 .245 .807 2.71±0.61 .544 .587

No 24.54±3.89 3.10±0.91 2.64±0.71

Last formal 
education 
(Subject)

High school or lower 23.98±4.09 -.464 .643 3.04±0.75 -2.210 .027 2.59±0.60 -3.059 .003

College or higher 24.37±3.73 3.40±0.88 2.99±0.68

Last formal 
education
(Spouse)

High school or lower 24.32±4.30 .829 .408 3.31±0.71 .072 .943 2.72±0.57 .813 .418

College or higher 23.72±3.52 3.12±0.91 2.63±0.74

Monthly 

Income

< 3,000,000 won 22.21±3.90 -3.087 .002 2.82±0.85 -2.513 .013 2.45±0.80 -2.328 .022

≧ 3,000,000 won 24.68±3.86 3.22±0.75 2.76±0.56

Employment
Employed 23.38±3.68 -1.763 .080 3.06±0.74 -.740 .461 2.66±0.57 -.374 .709

Unemployed 24.63±4.18 3.17±0.84 2.70±0.69

Live with 

spouse

Yes 24.21±3.98 1.264 .209 3.12±0.80 -.214 .831 2.68±0.64 -.106 .916

No 22.62±4.09 3.17±0.81 2.71±0.72

Duration of 

marriage (years) 

< 10 23.65±4.11 .803 .450 3.15±0.73 1.655 .192 2.61±0.70 .532 .588

11 ~ 20 24.88±3.47 3.35±0.88 2.79±0.71

> 21 23.85±4.16 3.04±0.77 2.66±0.61

Having children
Yes 24.08±4.02 .084 .933 3.14±0.79 -.531 .128 2.68±0.65 -.329 .742

No 23.88±4.03 2.43±0.40 2.81±0.13

Menstruation 

status 

Regular 25.07±4.04 6.226 .003 3.28±0.87 4.49 .013 2.79±0.70 2.148 .121

Irregular 23.07±3.64 3.11±0.79 2.63±0.57

Menopause 22.11±3.51 2.76±0.64 2.50±0.52

Having chronic 

disease

Yes 23.16±2.91 1.979 .050 2.99±0.64 1.44 .150 2.54±0.58 1.975 .051

No 24.60±4.44 3.20±0.87 2.77±0.6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만족 정도는 40~49세
가 2.79점, 50~60세가 2.53점으로 나이는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 2.59점, 고졸이상이 2.99점
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하 2.45점, 300만원이상 2.76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과의 관계

중년여성의 성만족은 성기능(r=.639, p<.001), 성 의사
소통(r=.671, p<.0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성 의사소통 정도가 상승할수록 성기능이 상승
하여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21, p<.001)[Table.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N=126)

Sexual

 Communication

Sexual 

Function

r (p) r (p)

Sexual 

Satisfaction

.639 

(<.001)

.671 

(<.001)

Sexual 

Communication

.521

 (<.001)

3.5 대상자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여성의 성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차이가 
난 연령, 교육수준 및 수입과 성기능, 성 의사소통 을 다
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중년여성의 성기능의 공차한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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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분산팽창계수가 1.22~1.56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기능(β=.47), 성 의사소통
(β=.36), 대상자의 교육수준(β=.17)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성만족 영향 요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59.559, p<.001), 설명력은 58.4%이었다[Table 5].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Sexual 

Function                         (N=126)

B β t p R2

Sexual 

Function
.076 .473 7.047 <.001 58.4

Sexual 

Communication
.295 .365 5.335 <.001

Last Formal 

Education 

(Subjects)

.264 .174 2.956 .004

Constant=-.399, F(p)=59.559 (<.001)

4. 논 의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여,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성만족 정도는 2.69점(점수
범위 1~4점)으로 중간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여 20~5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성만
족 정도를 측정한 Kim[22]의 3.2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Abdo, Oliveria, 
Moreira, & Fittipaldi[12]와 Kim[22] 또한 성만족 정도는 
연령에 부적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규칙적 
월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성만족 정도가 높아 
여성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가 성만족 
정도에 영향함을 알 수 있었다. 

Hong[28]은 성만족은 사회경제적인 안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만족 정도는 
수입이 높은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만족에 경
제적 수준 정도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장순복과 
Lee[29]는 성만족이 수입에 영향을 받는 이유를 사회경
제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있어 경제적 문제가 생활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될 경
우 성만족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즉, 
성 관련 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안녕 상태에서 보다 긍정

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년 여성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이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완화를 돕는 중재
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 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성기능 정도는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되어 성기능이 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하
는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만족과 
성기능 정도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고 한 Aslan 등[3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Yang, Hwang과 Park[31] 또한 일반 
여성의 성기능 저하를 의미 있게 예측해준 요인으로 성
의 중요도를 보고하면서 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하였다. 여성의 성기
능은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
으로 중년의 여성에게 있어 성은 흥미의 대상이기보다 
친밀감의 행위로 인식되므로, 성을 중요시 하고 상대방의 
성적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중년 시기의 적절한 성기능
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
년 시기에 성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신체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물리적 치료행위에 더불어 건강한 성
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중재가 통합될 때 더욱 효율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기능은 25.02점(점수범위 2~36
점)으로 FSFI에서 26.55점보다 낮은 경우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제시 기준에 따라 성기능 장애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기능 장애 정도를 측정한 Park, Cho와 
Kim[32]의 23.50점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기능 정도가 26.55점 이하로 측정
되어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는 92명
으로 전체 대상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Park, Cho와 Kim[32]에서의 67%, 20~40세 
일반 여성의 성기능 장애 유병률을 측정한 Yang, Hwang
과 Park 등[31]의 42.9%에 비해 높아 중년 여성에게서 성
기능 장애 유병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기능 장애는 
기혼 여성에게 있어 우울증, 부부간의 갈등,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인한 가정적, 사회적 고립 현상
을 야기하고 등 여성의 삶의 질과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성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지닌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의학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50대 여성의 성기능이 40대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기능이 낮아지는 경
향을 나타냄을 보고한 Park, Cho와 Kim[32]과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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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과 Park[31]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는 Bae[14], Abdo, Oliveria, Moreira와 Fittipaldi[12]와 
Park, Koo와 Won[33]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Park, 
Koo와 Won[33]은 연령에 따른 성기능의 차이를 여성 호
르몬의 감소로 인한 질의 위축과 질 분비물 감소 등의 노
화와 폐경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의 결과로 보고하였으며, 
Blumel 등[34]도 폐경을 성기능 장애의 한 원인으로 지적
하였다. 한편 Kim[35]은 이러한 이유를 폐경 후 여성들이 
스스로 성적인 매력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중년 여성의 성기능 정도는 월 평균 수입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이 많을수록 성기능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Park, Koo와 Won[33]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는 여성의 성기능이 비단 신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되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성만족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무가 성기능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Bae[14]에서는 
신체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대
상자의 성기능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 신체적 상태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
어 대상자의 성기능은 최대 34.80점, 최소 15.24점으로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므로 성기능과 관련된 간호중재 계
획 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성 의사소통 정도는 성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Ko[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Song[16] 또
한 성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부간의 성
적대화를 보고하였으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
의 성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요구와 바램을 확인
하고 충족함으로써 성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즉, 부부간의 적극적인 성 의사소통은 부부 서로
에게 상대방의 성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써 성만족의 긍정적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3.12점(점수범위 1~5점)
으로 연령이 낮고 규칙적 월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
우에 높았다. 이는 연령이 낮고 규칙적 월경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
와 같이 여성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상태가 
부부간의 성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은 경우에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사회경제
적 상태가 부부의 성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 의사소통 정도는 성만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성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만족과 강
한 정적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한 Ko[18], Ashdown, 
Hackathorn과 Clark[36], Kim[22], Kim[37], Song[1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Song[38]은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들
은 성적인 문제를 남편과 원활히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가서 치
료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뿐 아니라, 혼자 어려움
을 해결하지도 못하여 부부간에 성문제로 인한 갈등 유
발 시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갱년기 증상
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년기 부부관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Means[39]은 부부의 성은 애정을 표현하
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관계적 기능, 즉 성생활을 통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
는 바로미터(barometer)의 기능과 부부의 결속과 유대감
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였
다. 더불어 중년 시기의 발달적, 상황적 스트레스를 긍정
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원활한 소통과 삶의 
만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을 삶의 만족의 중
요한 한 영역으로 부부가 인식하도록 돕고, 성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이 중년 여성의 성만족 정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인 대
상자의 성만족 정도가 높았던 Abdo, Oliveria, Moreira와 
Fittipaldi[12], Kim[37]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Kim[37]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성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성개념 및 성지식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이 성만족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즉, 교육수준에 
따라 자기 주장성, 개방성이 높아져 적극적인 성 의사소
통으로 인해 성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Mannila와 Kontula[40]는 성만족을 안정된 관계에 대
한 행복감인 정서적 성만족과 성행위에 대한 즐거움인 
신체적 성만족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Mannila와 
Kontula[40]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오르가즘의 부재
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성만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적 성만족이 낮는 경우에도 정서적 성만족은 높을 
수 있으므로, 향후 성만족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성만족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세심
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은 중년여성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며 여성의 성에 
관한 문제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주관적인 성만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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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성만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이들의 성기능 정도와 성기능 저하의 
원인 진단과 함께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부의 성 의사소통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함께 제공하여야 할 것이
다.  

5. 결론 및 제언

중년 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파
악하고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성기능, 성 의사소
통 및 교육 수준이 중년 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성기능 정도와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
은 경우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
상자의 73%가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중년 여성이 발달적, 상황적 변화에 더불어 사회경제
적 변화로 인해 성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년 여성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인식이 부
족함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
황에서 의료인은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문제의 심각
성과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 관련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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