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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인의 성(性) 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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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Sex Recognition of Male Elderly

Mi-Ran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약 본 연  목  남   생 에 한  식  알아보는 것에 그 목  다. 산

과 경남 해시에 거주하는 65  상 남  13  동  얻어  식  통하여 료  수집하 다.

연 결과, 연  참여  남  식 < 연스럽고 본능  >, <여 히 재하는 >, < 약  는 >,

<지원  필 한 >  4가지 핵심개  나타났다. , 남   생 에 하여 본능 고 연스

러운 것  식하 , 주변과 가   식과 질병 등  약  재하나, 여 히 재하는  에 

한 사  식개 과   다양한 해 안  한 극  지원  필 한 것  나타났다.  

식  포 고 한 연 므 , 다양한 야에  복합  연 가 지  진행 어야 한다.  통하

여 남  경험  특 과 에 한 과 고 차별  개별 상담  맞춤  과 지역사  프 그

램개 에 초 료  시하고  하 다.

주 어 : 남 , 식, , 지원, 복합 , 프 그램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omprehensive recognition of male elderly about the sex life in old 

age. We collected data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 after obtaining the consents of 13 male elderly over 65 

years old who reside in Kimhae Gyeongnam and Busan.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the sexual recognition 

of male elderly participants include the core concept of <the natural and instinctive sex>, <still existed sex>, < 

the sex with restriction> and <the sex which requires support>. In other words, the male elderly recognized the 

sexual life of old age as a natural and instinctive thing, the restrictions still exist including the negative 

recogni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people and diseases but it i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social 

recognition about sexual desire, the sex education and aggressive support for the various solutions are required. 

As the sexual awareness of the elderly is the comprehensive and broad study, the amalgamative and integrated 

study should be continued in the various fields. Through this, we tried to suggest the basic documents to the 

effective and differentiated individual sex consultation based on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and desire of male 

elderly, and customized sex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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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제 의료수 향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체인구의 13.1%를 차지

하 으며[1], 한국노인 1천 명 에서 65세 이상 노인

1.6%가 100세 이상 장수한다는 연구[2] 결과까지 보고되

었다. 즉, 우리나라는 최단 시일 내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곧 도래 할 것으로 측 될뿐만 아

니라, 노인 1천명 에서 16명은 ‘백세인생’을살고있다

는 것이다.

이처럼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기의 건강, 여가,

소외, 일자리 등에 많은 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보다 건

강하고 활동 인 ‘ 은 노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남은 인

생의 행복을 극 으로 추구하는 ‘열정노인’들이 증가함

에 따라, 노년기의 성문화는 요한 심사로 두되고

있다[3].

노인의 성문화에 한 심은 비교 최근의 상이

며,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연장된 노년기의 은퇴이후 여

가시간과 이 보다 건강하고 극 이며 개방 인 노인

문화 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성에 련된 문제와 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노년기

의 성에 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실정이다[4].

특히, 노년기 성에 한 무 심과 가족과 사회의 부정

인 시각은 고 건강한 노인들에게 실 인 성 욕구를

체념 , 거부 , 회피 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소극

인 성생활과 음지로 왜곡되어 나타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유교 , 가부장 인과거의 가족문화와 남

성 주도 이었던 성문화는 재와 미래의다양한 가족형

태와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노년기의 성은 생식기능과 성기능의

하로 인한 기능 측면보다는, 오히려 성욕의 충족과 성

생활만족이 삶의 만족에 연결되어 생애 반을 통해 지

속 으로 유지되는 욕구라는 측면[5]에서 그 의미의 당

성을 부여할 수있다. 즉, 노년기의 성생활은 삶에자신

감을 주어, 부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노인 스스로의

유용감을 획득하며, 정서 만족감을 높일 뿐 아니라, 노

년기의 고독감을 해소 시키고, 삶에 정 윤활제 역할

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6].

성인식이란, 개인이 갖는 성 인 느낌, 성 인 욕구,

태도, 요도에 한 인식을 의미하며[7], 노년기에는 노

인자신의 성 욕구와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노인 상 사이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8]. 노인의 성행동은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가치 에 향을 받게 되므로,

생식의 기능이 끝난 노년기에 성 욕구에 한 일반사회

의 부정 인 편견은 노인의 성문화에 한 이 실

로 인해 다른 왜곡된 문화를낳게만든다. 그러나, 인간

은 평생 성 특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며, 특히

노년기는 성숙과 발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성욕구

와 성기능을 유지하며, 성생활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9].

, 성 욕구는 인간의 기본 인 욕구 의 하나이므로

노인의 성욕도 정 인 방법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노

년기에도 이성에 한 심과 성생활에 한 즐거움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70세가 넘어도 성

욕을 장하는 남성호르몬의 수치는 20 의 3분의 2수

을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다[9]. 이처럼, 증가하는 노년기

성에 한 심과 지속 인 욕구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사회의 부정 인 인식과 편견으로 노년기 성에 한 다

양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Kim[10]은 노인의 58.1%가 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달에 2, 3회의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보고

하 다. Lee[11]은 노화가 되었어도 노인은 “성생활이

요”하고 성 심도 “ 과 다름없다”고 보고하 다. Lee

& Kim[12]은 노년기 성 욕구는 반드시 해소해야 하며,

극 인 성욕충족을 통해 삶의 의욕과 만족을 느낀다고

보고하 다. Lee[13]은 남성노인들은 월 평균 2회 이상

성생활을 하고 노년기 성생활은 부부 계의 결정 끈이

라고 하 고, 정기 인 성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Hwang[14]은 노년기 성에 해 극 인 수용태도와 본

능추구 인 태도로 나타났고 노년기의 성은 삶의 필수조

건으로 보고하 다.

지 까지 부분의 노인 연구들은 성 생활 실태[10,

13, 14, 15, 16, 17, 18, 19]와 성생활만족도[7, 20, 21, 22],

와 성 욕구[11, 12, 23, 24] 연구가 노인 성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노인의 성을 기능 인 측면에서만 다루어

신체 성기능연구에 을 두어왔다. 이와 같이 기존

의 성 연구가 일차원 으로 노인의 생리 인 성문제로

만 다루어 매우 미시 차원의 연구에 머무르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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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남성 노인의 성의식

은 단편 이거나, 획일 인 계량 연구가 아니며, 인간

의 기본 인 욕구이면서 더불어 고차원 인삶의 질 인

역에 걸쳐 연구되고 분석논의 되어야 할 포 이

고 범 한 연구이므로 련된 연구들은 노년학, 사회

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의료간호학, 산업공학, 상담학,

미디어 콘텐츠학, 헬스 어학, 사회체육학, 고령친화산

업 등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과연계선상에서 융합 인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14,

17, 23, 25, 26, 29, 30].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은퇴 이후 장기간 소외 되

는 남성노인에 한 실제 인 성인식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이 성에 해 더

욱 허용 이고 극 이었으며[11], 남성의 성 욕구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 12, 13, 17], 노년

기에도 이러한 심과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남성

노인은꾸 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3,

23]. , 남성노인은 반 으로 성생활욕구가강하여직

인 성 계를 포함해 극 인 해결방식을취하고 있

어 성별의 차이를확인할 수 있었다[14, 18, 20].이러한 차

이에도 불구하고 남성노인의 성문제 연구에외면하는 것

은 사회 인 문제 상만 가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기존의성 연구들은계량 연구로, 노인

들의 성생활에 한 심층 이고 인 인 근으로 노인

의 삶에서 성생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과하여,

결과물에 한 수량화에 무게 심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성다움을 강화시키는 군 문화, 직장의

문화, 동아리의 집단문화 등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습득하고, 한국의 가부장 제도에서 이 인 성 윤리

규범[17], 남성지배 성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 왔던

남성노인이 노년기에는 어떻게 성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성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매우

드문 실이다. 따라서 이에 한 실 인 노년기 남성

의 성생활 실상을 악하기 하여, 남성 노인들의 직

인 경험의 사실에 심을 두고, 그들의 내면에서 우러

나오는 성에 한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특

히 남성노인의 개별성과 독특성 노인의 성생활에

한 삶의 깊이를 끌어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러

한 연구를 하여 남성 노인들을 직 만나, 성생활의 실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탐색할 것이다.

, 과거와는 달리, 노년기 성문제는 연장된 노년기의

여가시간과 심리 욕구, 홀로된 노인, 건강문제, 은 노

인의 증가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근해야 할 실 인

방안이 요구되어지는 시 이다.

특히,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는 사회문화 인측면

에서 성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6, 13, 15], 개

별 남성노인의 성인식 연구는 요한 경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 인 노년기를 하기 해 남

성노인의 성인식을 실제 개별 인 에서 살펴보고,

노인의 성욕구와 경험 해소방법을 통하여 재노인과

미래노인의 성문제에 한 지역사회의 로그램개발과,

노인복지 실천 안마련에 기 를 제시하고자 하 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실제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 상은

어떠하며, 둘째, 남성노인에 의한 경험 성생활에 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 으로 노인당사자 에서 성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 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경남 김해시 D동 경로당을 이용

하는 65세 이상의 남성노인과 부산 역시용두산 공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성노인 13명이다.

경남 김해시 D동 경로당은 경상남도 김해지역에 치

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하루 일과 가장 많은 여가시간

을 보내는 장소이며,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잦은 왕래

를 하는 곳이다. 한 부산 역시 서구 남포동에 치한

용두산 공원은 휴식과 편의시설이 잘 이루어진 곳으로 3

회 방문한 결과 남성 노인들이 가장 자주, 쉽게 모이는

곳이므로 두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두 지역의 선정이유는 국 7 도시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령, 계층의 남성노인과 직 만날수 있는 공개

된 장소이므로 남포동 용두산 공원을 선정하 다. , 노

인들이 일 일 면 조사에서 응답하기에 다소 심리

항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의 주제연구이므로, 1년

이상의 자원 사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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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을 익힌 노인분들을 쉽게 연구 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해 경로당을 선정하 다. 따라서, “성”

이라는 주제의 특수성과 노인 개인의 고백 인터뷰의

연구 특성상 표성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자

가 실제 많은 남성노인을 만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부산의 표 인 노인 휴식공간으로 용두산공원을 선택

하 으며, 지속 으로 만나 인터뷰에 자발 인 심과

필요성을 보여주신 남성노인을 상으로 연구하 다. 이

곳만으로 인터뷰인원이 부족하여, 지속 인 사활동 경

험을 통해 남성노인을 쉽게 자주 면 할 수 있는 분 기

와 장소로서 “성”에 한 거부감이나 항 가능성이

은 경로당을 선정하 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1년 동안

의 사활동으로 인해 친숙하고 신뢰감을가진 상태 기

에 심층 면 을 하는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윤리 측면을 충분히 고

려하여 자발 동의를 원칙으로 하 다. 인터뷰 시작 시

연구자의 연구목 인터뷰 자발성원칙을 확인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사 동의한 남성노인에한해서 일

일면 방식으로 직 실시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

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이며, 참여자 1명당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

후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 에 한 답례품을 달

하 다.

2.2 료 수집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3개월 사이에 공원과 경로

당에서 낮1시부터 5시 사이에 공원인사와 1년간의 경로

당 사활동 통장님의 허락을 통하여 안면을 익힌 상

태에서 사 에 동의한 남성노인을 일 일면 하 다.

면 에 앞서, 연구자는 목 과 내용을 설명하고, 녹음

기 사용에 한동의를 구한 뒤, 남성노인들의 개인 경험

염려에 한 익명보장과 녹음내용 기를철 히 약속한

뒤 진행하 다. 사 에 여러 차례 주제에 하여 연구공

감 를 형성하 고, 필요성에 심을 가진 남성노인들의

자발 인 조로 건강문제, 가족문제, 노후문제 등의 다

양한 심사부터 질문을 풀어나가면서 면 시간은 상당

히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어색하지 않도록

개방 이고 자연스런 질문을 통해 남성노인의진솔한 이

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 다.

2.3 료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녹음 내용을 녹취

하여 부 필사한 후, 메모한 상황들과함께 검토 하 으

며, 녹음내용은 그후 삭제하 다. 이를분석하여 남성노

인의 성인식과 성 욕구 해소방법에 해 유형화 하 으

며, 이것을 다시 핵심주제로 묶어, 노인 문가 동료교수

들과 논의 자문을 참고하 다.

Giorgi[28]가 제시한 단계들에 의거해서 성에 한 면

담내용을 분석했는데, 4개의 핵심개념을 추출하 다.

상학 연구는 동일한 상에 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질 연구방법의 하나

이며, 그목 은 연구에 참여한 개인이가지고 있는 본질

인 의미를 포함한 살아있는 경험에 한 의식의 구조

를 탐색하기 한 것이다[26]. 노인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애 경험과 시 에 따라변하며, 그 속에 역동 으로 어

우러진 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해 개개인의 존재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로 하는 본 연구에 부합된다.

그 Giorgi[28]의 상학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인

남성노인이 구술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그 경험

들의 공통된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

간의 계를 일 성 있게 기술하기 때문에 남성노인의

성에 있어 그들이 성생활 경험에서 겪게 되는 상에

해 체계 인 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26].

Giorgi[28]의 연구단계 로 첫째, 먼 면담 내용 체

에 한느낌을 악할수 있도록 여러번에걸쳐 녹취록

을 처음부터끝까지읽었으며, 둘째, 녹취록을 읽은후 남

성노인의 성에 을 맞춰 ‘의미단 ’를 구분했으며, 셋

째, 환된 각각의 ‘의미단 ’들에서 공통 으로 해당되

는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의미단 ’들을 묶어서 8개의 하

구성요소들을 추출했으며 마지막으로 환된 의미단

들을 남성노인의 성인식의 일반 구조 기술로 통합

하 다.

따라서, 남성노인의 실제 성경험에 기반한 성의 인식

과 성욕 해소방법에 한 솔직하고 사실 인 이야기에

주목하 으며, 두 도시 지역사회 남성노인의 개인 이고

민감한 주제의 내용이므로 체계 이고 깊이 있게 일반화

되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밝 둔다.

2.4 연  신뢰  보  리  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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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말하는 연구의 신뢰성은 질 연구의 가장 큰 약

이다. 질 연구의 주된 심사는 표 화된 자료 일

반화 가능성 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에 있기

때문에 질 연구에서 가장 요한 것은 연구의 신뢰성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의 수행성의 신뢰

성과 신빙성 확보를 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 연구자와 연구 상의 편견을 통찰하고 제

거하기 하여 지역 노인의 생활에 통찰력이 있는 장

문가, 실무자, 련분야 교수 등 문가들에게 인터뷰

내용에 한 검증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 상의 반응성

문제를 제거하기 하여 사 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윤리 문제 해결을 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험이나 부담이 없도록 연구자가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과 모든 정보는 기호로 처리하여 비 보장 원칙에 의

해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의 녹음에

해서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에 조사를 진행하 다.

, 본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확보를 하여 Lincoln

과 Guba[27]가 세운 4가지 질 연구의 엄격성 기 들을

용하도록 노력했다. 첫째, 사실 가치(true value)를

만족시키기 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최

진술로 돌아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복 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둘째, 용성(applicability)을

해 충분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연구 참여자와 3개월간

의 반복 만남을 가졌다. 셋째, 일 성(consistency)을

해본 연구의 자료분석과정에서성에 한 질 연구

를 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과 의견을 자주 나 었으며

연구과정에 한 토론도 나 었다. 넷째, 립성에 해

서는 남성노인이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재확인하는 질

문을 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하 다.

3. 연 결과

3.1 연  참여 들  특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성노인 13명 이었으며, 60

남성노인 3명, 70 남성노인 4명, 80 남성노인 5명, 90

남성노인 1명으로 나타났으며, 4명의 남성노인(이혼2

명, 사별2명)만 홀로 사는 남성노인이었으며, 9명은 모두

부부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본 연구 상

자 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의 부분은

종교가 없었으며(무교8명), 불교 2명, 기독교 2명, 천주교

1명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와 학력 은퇴 의 직업은

<Table 1>과 같다.

Partici

pant
Age

The

presenc

e of a

spouse

Residen

tial

type

Numbers of

children

Job

before

retireme

nt

Religion
Educational

background

1 80 Yes couple
3 sons

1 daughter

office

worker

Buddhi

sm

high school

graduates

2 75 Yes couple
1 son

1 daughter
commerce Catholic

high school

graduates

3 94
No(berea

vement)
single

3 sons

1 daughter
industry

No

religio

n

high school

graduates

4 80
No(berea

vement)
single

3 sons

2 daughters
commerce

No

religion

high school

graduates

5 82 Yes couple
3 sons

2 daughters

office

worker

Buddhi

sm

high school

graduates

6 70 Yes couple
3 sons

1 daughter

Insurance

sales,

musical

performer

Christi

anity

University

graduates

7 82 Yes couple
1 son

1 daughter

office

worker

No

religion

high school

graduates

8 82 Yes couple
1 son

2 daughters

civil

engineeri

ng

No

religion

middle

school

graduates

9 67 Yes couple
2 sons

1 daughter

Civil

servant

No

religion

middle

school

graduates

10 72 Yes couple
1 son

1 daughter

civil

engineeri

ng

No

religion

high school

graduates

11 65
No(divo

rce)
single 1 son business

Christia

nity

University

graduates

12 73 Yes couple
2 son

2 daughters

office

worker

No

religion

University

graduates

13 68
No(divo

rce)
single 2 sons business

No

religion

University

graduates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3.2 연  참여  식

주 건강상태는 3명을 제외하고는 보통이상의 건

강한 편으로 인지하 으며, 배우자가 있는 9명의 남성노

인 에서 4명의 노인이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체 13명 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3명의 남성노인은

성인식에 한 태도가 아름답고, 활력, 삶의 의미로 인식

하 으며, 성욕 해소방법도 이성 친구를 통하여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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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식에 하여 무 심으로 표 한 2명의 남성노인

1명은 건강상태가 심각하고 사별노인이었으며, 1명

다른 노인은 건강하여 부부 계가 가능하더라도 성욕을

회피하거나, 여가생활로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남성노인은 성인식에 하여 좋은 것, 타고나

는 것, 삶의활력소, 선천 인것, 즐기는 것, 최고의가치,

아름다운 것, 활력과 비타민, 삶의 의미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동, 춤, 종교, 여가, 이성 친구, 아내 등의 방법으

로 해소하고 있었다.

Particip

ant

Health

status

Sex life

with

spouse

Sexual

contact with

the opposite

sex

Sexual

recognition

The way to

solve sexual

desire

1 Good No(yes)
No

relationship

I am too

old.
No desire

2 Good
Yes(Once

a month)

No

relationship
Good thing Exercise

3 Bad
No(bereave

ment)

No

relationship
Indifferent

No desire

(Exercise)

4 Good
No(bereave

ment)

No

relationship

Born with

it
Dance

5 Good No(yes)
No

relationship
Indifferent Avoid

6 Good No(yes)
No

relationship

Vitality of

life.

The power

of religion

7 Normal No(yes)
No

relationship
Innate Avoid

8 Normal
Yes(Once

a month)

No

relationship
Enjoyable To my wife

9 Good
Yes(twice

a month)

No

relationship

The best

value

(Viagra)

wife

10 Bad Yes(yes)
No

relationship

I have a

sexual

desire

Leisure life

11 Bad Yes(no) Relationship
Beautiful

thing
Relationship

12 Good Yes(yes) Relationship Vitality Relationship

13 Good Yes(no) Relationship

The

meaning of

life

Relationship

<Table 2> The sexual recognition and the solution

(sexual desire) of male elderly  

남성노인의 성인식과 성욕해소의 경험 구성요소들

을 통하여 핵심 주제개념으로 분류한 4가지 개념은

<자연스럽고 본능 인성>, <여 히 존재하는 성>, <제

약이 있는 성>, <지원이 필요한 성>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Concept of core theme Experimental component

Natural and instinctive sex

Sexual life is beautiful and happy

during old age

It is helpful to health and gives the

vitality to the life.

still existed sex

The sexual desire so strong that I

would like to have a sex even at

dream

Regardless of age, I am full of

sexual desire

the sex with restriction

It is restricted by disease and

aging.

It is suppressed by avoiding,

minding others

the sex which requires support

Natural relationship and alternative

program are required.

Our generation had no opportunity

and no sex education.

<Table 3> Empirical components and core concepts

3.2.1 연스럽고 본능  

남성노인의 성에 한 질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

들의 건강상태와 질병여부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여부와

이성 친구 유무에 따라 부분 인 차이는 있지만, 노년기

에도 성생활이 주는 즐거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 다.

성이란 좋은 것이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므로 노년

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며, 식욕과 같이 건강

에도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소이자 남자에게

유토피아라고 하 다.

가.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

“남자의 성이란 좋은 것이야 여자도 좋지만 남자에게

도 좋은 것이야, 나이가많아서 오래는못해도. 아내도좋

아하고 ... 나도 성생활에 즐거움이 있지 ”(참여자2 ; 미

소가득 머문 얼굴로)

“나이가 들어도 성 욕구는 있지, 주말에 오는 아내를

오랜만에 보면 손잡고 싶고 아내와 성생활을 하고 싶고

” (참여자9 ; 아내를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성 욕구를 자제하는 편이지만 만나는 여성한테는 요

구하는 편이지, 성 생활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지마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참여자11 ; 담배를 피우시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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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삶의 활력이 됨

“남자에게 성을 빼면 되나 남자에게 성욕구가 없으면

안 되지 식욕이나 다른 욕구와도 같은 즐거움이지 건강

에도 좋고 ”(참여자11 ; 마냥 웃는 얼굴로 약간 상기된

모습으로)

“성 생활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운동이기도 하

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깐 ”

(참여자2 ; 담담하고 표정없는 모습)

“(성은)부모에게 받은 유 이잖아 건강하다는 거고,

꼭 성 계가 아니어도 남자라는 것이 자부심이지 ... ”(참

여자4 ; 조용조용하신 모습)

“성은 삶의활력소지 힘이나게 하고 ”(참여자6 ; 매우

건강한 어르신)

“힘이없으면 안되잖아 건강을유지하고싶게 하니깐

”(참여자8 ; 남자의 건강은 성문제라고 늘 주장하심)

“성이란 건 남자에게 있어서 유토피아 같은 거지, 황

홀한 거고”(참여자9 ; 면 부터아주 극 이고 자발

인 참여자)

이와 같이 남성노인 부분은 노년기 성에 해 매우

극 이고, 정 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특히, 남성에

게 성은 뺄 수 없이 요하다고 인식하며, 성을 통해 활

력을 발산함을 알 수 있다. , 이를 통해 노년기의 성이

남성노인들의 삶에 상당히 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

으며, 노년기의 성은 기능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에 연

된다는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2.2 여 히 재하는 

남성노인들은 노년기에도 변함없는 성욕을 가지고 있

으며, 노인이 되었지만 나이와 상 없이 남자이므로

요하고, 는 나 에 약의 보조를 받더라도, 사별과 이혼

의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통해서라도 삶의의미를 느끼고

자 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꿈에서라도 하고 싶을 만큼 성욕구가 존재함

“주말부부여서 아내가 없을 때에 외로울 때 꿈속에서

나 신체의 반응으로성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참여자

9 ; 말이나 행동이 매우 극 임)

“늙어도 성욕구가 있고, 남자가 힘이 생기면 참지 않

는다, 나 에도 비아그라를 쓰면 몇 년은 더 즐길 수 있

을 것이니까.”(참여자 8 ; 건강해보이고 쾌활하심)

“성 욕구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 여자친구상

만 있으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

여자13 ; 비교 극 , 정 이셨음)

나. 나이와 상 없이 성 욕구가 충만함

“나이가 들어도 성욕구가 있지 노인이라고 해도 남자

니깐 ”(참여자2 ; 모자를 항상 쓰고 계셨고, 운동을 즐기

시는 노인)

“노인이라도 성욕구가 있지 나이랑은 상 없어 ”(참

여자4 ; 이러한성 연구에 심이 많으니, 자주하라고 매

우 극 으로 격려하심)

“성이란 건 본능 인 거잖아 조물주가 그 게 만들었

지 남자에게 있어서는 성이란 본능 인 욕구이고 최고의

가치지”(참여자9 ; 상자 비교 어 보이셨고, 본

연구에 심이 많으셨음)

“성욕구가 올라 올 때가 있지, 나이가 들어도 성 욕구

는 있어”(참여자11 ; 부유하고, 졸자이셨으나, 이혼하심)

이와 같이 노년기에도 남성노인의 성 욕구는 정신

심리 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약  는 

남성노인들 에는 질병이 심각하거나 배우자의 성생

활 거부 는 성생활 트 의 부재로 인하여 성욕구를

기피하거나 자제하는 상도 상당히 어렵게 표출하 다.

한 심리 으로 성욕은 있으나 노인에 한 주변의

시선을 부정 으로 인식하여 억제하거나 운동 여가생

활 등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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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병과 노화로 제약이 있는 성

“성은 지 늙어서 되나. 다 늙었는데지 되나, 지

은 욕구보다는 생활하면서 경제 으로 지않아 제일

힘들다. 죽을 때 다 되었는데 성은 무슨 성이냐... ”(참여

자1 ; 건강과 경제상황이 나쁘셔서 한숨과 개인 신세

한탄을 많이 하셨음)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내가 죽고

성은 떠난지가 오래다 생각뿐이지...”(참여자3 ; 연령이

많으셔서 힘들어하심)

“이제 그런건 없지, 나이가 있고 건강이 불편해서 몸

이 아 니깐... 치도 보이고...”(참여자10 ; 건강문제로

손을 내 으심)

나. 사회통념상 회피하고 치보며 억제되는 성

“늙고, 병든 노인이 성을 찾으면 주변에서 뭐라 할까

치 보인다...”(참여자3 ; 가장 고령노인이셨고, 주변

의 치를 보심)

“그래도, 늙어도 남자는 남자지. 생각나면 참기가 쉽

냐? 늙으니까, 참는 거고 이 게 밖에 나와서 운동이라

도...”(참여자5) ; 머리를 이시면서, 종종입맛을 다셨

음)

남성노인들은 질병과 노화로 인한 상실감과 심리

욕구 불충족으로 인한 부정인식을 통해 이에 한 우리

사회의 반 인 노인 성문화에 한 건강한 해소법과

인식검토가 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지원  필 한 한 

남성노인들은 솔직한 성에 하여 지 까지 구체 인

성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콘돔유포식의 형식 보건교육

을 거부하 으며, 자녀들과 사회의 진정한 심을 바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자연스러운 이성교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와

지역사회의 로그램을 원함

“홀로 사는 노인들을 자꾸 모임 같은 데에 참여하게

하고 이성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만나는 사람들끼

리 정이 생기지”(참여자2 ; 을 크게 뜨고혼자사는남

자는 모든 것이 힘들다고 힘주어 강조하심)

“노인이 사회에 문제가 많잖아 성 범죄도 있고, 그러

니깐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

어주고 심을 가져줘서 이성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가... ”(참

여자9 ; 비아그라 약을 이야기 하실 정도로 성욕의 필요

성을 강조하심)

“복지 에서나 자식들이 노인들의 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이라도 어울리라고 권하고 심을 가져줘야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성의 노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문

화행사나 모임을 만들어서 연계해야 돼”(참여자11 ; 이

혼하신 분이라 황혼 모임과 교제를 극 으로 강력히

요청하심)

나. 성교육경험과 기회조차 없었던 노인세

“성 욕구이런 문제에 한 어떤소개 받은 것도 없고,

가 상담해도와주나, 그냥본인이 해결하는 거지..다 늙

어 라 독거노인 아니냐...”(참여자13 ; 건강하지만, 해소

할 상 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심)

“우리가 옛날엔 성교육이 어디 있었나,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아주는지 성병 걸리지 않는 교육밖에 없지 않

나...”(참여자9 ; 노인에 맞는 성교육을 만들라고 강력히

계속 주문하심)

이와 같이, 남성노인들은 노년기에도 여성노인보다는

성에 심이 많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남성노인들을　

한 이성교제환경과 다양한 로그램지원을 바라고 있었

다.

4. 결   언

본 연구는부산과 경남의 두 도시 지역의 공원과경로

당에서 65세 이상 남성노인 13명을 상으로, 연구목

을 이해하고, 사 동의한 남성노인의 성인식에 하여

생생한 경험에 주목하고자 일 일 면 방식으로 조사하



Study on the Sex Recognition of Mal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41

다.

연구 참여자인 남성노인들의 면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자연스럽고 본능 인 성>, <여 히 존재하는 성>,

<제약이 있는성>, <지원이 필요한 성>의 4가지 핵심유

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노인들의 실제 인 성생활 경

험을 통한 심층 이해와 노년기다양한 해소방안지원에

한 노인복지 에서 경험 연구의의 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 첫째, 남성노인은 부분 신체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노년기 성생활은 ‘꼭 필요한 것’이며, 본능

이고, 활력 이며, 삶의 의미와 건강을찾을 수있는

정 에 지로 인식하 다.

둘째, 건강이 나쁘고, 질병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마음만은 여 히 욕구’가 있으며, 배우자의 거부

는 본인의 질병으로 성 계가 불가능 하더라도,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었으며, 정기 인

성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셋째, 남성노인들의 성에 한 심과 인식은 60 , 70

, 80 , 90 남성노인 모두가 연령과 노화 질병의

제약이 있더라도, ‘자연 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므로 주

변과 사회의 부정 인식이 변화되어야하며, 재의 남

성노인들은 ‘실질 인 성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성병

방을 한 제한 성교육보다는, 임박한 ‘고령사회’에서

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성생활에서 실 , 구체

으로 홀로된 노인과 남성노인들을 한 성욕해소방안

과 이성교제 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책’을 요청하 다.

따라서 노년기의 성문제는 무엇보다 노인들끼리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 이고, 실질 인 안

과 연령별, 성별, 건강상태별, 지역별로 다차원 인 지원

책을 의료, 법률, 간호, 복지, 교육, 심리, 실버산업 등

역에서 융복합 콘텐츠개발로 연계시켜 모색할 필요성

이 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남성노인의

건강한 성생활과 건 한 성문화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증가하는 노년기의 성문화에 해 사회문화 인

인식개선과 이를 한 세 별, 생애주기별 학교교육과

정에서 실제 노인성문화 인식교육 등이 개발, 구성되어

야 하고, 매체 홍보 등을 통한 사회 편견 교정

개방 사고 환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 노인들은 구체 성교육을 받을 기회와

경험이 었고, 여성노인은 소극 , 남성노인은 주도 이

어야 했던 유교 문화와 정서 계 심 인 여성노인과

신체욕구 심 남성노인 간의 해소 불균형의 성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여 히 존재하는 성’욕구에 한 다

양한 해소방안을 사회 , 국가 으로 지원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를 해 지역사회의 복지기 , 노인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공원, 경로당에서도 특화된 성교육 체계

매뉴얼화 된 로그램 개발과 지역거주노인별 세분화

된 욕구맞춤식 이성교제 로그램과 홀로된 노인, 남성

노인들을 한 여가, 건강, 교육, 상담, 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개발이 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세 노인성문화 인식개선교육과정 개발

노인을 한 성교육과 로그램 지원개발을 통한 심리,

의료,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 인력양성과 인

라 구축은 고령의 노인에게 직 찾아가는 서비스개발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100세 시 에인생 삼분의 일 이상을 성공 인 노년기

로 하기 해 신체 , 심리 , 사회 으로 건강하고,

생기있는, 즐거운 인생후반을 꿈꾸는 극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멋진 노후를 약하기 해 버킷리스트

를 작성하는 비노인들과 은이들의 노년기 성문화에

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사회 분 기 조성

과 더불어 재노인과 더 건강하고, 의욕 인, 미래노인

들을 해 65세 이상 체 노인을 단일집단으로 연구하

기 보다는, 60 와 80 는 많은 차이가 존재[25]하므로

이들에 한연령별다른 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일 일 면 을 통한 질 연구의 결과로서, 지역

의 소수 남성노인을 상으로 분석내용을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남녀노인비교 등 연령 특성을 고려한 포 연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은퇴이후 장기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

되기 쉬운 남성노인들의 건강하고 정 인 성문화를

하여, 실제 노인의 에서 생생한 경험 성인식을 있

는 그 로 깊이 있게 이해하여, 노인복지 심과 차별

화된 서비스개발을 한 기 자료제공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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