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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과 성

이 경 혜*

I. 서 론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이라 함은 성적 특성을 의미한다. 남녀의 차이는 이러한 성적 특성 

에 따라 구별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 차는 생물학적으로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어 생식기의 해부생리학적 

인 구조와 기능 호르몬 분비 등의 차이로 소위 1차적인 성 특성을 나타낸다 （생물학적 성: 

sex）. 그러나 출생순간, 최근에는 태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성유형화（sex 

typing） 되어 특정한 성 역할（sex role）을 하게 한다（ 사회적 성; gender）. 그러므로 최근 

에는 생물학적인 성과 문화적인 성을 구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생 전부터 신생아（혹은 

태아 때부터）의 성이 확인되면 부모의 기대에 따라 성 역할이 주어지고 사회문화적 성에 동 

조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성정체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도식（sex 

script）에 의해 이후 일생동안 남성과 여성의 사고와 행동, 역할을 통제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의 성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김태련, 1990）. 여성의 성적 특성은 남성중심의 사회에 사는 

여성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즉 여성에게는 수동성, 민감성, 복종, 인내, 동정, 친절 

사교성 등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능동성, 적극성. 지도성, 비판적 사고, 탐구성 등은 구조적 

으로 억압되고 무시되어 왔다. 임신. 출산과 같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조차도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여성은 죄가 많아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월경은 여성을 히스테릭하 

게 만들므로 여성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없다고 길들여져 왔다. 이렇게 형성된 여성에 대 

한 부정적인 정체감은 남성은 물론 여성자신들 조차도 여성을 열등하고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여성이라는 자체가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 

라 여성의 건강요구는 의료체계 내에서 정당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 채 수동적이고 의존적 

인 자세로 남성（남편, 아들,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오늘의 문제는 특별히 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성이 여성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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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까지 간호학이나 의학의 교과과정에서는 성에 대한 교과내용이 없었다. 단지 사회문 

화적 규범 내에서 성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임신과 출산, 생식기와 생식작용, 그리고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병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인 문제를 다루었을 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성욕구. 성행위, 일탈적 성행위 성과 관련되는 사회 문화적인 변수 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 

였다.

여성건강은 그간 산부인과학이나 모성간호학에서 소홀히 다루어온 성 특성과 관련한 성적 

편견 혹은 차별을 초래하는 사회 문화적인 쟁점과 이러한 쟁점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이경혀L 1996）. 그러므로 여성의 성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성의 총체적인 건 

강관리를 위해 중요하고도 의의 있는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성 의식의 

변화와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 그리고 성문화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 

다. 여성의 성특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생식작용인 임신, 출산과정이다. 그러 

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건강문제는 이미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II. 성문화 및 성의식의 변화와 여성건강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성 의식은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범에 의해 통제 받아 왔 

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남성에게 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하여 삼종지도와 여필종부를 강요 

하였다. 남성들은 이조시대는 물론 3공화국 이전까지도 축첩제도가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었 

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공적인 장소에서는 성에 

관한 얘기가 천박하고 점잖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사적인 장소에서는 성에 관한 얘기 

소위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문화의 이중적 성적윤리로 공식적인 사회규범과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과 행동사이에 

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동일, 1999）. 이러한 성적 이중성이 여성건강에 미치 

는 영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여 아내나 딸을 노 

름 빛에 판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성 폭행하여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을 하거나 

축첩을 하기도 하고（이러한 여성 중 구타당하는 여성이 많다） 유홍업소에 있는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의 여성을 상사나 동료가 성희롱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면서도 성폭행 

이나 성희롱의 원인이 여성이 몸가짐을 단정치 못했다거나' 호젓한 곳에 혼자 있었다거나，노 

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등 소위 말해서 당할 만 해서 당했다는 식으로 남성은 아무 잘못이 

없고 여성이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치부하여 여성은 피해를 입고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인양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사회의 낙인을 받아왔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나 

그동안 여성의 교육수준과 지위향상 그리고 여권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성폭력 특별법 등이 시 

행되어 다소 경계심을 불러 이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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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변하여 신세대들의 성 윤리나 성 의식이 

기성세대와 달라 혼전 성관계에 대해 서로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대답이 51%（남 66%에 달 

하며, 주부의 경우에도 61%는 가끔 남자친구가 필요하고 10%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현재 

사귀고 있다는 주부도 32%나 되었다（중앙일보, 96. 9. 6）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여성들의 

성 의식이 전통적 성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주부가 남자친구를 사귄다거 

나 애인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18-29세에서 66%로 세대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30대 57%, 

40대 40%. 50대 26%） 과거에 비해 개방적임을 알 수 있타（중앙일보, 96년 7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성 의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 그 변화가 더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일. 1999）. 여성의 성 의식이 이렇게 변하게 된 요인도 위에서 말 

한 여권운동과 함께 196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피임약의 보급과 피임목적의 임신중절 

이 성행하면서 전통적인 성 규범과 성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성생활은 생식과 

쾌락을 위해 행해진다. 과거에는 주로 생식을 위한 성생활을 더 중요시했으나 피임약으로 원 

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음으로서 쾌락을 위한 성생활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결혼생활에 대한 여성의 인식변화와 

혼외 성관계는 이혼율이 증가와 가족기능의 장애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이혼여성의 건강문 

제와 자녀 및 가족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점차 증가하여 1983 

년에 0.7이 1993년에는 1.04이다（통계연보, 1993）. 또한 1993년 동아년감에 의하면 하루 

평균 156쌍이 이혼하는데 이는 7쌍 중의 1쌍이 이혼하고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37세. 여자 

35세이며 결혼한지 8.4년이 지난 후에 주로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부간의 불화란 주로 성적 불만이나 부부 한쪽의 외도로 인한 것으로, 한편으로 성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부간이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동일（1999）은 여성들도 성의 이중윤리를 띠는 것이라고 해석하 

고 있다 즉, 자신의 성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율 배반적이 

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하는 여성은 결혼생활의 행, 불행과 관 

계없이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며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한다. 신체적 불편감도 높아 위 

장의 불편감, 허약감, 두통과 요통. 불면. 비만을 호소하며 분노, 절망감, 외로움, 슬픔 둥의 

심리적 손상감을 경험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누가 자녀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여성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으로 분노 두려움, 죄의식 등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Miller & Janosik, 1983： 이경혜 등, 1996）. 최근에는 이흔 후 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 기아가 발생하는 등 가정이 붕괴됨에 따라 자녀의 성장발달과 인성발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쳐 또다른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의 성의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 

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회학자인 김동일（1999）은 우리나라의 성문화의 변화가 인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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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되 그것이 가족을 해체를 가져오는 성해방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성 의식과 성문화의 변화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는 혼전, 혼외 임신과 미혼모의 발생이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직수입은 무책임한 성행위와 성 가치관을 초래해 혼전임신 

혼외 임신 등 원치 않는 임신으로 불법적인 임신중절과 미혼모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는 18-29세의 미혼여성 중 3.4%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의료기관에 의해 밝혀진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것일 뿐 대부분의 

10대 임신 혹은 미혼모들은 은폐된 채로 있어 그 수를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령（1997）의 연구에 의하면 10대 미혼모의 발생은 84년 24.9%에서 96년 

49.7%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0대 임신은 신체적으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체와 태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이 되기 쉽다. 이들의 임 

신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산전간호를 받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난 

하고 임신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어 임신성 고혈압. 빈혈, 저체 

중아 분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0대의 성생활은 자궁경부암의 발생빈도를 높인다. 이 

러한 10대 임신 혹은 혼외 임신은 대부분 불법적인 인공유산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혼 

자 분만하는 경우가 많아 모체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한다. 또한 혼전 임신중절은 그 합병증으 

로 불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에도 대부분 입양을 원함에 따라 국외 

입양을 하고 있어 국가적인 위신에도 손상을 주고 있다. 미혼모의 신체적 손상 못지 않게 불 

안,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자포자기 등 정서적 정신적 손상과, 사회적인 냉담과 낙인 은 부 

모나 친구로부터 고弔되게 만들어 학교를 자퇴하게되고 정당한 교육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가난, 미혼모, 문제아 발생 등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III. 성생활과 관련된 여성건강문제

인간은 성적 존재이므로 성욕구는 인간의 기본욕구이다• 그러므로 성생활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생활은 주로 남편（남자）에 의해 주도 

되어 왔으며 여성은 성욕이 적거나 없는 척 해야 정숙한 여성으로 인식 되어왔다. 실재로 각 

문화권마다 여성의 성욕을 억제하기 위한 갖가지 기행들이 있으며（예: 여성포경） 이에 비해 

남성은 성욕을 증가시키기 위한 음식, 약물, 의복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욕구가 충족되기를 요구하며 성욕구가 충족될 때 총체적인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성생활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의료인은 없었다. 간호학은 물론 의학에서조차 성에 대한 내용이 교과과정에 들어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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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회적으로 일탈된 성행위에 한해서만 정신과적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성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많아지고 성이 개방화되면서 성 문제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 

우가 많아졌다. 이들이 호소하는 성문제 중에는 불감증. 원치 않는 성행위, 성교시 동통, 성 

병 등 다양하다. 특히 빈번한 자궁적출술 및 난소적출술. 분만, 폐경 등은 여성의 성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사회적인 금기나 부끄러움. 혹은 간 

호사의 무관심과 무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상자들은 자궁적출술 후 혹시 자신 

이 성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수술 후 성생활 만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성교의 횟수나 수술전과의 비교를 통 

해 평가하고 있으나 성교 횟수만으로 성생활을 평가할 수 없다. 여성이 성적으로 적응하지 못 

하거나 불만족하다는 것은 성적욕구의 억제현상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대상자가 수술 

이나 질병으로 성생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해 

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욕구를 기쁨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통합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특성에 대하여 즐거움 

과 자연스러움을 느껴야 하며 성에 관련된 인간적인 경험을 상호 나누고 격려하고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장순복, 1996). 김계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성 개념이 일반인의 고 

정관념과 달리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에 대한 개념 

은 생식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인격전체가 포함되어 나타난다. Gordon(1986)은 

성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친밀감을 나누고 정직한 의사소통과 흥미있는 대화, 양자의 

특성을 수용하고 성적인 충만감을 느낄 때에 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장순복, 1996에 

서 재인용).

성생활과 관련된 건강문제로서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최근 성개방 풍 

조에 따라 혼전 성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교에는 반드시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이 따 

른다. 이러한 성병 에는 임질, 매독 뿐만 아니라 성기 헤르페스(HSV-2), HPV, HIV/AIDS 

등이 있다. HPV는 새롭게 심각성이 들어 난 것으로 콘돔으로도 예방이 되지 않으며 AIDS 

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AIDS 의 확산은 심각한데 그간 일부 외항선원이나 윤락여성 

들에게만 국한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정주부까지 확산되고 있다. 1999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HIV 총 감염자 수는 964명이며 AIDS환자로 전환된 수는 14명 사망자는 17명이 

라고 한다. 또한 증가율을 보면 97년에서 98년은 14.3%가 증가하였으나 98년에서 99년은 

37.5%를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8%를 상회하고 있다(대한 에이즈협회, 

1999).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이며 신고되지 않은 숫자는 이보다 훨 

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윤옥 등(1999)에 의한 한국의 향후 HIV감염 및 AIDS발생비율 

예측을 보면 2000년에는 234명이 새로이 HIV에 감염되며 2005년까지는 2353명에 이를 

것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경로도 현재는 주로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지만 앞으로는 모- 

태아의 수직감염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산전관리시 임부의 HIV검사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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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립하고 혈액안전대책과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최철호. 

1999：뉴스위크 특별호 3. 1999）.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 

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파트너가 많거나 10대에 성행위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의 발생율이 월등히 높다.

성폭력은 성희롱에서 강간까지 여성이 원치 않은 성행위를 남성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여성통제의 한 방법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폭력은 갈수록 증가하여 

검찰집계에 의하면 1980년에 5614건이 90년에는 9322건이 발생하였으며 강간만 1997년 

에 비해 98년에 12.7%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경우 수 

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과실로 인식하는 문화적 특성을 이용한 남성들의 폭력 

이며 범죄행위이다（이명숙. 1999）. 성폭력으로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직접적인 문제와 간접 

적인 문제, 즉시 발생하는 문제와 후에 발생되는 문제 등 여성의 일생을 거의 파괴시킨다. 성 

폭력은 여성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며 수치심, 죄의식, 당황함, 등 인격적 손상과 불신, 분노. 

두려움, 불안. 사람에 대한 경계심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강간은 비뇨생식기의 

열상, 성병, 월경곤란, 만성적인 질증상, 원치않는 임신, 불임, 불감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수면장애, 소화장애, 악몽, 집중력 저하 등 심신적 증상을 나타낸다. 매춘을 하는 여성 

중 많은 수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거나 폭력. 위협, 약물 등의 수단으로 매춘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 충족을 위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AIDS의 발생을 증가시켜 여성을 서서히 죽게 한다. 또한 포르노 산업 등 성적 쾌락을 부추 

기는 성산업은 여성을 비인간화하고 남성의 성적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다 . 이것은 여성전체 

를 모욕하고 여성들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울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여성을 병들게 한다.

IV. 성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여성건강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여성건강에 미친 영향은 크다. 대부분의 가부장적인 국가에서와 마 

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유교의 음양사상을 여성억압의 도구로 삼아 구조적으로 여성을 억압해 

왔다. 유교의 근본이론은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고 남, 여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는데 

비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여성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은 높고 강하고. 음은 낮고 

약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남존여비,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의 계율로 여성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남아선호사상은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가치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위 

치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아들을 낳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러 

한 방법들은 대게는 여성에게 고통스럽고 건강을 손상하는 방법들이다. 그런데 이 남아선호 

사상은 사회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작용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에도 첨단기 

술과 유전공학을 동원하여 아들을 낳기 위해 갖가지 위해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이경허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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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즉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와 양수검사로 태아의 성올 미리 확인하고 아들이 아닐 경우 

임신중절을 하기에는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학적인 타당성 없이 인공유산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출혈, 감염. 마취로 안한 부작용 등의 합병증을 갖게되고 유산 

후 일생을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 비록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 중 건강관 

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영양섭취를 잘 하지 않아 저체중아를 분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불임으로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X염색체를 가진 정자는 선택에서 배제되며 수정 

한 배아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여아는 선택적 유산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여성은 태아에서 

부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고 건강을 손상 당한다. 이것은 비단 남성들의 요 

구만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감과 문화적인 압박에 

의해 시행되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해 여성학자인 메리 데일리는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양날이 달린 도끼가 필요하다. 한 날은 

남성을 향해, 또 한날은 남성에 의해 길들여진 여성을 향해 그들의 인식을 깨뜨려야 한다고 

하였다（신옥회, 1994）.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오늘날에도 삼종지도（三彳造之道）가 존재한다. 여성 

이 병원에 오면 자신의 치료과정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들이 대신한다. 수술 

을 하면 왜 하는지, 어디를 하는지, 한 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지 못한다. 자궁근종을 가 

진 여성 중 많은 수가 자궁적출술과 양측난소난관적출술을 한다. 40세 이후의 여성에게는 더 

욱 그러하다.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고 연령이 많을수록 암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여성에 있어서 자궁과 난소는 생식기능이나 호르몬 분비 등 기능상의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궁은 바로 여성자체인 것이다. 자궁이 없는 여성은 더 이상 여성이 아 

니라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단지 위험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 

감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여성이 무슨 수술을 했느냐고 물을 때 "남성들은 별거 아니다”. "아 

무 염려 말고 푹 쉬어라고 하여 여성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 

든다. Fooden（1993）은 인간이 계속적으로 무반응적이고 부정적인 환경에 있으면 자기효능 

감이 떨어지고 불안과 우울로 이끈다고 하였다.

여성의 무능력과 무력감은 구타당하는 여성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남편은 아내를 자 

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갖가지 부당한 이유로 구타한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잘난 체 

한다. 말대꾸한다 등 대부분 남존여비와 삼종지도를 내세워 여성을 억압하고 구타한다. 그러 

나 문제는 여성이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여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 이것은 

여성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의존적이어야 집안이 조용하다는 오랜 문화적인 인식과 남성들의 

편견에서 비롯된다. 문화는 여성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병을 치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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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여성은 성적으로 건강할 때 총체적인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다. 성적 특성과 관련한 여 

성의 건강은 여성자신만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여성은 사회구성원 

이며 미래의 국민인 자녀를 출산한다. 여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국민을 출산, 양육 할 

수 없고 이것은 곧 국가발전과 국력과 직결된다（이경혜, 1998, McElmurry, Norr, Park. 

1993）.

여성건강은 여성을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욕구와 함께 성적욕구를 가진 완전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 

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이경혀】. 1996； 장순복. 1996； 김계숙. 

1999）.

여성의 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월경과 폐경, 임신과 출산은 정상적인 성장발달과정으로 

여성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다면 스스로 적응할 수 있다（이경혀L 1996）. 여성의 성 

적건강은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조기에 예방. 치료하고.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 

율적으로 성 특성을 행사함으로써 유지, 증진할 수 있다（장순복, 1996）. 그러므로 여성건강 

을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는 여성이 성에 대한 문제와 불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개방적인 분위기를 마련하여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도 

덕적 비판을 하지 말고 여성의 입장에서 지지. 옹호, 교육. 격려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위 

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그리고 여성의 성폭행.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해 직접적인 교육과 간호 

중재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추후관리를 해야 한다. 여성은 의료전달 체계 내 

에서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처방을 받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여성건강간호사로 하여금 옹호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혼여성이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성건강 클리닉과 여성건강상담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여성이 올 

바른 건강정보를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한다.

여성건강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여성이 총체적으로 최적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보 

건의료법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변화해 가는 성 의식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정책은 여성의 성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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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Health and Sexuality

Kyung Hy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how what influence sexuality has on 

women's health. Sex is determined by the sex chromosome： but sociocultural 

norms have much influence on the sex role of a woman or man.

Women's sexuality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m in a male-dominated 

society, which destroyed women's health, put women in a powerless position 

and forced them to live as dependent persons.

Sociocultural perception of the sex role has not been very open, and very 

strict rules have controlled those perceptions： but currently these perceptions 

have been changing dramatically.

Especially, women's sex role has changed, bringing about many problems； 

the number of women engaging in premarital sex. the number of unwed 

mothers, the number of pregnancies without marriage, the divorce rate, and 

the number of dysfunctional families have all increased.

Those kinds of problems have negative effects on women, children and 

members of the whole family.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because of free sex is a serious health issue for 

women： the number of women with AIDS has increased rapidly. Another big 

issue is sexual abuse, which is insulting to women, decreases women's 

self-esteem, increases depression, puts women in a powerless position and 

eventually causes women to get sick.

Male-preference (among newborns) ideology raises health issues for women, 

such as artificial abortion. In the area of sex differentiation, therefore, we have 

to change people's thinking from male-preference ideology to equal sex 

preference.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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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we have to use a holistic approach for women s health and increase 

awareness of the fact that the sex role and women's health are very important 

for the family, society and nation. Women's health is the nation'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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