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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 재활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성 재활의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
시에 성 재활에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반인 총 311명을 대상으
로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성 재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 재활에 대해 TV(18.0), 인터넷(23.0%), 교육
(28.7%)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73%이상이 성 재활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 재활의 치료
대상에 대해서는 부부관계 문제(22.0%), 발기부전(17.8%), 일반인(14.5%)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 재활
의 중요성에 대하여 98%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면 권유하거나 받
을 의향이 90%이상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언론과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성 재활의 지
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작업치료사 직무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제 클라이언트들에게 필요한 성 재활 교육 자료 마련과 성 재활에서 작업치료사의 구체
적인 역할 확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 성 재활, 인식도, 작업치료, 중요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occupational therapist’s role for sexual rehabilitation through investigating
perception about sexual rehabilitation among general people. A survey has undertaken from April to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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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rough interview on the street and Internet survey. Total 311 people participated. SPSS 18.0 software
has been used for data analysis. Participants have heard about sexual rehabilitation through T.V(18.0%),
Internet(23.0%) and education(28.7%). Over 73% of people responded ‘no idea’. Regarding potential clients
for sexual rehabilitation, conjugal relationship(22.0%), impotence(17.8%), general people(14.5%) were
responded. 98% answered that sexual rehabilitation is very important and 90% showed willingness to
receive sexual rehabilitation if problem identified. This survey identifies that the growth demand of
occupational therapy’s role related to sexual rehabilitation through the consistent advocacy and education.
Further research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xperiment of intervention provided is required to
identify occupational therapist’s role for sexual rehabilitation
Keywords : Sexual Rehabilitation, perception, occupational therapy, importance

1. 서론
현대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정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여가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1]. 하지만 다양한 기술의 발달에도 장애 발병률은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다[2]. 국내 장애의 유형을 살펴보면 90%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한, 욕구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3][4].
성(性)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삶에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며[5], 육체적인 성 행
동 뿐만 아니라 사고, 감정, 가치관, 행동, 존재, 의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표
현이다[6). 특히 성적활동(Sexual activity)은 사회에서 살기위한 일상생활 수행 요소로 모든 인간은
장애를 논하지 않고 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5-8].
자폐, 지적장애, 뇌성마비 등의 선천적 장애의 경우 잘못된 성행동과 성폭력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9][10], 척수손상, 뇌손상 등 후천적 장애의 경우 정상적인 성
생활이 어려워 결혼 상태 유지 및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의 어려움으로 성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11].
장애인의 성교육과 함께 올바른 성생활은 정신건강과 심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12]. 하지
만 국내의 경우 성에 대해 보수적인 문화적 성향으로 성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거나 성생활과 관련
된 문제들이 치료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뇌졸
중 환자의 71.2%가 성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성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71.5%가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에 대한 흥미도는 ‘대체로 흥미가 있다’가 61.6%로 매우
높게 보고되고, 성 재활의 필요성 또한 90%이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4].
국내 장애인들의 성 상담 및 성 재활을 살펴보면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보고
되지만, 이동이 어렵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성 재활 프로그램을 접하기 매우 어
려워 보인다[15].
본 연구에서는 성 재활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성 재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함과 동시에 성 재활에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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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성 재활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성 재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
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5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서울·충청지역에
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
한 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 155부, 온라인 네이버 폼 설문조사 156부의 설문지 중 신뢰할 수
없는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305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성 재활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를 알아보고 성 재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11문항으로 설문 참여자에 대한 특성 1문항, 성 재활 인식에 관한 8문항, 필요성과 중
요도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 재활에 대해 알고 있
는지와 성 재활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등으로 Likert-type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식도 및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고, 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에 따른 성 재활 인식도 및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독립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후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8.0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구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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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
1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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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동거
비 의료계열 학생
의료계열 학생
의료관련종사자
주부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기타

연령대

혼인상태

직업

180(59.0%)
170(55.7%)
11(3.6%)
51(16.7%)
69(22.6%)
4(1.3%)
121(39.7%)
176(57.7%)
6(2.0%)
1(0.3%)
1(0.3%)
82(26.9%)
54(17.7%)
8(2.6%)
27(8.9%)
87(28.5%)
19(6.2%)
9(3.0%)
19(6.2%)

표 1과 같이 연구 참여자는 총 305명으로 여자가 180명(59.0%), 남자가 125명(41%)으로 보였으
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70명(55.7%), 30대 11명(3.6%), 40대 51명(16.72%), 50대 69명(22.6%),

60대 4명(1.3%)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혼인상태는 기혼 121명(39.7%), 미혼 176명(57.7%), 이혼
6명(2.0%), 사별 1명(0.3%), 동거 1명(0.3%)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직업은 비 의료계열 학생 82
명(26.9%), 의료계열 학생 54명(17.7%), 의료관련종사자 8명(2.6%), 주부 27명(8.9%), 직장인 87명

(28.5%), 프리랜서 19명(6.2%), 무직 9명(3.0%), 기타 19명(6.2%)으로 나타났다.

3.2 성 재활의 인식도
[표 2] 성 재활을 알고 계셨습니까?
[Table 2] Where would be the sexual rehabilitation undertaken?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처음 들어보았다

인식도

N(%)
10(3.3%)
23(7.5%)
48(15.7%)
82(26.9%)
142(46.6%)

[표 3] 성 재활을 알게 된 경로가 무엇입니까?
[Table 3] How did you perceive about sexual rehabilita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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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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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인터넷
SNS
잡지
지인
관계자
경험자
배움(의료계열 전공)
라디오
기타

알게 된 경로

22(18.0%)
28(23.0%)
4(3.3%)
4(3.3%)
16(13.1%)
6(4.9%)
3(2.5%)
35(28.7%)
0(0.0%)
4(3.3%)

[표 4] 성 재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Table 4] Where the sexual rehabilitation undertaken?

구분
개인 집
호텔/모텔
치료실
기타

재활 장소

N(%)
85(21.7%)
33(8.4%)
256(65.3%)
18(4.6%)

표 2와 같이 대상자들의 성 재활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잘 알고 있다’ 10명(3.3%),

‘잘 알고 있다’ 23명(7.5%), ‘보통이다’ 48명(15.7%), ‘잘 모르겠다’ 82명(26.9%), ‘처음 들어보았다’
142명(46.6%)로 전반적으로 성 재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표 3은 성 재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경로에 관하여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TV’ 22명(18.0%), ‘인터넷’ 28명(23.0%), ‘SNS’ 4명(3.3%), ‘잡지’ 4명(3.3%), ‘라디오’ 0명(0.0%), ‘지
인’ 16명(13.1%), ‘관계자’ 6명(4.9%), ‘경험자’ 3명(2.5%), ‘배움(의료계열 전공)’ 35명(28.7%), ‘기타’ 4
명(3.3%)로 배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이 높게 나타났다. 표 4와 같이 성
재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지에 대한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 ‘치료실’ 256명(65.3%)이 가
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개인집’ 85명(21.7%), ‘호텔/모텔’ 33명(8.4%), ‘기타’ 18명(4.6%)으로 나
타났다. 성 재활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성 재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3.3 성 재활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인식
[표 5] 성 재활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Table 5] How would be sexual rehabilitation undertaken?

구분
재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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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와 1:1 상담치료
그룹 상담치료
매체를 이용한 교육(영상, 책 등)

N(%)
229(47.3%)
53(11.0%)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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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활용한 치료
기타

79(16.3%)
18(3.7%)

[표 6] 성 재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 것 같습니까?
[Table 6] What would be contents of sexual rehabilitation?

구분
정신적인 성
단순 스킨십
행위적인 성
이론적인 성교육
부부관계 개선
기타

재활 범위

N(%)
160(26.0%)
39(6.4%)
116(18.9%)
113(18.4%)
173(28.2%)
13(2.1%)

표 5는 성 재활이 행해지는 방법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치료사와 1:1 상담치료’

229명(47.3%), ‘그룹상담치료’ 53명(11.0%), ‘매체를 이용한 교육(영상, 책 등)’ 105명(21.7%), ‘도구를
활용한 치료’ 79명(16.3%), ‘기타’ 18명(3.7%)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성 재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일 것 같은지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정신
적인 성’ 160명(26.0%), ‘단순 스킨십’ 39명(6.4%), ‘행위적인 성’ 116명(18.9%), ‘이론적인 성교육’

113명(18.4%), ‘부부관계 개선’ 173명(28.2%) ‘기타’ 13명(2.1%)로 부부관계 개선이 성 재활의 범위라
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성 재활의 치료대상자 및 연령대
[표 7] 성 재활을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Table 7] Who would receive sexual rehabilitation?

구분

재활 대상

354

일반인
뇌졸중
뇌성마비
발기부전
척수손상
지적장애
부부관계 문제
외상성 뇌손상
발달장애
파킨슨
류마티스
기타

N(%)
119(14.5%)
46(5.6%)
43(5.3%)
146(17.8%)
78(9.5%)
55(6.7%)
180(22.0%)
44(5.4%)
56(6.8%)
17(2.1%)
1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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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 재활을 받는 사람의 연령대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Table 8] Which aged people would receive sexual rehabilitation?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 관계없음

연령대

N(%)
4(0.8%)
39(7.7%)
79(15.7%)
111(22.0%)
107(21.2%)
38(7.5%)
126(25.0%)

표 7과 같이 성 재활의 치료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 119명(14.5%), ‘뇌졸중’ 46명(5.6%),

‘뇌성마비’ 43명(5.3%), ‘발기부전’ 146명(17.8%), ‘척수손상’ 78명(9.5%), ‘지적장애’ 55명(6.7%), ‘부부
관계 문제’ 180명(22.0%), ‘외상성 뇌손상’ 44명(5.4%), ‘발달장애’ 56명(6.8%), ‘파킨슨’ 17명(2.0%),

‘류마티스’ 19명(2.3%), ‘기타’ 16명(2.0%)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표 8에서 성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연령대가 어떠할 것 같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복수응
답 결과 ‘10대’ 4명(0.8%), ‘20대’ 39명(7.7%), ‘30대’ 79명(15.7%), ‘40대’ 111명(22.0%), ‘50대’ 107명

(21.2%), ‘60대 이상’ 38명(7.5%), ‘연령 관계없음’ 126명(25.0%)로 환자의 연령이 관계가 없을 것 같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3.5 성 재활 치료사에 대한 인식
[표 9] 성 재활을 누가 치료할 것 같습니까?
[Table 9] Which profession would have responsibility for sexual rehabilitation?

구분

치료사

재활과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행동치료사
운동치료사
기타

N(%)
169(25.3%)
117(17.5%)
10(1.5%)
27(4.0%)
85(12.7%)
136(20.3%)
7(1.1%)
70(10.5%)
35(5.2%)
13(1.9%)

표 9와 같이 성 재활을 누가 치료할 것 같은지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재활과 의사’ 169명

(25.3%), ‘정신과 의사’ 117명(17.5%), ‘간호사’ 10명(1.5%), ‘물리치료사’ 27명(4.0%), ‘작업치료사’ 85
명(12.7%), ‘심리치료사’ 136명(20.3%), ‘언어치료사’ 7명(1.1%), ‘행동치료사’ 70명(10.5%), ‘운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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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5명(5.2%), ‘기타’ 13명(1.9%)으로 재활과 의사가 가장 많은 복수응답이 나타났다.

3.6 성 재활의 중요성 및 치료 의향
[표 10] 성 재활이 중요하고,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10] Do you Think sexual rehabilitation is important and needed?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요도

N(%)
77(25.3%)
136(44.6%)
86(28.2%)
3(1.0%)
3(1.0%)

[표 11] 본인 혹은 주변인이 성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거나 혹은 권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Table 11] Are you going to receive or recommend sexual rehabilitation if you or others needed?

구분

재활 의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N(%)
46(15.1%)
145(47.5%)
85(27.9%)
19(6.2%)
10(3.3%)

표 10은 성 재활의 중요성 조사를 했다. 그 응답 결과로 ‘매우 그렇다’ 77명(25.3%), ‘그렇다’ 136
명(44.6%), ‘보통이다’ 86명(28.2%), ‘아니다’ 3명(1.0%), ‘매우 아니다’ 3명(1.0%)로 전반적으로 성 재
활이 중요한 치료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에서는 성 재활의 치료 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응답자가 성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
거나 혹은 주변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거나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
다. 그 응답 결과로 ‘매우 그렇다’ 46명(15.1%), ‘그렇다’ 145명(47.5%), ‘보통이다’ 85명(27.9%), ‘아
니다’ 19명(6.2%), ‘전혀 아니다’ 10명(3.3%)로 전반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 재활 실태를 살펴보면 소그룹운영, 상담, 약물, 매체의 적용을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모두에
게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16].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성 재활의 범위는 ‘부부관계 개선(28.2%)’과

‘정신적인 성(26%)’으로 응답하여 이는 국내 성(性)에 대해 폐쇄적인 인식들로부터 기인한 것과 같
은 결과로 보여진다[17].
성 재활 담당 전문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보통 성에 대하여 심리적인 원인에서 풀고자 하
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일반인들의 성기능 장애와 관련요인들이
기분, 만족도, 통증, 각성 등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보고된 기존의 결과들과 비슷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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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18].
성 재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해 응답자들은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性)
에 중요성은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다름이 없었다[7]. 본인이나 주변에 성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받거나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90%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효과적인 성 재활 홍보를 한다면 작업치료사의 영역 역시 확대 될 것으로 생
각되어 진다.
본 연구를 통해 성 재활에 인식도와 중요도를 확인하였고 한국의 폐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장
애인의 성 재활의 필요성 및 국내 보건 의료 기관에 성 재활 프로그램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추
후 장애인을 포함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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